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투와이 주식회사

대 표 자
(한글)    김   윤   희

(영문)   Two-Y. Co. Ltd. (영문)   Kim Yoeun Hee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04동 222호

 공장 :

사업자등록번호 157-88-00605 설립연도 2017년

종업원수 3명 홈페이지 www.twoytech.com

전년도 수출액 4만달러 전년도 매출액 290백만원

업 태 제조/도매업 업 종 제조업

주력영업제품 제초장비 주요수출국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이사,

벨기에, 싱가포르 외

인증 및 

지재권 현황

 ■ 해외 지재권 : 동력호미, 4줄 나일론 커터 각 PCT 1건(총 2건) 출원
     - 4줄 나일론 커터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호주 특허 출원
     - 회전식 동력호미 : 미국, 일본, 중국 특허 출원/중국 상표 출원

 ■ 중국 지재권 : 동력호미, 4줄 나일론 커터 각 PCT 1건(총 2건) 출원
     - 4줄 나일론 커터 :  2019년 7월 특허 출원
     - 회전식 동력호미 :  2020년 6월 실용신안/상표 출원

 ■ 안전인증 : KC인증 보유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 해외지사, 공장 없음
 ※ 해외 5개국 수출 중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  동력 호미  : 잡초킬러(뿌리다파)
- 나일론 커터 : 레드-킹(다까까)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전무 신연철 grasshoper55@naver.com 051-914-0095 010-7560-3505



3. 제품정보(1)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잡초킬러 (HM02-01)
예초기용 회전식 동력호미

제품규격 225x215x130m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호미 날, 상측 커버세트, 후방 커버, 안전고무, 체결부품 세트, 설명서

소비자가격 34.0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10.0USD

제품

상세내역

○ 무더운 여름철 농경지 제초작업용으로, 보급력이 높은 예초기 회전동력 이용하여    
    지면 긁어 잡초 뿌리까지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작물이 있는    
    좁고 평탄치 않은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장시간 엎드려 하는 기존 수작업 도구  
    대비 신체에 무리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으로 한국 인기 상품임.

○ 2018년 출시하여 TV홈쇼핑 Hit상품,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에, 벨기에, 인도네시아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물량과 국가 증대가 예상됨. 

 

  
  

    ① 우수한 효율성                    ② 잡초뿌리까지 제거기능                 
    ③ 신체무리를 줄인 인체공학적 구조  ④ 우수한 작업성           ⑤ 안전성     
       ※ TV홈쇼핑 영상 보유중 : 판촉용 사용가능

- 재질 : Steel(SK-5, GI, CR), Plastic(HI-100, EPDM 외

- 용도 : 예초기용 제초용 공구(전동 호미)

- 특징 : 예초기의 회전동력을 이용하여 지면을 긁어 잡초 뿌리까지 제거하도록 고안된  
         공구로서 수작업 호미작업대비 10배이상 작업 속도 빨라 효율적임.

- 주요타겟층 : 농경지(밭, 논), 운동장(학교, 관공서 등), 과수원, 정원 등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2억원

- 주요판매채널 : TV홈쇼핑, 공구 유통망, 농기계 유통망, SNS, 인터넷 포털 등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 국내: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출원

- 해외:PCT 출원
      미국,일본,중국 출원
      (상표 중국 출원)

  ※ 2020년 하반기
    유럽외 몇 개국 출원 예정

- KC인증 확보



3. 제품정보(2)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레드킹 (FW03-01)
4줄 자동 나일론 커터

제품규격 112x112x73m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본체(상.하 하우징, 권취휠, 버튼, 부싱, 와셔, 인서트), 2m 나일론 줄 

2개, 설명서, 포장박스

소비자가격 21.0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7.0USD

제품

상세내역

○ Global 제초용 공구로 안전한 나일론커터를 애용하는 추세이며, 안전 날인 나일론   
   커터의 시장 규모는 연 4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2줄을 가진 Head로 절삭력이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 레드-킹은 세계 최초로 4줄 인출되고 긴 줄이 내장하고 줄 마모시 엔진 정지없이   
   마모정도의 줄을 풀어가며 장시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임.
   또 세계 다양한 형태의 예초기와 호환이 가능한 Universal 제품도 생산 가능함.

   

   

   ① 절삭력 우수 & 절단면 양호        ② 핸들링하기 가벼운 중량(270grams)
   ③ 높은 예초기 호환성        ④ 우수한 사용 편리성          ⑤ 안전성
      ※ TV홈쇼핑 영상 보유중 : 판촉용 사용 가능

- 재질 : Plastic(NA6, PP, POK), Steel(GI), Al60 외

- 용도 : 예초기용 제초용 공구(4줄 자동 나일론 커터)

- 특징 : 예초기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초용 안전 날로 절삭력이 개선되어 작업효율이
        우수하고, 장시간 연속사용과 사용 편리성을 더한 제품임. 

- 주요타겟층 : 제초 용 소모공구(도시, 관공서, 군부대, 농촌, 과수원 등)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1억원

- 주요판매채널 : TV홈쇼핑, 공구 유통망, 농기계 유통망, SNS, 인터넷 포털 등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 국내:특허, 디자인 7, 상표2

- 해외:PCT 출원
      미국,유럽,중국 외 3개 출원

▶KC인증 대상아님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