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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번호 10-0947477

특허권자: 정시은 (특허청키프리스에서조회가능)

일본특허번호 5476472

중국특허번호 1579986 대만특허번호 i39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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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sloe.com/


하이진물병

■ 조절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 입안의 이물질이 다시 물병에 들어가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생적입니다.

■ 아동은 빨대물병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세~성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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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흔한 블로그 및 SNS 광고조차 하지않음)

계속 늘어나는 판매량

2018년 10월 17일 티몬에서 추석기간 696개 판매
원본 링크 삭제 대비 저장링크 (링크 클릭 시 상단에 원본 링크 표시)
https://web.archive.org/web/20181017011155/http:/www.ticketmonster.co.kr/deal/1495337674

2019년 5월 21일 티몬에서 하루만에 711개 판매
원본 링크 삭제 대비 저장링크 (링크 클릭 시 상단에 원본 링크 표시)
https://web.archive.org/web/20191122025526/http://www.tmon.co.kr/deal/2049049978

2019년 7월 21일 티몬에서 15시간만에 840 판매 후 품절 – 티몬MD ”재고 보유로 밤까지 했으면 1500만원 돌파 가능＂
원본 링크 삭제 대비 저장링크 (링크 클릭 시 상단에 원본 링크 표시)
https://web.archive.org/save/http://www.tmon.co.kr/deal/2247462526 5

https://web.archive.org/web/20181017011155/http:/www.ticketmonster.co.kr/deal/1495337674
https://web.archive.org/web/20191122025526/http://www.tmon.co.kr/deal/20490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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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3일 18시경 위메프 투데이특가 판매에서 저희의 단일제품으로도 아동용품 히트업체인 유한킴벌리의 더블하트
제품(상세페이지 내에서 150종을 판매중)보다 인기 순위에서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아동 7위, 주방 1위)
(영상캡쳐) https://youtu.be/9I9R84z_miQ

2018년 10월 23일 하루 337개 판매
http://www.wemakeprice.com/deal/adeal/408517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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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매량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마개(최상단 캡)이

계절(온도)에 따라 생산성이 고르지 못하여 제품을 계속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를 제안하는 목적은 대량생산을 위한 몇가지 금형 (해당

마개(최상단 캡)를 온도에 상관없이 실리콘과 합쳐진 형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금형제작 등) 수정 제작과 생산 등을 위함입니다. 이후 <1차.국내> 

국내 대형마트 입점 및 <2차.수출>세계시장에 빨대물병 다음에 사용하는

아동용 물병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장분석: 초기 거점시장은 인기가 입증된 국내 아동용품 시장을 타겟으로 합니다.
불경기에도 아이들 용품은 잘 아끼지 않으므로 아동용품 시장은 성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시장은 무한한 성장성이 있으며, 국내외 특허를 기반으로 3년내 10개국 수출이 목표 입니다.

-산업분석: 저희의 위생적인 기능성 물병은 웰빙트렌드와 함께 위생적 기능으로 높은 삶의 질 요구에 이바지 할 것이며,
갈수록 커지는 아동용품 시장에서 입증된 인기 만큼 높은 성장률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사 본문 중) ‘통계청의 자료가 있는 2001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아동, 유아용품 시장은
조단위가 넘어가는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관련 근거 또는 출처: https://bit.ly/2CQloUi

'한 자녀에 8명 지갑 열린다'…불황에도 아동용품 시장 '쑥쑥'(종합)
※관련 근거 또는 출처: https://bit.ly/2yFReP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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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분석>

경쟁사 및 차별화전략: 일반 물병을 제조하는 기존의 유명한 밀폐용기 업체(L사 등)가 경쟁 업체 입니다. 

특허받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해당 카테고리 독점.

2019년 3월 21일 티몬 리빙페어 / 판매시작 12시간 만에 500개 매진 기록 !
(링크의 500개 이하로 내려간 숫자는 매진 이후 소비자가 몇 개 취소한 것)
http://www.ticketmonster.co.kr/deal/1883078134

←링크에 있는 매진 이후 문의 글들
9

젖병

빨대물병

일반물병

해당틈새시장을공략.

수많은브랜드의젖병시장

전체를독점하는효과와비슷.

성인도계속사용하는

하이진물병.

http://www.ticketmonster.co.kr/deal/1883078134


해당 물병은 아동이 빨대물병 및 일반물병 사용시 조절이 미숙하여 입 안의 이물질이 다시 물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더 위생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나 걸으면서도 흘리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아이들 용품에는 아낌없이 쓰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입니다. 아동 용품이기에 계절과도 무관 합니다. 광고 없이

국내 소셜커머스(위메프, 티몬)에서 입증된 인기만큼 아동 및 초등학생 전용 물병으로 알려지면 세계적 수요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기존의 젖병, 빨대물병이 가지고 있는 시장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아동물병 시장 전체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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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분 가정 시 투자자 수익구조 (다양한 채널 중 대형마트3사만 예시)>
===
1년차 투자자 수익 예상
전국 대형마트 400점포 x 개당 순익 500원 x 점포당 하루5개 판매 가정 x 한달30일 = 3,000만원 x 20%지분 = 월600만원 x 12개월 = 연7200만원
---
2년차 투자자 수익 예상(사업 안정화 시점)
5개국 수출 시: 1년차 x 5 = 3.6억원
---
3년차 투자자 수익예상 (본격 수출 시점)
10개국 수출 시: 1년차 x 10 = 7.2억원
===

<Exit Plan>

3년차 부터는 원금회수 및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예상 됩니다. 

투자유치 희망금액 투자 기간 투자 금액 사용용도 투자 시 지분율

5억원 5년 대량 생산성을 위한 금형 변경제작,사출비용 등 20%

※ 협의할 사항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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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담당자명 정시은

연락처

웹사이트 www.esloe.com

인기가 있고 본인도 해당 제품을 가지고 싶다면, 그건 성공할 사업입니다.

음료용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업 이오니 미래를 보시고 투자 부탁 드립니다.

불황에도 수익발생이 가능한 아동용품이며, 

코로나로 인해 개인위생 제품에 관심과 매출이 많은 시기 입니다

(앞으로 계속될거라 기사가 많습니다).

투자 해주시면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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