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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1-1. CEO인사말 

 

내가 하루를 마감할 때 

물어야 할 것은 

‘상냥했는가, 친절했는가, 할 일은 다 했는가’이다. 

 
 

안녕하세요. ㈜이케이비전 창립자 박은기 입니다. 
 

오랜기간 치과나 보건소에 구강용품을 공급했던 노하우로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강구조가 작고 피부층이 얇은 한국인들을 위한 컴팩트한 헤드사이즈,  

칫솔모 세분화 등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제품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대표이사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1-2. 회사개요 

회 사 명 이케이비전 설립년월일 2010년  5월  6일 

대표이사 박은기 
사업자등록번호 138-81-59843 

법인등록번호 134111-0190251 

공장현황 
제조1공장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578-10 

제조2공장 경남 양산시 북정동 107-1 

종업원수 21명 

전화번호 031-372-2876 팩스번호 031-377-2804 

전자우편 supply@ekv.co.kr 홈페이지 http://ekvision.co.kr  

생산품목 구강위생용품(치약,칫솔,치실  등) 

본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1길 10, 더퍼스트타워 504호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1-3. 회사연혁 

2009. 05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식모기도입              
 

2010. 02    자동평판 프린팅 도입    

 

2010.05  이케이비전  

            법인설립   
 

2012. 06    본사신축이전 

                  (경기도안양) 

 

2013. 03    이랜드리테일  

               구강용품OEM공급체결 
 

2014. 01    식모기 추가도입 

        12    자동 평판 프린팅  

               추가도입 

 

2015. 07   아트박스 OEM공급체결 
 

2016. 11   한화보험 OEM공급체결 

 

2017. 12   국립수산품질관리원  

               OEM 공급체결  

 

2018. 01   이투컬렉션 OEM공급체결  

        02   카카오IX OEM공급체결 

        02   올리브영 OEM공급체결 

        09   본사 경기도 동탄 이전 

 

2019. 03   쿠팡PB브랜드(비타할로) 

              OEM공급체결 
 

        05   식모기 도입추가 

              자동라벨기 설치 
 

        07   3공장 평택드림테크 

              산업단지 부지계약 

               

2009-2013년 2014-2018년 2001-2008년 2019년 

2001.11  케어크린  설립 
 

2002. 12    치과용칫솔  
               개발생산 
               (미세모 외 8종) 
 

2003. 02    덴쳐박스 및  
               치간칫솔 개발생산 
 

2004. 01    치실 개발생산 
 

2006. 10    제품고급화 개발 
               (치과용/유통용칫솔) 
 

2007. 05    본사사옥준공 
               치간칫솔초음파기계도입 
                  치간칫솔 일본수출시작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1-4. 제휴현황 

제휴회사명 

국내최초 라이프 스타일샵 [모던하우스] 
이랜드리테일에서 독립한 신규법인  

MH&CO 의 리빙SPA 브랜드 

MH&CO의 팬시리빙SPA브랜드 [버터] 
문구류, 생활용품, 잡화, 식음료 등을 판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이투컬렉션의 브랜드 [데일리라이크] 
디자인을 활용한 문구, 원단, 리빙상품을 판매 

대한민국 No.1 
헬스& 뷰티 스토어이며, 전 세계인들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올리브영] 

카카오 계열사 중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카카오아이엑스] 
일상생활 속에 즐거움을 더하는  ‘카카오프렌즈' 를 입힌 리빙제품 , 문구류, 팬시류 등 판매 

문구에 디자인을 입힌 [아트박스] 
팬시 및 캐릭터용품 제조업체, 문구류, 사무용품, 리빙제품 판매 

기타업체 보건소, 은행, 당뇨협회, 임산부전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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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1. 제품 특성 및 기술성 

기술 및 특성 

”컴팩트한 칫솔헤드” 

닦기 힘든 입안까지 꼼꼼하고 

손쉽게 닦을 수 있는 크기 

“위생적인 개별 칫솔캡” 

개별 칫솔캡이 있어 위생적이며 

휴대가 간편합니다. 

“인체공학적 손잡이” 

 인체공학적 손잡이를 사용하여 

편안한 그립감과 양치압으로 

잇몸의 손상을 최소화 합니다. 

“가늘고 긴 칫솔목” 

구석구석 깨끗하게 

양치가 가능합니다.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2. 모, 핸들 종류 

모의 종류 

헤드, 핸들 종류 

V  잇몸환경에 맞게 칫솔모의 부드러움을 선택 

32홀 35홀 36홀 어린이-30홀 19홀 

V  구강환경에 맞게 칫솔대 선택 

엠보싱모 초극세모 

0.10mm/0.13mm 

미세모 

0.15mm 

슬림모 

0.18mm 

이중슬림모 

0.15mm+0.18m
m 

일반모 

0.15mm/0.18mm/0.20mm 0.18mm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3. 인증현황 

인증서 

인증서 

디자인등록증 

칫솔모 BPA 핸들 BPA 칫솔모 향균력   칫솔모 - 8종  
유해원소 및 함유량 

핸들 - 8종  
유해원소 및 함유량 

생산물배상책임보험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4. 이케이비전 OEM 제품 

모던하우스-가족 미세모23P칫솔 
쿠팡- 비타할로칫솔 올리브영-레인보우칫솔 모던하우스-주니어칫솔 

데일리라이크-데일리베이직칫솔 큐어엘프-아리아칫솔 카카오프렌즈-라이언칫솔 Dailylike-데일리칫솔 아트박스-파스텔칫솔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4. 이케이비전 OEM 제품(납품:모던하우스,버터샵)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2-5. 제조공정 

검수 제품인쇄 검수 포장 

생산과정 

출고 출고검수 

평판프린트 
실크인쇄 
패딩기인쇄 

제품 포장 및 검수 
입수 수량에 맞춰 

박스 포장 
출고 전 완제품 
품질 검사 

식모가 완료 된 
칫솔모 품질검사 

제품디자인 금형제작 재료입고 입고검사 

생산과정 

사출성형 식모 

플라스틱을 가열  
융해시킨 후 고압으로  
금형 내에 사출하여  
압력을 유지한 채로  
냉각 고화시켜 성형 

일반모 or 이중미세모 
or 슬림모 or 엠보싱모 

중 선택한 모로 
사출한 핸들에 심기 

칫솔 디자인 디자인한 칫솔대 
금형제작 

제작 제품에 맞는  
재료 입고 

재료 품질, 수량  
확인 후 제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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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본사약도 / 이미지 공장약도 / 이미지 

4-1. 사업장 현황 

본 사 구 분 공장 

경기도 화성 동탄 위 치  경남 양산 

소유 소유구분 소유 

92.8㎡ 면 적 1027.2m2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4-2.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이사 

생산본부 유통영업/관리본부 경영기획본부 

• 생산기술팀 
• 생산1팀 
• 생산2팀 
• 품질관리팀 
 

• 인사총무팀 
• 재무회계팀 
 

• 영업관리팀 
 

 

 

박은기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4-3. 거래처 판매현황 

모던하우스 

버터 
쿠팡 

이투컬렉션 

카카오ix 

기타 

판매 현황 

모던하우스 버터 쿠팡 이투컬렉션 카카오ix 기타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4-4. 년도별 성장현황 

1000000 
1200000 

1700000 
2300000 

280000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매출 

예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 전망  

단위(천원) 

관련업종 20년간 제조 노하우 회전률이 높은 검증된 제품 제품의 다양성 



THANK YOU 

㈜ 이케이비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1길 10, 더퍼스트타워  504호 

tel. 031-372-2876 
e-mail :  supply@ek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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