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KES Innovation Awards』수상제품 리스트

□ 제6회 KES Innovation Awards 최종 수상제품 리스트

ㅇ Best New Product (6점)
업체명

제품명

모델명

삼성전자(주)

플렉스워시

WR26M9970KV

LG전자(주)

LG TROMM 트윈워시

FH21VBWC

(주)소닉티어

STA UHD 플러그인

STA UHD PRODUCER

(주)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차량용 고속3D라이다

S-LiDAR-10012S

(주)크레모텍

레이저 빔프로

CLB2-KHXW

퓨처메인(주)

설비 예지보전시스템

ExRBM

업체명

제품명

모델명

삼성전자(주)

더 프레임

UN55LS003AFXKR

LG전자(주)

LG SIGNATURE 올레드TV

OLED77W7K

디케이

레인지후드

DRC-2609NANT

뮤솔버스

조류퇴치용 스피커

MS-300

업체명

제품명

모델명

(주)클라우드게이트

스크린 스포츠시스템

LEGEND SPORTS HEROES

(주)소트론

휴대용 회의단말기

PCM-100, SR-241G

(주)한국전자기술

케이스형 배터리

Modular Case Battery

ㅇ Best Design (4점)

ㅇ Best Content (3점)

□ 수상제품 세부내용
Best New Product
번호

1

업체

LG전자

제품(모델명)

제품이미지

세부사항
- 세계 최초 하단 통동이세탁기(미니
워시)를 결합한 혁신제품
- 사용자 패턴과 날씨 정보에 따라
세탁옵션을 추천하는 스마트케어기
능 탑재 등

LG TROMM 트윈워시
(FH21VBWC)

- 국내유일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2

삼성전자

플렉스워시

- 대용량/소용량 분리세탁 가능

(WR26M9970KV)

- 세탁물 추가 기능, 애드윈도우
- 스마트홈 앱 연동 기능 탑재

3

소닉티어

4

에스오에스랩

5

크레모텍

6

퓨처메인

- 방송국, 프로덕션, 뮤지션,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들에게 UHD사운드(10.2ch)
제작하는 기술 제공SW
- 헤드폰 모니터링 지원
- 워크스테이션 기반 쉽고 직관적인 다
채널 UHD사운드 저작도구

STA UHD 플러그인
(STA UHD PRODUCER)

- 다채널 측정 구조로 광각정밀측정,
협각고속측정이 동시가능
- 실외 측정환경변화에 따른 성능 저
하 보상 알고리즘 적용
- 외부환경영향 최소화 알고리즘
- 세계최초 LCoS타입 레이저광원 이용,
휴대용 레이저빔프로젝터
- LED광원 대비 색재현력 우수
- 20“~100”까지 HD화질이상의 영상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음
- 설비의 최적관리 및 예지보전이
가능한 설비 최적관리시스템
- 결함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적용
- 설비결함예측, 수명계산기능 제공
- 주파수 패턴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량용 고속3D라이다
(S-LiDAR-10012S)

레이저 빔프로
(CLB2-KHXW)

설비 예지보전시스템
(ExRBM)
Best Design

번호

1

2

3

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디케이

제품
더 프레임
(UN55LS003AFXKR)

LG SIGNATURE 올레드TV
(OLED77W7K)

레인지후드
(DRC-2609NANT)

제품이미지

세부사항
- 액자형TV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프레임교체 가능
- 하나의 리모콘으로 아트모드, 채널
변경까지 가능
- HDR화질 구현
- 77형 올레TV W는 설치시 두께가
6mm도 안됨
- 화면이외 모든 부품과 스피커 별도
분리
- 돌비애트모스 입체 사운드 적용
- 업계 최초 아날로그감성 후드디자인
- 업체 최초 다이얼 조정방식
- 다이얼식 스위치 적용으로 오염물질
차단

- 사용목적 및 음강도에 맞게 스피커

4

뮤솔버스

조류퇴치용 스피커

결합과 분리가 용이
- 주변소음 최소화하며 음향의 방향

(MS-300)

성을 가지는 지향성 스피커시스템

Best Content
번호

1

업체

제품

클라우드

스크린 스포츠시스템

게이트

(LEGEND SPORTS HEROES)

제품이미지

세부사항
- 5in1 System Process, 실감 스포츠
완벽 구현
- 자동화된 현실감 높은 시스템
-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종목 체험
가능

2

3

소트론

한국전자기술

휴대용 회의단말기
(PCM-100/SR-241G)

케이스형 배터리
(Modular Case Battery)

- 보안장치 사용으로 감청불가
- 간편한 휴대용 제품
- 동시통역, 가이드, 인터컴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가능
- 디지털 음성 처리 방식
-

단자접촉 방식사용(휴대성/편리성)
마그네틱 사용(내구성/오차축소)
스마트폰 케이스 사용가능
독립적 보조배터리 사용
USB포트로 타기종 충전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