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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 

 LG전자 초 프리미엄 빌트인, KBIS 2019서 주방 부문 최고상 

LG전자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현지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라스베

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19`에서 주방 부문 최고상인 `KBIS 베스트 

키친 골드`를 수여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KBIS를 주관하는 미국주방욕실협회(NKBA)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오븐, 스팀조리 등 다양한 요

리가 가능한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과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주방제품으로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LG전자의 칼럼형 와인 셀러는 스마트 홈 부문에서 30’s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상은 30대 이하 연령의 업계 전문가 30명이 10개 카테고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되

는 상이다. 

출처: 매일경제, ‘LG전자 초 프리미엄 빌트인, KBIS 2019서 주방 부문 최고상’, 2019/02/25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12895 

 

 [MWC 2019] LG전자 V50·G8·듀얼스크린, 12개 어워드 

LG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MWC 2019’에서 선보인 LG V50 씽큐·LG G8 씽큐·탈착

식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 등이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총 12개의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V50 씽큐와 G8 씽큐가 각각 5개의 상을, 듀얼 스크린과 V50 씽큐, G8 씽큐를 

합친 LG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각각 상 하나를 받았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 미국의 ‘씨넷’과 ‘더 버지’, 영국의 ‘포켓린트’ 등 외신들은 LG 듀얼 

스크린의 실용성과 혁신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MWC 2019] LG전자 V50·G8·듀얼스크린, 12개 어워드”, 2019/02/28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228010014728 

 

2. LIG넥스원㈜ 

 LIG넥스원, 지난해 영업익 240억...전년比 688%↑ 

LIG넥스원이 12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개별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240억 9130만원으로 

전년 동기 30억 5745만원 대비 688% 증가했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같은 기간 매출액이 1조 4775억 785만원으로 전년 동기 1조 7019억 8532만원 대

비 13.2% 감소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44억 5806만원으로 전년 동기 -94억 8562만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출처: 아주경제, ‘LIG넥스원, 지난해 영업익 240억...전년比 688%↑’, 2019/02/12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02121714527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1289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228010014728
https://www.ajunews.com/view/201902121714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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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IDEX 2019' 참가 

LIG넥스원이 이달 17~21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19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IDEX는 UAE에서 1993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의 국제방산전시회로 올해에도10

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LIG넥스원은 중동을 수출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IDEX를 중심으로UAE와 사우디 등

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세계적 수준의 국방R&D역량을 알리고 정밀유

도무기와 감시정찰 장비 등 주요 제품들에 대한 수주마케팅에 주력해 오고 있다. 

LIG넥스원은 이번 IDEX에서 ‘천궁II’, ‘신궁’, ‘청상어’ 등 여러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LIG넥스원,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IDEX 2019' 참가’, 2019/02/15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2151130265073 

 

3.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SK하이닉스가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은 

국내 기업 중 최초이자 세계에서 14번째다.   

19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이천·청주캠퍼스가 폐기물 재활용률 90%(2017년 기준), 94%를 각각 달

성해 실버 등급(재활용률 80~97%)을 충족했다. 이번 등급은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인증기관 

‘UL 인터내셔널’이 매년 사업장 단위로 발생하는 폐기물 총 중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중량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부여된다.  

하이닉스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는 등 환경 경영을 강화한다

는 방침이며 ‘폐기물의 자원화’를 더욱 강화하며 재활용률을 더욱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경제, “SK하이닉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2019/02/19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DHPGW3R 

 

 

 

 

 

 

 

 

 

http://www.fnnews.com/news/20190215113026507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DHPGW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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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랙야크㈜ 

 블랙야크 5관왕…한국 아웃도어 격 높였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올해 ISPO 어워드 5관왕을 차지했다고 7일 전했다. 

ISPO는 1970년부터 매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로 전 세계 120개

국 28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스포츠·아웃도어의 트렌드를 이끈다. 또한 ISPO 어워드를 통해 매

년 아웃도어와 스포츠용품의 부문별 최고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블랙야크는 지난 3일부터 나

흘간 열린 ISPO에서 황금상(Gold Winner) 3개와 제품상(Winner) 2개를 수상했다. 

일찍이 글로벌 진출에 나거 2012년 처음 ISPO에 참가한 블랙야크는 2013년 `올해의 아시아 제

품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매년 ISPO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로써 7년간 총 24개 제품에서 수

상하며 단일 브랜드 누적 집계 기준 `역대 최다 수상` 기록도 세웠다.  

또한, 블랙야크는 제품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원 블랙

야크’를 핵심 전략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블랙야크…한국 아웃도어 격 높였다’, 2019/02/07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76521 

 

 블랙야크 사명 'BYN'으로…"지속가능 기업으로 거듭날 것" 

아웃도어 전문업체 블랙야크 사명이 'BYN'으로 바뀐다. 새 사명에는 '당신의 새로운 삶 속 베이

스캠프'라는 의미가 담겼다. 

블랙야크는 사명과 CI 등의 변경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라이프스타

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블랙야크는 이날 도전, 믿음, 끈기, 존중, 나눔 등 5가지 

기업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출처: news 1, 블랙야크 사명 “BYN'으로…‘지속가능 기업으로 거듭날 것’”, 2019/02/19 

링크: http://news1.kr/articles/?3551932 

 

5. ㈜LG화학 

 LG화학, 국내 기업 최초 '글로벌 톱10' 화학사 선정 

LG화학이 미국화학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전문잡지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선정한 글로벌 탑 50 화학 회사에 국내 기업 최초로 'TOP 10'에 올랐다. 

LG화학은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를 강화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탑 5 화학 회사'

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생산체제의 증설과 더불어 기초소재분야, 전지, 정보전자소재에

의 연구와 투자 집중 등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은 영국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기관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9년 화

학기업 10'에서 듀폰을 제치고 브랜드 가치순위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 “LG화학, 국내 기업 최초 '글로벌 톱10' 화학사 선정”, 2019/02/26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61438534880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76521
http://news1.kr/articles/?355193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61438534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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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이텍 

 에이텍, 실시간 망 전환 기술로 NEP 인증 획득 

에이텍이 국내 PC 제품 최초로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했다. 마우스를 활용해 망분리 PC 외부

망과 내부망을 실시간으로 넘나들 수 있는 기술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에이텍 관계자는 “PC 완제품으로 NEP 인증을 받은 것은 에이텍이 최초”라고 밝혔다. 

에이텍 PC는 물리적 망 분리 환경에서 운영되는 PC 두 대를 한 대의 PC처럼 사용하는 자동 망

전환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망분리 PC는 물리적인 망전환 버튼이나 키보드 등에 적용된 KVM 

스위치를 활용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전환해야 했다. 에이텍 망분리 PC를 활용하면 마우스로 내

부망 PC와 외부망 PC를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내·외부망을 번갈아 사용해야 하

는 공공기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출처: 전자뉴스, ‘에이텍, 실시간 망 전환 기술로 NEP 인증 획득’, 2019/02/07 

링크: http://www.etnews.com/20190207000240 

 

7. ㈜한샘 

 물류혁신 한샘의 스피드 배송…가구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가구 업계 1위인 한샘이 업계 최초로 주문 후 하루 만에 가구를 배송하는 `내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유통업계에 부는 ‘배송 전쟁’ 바람이 가구 업계에도 미친 것으로써, 가구 제품 특성상 대량 

발송이 어렵고 빠른 배송이 어렵지만 한샘은 ‘샘’과 ‘샘 키즈’등 베스트 모델 31종을 수도권에 한

해 25일부터 익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샘이 업계 최초로 익일 배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물류경쟁력 덕분이다. 

출처: 매일경제, ‘물류혁신 한샘의 스피드 배송…가구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2019/02/25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14719 

 

8.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트립어드바이저 호텔 부문 4년 연속 수상 

부산롯데호텔은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2019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호텔 부문에서 

베스트 호텔, 인기 럭셔리 호텔, 인기 서비스 호텔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4년 연속 수

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롯데호텔 부산은 뛰어난 서비스 정신이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중 내국인 고객 

전용 무료 관광 프로그램인 ‘엘티이 로드(L.T.E. ROAD)’가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

이 사전에 예약하면 호텔이 지원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의 명소를 전담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는 무료 관광 프로그램이며 부산 지역 호텔 중 부산 롯데호텔 만이 유일하게 제공한다. 

출처: 데일리 한국, ‘부산롯데호텔, 트립어드바이저 호텔 부문 4년 연속 수상’, 2019/02/11 

링크: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902/dh20190211102438137890.htm 

http://www.etnews.com/2019020700024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14719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902/dh201902111024381378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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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F-35 구성품 정비업체로 선정…한국 물량 90% 담당 

한화시스템은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실로부터 ‘F-35 구성품 2단계 지역 정비업체’ 중 하

나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역 정비업체 선정은 미 정부가 F-35 전투기 공동개발참여국과 FMS(해외군사판매) 구매

국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화시스템은 기총제어장치, 전원제어패널, 추력 및 조종간 장치 등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주

요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정비를 2025년부터 맡게 되며, 이는 한국 기업 전체 정비 물량

의 90% 정도이다. 

출처: 매일일보, ‘한화시스템, F-35 구성품 정비업체로 선정…한국 물량 90% 담당’, 2019/02/14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04 

 

 한화시스템, 방위산업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 

한화시스템은 시험평가지원팀 류종수 부장이 작성한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발전

방안 연구' 논문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주관한 '2018년 방위산업 우수논문 공모

전'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진회의 방위산업 우수논문 공모전은 각 군 및 군 관련 기관, 학계 및 방산 업체, 일반인을 대

상으로 진행되는 방산분야 최고 권위 학술 행사 중 하나로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류 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진행된 공모전 시상식에서 4명의 수상자 중 유일한 

업체 담당자로서 방진회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출처: 세계파이낸스, “한화시스템, 방위산업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 2019/02/26 

링크: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226000825?OutUrl=nave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04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226000825?OutUrl=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