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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10나노급 LPDDR4 환경성적표지 인증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LPDDR4 D램 제품이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품은 원료채취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존 20나노급 제품과 비교해 온

실가스 배출량이 약 2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친환경 반도체 생산공장을 표방하며 ‘2022 ECO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 해외사업

장 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도 받은 바 있다. 

출처: ZD Net Korea, SK하이닉스, 10나노급 LPDDR4 환경성적표지 인증, 2019/12/20 

링크: http://www.zdnet.co.kr/view/?no=20191220110546 

 

 

 

 

 

2. ㈜아이디스 

 [2019년 TTA 시험인증대상]최우수상-아이디스 'DC-S3883HRXT' 

'2019년 TTA 시험인증대상' 최우수상에 아이디스 4K 네트워크 PTZ 카메라 'DC-S3883HRXT'가 

선정됐다.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TTA가 제공하는 CCTV 영상장비 

시험인증 서비스인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1' 인증을 획득했다. 

UHD 4K급 해상도와 31배 자동초첨(AF) 광학줌, 30ips급 고해상도(3840X2160)를 지원한다. 고성

능 IR LED를 통해 야간에도 200m까지 선명한 영상 감시를 제공한다. H.265 지능형 코덱으로 고

효율 영상을 전송·저장하고, 역광 보정(WDR), 흔들림 보정(DIS), 양방향 오디오, 자동 위치복귀, 

렌즈 커버 와이퍼 동작, 자동추적 등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우수한 보안 성능을 기본으로 제품 

디자인은 'iF 디자인 어워드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8'에 선정됐다. 

출처: 전자신문, [2019년 TTA 시험인증대상]최우수상-아이디스 'DC-S3883HRXT', 2019/12/05 

링크: http://www.etnews.com/20191205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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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샘 

 한샘 "고객만 봅니다"…공정위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한샘은 다섯 번째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총 다섯 번째 

인증 획득이다. 

한샘은 지난 4월부터 자사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의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

장하고 부엌 사전 점검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자사 CS센터를 최고경영자(CEO) 직속기구로 두고 카카오톡 전문 상담 서비스, 자가조치 영상 

컨텐츠 제작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아파트 평면도에 미리 가상배치해보

는 3차원(3D) 상담프로그램 '홈플래너'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뉴스1, 한샘 "고객만 봅니다"…공정위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2019/12/17 

링크: http://news1.kr/articles/?3795573 

 

4. ㈜호텔롯데롯데월드 

 롯데호텔서울, 8년 연속 글로벌 트래블러 ‘한국 최고 호텔’ 

롯데호텔서울(사진)이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19 GT 테스티드 어

워즈(Global Traveler Tested Awards)’에서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8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호텔서울은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호텔(Best MICE Hotel)’

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종식 롯데호텔서울 총지배인은 “차별화된 시설과 한국적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라는 

세계적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롯데호텔서울, 8년 연속 글로벌 트래블러 ‘한국 최고 호텔’, 2019/12/03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0902&code=11151400&cp=nv 

 

 롯데호텔, 업계 최초 ‘여가친화기업’ 문체부 장관상 

롯데호텔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의 ‘2019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

서 호텔업계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고 동시에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호텔업종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직원이 일하고 싶은 회사’

를 만들기 위한 전담 조직 ‘기업문화TFT’ 구성, 2주까지의 장기 휴가인 ‘비타민 휴가’ 제도 운영 

등 제도를 운영하며 선진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롯데호텔으 ▲최장 2년의 여성육아휴직과 남성육아휴직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이 최장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자녀입학돌봄 휴직’ ▲퇴직 후 진로 설계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 ‘라온하제’ 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쿠키뉴스, 롯데호텔, 업계 최초 ‘여가친화기업’ 문체부 장관상, 2019/12/11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7334 

http://news1.kr/articles/?379557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0902&code=11151400&cp=nv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7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