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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


LG전자 "롤러블 TV, 2019 우수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LG전자는 자사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 제품들이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을 휩
쓸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우수디자인’에서 모두
26개의 상을 받았다. 세계 첫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의 영예
를 안았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의 UX(사용자 경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65인치 전체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풀 뷰’ △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 뷰’ △ 화면이 완전히 내려간 ‘제로
뷰’ 등 기존 TV에서 경험할 수 없는 3가지 뷰를 구현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ZDNetKorea, LG전자 "롤러블 TV, 2019 우수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2019/11/06
링크: http://www.zdnet.co.kr/view/?no=20191106093449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이 제7회 기계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
LG전자는 자사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6년 연속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멀티브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외 온도와 습도까지 감지해 실내를 쾌적하게 유
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멀티브이는 실내외 온도, 제품의 설치 상태 등에 맞춰 에너지 사용
량을 최대 25% 낮춰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2019/1106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1061036084407



LG전자, 리눅스 재단 '오픈체인 표준 준수' 인증

LG전자는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리눅스 재단으로부터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의 표준
준수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오픈소스 사용권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픈소스 사용을 위한 사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스템을 통해 오픈소스의 분석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외부 개발자들을 위해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이곳에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고 해당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해 웹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출처: ZDNetKorea, LG전자, 리눅스재단 '오픈체인 표준 준수' 인증, 2019/11/21
링크: http://www.zdnet.co.kr/view/?no=20191121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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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G넥스원㈜


LIG넥스원, 국방SW 프레임워크 GS인증 1등급 획득

LIG넥스원은 자체 개발한 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NSFW(Next SW Framework)'가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TTA)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GS인증 1등급을 획득한 LIG넥스원 NSFW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응용SW의 설계와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NSFW는 검증이 완료된 9가지 서비스 툴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고품질 SW
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과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수 개발사업에서 성능을 입증한 NSFW가 국방SW 개발역량
확보와 개방형 표준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출처: 전자신문, LIG넥스원, 국방SW 프레임워크 GS인증 1등급 획득, 2019/11/05
링크: http://www.etnews.com/20191105000029

3. 블랙야크㈜


블랙야크, UN서 '지속가능 경영' 국내 최우수 인정

블랙야크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지원 SDGs협회에서 발표한 ‘2019 UN 지
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의 국내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
블랙야크는 이번 SDGBI에서 국내 최우수 그룹 중에서도 최상위 기업에 선정되며 1위 그룹을 제
외하고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또 1위 그룹과 최우수 그룹 중 패션기업으로는 블랙야크가 유
일하며, 아웃도어 업계 중에서는 단독으로 등재됐다고 전했다.
특히 블랙야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기여 의지와 대중적 확산 ▲건강한 소비 문화 조
성 노력 ▲RDS 인증 및 리사이클 다운 도입 등 동물 복지 준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상품 개발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패션비즈, 블랙야크, UN서 '지속가능 경영' 국내 최우수 인정, 2019/11/28
링크: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75428

4. ㈜한샘


한샘, 욕실 ‘핀업 디자인어워드’ 수상

한샘은 자사 욕실 ‘유로5 뉴트로모던’이 2019 핀업디자인 어워드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유로5 뉴트로모던은 복고풍 인테리어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특히 판넬과 수납
장에는 복고풍 색상을 과감하게 적용, 기하학 패턴을 입혀 포인트로 활용했다.
기존 한샘 욕실의 벽 판넬보다 2배 이상 커진 광폭 판넬을 적용하고 기존 욕실과 달리 가로로 시
공 가능해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판넬과 판넬 사이의 이음새가 줄어 심미성이 높아졌고 청소도
간편해졌다.
출처: 매일일보, 한샘, 욕실 ‘핀업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9/11/08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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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019 올해의 일자리 대상' 워라밸 모범기업 부문 수상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19 올해의 일자리
대상’ 워라밸모범기업 부분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샘은 회사를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출퇴근 시간
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회의와 보고 등을 제한하는 집중 근로 시
간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 제도와 동호회의 날 시행으로 직원들의 여가 충전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여직원 복지는 업계 최고 수준이
다.
출처: 뉴스브라이트 한샘, '2019 올해의 일자리 대상' 워라밸 모법기업 부문 수상, 2019/11/15
링크: http://newsbrite.net/130012

5. ㈜호텔롯데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롯데물산은 26일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타워는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방재센터에서 건물의 수직, 수평 변위 자료
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건물 구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
국제기준 이상 안전설비로 대표이사 직속체계의 안전전담조직 소방안전팀과 종합방재실을 24시
간 운영해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자체소방차와 소방대원이 출동한다.
롯데월드타워 고내화 콘크리트는 화재 시 최소 3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며 19개의 초고속 승
강기가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돼 5개 피난안전구역으로 각 층에서 15분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16만개 이상 설치돼 있고, 화재 감지기도 3만개 이상 설치됐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2019/11/27
링크: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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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스트리, 세계 최초 반응형 석유수지 개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독자 기술로 반응형 석유수지(HRR)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HRR이란 공기 중의 수분과도 반응해 단단해지면서 접착성능이 월등히 높아지는 성질을 지닌 제
품이다. 석유 수지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측은 설명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여수공장에 HRR을 비롯해 등 연 1만3000톤 규모의 신제품 생산설비를 구
축하고 있다. 2021년 1월 완공 목표다.
이번 설비 증축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RR,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 수지 등 신제품을 생산한다.
출처: 이투데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세계 최초 반응형석유수지 개발, 2019/11/04
링크: http://www.etoday.co.kr/news/view/18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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