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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슈머리포트
“LG 올레드, 올해 최고의 TV”
LG전자의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미
국 유력 소비자매체 컨슈머리
포트가 선정한‘올해 최고의
TV’(Best TVs of 2020)에 선
정됐다.

삼성전자의 QLED TV(Q90)
가 LCD TV로는 유일하게 최
고의 TV로 꼽혔다.
컨슈머리포트는“시장에서
팔리는 제품 중 다수인 LCD
TV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화
질이나 사운드 등도 우수하
다.”며“그러나 올레드와 같
은 색재현율과 시야각을 구현
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1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올해 최고의 TV 4대 중 2대가
▲ LG전자 올레드 TV. 사진=LG전자
LG 올레드 TV(모델명 65C9,
컨슈머리포트는 최고의 TV 외에 2천 달러 이하 초대
65CX)다.
형 TV 부문에서는 LG전자 나노셀 TV(75NANO91), 삼
컨슈머리포트 평가단은 LG 올레드 TV에 대해 고화질
성전자 QLED TV(QN75Q7DT), 소니 TV(75X900H), 하
(HD), 초고화질(UHD)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좋은
이센스 TV(75H8G)를, 1천달러 이하 65인치 TV 부문
음질과 3차원 입체 음향효과를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
에서는 LG 나노셀 TV(65SM)와 TCL TV 2종(65R625,
스(Dolby Atmos) 오디오 기능도 장점으로 꼽혔다.
65R635), 하이센스 TV(65H9G)를 선정했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구현하는 가성비 TV로는 삼
소니의 올레드 TV(모델명 XBR-65A9G)도 최고의
성 QLED TV(QN65Q80T)와 소니 LCD TV(65X950H)
TV 4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LG 제품을 포함해 4대 중 3
가 각각 추천됐다.
대를 올레드 TV가 차지한 것이다.

내년 환율 1천 원대 간다 … 하락 속도는 둔화
코로나 확산 이후 124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
이 글로벌 경제 안정세와 바이든 효과로 1,1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파르던 하락 속도는 당분
간 주춤하겠지만 내년 1천원대까지 완만하게 떨어질 것
으로 예상했다.
10일‘한국경제TV’에 따르면 1년 9개월만에 최저점
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이 이날 현재 이틀 연속 1110원대
에서 움직였다. 지난 9일 바이든이 선거 승리를 선언하
면서 미 대선 불확실성이 소멸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
가 작용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 정
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간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하락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지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던 지난 5
월 원달러 환율은 1,244원까지 올랐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효과로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달에는 원달러 환
율이 한달만에 30원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만 15원 가량
가파르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미중 갈등 완화
기대로 중국 위안화 강세가 전망되는 만큼 이에 동조하
는 원화도 강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천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 “바이든 시대
한국 주식 ‘수혜주’ ”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이하 씨티)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국 주식이 수혜주일 것이라며 삼성
전자 등 4개 종목을 추천했다.
11일‘뉴스핌’이 CNBC의 이날 보도를 인용해 전
한 바에 따르면, 씨티는 지난 6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되고 공화당
이 상원을 그대로 장악하는 시나리오는 한국 증시
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
서 씨티는 한국 주식 4종목을 추천했다. 씨티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매수’(Buy)로 두고 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다. 씨티는 미국과 중국간의 라
이벌 구도로 한국이“미국과 국가안보 사안과 중국
과의 경제 이해도 사이에서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면서도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 구조는 삼
성전자에 반사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
정부 아래에도 계속해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를 가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메모리칩, 더 나
아가 스마트폰과 5G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경쟁상
대를 저지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것
이다.
현대자동차도 바이든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탄력
받을 종목으로 꼽혔다. 현대자동차가‘글로벌 수소
전기자동차 부문 개발·홍보 선두주자’라는 평가다.
또 LG화학도 바이든 그린에너지 정책‘핵심 수혜
주’로 꼽았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유망하고
해외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배터리를 공급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NCSoft)도 씨티 눈에 들었다. 연방하
원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구글
과 애플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 분야 투자자들이 게임주식에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씨티는 전망했다. 한국 게임주식 중
에 씨티가 눈독들인 회사가 바로 엔씨소프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