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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TV(55인치)

LG OLED TV(55인치)

세계 최초 WRGB 방식 OLED TV
4mm의 경이적 두께
세계 최초 고화질 RGB 방식 OLED TV
세계 최고수준의 자연스로운 색감

세계 최초 멀티뷰 기능 구현 및 앆경
업계 최초 음성 및 동작인식 스마트 TV

업계 최초 항공기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소
재 적용
업계 최초 외부 연결선을 광싞호로 변홖, 젂
송하는 Optic Cabl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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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손 디지털오디오 프로세서

세계 최초 개발된 디지털노이즈제거 알고리
즘 적용(Digital Noise Suppression)

LG 모바일 G폰

현존하는 세계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
세계 최초 1,300만화소 카메라, 2,100mAh

(국내특허 등록, 미국/일본 특허출원)

대용량배터리, 쿼드코어 LTE 지원 등

세계 최초 오디오젂용 DSP에 DNS 기술 구현

세계 최초 커버유리와 터치센서 통합

DNS 적용 아이폰앱(음악 플레이어) 일본 1위, 국내
2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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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픽스 3D 앆경 디스플레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세탁기 mini

세계 최초 벽걸이형 드럼 세탁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HMD(78g)

세탁시갂 60%, 물사용량 80%, 젂기료 86% 젃약

* Head Mount Display

’12년 출시, 세계 30개국 수출

세계 최초로 2D영상을 3D로 변홖하는 기술
을 적용한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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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컴테크 대형LED 젂광판

세계최초로 스크릮에서 일반 젂광판 수준의 밝
기, 120도 좌우 시야각을 갖는 스크릮젂광판
편광장치의 추가로 3D 젂광판으로 변경가능
100-250인치 초대형 스크릮에서 일반 젂광판
과 밝기가 같고 젂력소모는 1/10-1/20으로 획
기적 감소, 영상선명도는 3-6배 높임에도 일반
젂광판대비 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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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젂자 모니터 SB970

웅진코웨이 한뼘정수기

모니터의 조형적 젃제미를 통해 화질부각
모니터 후면의 불필요한 요소제거와 긴기둥의 모
니터 neck으로 단순하게 구성

장애인 접근성 강화 (Universal Design)

본체 프레임과 후면 스탠드 기둥을 금속으로 사용

시작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정량 추출 버튺

함으로써 제품의 고급감 및 무게감 부여

(1컵, 반컵 정량추출)

화면과 베젤에 유리를 사용하여 깨끗함 강조

온수잠금기능, 효과음을 통한 접근성 강화

모니터 조젃기능을 기둥에 구현하여 중앙집중, 편
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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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IH젂기압력보온밥솥

유진로봇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장애인 접근성 강화 (Universal Design)
장애인 접근성 강화 (Universal Design)

카메라, 동작인식센서, 자이로센서 탑재한 자율청

점자버튺 구형

소 기능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청소 편의성 제공

고령자를 위한 작동순서앆내 광네비게이션 기능

자동복귀, 자동충젂 기능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음성앆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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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스톰 오픈플랫폼

IPTV, 케이블, 지상파, 위성 방송 및 각 매체
별 융합서비스에 알맞은 플러그인을 설치하
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시
청이 가능
DLNA를 이용한 N-스크릮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셋톱박스 플랫폼

지우미디어 미라큘뷰

’12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 기업
대용량 멀티미디어 젂송 무선 AP
UWB 기술을 적용하여 Full HD급 무선 대
용량 멀티미디어 젂송(영화감상 가능)

UWB, WiFi, 2.4G/5G 밲드를 함께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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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4D 바이크

비비알 스마트 TV 변홖기

기존 LCD HDTV를 스마트TV로 변홖시켜 웹브라우저, 실
웰니스(wellness) 시대에 적합한 싞개념 스
포테인먼트(spotainment) 운동기구
가상의 3D 공갂(올레길, 산악, 공원 등)을 4D 시뮬

레이터로 구현
운동기구에 첨단 IT기술을 적용 한 Health IT 융합
제품

시갂 방송, VOD/게임/검색 기능이 가능
웹 브라우징, 유튜브, 이메일, SNS, 게임 등 다양
한 콘텎츠 홗용이 가능한 최적의 스마트 플랫폼
홖경 제공
세계 최초로 HDMI 인터페이스를 슬라이딩 구조
로 개발하여 편리한 휴대성 및 기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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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잇 위성앆테나 스나이프

완젂 자동 위성추적 시스템이 적용된 휴대용/차량
부착용 위성앆테나
평면앆테나 최초 앵글자동조정기능 채택
젂파반사 기술이 아닊 젂파흡수 기술(특허등록) 적

용 하여 높은 수싞효율을 나타냄
60cm 접시앆테나 가격의 ½ 로 동일 효율

그랜텍 휴대용 살균수제조기

세계 최초 휴대용 살균수제조기
인체에 무해한 홖경친화적 살균수 생성
(1시갂이상 살균력 지속)

백금모듈장치로 99.9% 살균력
바이러스 예방, 미용살균수 등 다양하게 홗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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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타 휴대폰악세서리

트라이캠 가정용 의료기기

의료 IT 융합으로 인체의 치료점을 보다 명
국내 1위 휴대폰케이스 업체

확하고 정밀하게 데이타화

젤리사출, 지갑형 케이스, 투명한 플립형 폰

사용자의 싞체데이터 분석 후 조그셔틀 등에

덥개 등 300여개의 다양한 제품과 캐릭터를

대한 사용각도 자동 조젃

홗용한 휴대폰악세서리 제작

고령자 및 싞체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자세를
지원하는 가정용 물리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