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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Creative

정호상

PTI Corporation, HR Manager

Greenis,  Marketing Manager

Tintorz, Manager

IHGU, Planing staff

국내 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밋업 진행

김상민

Advertising, i l lustration, Photoshop

PTI Corporation, Staff 

김민섭

Html, Css, Javascript,  Node,Js

Bison Company, Team leader

KRUISLER is a leading global supplier of 

home appliances, pet industry, 

blockchain. we has a long and sucessful

history of delivering 

enterprise-class solusions and innovative 

products that drive significant 

productivity gains.

It 's our goal to establish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all of our clients.



01. 질화철 프라이팬 개발 ,  

일본 공장과 협업 ,  Nigata

02. Greenis 질화철 프라이팬 생산

03. 롯데홈쇼핑 계약

04. GREENIS 질화철 프라이팬 런칭

(4/11 롯데홈쇼핑 에드워드권 ‘더쉐프 ’ )

05. 중소기업청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젝트 지원(BLOCRWOD)

08. 중소기업청 ,  프로젝트 과제 선정

09.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시작(BLOCROWD)

10~12. 19년도 홈쇼핑 아이템 개발시작

모델변경 및 국내시장 최적화

12. 법인 설립

12. KRUISLER Powersupply 런칭

12. KRUISLER Air Fryer 런칭

12. 2018년도 홈쇼핑 기획 및

아이템고도화 (GREENIS)

01. 대중음악의 활성화에 주목한

음원거래 플랫폼 개발 시작

02. I DOG CARE, HAIR DOCTOR

금형 수정 및 생산시작

03. I DOG CARE, HAIR DOCTROT

홈앤쇼핑 런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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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이슬러는“HIGHLY CREATIVE”라는슬로건과함께, 

기존의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난새로운문제해결방식을추구합니다.

주방, 반려동물, 블록체인등다양한분야에서

시대의흐름을파악하는인사이트를통해창의적인

문제해결로고객에게다가가고자합니다.

기존방식과다른



GREENIS 질화철 프라이팬

에드워드 권 ‘더 쉐프＇ 생방송 런칭

롯데홈쇼핑

크루이슬러는 ‘그린이즈질화철후라이팬’으로 2019년 4월 11일, 

롯데홈쇼핑에드워드권의더셰프에런칭했습니다.

코팅팬의위해성에대한대중의인식변화와

주방조리도구의고급화라는트렌드가형성되고있습니다.

이에크루이슬러는질화철을통한철팬을기획하였고,

기존의철팬에서음식물이철에달라붙는문제를질화철공법으로해결하여

더완성도있는철팬을제작, 판매하였습니다.



Made in Japan

일본의 전통기술에 현대의 첨단기술을 더하다 .

요리의철들다
까다로운 공정과정을 거친

기술이 집약된 가치있는 상품

일본의장인정신

Banh mi dreamcatcher 

mixtape messenger..



크라우드펀딩시장의성장세와함께제기되고있는위험성, 불투명성, 

제한성이라는문제를블록체인의스마트컨트렉트로극복하고자합니다.

BLOCROWD는투자자를보호하고, 탈중앙화적이며글로벌한펀딩을 이끕니다.

투자자의 권리에 주목한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렉트 ’  기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블록체인스마트컨트렉트를기반으로한크라우드펀딩시스템과그제어방법

으로 2018년 11월 23일특허출원완료되었습니다.



Ethereum, Smart contract

투자를 투명하게 ,  투자를 위한 투자 Blocrowd

탈중앙화

투자를위한투자



다수의검증자, 노드가데이터의진위성을

검증하고공유하는탈중앙화기술인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크라우드펀딩플랫폼내의데이터

위변조를방지하고자금의흐름을모든

사용자에게투명하게공개한다. 또한, 특정조건에

도달하면자동적으로시스템에의해정해진

결과를수행하는 ‘스마트계약’기술을이용하여, 

프로젝트수행시진척별투표를진행하고그

결과에따라투자금을분할지급하거나환수하는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의본질과투자자의권리

보호에주목하고자한다.



Becker 냉풍기

홈 앤 쇼핑 런칭 확정

홈앤쇼핑

최첨단냉각방식으로오직물로냉각이가능한냉풍기,

특수제작된기화냉판위에자연스럽게흘러내리는폭포수가기화되면서

냉각된필터를통해주위온도를떨어뜨려일반선풍기보다시원한바람을

제공합니다.



I DOG CARE

홈 앤 쇼핑 런칭 확정

홈앤쇼핑

I DOG CARE는 ‘반려동물의털을흡입하는형식의미용기기’로클리퍼, 브러쉬

청소기의기능을모두탑재한새로운형식의반려동물케어제품입니다.

기존반려동물셀프미용의한계인 ‘털날림’을 ‘털을흡입하는방식으로써극복하는

I DOG CARE는꾸준히성장하는반려동물시장과수요자들의니즈를해결한

제품입니다. 또한빗질과청소기능을수행하여단순미용기기가아닌반려동물

케어용품이라는새로운포지셔닝을목표로합니다.



반려동물용 멀티형 미용기기

더 편안하고 ,  더 청결하며 ,  더 아름다운

반려동물의편의와안정감
커터기를 통한 간편한 미용과

브러쉬를 통한 꾸준하고

손쉬운 마사지와 빗질을 .

안정적인 간편한

Banh mi dreamcatcher 

mixtape messenger..



세부프로세스
애견용멀티형미용기기

패키징작업 완료
카톤박스 인박스 칼라박스

년 월 일기준

사용자가이드
재단여분
제작완료

영상가이드추가작업요망

제품생산 완료
커터기날금형수정완료

년 월 일기준

홈앤쇼핑런칭준비 완료
인증및영상자료
심의규정
년 월 일기준



목표시장

크루이슬러는

애견 ,주방도구 ,가전제품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무역으로 고객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

기존의 일본 ,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 ,  다양한 분야를

통해 무역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310, Business Incubation Center,

70 Hannam-Ro., Daejeon,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