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제품 제조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숙지 하신 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를 덧붙입니다.

제품 개발 / 제품 제조 프로세스

Instrumentation
Machinery

Designing
Injection Mold

Idea & Concept

CEO 인사말

CEO
Greeting

㈜허쉬는 중국 심천에 소재한 중국법인(HUSH Technology Co. Ltd.) 의 공장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고객님의 제품 소싱, 제품 개발, 제품 제조를 ONESTOP 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소싱 그리고 개발 또는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을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과 철저한 분업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진행에 대한 어려움.
중국에서의 현지 업체와의 직접적인 교신에 대한 난관, 비전문적 통역 과정에서 오는 진행의 미숙,
다른 문화와 습관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업체의 변심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허쉬를 만나는 순간 이런 모든 고민과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됨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허쉬가 최고의 개발, 제조 회사라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과 결과를 기준으로 고객님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곧 곧은 마음과 뜨거운 근성,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라는
회사 창립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주 홍 중

②

개발-제조

개발-제조
Intro
왜 허쉬테크 여야만 하는가 ?
ⓐ 제품의 가격 및 광범위한 제품 개발과 소싱의 경쟁력
ⓑ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서, 설계부터 완제품 제조 양산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ONE STOP 시스템 추구
ⓒ 목업, 시제품, 샘플 응대 가능
ⓓ 고객의 NEEDS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충분한 초기 교신과 진행 과정을 통해서
왜 허쉬테크가 최선의 파트너인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

혹여 중국 생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

차후의 기회를 기약하시면 됩니다.

③

회사구조

허쉬테크 구조적 이분화로 고객업체 대응의 극대화

회사구조

ⓐ 한국 파주 : 한국법인 ㈜허쉬와 물류 창고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중국법인에서 제조된 제품은 파주 물류 창고로 입고 후 최종 고객회사로 출고가 됩니다.
고객과의 거래 파트너는 한국 ㈜허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수출입 업무는 ㈜허쉬가 진행하며 고객은 수출입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중국 심천 : 중국 법인 (HUSH Technology Co. Ltd.) 공장(금형/사출 공장, 조립공장) 에서
제품을 소싱, 개발, 양산을 합니다.
샘플, 목업 샘플의 경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고객회사로 바로 발송이 됩니다.

대표이사

한국 법인 총괄 이사

China HUSH Tech

Korea

홍콩 사무소 GAIAN Tech

후가공 및 조립공장

금형 / 사출공장

㈜허쉬

㈜프린토스

관리부

구매부

총괄 이사

허쉬테크 사업부

관리부

개발부

금형 설계 및 제작부

임대 사업부 / 생산부

생산부

사출부

온라인 사업부

④

제품의 진행 과정

제품 진행 과정
Process

- 제품 관련 미팅 : 1차 교신 유선, 카톡, 필요한 경우 대면 미팅. 제일 중요한 첫 단추로 고객의 상황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끌어 낸 뒤 A. 제조 B. 개발의 정확한 해결책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객의 귀중한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A. 제품 제조(양산)의 경우

B. 제품 개발의 경우

교신된 내용으로 검토후, 제조 가능 여부

교신된 내용으로 검토후, 개발 가능 여부

판단 후 고객께 의사 전달

판단 후 고객께 의사 및 개발 견적 전달

고객 동의시

고객의 초기 제품 도면을 근거로,
제

개

조

발

외관 디자인 시안 완성

계

계

: 고객과 유, 무선 품평후 수정 여부 상의

샘플 수령전 충분한 교신후 샘플없이 가능시

약

약

견적서 발송. 고객 동의시

서

서

작

작

성

성

견적서 발송. 동의시

초기 도면이 없고, 참고 샘플이 있을시,

샘플 수령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샘플 수령후 견적서 발송. 고객 동의시

구조 설계 2D, 3D 및
전자회로 설계(필요한 경우)

최종 목업 제작
: 고객과 유, 무선 품평후 고객 동의시 발송

고객 목업 수령후 동의시

⑤

회사개요

회사개요
Company

'회사의 경쟁력은 곧 곧은 마음과 뜨거운 근성,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 라는
회사 창립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고객 한분 한분께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사명
주소
설립일
임 / 직원수
사업분야
운영사이트

회사명
주소
설립일

임 / 직원수

사업분야

㈜ 허쉬 / ㈜프린토스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318-35 (상지석동)
2017년 8월 23일
㈜허쉬 5명 / ㈜프린토스 15명
- 중국법인 HUSH 와 연계한 제품 디자인 / 개발 / 제조 양산 / 수출입
- 의료 용품 / 미용 용품 / 생활 용품 / 전자 제품 전문 OEM
- ㈜ 프린토스 : 프린터, 전산 소모품 관련 임대업 및 소매업
- 허쉬 홈페이지 www.hushtech.co.kr
- 프린토스 홈페이지 www.printos.kr

HUSH Technology Co. Ltd.
3F, A5-B Building, Silicone Valley Power,
Guanlan, Longhua District, Shenzhen City, China
2013년 6월 5일

후가공 및 조립공장 20명 / 금형-사출 공장 30명
-

플라스틱 금형, 사출
금속 프레스, 압연, CNC 가공
실리콘 금형, 사출
전자회로 설계 및 SMT 제조
제품 디자인 설계, 2D, 3D 구조 설계
제품 후가공 제조 및 어셈블

⑥

사업연혁

사업연혁
History

㈜허쉬가 걸어온 길
2012.

홍콩 GAIAN Tech. Co.,Ltd 설립

2013.

중국 심천 HUSH Tech. Co.,Ltd. 설립

2014.

1월 허쉬 설립 - 한국 고양시

2015.

5월 허쉬 OEM 제품 개발 및 제조 납품 시작

2016.

3월 허쉬 프린터 병행 수입 인증 업체 등록

2016.

10월 허쉬 파주 상지석동으로 이전

2016.

11월 온라인 판매업체 ‘프린토스’ 인수

2017.

4월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임대 사업 시작

2017.

8월 ㈜허쉬로 법인 변경. OEM 제조 전자제품, 생활용품, 미용 제품으로 확장.

2018.

4월 프린터 온라인 및 임대 사업부 ㈜프린토스 별도 법인 설립

2019.

1월 ㈜허쉬 제품 개발 전문 업체로 공식 업종 확장

⑦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회사의 경쟁력은 곧 곧은 마음과 뜨거운 근성,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 라는
회사 창립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고객 한분 한분께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Location

㈜허쉬

- 주소
(10911) 경기 파주시 상지석길 318-35 (지번 : 상지석동 165)

- 연락처
㈜ 허쉬 HUSH

HUSH Technology co, ltd.

H.P 및 카카오톡 :

3F, A5-B Building, Silicone Valley Power,

010-4073-2537 / 070-4223-1862

Guanlan, Longhua District, Shenzhen City, China

이 메 일 : hushtech@naver.com

H.T: 070-7660-6267

⑧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