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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뿌레 방역용 소독 분무기 세계 5위

윤영호 바른컴퍼니 사장

“사장이 직접 AS 나서니 주문 1000개 한꺼번에”
고압보분무기보제조 체보에스엠뿌레
의보홍기술보대표는보혹0호0년보설날보연
휴를보 내다보한보통의보전 를보
다.보
보거래 보대표 다.보 품
은보
용보분무기 보제대 보 동하
보않는다며보불만을보쏟아 다.보홍보
대표는보그날보 녁보곧
보방
보
비 기를보탔다.보거
보 래
보
해보
문제 보생긴보제품보분출 를보간단
히보손봐보보
해결 다.보
보 체 보주
문한보제품은보단보호대 다.보홍보대표는보
“ 비
보불만을보얘기하면보 를보
기 라고보생 한다”고보말 다.보 보
일 보알 진보뒤보
보 품보물량은보
호000대 보늘었다.
○기 력과 사후관리로 승부
혹009년보설립한보에스엠뿌레는보초
미립 보분무기를보제조한다.보모터
에서보고압보공기를보관으 보분사해보
제를보뿌리는보기계다.보신종플루형보
조류인플루엔 보등보전염
보 생
하면보방 에보사용된다.보 난해보메
르스 보퍼졌을보때는보하루보300대
꼴 보팔렸다.보 내보매출은보30 원형보
수출은보40 원 었다.보세계 장보
율보5위형보 내는보호위다.
홍보대표는보“에스엠뿌레의보경쟁

홍기

에스엠뿌레 대표가

독용 분무기 ‘뿌레’의 성능을 설명하고 있다.

영 사원·마케팅 이
글로벌 기 으로 성장
초미립자 분해 기술로 승부
‘만든 사람이 장 잘 고쳐’
모든 엔지니어 AS요원

은보최고보제품을보생산하고형보그보품질
을보
하는보 보빠른보사후관리”라
고보말 다.보 보 사에는보 사원 보
다.보 케팅은보해외 람 에보참
생산인 보전원 보
하는보것 보전부다.보보
사후관리 보한다.보만든보사람 보 보
고쳐 보한다는보게보그의보생
다.보
불만을보 수하면보당일에보해결한다
는보원 을보세웠다.보홍보대표 보
보
현장에보나 는보때 보많다.

에스엠뿌레 제공

제품경쟁
보 췄다.보보 일보아
보보등보경쟁사보제품과보비교하면보분
사 을보때보두보배보멀리보나간다.보홍보대
표 보 보 한보분사노즐보 분
다.보 보노즐은보용액을보초미립
보분
해해보멀리보날아 게보한다.보보
용액을보
을보수보있는보통의보크기 보키웠다.보보
○“ 접 고치다가 제품 개 ”
홍보대표는보호989년부터보세 용보고
압분사기를보수 형보판매 다.보주 보

내보청 보대
체와보세차장에보
팔 다.보간 보 산
보등 보방
용으 보 매하기 보 다.보
만보 당히보주 하면보곧
보뿌릴보보
수보있었다.보보
하 만보농 보분무기 보쓰면보고
장 보 주보났다.보모터와보전기배선보
등보부품에보액체 보흘러들
보문
제를보일으켰다.보홍보대표는보
보수
리하며보조 씩보제품을보 조 다.보
보
내 성 보좋아
보주문 보밀
들었다.보보
신감 보붙은보홍보대표는보기
존보제품을보 조하는보게보아니라보아
예보 보제품을보
해 기 보 다.보
혹00태년보 산 에보성공해보 허와보디
보
인보등록을보 다.보‘뿌레’ 보 름을보
었다.보잘보뿌린다는보의미다.보혹009
년부터보기존보수 판매 을보 고보
용보분무기보생산보판매에보전념하고보
있다.보에스엠뿌레는보현재보해외보50
에보수출한다.보사우디아라비아
를보비롯한보중동과보동 아 아에서보
반응 보좋다.보홍보대표는보“
용보분
무기보 장에서보세계보호위 보되 록보
노 하겠다”고보말 다.보
보이 수기자보보보onething@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 고 있습니
다. 한 경제신문 홈 이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으뜸중기제품△에
스엠뿌레-초미 자분무기
(062)959-1511△에너 코
리아-원적외선난방기16009339 △에이 스인텍-슬
매입LED조명(054)9777667△줌리빙-옷정리밴드
(070)4685-2004

“청첩장 넘어 혼수용품 도전”
신혼부부보호0쌍보중보태쌍 보결혼보
전보꼭보찾는보웹사
보있다.보청
첩장보 장보 율보호위보 른컴퍼
니보홈페
다.보청첩장을보주문
하거나보샘플보신청 라 보한다.보
난해보신규보 원은보호9만명.보청
첩장을보주문할보때보대 보예비보부
부보중보한보명만보 하는보것을보감
안하면형보한보해보예비부부보3혹만쌍
중보보태0%보정
보들르는보것 다.보
윤
보 른컴퍼니보사장은보보
“청
첩장을보기반으 보한보종 보웨딩
플랫폼보 체 보 사를보성장 킬보
계 ” 라고보말 다.

사 다

로 성장 모색

해외시장에도 진출
윤보사장 보사 다
를보
진하는보것 보 런보전략의보하나
다.보 른컴퍼니는보 난해보호호월보
결혼 례품보 장에보진출 다.보
예비부부 보홈페
에서보청첩
장을보살펴 면서보결혼 보하 보
선물 보 께보주문할보수보있게보
다.보올보상반기에는보혼수와보선물
용품보등을보결 한보
운보사
모델을보내놓을보예정 다.보
윤보사장은보“사진촬 형보꽃과보
예 보등을보예비부부 보
보준
비하는보보
등보결혼보 렌드 보실용
성을보중 하는보방향으 보흘러
고보있다”고보진단 다.보 들
보온라인에서보다양한보제품을보
선 할보수보있 록보 성하면보승
산 보있다는보얘기다.
른컴퍼니는보과거보대기
에서보근무하며보벤 기 보인수

윤영호 바른컴퍼니 사장이 한글 캘
리그래피 청첩장을 개하고 있다.
바른컴퍼니 제공

와보매 을보주 한보경험을보 고보
윤보사장을보
다.보 변하는보
웨딩 장에보 게보 사를보 꿔
보할보필요성을보느꼈기보때문
다.보윤보사장은보KT그룹보출신
다.보전략보재무보등의보부서를보거쳐보
혹0호호년부터보3년간보KT그룹보계
열사보KT엔써즈보최고재무책
(C회O)보부사장을보
다.보동
상보인 기술을보
하는보벤
사보앤써즈를보인수하고보3년보
후보매
을보주
다.보 사
를보판보뒤보혹0호4년보 른컴퍼니에보
류 다.보보
취 보 듬해인보혹0호5년보 른
컴퍼니는보전년 다보5.5%보늘
난보혹00 원의보매출을보기록
다.보당기
은보두보배보늘었다.보보
보 른컴퍼니는보5%인보해외매출보
비중을보올해보호0%까 보늘릴보계
다.보보
올해보미 보대
와보
의보계 을보앞두고보있다.보
윤보사장은보“대량으 보출 보
제본하는보해외보제품과보다르게보
우리보제품은보
보손으 보만든
다”며보“제품경쟁
보뛰 나보
해외 장에서 보승산 보있다”
고보말 다.보
보이 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

건자재 체 한글라스
에너지 절감형 유리 출시
건 재 체보한글라스 보에너
절감보효과 보뛰 난보‘쿨-라
K보그레 ’보
를보선
다.보 보제품
은보판 리보한쪽보면에보은 을보
팅한보
리다.보
리는보표
면에보
보또는보
보산 물을보
얇게보 팅한보것을보말한다.
낮과보 름철엔보외부 부터보
양열을보차단해보 방비를보낮
춰준다.보밤과보 울철엔보난방열
보외부 보빠져나 는보것을보
아주기보때문에보난방비를보아낄보
수보있다는보게보한글라스의보설명
다.보 기에보은
보빛깔을보
해보고 스럽고보세련된보건물보외
관을보연출할보수보있 록보 다.
한글라스는보“단열보성능 보뛰
나고보 다른보분위기까 보낼보
수보있 보반응 보좋다”고보말 다.보
보 김희경기자보보hkkim@hankyung.com

홈앤쇼핑 지자체 손잡고
中企제품 판매 대
중 기 중
는보 방
단
체형보홈앤쇼핑과보협 해보우수보상
품을보 굴한보뒤보TV홈쇼핑으
보판매하는보‘일사천리(一社千
里)’사 을보
한다고보호0일보
다.보혹0호혹년보
된보 보사 을보
통해보4년간보혹태호 보중 기 보상
품 보전파를보탔으며보호84 원의보
매출을보기록 다.보 난해까 보
울산 를보뺀보호태 보 방
단
체 보참
다.
올해는보울산 를보
한보모
든보광
단체 보사 에보참
해보 년 다보혹0 보늘 난보호호택
보중 기 보상품을보홈앤쇼핑
에서보
할보계
다.보
보

유아인 웰크론 모델
방 용침

섬유침 제조사 웰크 이 배우 유아인 씨와 알레르기
브랜드 ‘세사리빙’의 전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혔다. 웰크 제공

금호전기, 사무실용 LED 미국 판매
조명보전문 사보
전기는보
보
한보LED( 광다 오드)보튜브보
제품보‘ 니버셜보LED보튜브’보
를보미 보
장에서보판매하기보
다.보
LED보튜브는보사무공간에서보주
보쓰는보 대 보 광등을보대체하
는보제품 다.보 니버셜보LED보튜브
는보기존보제품을보 그레 드한보것
다.
전기는보 번보제품 보미 에
서보쓰 는보인스턴 형보 그네틱보등
의보안정기와보모두보 환되는보세계보

최초보제품 라고보 조 다.보미 보
판매를보위해보
전기는보최근보
허와보안전보및보효율인증을보
다.보
LED보조명보
보 뎠던보미 보
장에서보관련보제품보단
보대 보인
하되는보등보 장보 대보 능성 보
보 보제품을보내놨다고보
전기
는보설명 다.보
올보호분기보미 보대
보등보 통
에보제품을보본
으 보공 할보
예정 다.
이현동기자보gray@hankyung.com

중기청, 중국 진출기 210곳 지원
중 기 청은보중 에보진출하 는보
기 을보 원하는보‘하 웨 보프
그램’보참 보 체를보모집한다.
올해보 원보규모는보 난해(50
원)의보세보배보수준인보호50 원 며형보
모두보혹호0곳을보선정한다.보프 그
램에보참 하는보기 은보연간보최대보
5000만원을보 원 을보수보있다.보우
수한보성과를보내면보내년에보재선정돼보

5000만원을보
보 원 는다.
기 은보 보프 그램을보통해보기
초교 형보중 보 장조사형보중장기보전
략보상 ·홍 ·
계 보수립보등에보
대한보 움을보 는다.보보
오는보호5~혹9일보중 기 청보수
출 원센터보홈페
(w w w.
막자맞망입tc막nt막입.g망.처입)에보 원서
를보내면보된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