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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이디스 

 아이디스, 두바이 '인터섹 2019'에서 AI 통합 솔루션 공개 

아이디스는 두바이에서 20일 개막한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 '인터섹 2019(Intersec 2019)'에 참

가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무인 열화상 카메라 ‘DC-TH1123’, CCTV를 아이디스 인공지능 엔진으로 자동 분석하는 ‘DV-

2116’등의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출처: 전자신문, “아이디스, 두바이 '인터섹 2019'에서 AI 통합 솔루션 공개”, 2019/01/21 

링크: http://www.etnews.com/20190121000165 

 

2. ㈜ 에이텍 

 PC 공공조달 시장 판도 변화...5년 만에 선두 순위 변동하고, 상위 3사 비중 줄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PC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급액 기준으로 선두를 차지하던 삼보컴퓨터를 

넘어 에이텍이 선두를 차지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PC 시장(데스크톱 컴퓨터+일체형 컴퓨터)에서 에이

텍이 834억원을 공급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보컴퓨터(821억원), 대우루컴즈(796억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출처: 전자신문, ‘PC 공공조달 시장 판도 변화…5년 만에 선두 순위 변동하고, 상위 3사 비중 줄

어’, 2019/01/06 

링크: http://www.etnews.com/20190104000268 

 

3. ㈜ 한샘 

 한샘, ‘2019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영예 

㈜ 한샘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19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행사에서 ‘토탈 홈 

인테리어’부분 2년 연속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한샘이 이 분야 최고의 점수를 받은 원동력이 된 ‘리하우스 패키지’는 가구뿐만 아니라 욕실과 창

호, 바닥재 등을 포함해 집 전체 공간을 한번에 제안하는 리모델링 상품이다. 고객의 라이프스타

일에 맞춰 집 전체를 통일성 있게 제안하며 삶의 질과 주거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처: 뉴스 브라이트, “한샘, ‘2019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영예”, 

2019/01/30 

링크: http://newsbrite.net/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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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마케팅프론티어 대상 수상 영예 

㈜ 한샘은 한국마케팅학회가 선정하는 마케팅프론티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차를 맞는 마케팅프론티어 대상은 한국마케팅학회 교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

여하는 것이며 한샘은 글로벌 기업 이케아가 촉발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트렌

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내시장 1위의 경쟁력과 고객만족 수준을 높인 것이 크게 평

가됐다. 

출처: 뉴스브라이트, ‘한샘, 마케팅프론티어 대상 수상 영예’, 2019/01/10 

링크: http://newsbrite.net/22584 

 

4. ㈜ 호텔 롯데 – 롯데월드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치…롯데호텔 1위 

2018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는 76.5점으로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고객만족도 점수는 호텔 서비스업뿐만이 아닌 NCSI 전체 조사 

대상 중 1위의 점수이다. 

출처: 전자신문,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치…롯데호텔 1위’, 2019/01/13 

링크: http://www.etnews.com/20190111000177 

 

5.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방위산업 보안 우수업체’ 장관 표창 

한화시스템은 24일 국방정보본부장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열린 ‘2018년 보안감사 우수업체 표창 

수여식’에서 방위산업 기술 보호 및 업체 보안 수준 강화 차원에서 망 분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인정받아 ‘2018년 방위산업 보안 우수업체’ 최고상인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화 시스템은 사이버 해킹 위협에 대비해 망 분리 사업을 선제 준비해왔고, 17년엔 업계 최초로 

물리적 망 분리시스템을 구축, 18년에는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최신화 하며 최고 

수준의 망 분리 업무 환경을 운영해오고 있다.  

출처: 헤럴드 경제, “한화시스템 ‘방위산업 보안 우수업체’ 장관 표창”, 2019/01/25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50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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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G전자 

 LG전자 CES 2019 어워드 132개 수상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서 CES 관련 어워드 132개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수상 수는 CES주관사인 CTA가 지난해 11월에 선정한 ‘CES 최고 혁신상’ 등 19개를 

포함한 것이다. 

CES의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으로부터 ‘최고TV’라고 평 받은 ‘LG 시그니쳐 OLED TV R’

을 대표로 캡슐 맥주제조기 ‘LG홈브루’등 여러 혁신 제품들이 CES 어워드를 수상했다. 

출처: UPI 뉴스, “LG전자 ‘CES 2019 어워드 132개 수상’”, 2019/01/13 

링크: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89687715716&utm_source=dable 

 

 LG전자 “6G시대 선점” 발 빠른 투자 

LG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센터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6G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4G 대비 10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인해 더

욱 생생한 AR, VR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LG전자는 연구센터를 통해 선제적인 차원

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LG전자 ‘6G시대 선점’ 발 빠른 투자”, 2019/01/28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9021002&wlog_tag3=naver 

 

7. LG화학 

 LG화학, IBM·포드와 코발트 공급망 추적에 블록체인 도입 

LG화학이 IBM, 포드모터컴퍼니, 화유코발트, RCS글로벌 등과 함께 코발트 공급망 추적에 블록체

인 기술을 도입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광물 자원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아동 노동, 노동 착취 

등을 막겠다는 프로젝트다. 

광물 자원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올해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물 자

원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코발트에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원재료 수

급과정에서 공급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발트 생산, 유통 등 과정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전자신문, ‘LG화학, IBM·포드와 코발트 공급망 추적에 블록체인 도입’, 2019/01/17 

링크: http://www.etnews.com/20190117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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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서 팔린 전기차 80%, LG화학 배터리 탑재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10대 중 8대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공급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순수전기차 중 80.3%는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량 1~3위 전기차 차종 모두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됐다.  

출처: 전자신문, ‘지난해 국내서 팔린 전기차 80%, LG화학 배터리 탑재’, 2019/01/28 

링크: http://www.etnews.com/20190128000178 

 

8. LIG넥스원㈜ 

 LIG넥스원, 드론쇼 코리아서 다목적 무인헬기 선보여 

LIG넥스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무인기 

시스템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시정찰, 통신중계, 물자수송, 화생방 오염 제독, 지뢰탐지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

적 무인헬기'와 세계적으로 개발, 도입이 증가하는 무기체계인 '소형 정찰 드론'도 선보인다고 밝

혔다. 

출처: 연합뉴스, ‘LIG넥스원, 드론쇼 코리아서 다목적 무인헬기 선보여’, 2019/01/24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40754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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