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KES Innovation Awards 수상제품 명단 (총38점)
□ 수상제품 명단
- 스마트홈 부문 (12점)
부문

기업명

품명
국문

비스포크 큐커

영문

BESPOKE QOOKER

국문

스탠바이미(27ART10APL)

영문

STANBYME(27ART10APL)

국문

스마트 수면케어기기 고슬립(N-GO1-LG-21-KR)

영문

GOSLEEP(N-GO1-LG-21-KR)

국문

모듈형 스마트아트월 월스킨(WSF-2105)

영문

WALL-SKIN(WSF-2105)

국문

양방향 IoT 수면등 맑은잠(VTBD-1028)

영문

BODEEPSLEEP SMART LAMP(VTBD-2002)

국문

소닉사운드커피추출기 슈퍼소닉-S1(SDK-1028)

영문

SUPER SONIC-S1(SDK-1028)

국문

IoT 마사지기 스트릭프로(M-1)

영문

STRIG PRO(M-1)

국문

음장보안센서(SOFIS)

영문

SOUND FIELD SENSOR(SOFIS)

국문

공기청정기 및 무드등 융합기기 먼지구슬(FDMJ-4)

영문

SNOWBALL AIR PURIFIER(FDMJ-4)

국문

슬림형 탄산정수기(YP-S9C)

영문

SLIM SPARKLING WATER DISPENSER(YP-S9C)

국문

로아스 무선스팀물걸레청소기(AKS-5000)

영문

LOAAS CORDLESS STEAM MOP CLEANER(AKS-5000)

국문

에콥. 친환경 IoT음식물처리기 (ECP-900)

영문

ecop. IOT FOODWASTE DISPOSER(ECP-900)

삼성전자

LG전자

닉스

다이어

브이티코퍼레이션

소닉더치코리아
스마트홈
스트릭

시큐웍스

아트맨연구소

영원코퍼레이션

티케이케이

포레

- 융합신산업 부문 (12점)
부문

기업명

품명
국문

갤럭시 워치 4

영문

GALAXY WATCH 4

국문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BLP1)

영문

PRA.L INTENSIVE MULTICARE(BLP1)

국문

바이러스 제거 공기정화 LED IoT 조명
바이러스킬러 LED(OREX-EC-SQ-50A)

영문

VIRUS KILLER LED LAMP(OREX-EC-SQ-50A)

국문

AR 가상착용 플랫폼 스타일AR

삼성전자

LG전자

더바이오

딥픽셀
영문
국문
라온텍

STYLEAR, VIRTUAL TRY-ON TECHNOLOGY
FOR AR-COMMERCE
XR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부품
마이크로디스플레이(RDP370F-X)

영문

MICRO DISPLAY(RDP370F-X)

국문

XR 원격협업 솔루션 버넥트 리모트 2.4

영문

VIRNECT Remote 2.4

국문

AI 호흡 운동기기 불로(BULO-H01)

영문

BULO(BULO-H01)

국문

휴대용 CCTV 키퍼스핸디(KP-HAWA10A-K)

영문

KEEPUS HANDY(KP-HAWA10A-K)

국문

산업용 웨어러블 에어백(C1.5)

영문

WEARABLE AIRBAG FOR PROFESSIONALS (C1.5)

국문

혈액기반 다기능 체외진단기 ORTIV(MP1)

영문

ORTIV(MP1)

국문

AI 비전인식 플라스틱컵 재질분류기 쓰샘ReCUP pro

영문

ReCUP pro

버넥트
융합신산업
브레싱스

선테크

세이프웨어

엠비트로

이노버스

국문
KETI
영문

AR/MR 시제기기 반사형 광도파로
광학부품 기술 및 AR/MR 시제 기기
REFLECTIVE WAVEGUIDE OPTICAL COMPONENT
AND PROTOTYPE DEVICE FOR AR/MR

- 테크솔루션 부문 (14점)
부문

기업명

품명
국문

갤럭시 Z 플립3

영문

GALAXY Z Flip3

국문

네오 큐엘이디 8K(KQ85QNA900FXKR)

영문

SAMSUNG Neo QLED 8K(KQ85QNA900FXKR)

국문

울트라기어 게이밍모니터(34GP950G)

영문

ULTRAGEAR GAMING MONITOR(34GP950G)

국문

클로이 가이드봇(RSCGD20.AGEN)

영문

CLOi GuideBot(RSCGD20.AGEN)

국문

산업 중장비용 지능형 접근경보시스템(IPAS)

영문

INTELLIGENT PROXIMITY ALERT SYSTEM(IPAS)

국문

AI 스트리밍 서비스 보이스스테이션(VT2200T)

영문

VOICE AI STATION(VT2200T)

국문

AI 맞춤형 마스크팩 제조기 마이스킨팩(BX-100)

영문

MYSKINPACK(BX-100)

국문

3D 비전인지 SW SENSR™

영문

SENSR™

국문

AI 추론 최적화 솔루션 SoyNet 4.0

영문

SoyNet 4.0

국문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SOL COUNT®)

영문

SOL COUNT(SOL COUNT®)

국문

2D/3D Dual Solid State LiDAR CygLiDAR H2

영문

CygLiDAR H2

국문

XR기반 현장관리솔루션 MetaVu-GIS

영문

MetaVu-GIS

국문

진공로봇용 자석가동자 시스템
ZEUS-MOVINGMAGNET(ZMM)

영문

ZEUS-MOVINGMAGNET(ZMM)

국문

ICT 테니스 훈련시스템 iVOLVE Trainer pro

영문

iVOLVE TRAINER PRO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경우시스테크

루이테크놀로지

뷰넥스
테크솔루션
서울로보틱스

소이넷

솔

시그봇

익스트리플

제우기술

큐링이노스

□ 수상제품 세부내용
ㅇ 스마트홈
기업명

(12

점)

품명
비스포크 큐커

삼성전자
BESPOKE QOOKER

제품특징
‣ 4가지 요리가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조리 기기
‣ 가전 최초 구매약정 서비스 ‘마이큐커
플랜’ 출시
‣ 쿠킹앱 활용, 바코드 스캔으로 최적
조리 알고리즘 자동 세팅

스탠바이미
(27ART10APL)
LG전자
STANBYME

‣ 무선과 무빙휠로 이동이 자유로움
‣ 화면 높이와 방향,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음
‣ 풀터치 스크린 탑재

(27ART10APL)
스마트 수면케어기기
고슬립
(N-GO1-LG-21-KR)
닉스
GOSLEEP

‣ 수면 주기를 관리하는 수면 종합 케어 제품
‣ 잠이오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현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세계 최초 구현 방식
‣ IoT수면기기로 앱으로 소모품 관리 가능

(N-GO1-LG-21-KR)
모듈형 스마트
아트월 월스킨
다이어

(WSF-2105)
WALL-SKIN
(WSF-2105)
양방향 IoT 수면등
맑은잠(VTBD-1028)

브이티
코퍼레이션

BODEEPSLEEP
SMART LAMP

‣ 탈부착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널
‣ 직관적인 실내환경 정보 가시화 및
감성적인 스마트 인테리어 연출
‣ AI스피커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빌트인 가능

‣ 일몰‧일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IoT 수면등
‣ 수면등 최초 양방향(전면-아침 각성/
후면-밤 입면유도) 디자인
‣ IoT 기능으로 스마트폰 연동 및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VTBD-2002)
소닉사운드커피추출기
슈퍼소닉-S1
소닉더치코리아

(SDK-1028)
SUPER SONIC-S1
(SDK-1028)

‣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10시간 이상 걸리던 더치커피 추출
시간을 5분으로 단축
‣ 단 시간 추출로 세균번식 등 위생문제
해결

제품 이미지

IoT 마사지기
스트릭프로(M-1)
스트릭
STRIG PRO(M-1)

‣ 세계 최초로 IASTM 도구에 진동과
미세전류를 추가한 마사지기
‣ IoT 마사지기로 APP을 통한 측정, 진료,
관리가 가능하여 사후 관리까지 케어
‣ DAMDA 플랫폼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가능

음장보안센서
(SOFIS)
시큐웍스
SOUND FIELD

‣ 음장변화를 이용하여 사각지대 해소
‣ 이상 움직임 및 화재 위험 동시 감지
‣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

SENSOR(SOFIS)

아트맨연구소

공기청정기 및
무드등 융합기기
먼지구슬(FDMJ-4)
SNOWBALL AIR

‣ 빅데이터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스마트 가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실외 날씨, 공기질
정보 제공
‣ 전용앱으로 공기질 관제/관리 가능

PURIFIER(FDMJ-4)
슬림형
탄산정수기(YP-S9C)
영원코퍼레이션
SLIM SPARKLING
WATER DISPENSER

‣ 가정형 탄산수 제조기 및 냉상수 정수기
‣ IoT 센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소모품
발주 및 오류 안내로 관리가 쉬움
‣ 국내 최초의 슬림형 탄산수 정수기로
버튼 출수 또는 비접촉 터치리스를 통해
탄산수 출수 가능

(YP-S9C)
로아스
무선스팀물걸레
티케이케이

청소기(AKS-5000)
LOAAS CORDLESS
STEAM MOP

‣ 특허 받은 무선스팀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무선스팀 물걸레 청소기
‣ 듀얼살균시스템(UV&스팀)과 탈부착형
부품으로 소비자 편의성 증대
‣ 특수코팅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는
SAFETY STEAM 기능

CLEANER(AKS-5000)
에콥. 친환경
IoT음식물처리기
(ECP-900)
포레
ecop. IOT
FOODWASTE
DISPOSER(ECP-900)

‣ 세계 최초로 음식물 처리기에 IoT 기술
접목
‣ 음식물 배출량, 감량, 탄소저감량 등
데이터 모니터링 가능
‣ 음식물 쓰레기 80% 배출 감량 및
탄소 발생 53% 저감

ㅇ 융합신산업
기업명

(12

점)

품명
갤럭시 워치 4

삼성전자
GALAXY WATCH 4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BLP1)
LG전자
PRA.L INTENSIVE
MULTICARE(BLP1)

더바이오

바이러스 제거
공기정화 IoT 조명
바이러스킬러 LED
(OREX-EC-SQ-50A)
VIRUS KILLER
LED LAMP

제품특징
‣ 독보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의 스마트워치
‣ 착용만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체성분
측정 및 건강 관리 가능
‣ Wear OS 탑재로 스마트폰과 자동
동기화되어 사용 편리성 확대
‣ 피부 탄력을 채워주는 홈케어 디바이스
‣ 5가지 핵심기술로 인텐시브 케어 가능
‣ 기술 복합으로 탄력과 보습을 동시 케어
하여 K-뷰티 시장 선도 가능

‣ 오염물질 및 바이러스 제거, 탈취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LED조명
‣ 경쟁사 대비 70% 이상 절감된 가격
경쟁력 보유
‣ IoT 연동으로 스마트홈 기술 적용 가능
장점

(OREX-EC-SQ-50A)
AR 가상착용
플랫폼 스타일AR
딥픽셀
StyleAR

라온텍

XR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부품
마이크로디스플레이
(RDP370F-X)
MICRO
DISPLAY(RDP370F-X)

‣ AR을 이용한 주얼리‧패션‧뷰티 증강
현실 가상 착용‧피팅 플랫폼
‣ 손‧얼굴 실시간 정밀 탐지추적분석
기술

‣ 1인치 미만(0.25”, 0.37”, 0.5”, 0.55”, 0.7”)의
화면에 HD, FHD, WQHD의 고해상도 구현
‣ 고속 데이터 처리 및 저전력 구현
‣ AR‧VR‧XR 기기 핵심 디스플레이 부품
으로서 국내 유일 자체 개발‧공급사

XR 원격협업 솔루션
버넥트 리모트 2.4
버넥트
VIRNECT Remote 2.4

AI 호흡 운동기기
불로(BULO-H01)
브레싱스
BULO(BULO-H01)

‣ 다자간 XR 원격협업 SW 솔루션
‣ AR포인팅 및 드로잉 기능 제공
‣ 실시간 통번역 및 STT/TTS 기능 제공

‣ 호흡으로 사용자의 폐건강을 측정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헬스디바이스
‣ 1/1,000(L/M) 정밀도를 가지는 센서
탑재로 미세한 호흡의 측정 가능
‣ 세계 최초로 AI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호흡 운동 가이드 제공 기능 구현

제품 이미지

휴대용 CCTV
키퍼스핸디
(KP-HAWA10A-K)
선테크
KEEPUS HANDY
(KP-HAWA10A-K)
산업용 웨어러블
에어백(C1.5)
세이프웨어

WEARABLE AIRBAG
FOR PROFESSIONALS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 특화
휴대용 CCTV
‣ 전용SW로 통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낙상 감지 센서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필수 기능 제공

‣ 세계 최초 (3미터 이상)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 세계 최초 전원센서 버클 제작
‣ 사고 발생 시 0.2초 이내에 팽창하며,
다양한 보호복으로 응용 가능

(C1.5)
혈액기반 다기능
체외진단기
엠비트로

ORTIV(MP1)
ORTIV(MP1)

‣ 세계 최초 레이저 채혈기, 혈당계,
체온계를 일체화한 다기능 장치
‣ IoT 연동으로 건강데이터 수집‧분석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 가능
‣ 측정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 증대

AI 비전인식
플라스틱컵
재질분류기
이노버스

쓰샘 ReCUP pro

‣ 세계 최초 플라스틱 컵 자원화 RVM
‣ AI 비전인식으로 재질 자동분류 및
IoT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플라스틱컵 재활용률 80% 향상

ReCUP pro
AR/MR 시제기기
반사형 광도파로
광학부품 기술
및 AR/MR 시제기기
KETI

REFLECTIVE
WAVEGUIDE OPTICAL
COMPONENT
AND PROTOTYPE
DEVICE FOR AR/MR

‣ 국내 최초 AR/MR 기기용 반사형
광도파로 기반 부품 기술
‣ 두께 3mm 이하의 박형으로 안경
형태의 기기 개발 가능

ㅇ 테크솔루션
기업명

점)

(14

품명
갤럭시 Z 플립3

삼성전자
GALAXY Z Flip3
네오 큐엘이디 8K
(KQ85QNA900FXKR)
삼성전자
Neo QLED 8K
(KQ85QNA900FXKR)
울트라기어
게이밍모니터
LG전자

(34GP950G)
ULTRAGEAR
GAMING MONITOR
(34GP950G)
클로이 가이드봇
(RSCGD20.AGEN)

LG전자
CLOi GuideBot
(RSCGD20.AGEN)
산업 중장비용
지능형
접근경보시스템(IPAS)
경우시스테크
INTELLIGENT
PROXIMITY ALERT
SYSTEM(IPAS)
AI 스트리밍 서비스
보이스스테이션
루이테크놀로지

(VT2200T)
VOICE AI
STATION(VT2200T)
AI 맞춤형
마스크팩 제조기
마이스킨팩(BX-100)

뷰넥스
MYSKINPACK
(BX-100)

제품특징

‣ 폴더블 최초 방수와 견고한 내구성
‣ 전작비 약 4배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 투톤 컬러의 감각적인 디자인

‣ 퀀텀 mini LED로 구현한 Neo 퀀텀
디스플레이 8K QLED TV
‣ AI 퀀텀 사운드로 살아있는 공간감 제공
‣ 다양한 부가 기능을 통한 새로운 홈
라이프 서비스 제공
‣ G-SYNC Ultimate 등급을 받은 국내
최초의 게이밍 모니터
‣ 나노IPS의 높은 화질과 SYNC 기술을
통한 빠른 속도로 몰입감 선사
‣ 위닝포스라이팅이 적용되어있어 소리/
화면색상에 반응하는 기능 보유
‣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기반의 안내,
광고, 보안, 도슨트기능(옵션)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안내로봇
‣ 운영 목적에 맞게 고객이 직접 컨텐츠
운영이 가능하도록 CMS 제공
‣ 전문 도슨트 인력 운영의 어려움 해소

‣ 산업현장 특화 중장비용 접근경보시스템
‣ UWB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거리 측정 및 알람 제공
‣ 'KIGIS' 브랜드로 30개국 수출 실적

‣ 최대300명까지 동시연결 가능한 AI
마트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 자체 핫스팟 형성으로 인터넷이 불안
정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실시간 다국어 자막 및 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양방향 소통 가능
‣ 사용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AI 개인
맞춤형 마스크팩 제조기
‣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 APP/플랫폼/기기 일체의 IoT 서비스 제공

제품 이미지

3D 비전인지 SW
SENSR™
서울로보틱스
SENSR™

AI 추론 최적화
솔루션 SoyNet 4.0
소이넷
SoyNet 4.0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
(SOL COUNT®)
솔
SOL COUNT
(SOL COUNT®)

시그봇

2D/3D Dual Solid
State LiDAR
CygLiDAR H2
CygLiDAR H2

익스트리플

XR기반
현장관리솔루션
MetaVu-GIS
MetaVu-GIS

제우기술

진공로봇용
자석가동자 시스템
ZEUS-MOVINGMAG
NET(ZMM)
ZEUS-MOVINGMAG
NET(ZMM)

큐링이노스

ICT 테니스
훈련시스템
iVOLVE Trainer pro
iVOLVE TRAINER
PRO

‣ 3D 비전 인지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규칙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인지경로 추출
‣ '가장 고도화 된 3D 센서 인지 솔루션'
부문 1위 선정 (독일 h&z 벤치마크)
‣ 국내 최초 AI Inference Only
Framework 솔루션
‣ AI 실행 속도와 GPU 메모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 해결
‣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연산 코어의
사용량을 극대화함
‣ 세계 최초 IEC 국제표준기반 렌즈 프리
이미지센서를 활용한 자동세포계수기
‣ 광학렌즈 시스템 비교 정확성, 편의성,
경제성 향상
‣ 클라우드서비스와 연동된 정확성,
편리성 제공

‣ 세계 최초 2D/3D 동시 측정 기술 개발
‣ 기존 기술 대비 내구성, 소형화, 비용
절감 우수성 보유
‣ 로봇에 최적화된 LiDAR
‣ 보이지 않는 시설물을 시각화하는 3차원
지원 서비스
‣ 현장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AR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관리감독 가능
‣ GPS를 활용하여 부가 장비 매립이
필요하지 않음
‣ belt 구동의 Arm Unit을 대체할 전용
리니어모터 모듈
‣ 국내 최초 PMLSM을 이용한 자석 가동자
시스템
‣ 리니어모터, 자석가동자의 국내 채산성
향상
‣ 세계 최초, ICT 기술 기반의 1인 맞춤형
테니스 훈련 시스템
‣ 자율주행형 볼머신을 통한 자율 훈련
가능
‣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 코칭
프로그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