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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wer Products Limited won the iF DESIGN AWARD 2021 
 
Hong Kong, 14.04.2021 – IPower Products Limited was a winner of this year’s iF DESIGN AWARD, the 
world-renowned design prize. The winning product, Electric Pendant Heater + Light & Remote Control, 
won in the discipline product, in the 1.18 Building Technology category. Each year, the world’s oldest 
independent design organization, Hannover-based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organizes the 
iF DESIGN AWARD. 
 
Electric Pendant Heater + Light & Remote Control won over the 98-member jury, made up of 
independent experts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its two semi-circular metallic Incoloy heating 
elements individually operated by remote control and timer for quick-warming left/right directional 
and localized heating as desired, and illumination on demand, so that the user can enjoy the clean 
fresh air in open-door and open-window settings with good and ample ventilation, and sleep 
comfortably under our heater, especially at night and during COVID-19 pandemic. The competition 
was intense: almost 10,000 entries were submitted from 52 countries in hopes of receiving the seal of 
quality. 
 
More information about Electric Pendant Heater + Light & Remote Control can be found in the 
“Winners” section of the iF WORLD DESIGN GUIDE 
https://ifworlddesignguide.com/entry/315465-ipower-heaters. 
 
About IPower Products Limited 
Our group has developed new Patented 360° Electric Infrared Radiant Heaters. With the recent 
fluctuations in natural gas/oil prices, you will find that our 360° Electric Infrared Radiant Heaters is a 
timely, environmental friendly and cost saving alternative for your customers. As we use metallic 
Incoloy heating elements, your customers do not need to breathe in harmful particles or other 
discharges from burning gaseous fuel. Our heaters do not emit the bright and glaring visible light as in 
the case of quartz heating elements and do not emit dangerous gas particles, and can be easily moved 
indoor or outdoor with the lockable wheels. Free Standing Model and the ceiling mounted Pendant 
Heater Model are much welcome at gardens, garages, offices, solariums, club houses, restaurants, 
elderly homes, factories, etc. 
 
About the iF DESIGN AWARD 
For 67 years, the iF DESIGN AWARD has been recognized as an arbiter of quality for exceptional design. 
The iF label is renowned worldwide for outstanding design services, and the iF DESIGN AWA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sign prizes in the world. Submissions are awarded in the following disciplines: 
Product, Packaging, Communication and Service Design, Architecture and Interior Architecture as well 
as Professional Concept, User Experience (UX) and User Interface (UI). All awarded entries are featured 
on the iF WORLD DESIGN GUIDE and in the iF design app.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IPower Products Limited  
Suite A, 20th Floor, CMA Building, 64-66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Attn.: Mr. Paul K.C. Chan at pkc@ipower.cc and +852-9368-3668 or +852-9500-0939 Website: 
www.ipower.cc                                            

한국어의 경우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ifworlddesignguide.com/entry/315465-ipower-heaters
http://www.ifworlddesignguide.com/
https://ifworlddesignguide.com/awards/services/desig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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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워 프로덕츠 리미티드 IPower Products Limited,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수상 

 

홍콩, 2021 년 4 월 14 일 – IPower Products Limited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상인 올해의 iF 

DESIGN AWARD 를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인 Electric Pendant Heater + Light & Remote Control 은 1.18 

빌딩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분야 제품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디자인 조직인 

하노버에 본사를 둔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는 iF DESIGN AWARD 를 조직합니다. 

 

Electric Pendant Heater + Light & Remote Control 은 전 세계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98 명의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수상했습니다. 두 개의 반원형 금속 Incoloy 발열체는 리모컨과 타이머로 

개별적으로 작동하여 빠르게 예열됩니다. 사용자가 환기가 잘되고 환기가 잘 되는 열린 창문과 열린 

창문 설정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고 특히 밤과 낮 동안 히터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원하는 방향에 맞는 국소 난방 및 요청 시 조명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52 개국에서 거의 10,000 개의 출품작이 제출되었습니다. 

 

전기 펜던트 히터 + 조명 및 원격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F WORLD DESIGN GUIDE 

https://ifworlddesignguide.com/entry/315465-ipower-heaters 의 "승자"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wer Products Limited 소개 

우리 그룹은 새로운 특허 받은 360° 전기 적외선 복사 히터를 개발했습니다. 최근 천연 가스/유가의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360° 전기 적외선 복사 히터가 고객에게 시기 적절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속성 Incoloy 발열체를 사용하므로 고객은 가스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한 입자나 기타 배출물을 흡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의 히터는 석영 발열체의 

경우처럼 밝고 눈부신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위험한 가스 입자를 방출하지 않으며 잠금식 바퀴로 

실내 또는 실외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 스탠딩 모델 및 천장 장착형 펜던트 히터 모델은 정원, 

차고, 사무실, 일광 욕실,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 노인 주택, 공장 등에서 매우 환영받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에 대해 

67 년 동안 iF DESIGN AWARD 는 탁월한 디자인에 대한 품질의 중재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iF 라벨은 

뛰어난 디자인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iF DESIGN AWARD 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상 

중 하나입니다. 출품작은 제품, 패키징,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디자인, 건축 및 인테리어 건축, 전문 

개념, 사용자 경험(UX)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야에서 수상합니다. 수상한 모든 출품작은 iF WORLD 

DESIGN GUIDE 와 iF design app iF 디자인 앱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아이파워 제품 제한 

Suite A, 20th Floor, CMA Building, 64-66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Attn.: Mr. Paul K.C. Chan, pkc@ipower.cc 및 +852-9368-3668 또는 +852-9500-0939 

웹사이트: www.ipowe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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