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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Current State        
Company Overview

회사명 주식회사 스마트름뱅이

대표이사 윤 해 진 , 배 상 우

설립연도 2018년 12월 13일 (개인 : 2018년 06월 01일)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M104호

업태 제조업, 도소매, 생활용품, 무역

기업부설연구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107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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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대표

관 리 부 기 술 개 발 부 영 업 부

관리 개발 설계 국내영업디자인

Company Overview

해외영업



지재권 & 인증서

Awards & Certificates

2018 생활발명코리아
국회 의장상 수상

이팔청춘 IP창업ZONE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경북창업경진대회
대상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지재권 현황

신약 컨디셔너 특허 등록증 신약 특허 등록증

Company Overview

특허
해외
특허

디자인
국내
상표

해외
상표

합계

등록 5 0 2 6 1 14

출원 7 3 1 5 0 16

합계 12 3 3 11 1 30



협력사

Network

국내 Domestic

중국 China

ShenZhen Union Tech Co., Ltd

일본 Japan

미국 U.S.A.

Company Overview



주요 제품

Products 

[캡슐에스]

Business Overview

[카라솔][슈비]



주요 제품

Products ‘캡슐에스’ : 다용도 신발 관리기

- 이중 살균
1차열풍대류방식으로신발내부의세균을99.9% 살균,
2차로UV-C 를통해잔여세균및자체소독을실시하여발질환, 피부질환등을예방

- AUTO 모드
습도진단센서가신발내부의습도를진단후,  
가장적합한가동시간을스스로설정및작동불필요한가동은줄이고!효율성은높이고!

- 한번에 한켤레
제품하나로신발한켤레를동시에살균/건조/탈취가능(휴대용최초)

- 대용량배터리
대용량배터리가내장되어어디에서나사용가능(무선: 30분모드5회)

- 굿디자인제품
‘2019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Business Overview



- 기존 캡슐에스의 라이트 버전으로 여성 구두, 어린이 신발 등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의 신발 관리에 특화된 다용도 신발 살균기

- 모자, 휴대폰, 이어폰 등에 휴대용 살균기로 활용 가능

-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향기 블록이 내장되어 실내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제품

- 무선 신발 관리기 중 최장시간 사용 가능
(신발 관리 30분 모드 x 8회)

주요 제품

Products 
Business Overview

‘슈비’ : 다용도 신발 관리기



주요 제품

Products 

- 차 위에 간단한 설치로 자외선을 차단 시켜 차량 내부온도를
최대 60%내려주는 신개념 차량용 파라솔

- 열에 약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고가의 전자 제품 보호

- 새똥/낙엽 등 이물질로부터 차량을 보호

- 야외용 스탠드를 사용하여 파라솔로 사용 가능

- 차량 뒤에 연결하여 차박 시 이용 가능

Business Overview

‘카라솔’ : 차량용 파라솔



주요 고객

Major Client

북미/캐나다
유럽

일본

LAS VEGAS CES 2019 
LAS VEGAS CES 2020
LAS VEGAS CES 2022

(Consumer Electronic Show)

신발 건조, 살균기 수요 가능성이 많은
북미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판로 개척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북미/유럽/일본 등 해당 전시회 참가

아시아

RISE Conference 2019
in Hong Kong

Business Overview

2021 Tokyo Gift Show 10월 참가



연락처

Contact Info.

TEL. 053-716-5355

FAX. 053-716-535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M104호

sbangsales1@naver.com

sbangrnd@gmail.com

홈페이지 : www.sbange.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bangsales1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martreumbange_official/

Business Overview

http://www.sbange.com/
https://blog.naver.com/sbangsale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