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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독보적인 TV 기술력으로 완성된 
‘2023년형 삼성 OLED TV’를 출시한 가운데 해
당 제품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삼성 OLED TV가 미국
과 영국의 유명 테크 미디어에서 연이어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언론 ‘CNN’의 제
품 평가 전문 매체 ‘CNN 언
더스코어드’는 “삼성 OLED 
TV는 화질과 기능 면에
서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라
며 “놀랍도록 풍부한 색상
과 극도로 짙은 검은색을 
표현해, 보는 내내 콘텐츠에 
빠져 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내 시장에는 지
난 9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
자의 2023년 삼성 OLED 
TV는 ‘퀀텀 HDR OLED+’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
해 다양한 밝기의 콘텐츠도 최상의 선명도를 표현
할 수 있다. 또 ‘뉴럴 AI 퀀텀 프로세서 4K’를 탑재해 
OLED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밝
기와 색상을 구현했다. 20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저해
상도 영상도 4K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미국의 IT 매체 ‘피씨맥(PC Mag)’도 리뷰 기사
에서 “삼성 OLED TV S95C는 역대 테스트한 제

품 중 가장 밝고 생생한 
TV”라며 “OLED TV의 
새로운 왕(The New King 
of OLEDs)”이라고 극찬하

고, ‘2023년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이어 “대부분의 하이엔드(High-end) TV보다 높
은 144Hz의 주사율을 가졌으며 게임모드의 인풋랙
(Input Lag)은 해당 TV가 게임에 적합한지를 판별
하는 평가 기준보다 뛰어난 1밀리미터세컨드(ms)대 
수준”이라며 “S95C는 게이머들이 만족하는 성능”
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IT 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는 “작

CNN 언더스코어드 “보는 내내 빠져들어”

피씨맥 “역대 테스트 제품 중 가장 생생”

테크레이더 “인피니티원 슬림 놀라울 정도”

美떮英 매체들 ‘삼성 OLED TV’ 엄지척!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가 국내·외 건설기계 
산업의 고급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향상에 앞
장선다.
27일 현대건설기계에 따르면 글로벌교육센터는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인력양성 기술교육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건설기계 기술인력 양성과 협력사 인력 수
급을 지원한다.
또한 컨소시엄을 통해 협약을 맺은 300여개 국내 
기업과 해외법인, 딜러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코로
나19로 축소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센터는 건설기계 분야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지
난 2006년 개소한 가운데 지난해까지 약 110억원
을 투자하는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 2020년 6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
업 도입 후 3년 간 정부 지원금 약 10억원을 활용했
는데 2021년도 첫 성과평가에서 A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또 센터 리모델링을 포함해 시설에 총 37억원을 
투자했으며 장비는 기술 트렌드에 맞는 교육 제공
을 위해 매년 신제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해 활용하
는 등 지금까지 45억원을 투자했다.
현대건설기계 김성환 책임을 비롯해 김근우 선임, 
김승훈 선임, 유병훈 매니저 등 센터 교육 담당자들
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컨소시

엄 사업 목표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환 책임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세계 건설기계 산업을 선도
할 인재의 요람으로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굴착기·지게차 관련 가상 시뮬레이
터, 유압·엔진·전기전장 실습 장비 등 현장실습을 위
한 교육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매년 굴삭기·휠로더·지게차 정비와 운전분
야 기술교육 등으로 건설기계 전문인력의 산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우리 수출 기
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
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KOTRA(사장 유정열)는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
안 태국 방콕에서 ‘2023 방콕 한국우수상품전’을 개
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우수상품전은 우리 기
업의 수출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단독 개최하는 해
외 전시회다. 우리나라 수출의 3대 주력 시장에 속하
는 아세안, 더 나아가 서남아 시장까지 확대 공략하
기 위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석유공사(PTT) 등 
현지 대형 발주처의 벤더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국
내 엔지니어링 기업과 현지 시장 선점을 희망하는 

ICT·EV 분야의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아시아(GP Asia)관이 운영된다. 또 아세
안 현지 소비트렌드 공략을 위한 K-Consumer관
이 함께 운영된다.
또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 118개사는 태국을 비
롯해 아세안 7개국, 인도 등 서남아 지역 4개국 등
에서 초청된 총 11개국 225여개사의 바이어와 일대
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적
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아세안 지역은 우리 3대 
수출 주력시장으로 특히 태국은 올해 경제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방콕 한국우수상품전
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기술교육 정규과정’

코트라 ‘방콕 한국우수상품전’… 아세안 시장 공략 ‘교두보’

탄탄한 현장실습… 고급인력 산실

년 삼성 OLED TV와 비교했을 때 32%나 더 밝
아 졌다”며 “역대 OLED 테스트 제품중 가장 밝
은 TV”라고 호평했다. 이 매체는 “S95C는 다양
한 밝기 수준에서 테스트 한 결과 뛰어난 화면 균
일성을 보여준다”며 “삼성 OLED TV의 인피니
티원(Infinity One) 디자인은 놀라울 정도로 슬림
하다”고 극찬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
장은 “2023년형 삼성 OLED TV가 전세계 주요 
테크미디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스크린 경험을 위해 다양
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
다.  김정규기자

회사명 직종 급여 학력 경력 근무지 인원 전화번호

(주)바이오포아 생명과학 연구 월600만원 대졸~박사 5년 화성시 1명 070-4912-2507

한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 데이터 분석 연4000만원 대졸 무관 수원시 2명 031-241-5791

(주)에스앤에이 펌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연6000만원 대졸~석사 5년 용인시 1명 031-253-2077

주식회사 코뉴 토목구조 설계 연6000만원 대졸~석사 10년 화성시 1명 031-713-5070

세일공조산업기계(주) 기계장비 기술영업 월380만원 무관 3년 용인시 5명 031-337-0961

(주)아우라코스메틱스 화장품·비누제품 기술 및 연구 연4000만원 대졸 3년 용인시 1명 031-281-3332

(주)선일솔루션 전기공사 기술 연6500만원 무관 5년 화성시 1명 031-684-7680

(주)누리월 건축 제도사 연4500만원 고졸~대졸 2년 화성시 1명 031-353-5218

미경산업(주) 경영 기획 사무 연4300만원 대졸 무관 김포시 1명 031-981-1148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주식회사 행사·이벤트 기획 연4400만원 무관 6년 김포시 1명 031-999-7815

반도호이스트크레인 주식회사 전기계측 제어 기술 월450만원 고졸~석사 3년 화성시 1명 031-352-6294

(주)다산파마텍 플랜트공학 기술 및 연구 연40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1명 031-357-5313

주식회사 이데아그룹 인사·교육·훈련 사무 연4000만원 무관 1년 부천시 1명 02-2613-3003

(주)동양벤드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연4500만원 고졸~대졸 무관 김포시 1명 031-981-7671

(주)디엔티 생산·품질 사무 연4800만원 고졸~대졸 1년 시흥시 1명 031-319-1911

지이티에스주식회사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연5500만원 대졸~박사 5년 군포시 3명 031-5183-0735

(주)영신엔지니어링 기계공학 기술 및 연구 연7000만원 대졸~석사 10년 안산시 2명 031-319-1981

(주)유이건설 건축시공 기술 연6500만원 대졸 5년 안산시 1명 031-485-3333

주식회사 이에스이엔지 건설·채굴 관리 월500만원 대졸 1년 구리시 1명 031-527-3461

사회복지법인이천한나원 사회복지 관리 연4800만원 대졸~석사 5년 이천시 1명 031-631-1911

난쓰네코리아(주) 기타 기계공학 기술 및 연구 연5000만원 대졸 1년 광주시 1명 031-765-2147

주식회사 건인티엔에스 정보통신 관리 연50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평택시 1명 031-658-5001

에이텍엘써모 주식회사 산업기계공학 기술 및 연구 월400만원 대졸~석사 5년 안성시 1명 031-677-1230

대창토건주식회사 토목 현장소장 연6500만원 무관 1년 파주시 1명 031-949-5793

(주)동남개발 토목시공 기술 월500만원 무관 2년 고양시 5명 031-907-1708

퍼스트이앤지 주식회사 전기공사 기술 연6600만원 무관 15년 화성시 2명 02-1833-8014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 연7000만원 무관 1년 화성시 1명 031-784-8417

제이(J)소방 (주) 소방시설·설비 시공 기술 연4000만원 무관 2년 수원시 2명 031-269-2119

(주)제이피에스 전자부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연40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2명 031-831-8576

(주)대신이엔지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5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2명 031-8059-7806

(주)팬직 산업용 전자제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연4000만원 대졸~석사 3년 화성시 1명 031-358-9201

대양건설(주)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 월450만원 중졸~대졸 1년 김포시 1명 031-984-3631

(주)지팸종합건설 건축 현장소장 연5500만원 대졸 5년 시흥시 1명 070-4659-6214

경일전기코퍼레이션 전기안전 기술 연4200만원 무관 2년 시흥시 2명 031-432-3179

태양정밀 주식회사 기계·금속 제도 연4500만원 고졸~대졸 1년 평택시 1명 031-684-2288

(주)에스엠씨지 회계 사무 연5000만원 대졸 5년 안성시 2명 070-8850-8750

주식회사 새론솔루션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 연8000만원 무관 5년 의왕시 1명 0507-565-7569

주식회사에스엠페이퍼로 고무·플라스틱 기술 및 연구 연5000만원 대졸~석사 무관 시흥시 2명 031-413-3161

주식회사 엘브이원 기계공학 기술 및 연구 연4200만원 고졸~대졸 3년 평택시 1명 031-611-2104

(주)엠케이 금속·재료공학 기술 및 연구 연4500만원 석사 무관 평택시 2명 031-686-5490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현대제뉴인 제공

삼성전자 모델이 올해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2023년형 삼성 OLED TV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