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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사말 기업 비전
CEO MESSAGE GTL의 3가지 기업 비전

GTL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대표이사 윤홍찬입니다.

GTL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유럽과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2개국 
온·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 GTL은 생활 속 문화를 창조하고 라이프 트렌드를 제안하면서 라이프 
스타일 창조 브랜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GTL의 상품기획과 제조, 유통, AS 등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
템은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파트너 社와 고객의 호평을 받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TL은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품질 
관리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더 많이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TRADING LEADER 

글로벌 
브랜드 기업

01.
VISION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02.
VISION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03.
VISION

우수한 브랜드를 개발해
전 세계에 진출하는

Global Best Brand Group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Lifestyle Partner

생활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Lifestyl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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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혁
COMPANY HISTORY

2012
2005

2015
2013

2 0 1 1 . 0 1

2 0 1 1 .02 

2 0 1 1 .03 

2 0 1 1 .0 5 

2 0 1 1 .0 8 

201 1 .0 9 

2 0 1 1 . 1 0 

2 0 1 1 . 1 2

2012 .02

2012.03 

2012.04 

2012.05

2012.06

2 0 1 2 .1 0

2 0 1 2 . 1 1

2 0 1 2 . 1 2

2 0 0 0

2 0 0 5

2 0 0 7

2 0 0 8 

2 0 0 9

2010.03

2010.07

2010.09

2 0 1 0 .1 2

중국 홈쇼핑 사업 확대

해외수출시작

동경 Gift Show 전시회 참가

CJ오쇼핑 입점

중국 강서성 제2공장 준공

스핀청소기 국내 100만대 판매달성

해피맘 상품등록

중국럭키파이 홈쇼핑 입점

스핀청소기 국내 150만대 판매달성

해피맘리빙박스&스페셜패키지 신상품 론칭

대만홈쇼핑 리빙박스 수출

㈜GTL 2011년 연매출 200억 돌파

롯데홈쇼핑 해피맘 스위퍼원샷 론칭

현대홈쇼핑 해피맘 매직앤 타일 론칭

현대홈쇼핑 해피맘 스위퍼원샷 론칭

해피맘 스페셜 패키지 청소기 인도 수출

해피맘 스페셜 패키지 베트남 수출

해피맘 셔닐 매직앤타올 론칭

해피맘 브랜드 홈쇼핑 매출 300억원 돌파

GS홈쇼핑 에코스핀 클리너 론칭

롯데홈쇼핑 매직 앤 타일 론칭

현대홈쇼핑 황토누름독 론칭

롯데홈쇼핑 진공항아리 ‘이젠’ 론칭

롯데홈쇼핑 키스바이우 론칭

패션발전소 설립

패션 B2B  B2C 커머스 사업 시작

접이식공기침대 특허등록

접이식 침대사업 확대

이지라이프 설립

패션브랜드 사업 확대

패션발전소 의류사업 확대

회전청소기 제조판매

해피맘 스핀청소기 론칭

회전형 탈수청소기 온라인 매출 전체 1위 달성

㈜GTL(Global Trading Leader)상호변경

현대홈쇼핑 입점

중국 절강성 우이 제1공장 중국 HDR사와 합작투자

롯데홈쇼핑 입점

청소기부문 홈쇼핑 전체 매출 1위

2014.02

2014.05

2014.09

2 0 1 4 . 1 1

2 0 1 4 . 1 2

2 0 1 5 .0 1

2015.03

2015.04

2015.06

2015.09

2 0 1 5 .1 0

2 0 1 5 . 1 2

한국홈쇼핑허브센터㈜ 설립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500억 돌파

황토누름독 250억 돌파

까사벨라 스프레이 청소기 홈앤쇼핑 론칭

해피맘 스마트행거 CJ오쇼핑 론칭

메이듀키즈 롯데홈쇼핑 론칭

중국 상해 법인 설립

플래티늄매직쏘우 인포모셜 판매 시작

한국홈쇼핑아카데미 설립

롯데홈쇼핑 브레빌 론칭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시즌2 런칭

현대홈쇼핑 대림바스/바로쿡 론칭

롯데홈쇼핑 플래티늄 매직쏘우 론칭

CJ오쇼핑 해피맘 3단행거 론칭

GS홈쇼핑 스위스알파인 자동충전매트 론칭

NS홈쇼핑 매직쏘우+매직렌치 론칭

K쇼핑 스위스알파인 힘멜텐트 론칭

한국홈쇼핑뉴스㈜ 설립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700억 돌파

공영홈쇼핑 해피맘 폼데코 론칭

홈앤쇼핑 알뜨리 난방텐트 론칭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2013.02

2013.03

2013.04

2013.05

2013.07

2013.09 

2 0 1 3 .1 0

2 0 1 3 . 1 1 

해피맘 브랜드 홈쇼핑 매출 400억원 돌파

GS홈쇼핑 매직 버블샷 론칭

GS홈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론칭

롯데홈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론칭

CJ오쇼핑 황토누름독 론칭 

홈앤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론칭

롯데홈쇼핑  해피맘 샤워팡팡 론칭

롯데홈쇼핑 아토피 스톤터치 론칭

K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론칭 입점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중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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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혁
COMPANY HISTORY

2019 2 01 9 .0 1

2019.02

2019.03

2019.04

2019.05

2019.06

2019.08

2019.09

2 0 1 9 .1 0

2 0 1 9 . 1 1

2 0 1 9 . 1 2

스위스밀리터리 전기면도기 시즌2 론칭

소파스킨스 130억원 돌파

소파스킨스 200억원 돌파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시즌4 론칭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일산점 로드쇼 진행

홈스킨스 키친 컬랙션 신세계TV쇼핑 론칭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공세점 로드쇼 진행

소파스킨스 골든 모델 홈앤쇼핑, NS홈쇼핑 론칭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세종점 로드쇼 진행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대구점 로드쇼 진행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광명점 로드쇼 진행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양평점 로드쇼 진행

롯데홈쇼핑 홈스킨스 키친컬렉션 론칭

소파스킨스/홈스킨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상 수상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의정부점 로드쇼 진행

소파스킨스 매출 270억 돌파

소파스킨스 신상 그라나다, 세비야 론칭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대구혁신점 로드쇼 진행

스웨덴 디자인 브랜드 무니(mooni) 한국 공식 스토어 오픈

소파스킨스 코스트코 울산점 로드쇼 진행

MOONI K쇼핑 론칭

MOONI 신세계TV쇼핑 론칭

MOONI SK스토아 론칭

FLOW7 SK스토아 론칭

FLOW7 신세계TV쇼핑 론칭

2018
2016

2 01 6 .0 1

2016.03 

2016.04

2016.05

2016.06 

2016.08

  

영상사업 시작

현대홈쇼핑 스피드랙 멀티수납장 론칭

스피드랙 멀티수납장 첫 회 방송 매진

NS홈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시즌3 론칭

NS홈쇼핑 밀크코튼 론칭

공영홈쇼핑 달팽이손 론칭

중국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500억 돌파

스위스밀리터리전동공구 900억 돌파

신세계TV쇼핑, 쇼핑엔T 써머클 모기장 론칭

CJ오쇼핑 해피맘 써머쿨 모기장 론칭

공영홈쇼핑 빚담 누름항아리 론칭

베트남 호치민 법인 설립

신세계홈쇼핑 대림바스 론칭

CJ오쇼핑 골든발아아마란스 론칭

2016.09

2 01 6 .1 0

2 01 6 .1 0

2 0 1 7. 0 1

 

2017.05

2017.05

2017.07

2017.08

2 0 1 7. 1 0

2 0 1 7. 1 2

인포머셜 멀티커터 론칭

공영홈쇼핑 전동공구 시즌3론칭

공영홈쇼핑 펫 스테이션 론칭

NS홈쇼핑 스위스밀리터리 전기면도기 론칭 

MYWAY 신규사업 준비

바이해피몰 원더브룸 론칭

공영홈쇼핑 풍미가득 함박스테이크

공영홈쇼핑 버블리 네츄럴 물티슈 론칭

공영홈쇼핑 해피맘 파워슬림 클리너 론칭

공영홈쇼핑 온웨어 발열조끼 론칭

K쇼핑 스위스 밀리터리 원샷청소기 론칭

K쇼핑 스위스 밀리터리 DIY풀패키지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1,200억 돌파

2 01 8 .0 1

2018.03

2018.04

2018.05

2018.06

2018.08

2018.09

2 0 1 8 .1 0

MYWAY 상표 등록

현대홈쇼핑 소파스킨스 론칭

K쇼핑, 신세계TV쇼핑 소파스킨스 론칭

홈앤쇼핑 스피드랙 체인지업 론칭

홈앤쇼핑 데코스텐 론칭

롯데홈쇼핑 소파스킨스 론칭

롯데백화점 강남점 소파스킨스 1호매장 오픈

부산 소파스킨스 대리점 오픈 

일산 벨라시타 소파스킨스 직영매장 오픈

소파스킨스 오프라인 매장 확대

소파스킨스 100억 돌파



2021
2020

2020.01

2020.02

2020.03

2020.04

2020.05

플로우 TVCF 론칭

신세계 플로우 론칭

코스트코 상봉점 로드쇼(1.20-2.2)

플로우 버스광고 론칭

KBA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식후원 계약체결

NS홈쇼핑 플로우 론칭 (플로우 전속모델 ‘김우리’ 발탁)

코스트코 대구점 로드쇼(3.16-3.29)

코스트코 광명점 로드쇼(3.16-3.29)

KBL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 공식후원 계약체결

신상품 마드리드 론칭

코스트코 양재점 로드쇼(3.30-4.12)

KPC 대한민국장애인체육협회 공식후원 계약체

롯데홈쇼핑 플로우 론칭

골프 프로샵 38개점 플로우 론칭결

2020.06

2020.07

2020.08

2020.09

K-리그 인천UTD 프로축구 공식후원 계약체결

GS홈쇼핑 플로우 론칭

MBN 보이스트롯  협찬

신제품 론칭 초경량형 ‘플로우5’

코스트코 세종점 로드쇼(7.20-8.2)

MBN 우리다시사랑할수있을까 시즌3 협찬

CJ홈쇼핑 플로우 론칭

코스트코 대전점 로드쇼(8.17-8.30)

MBN 나의위험한아내 협찬

신제품 론칭 ‘플로우미니 V2’

소파스킨스 360억 돌파

청호나이스 플로우 마사지 공급 계약

2020.10

2 0 2 0 .1 1

2020.12

2021 .02

2021 .03

이너셋 면역&비타민C 2000 NS홈쇼핑 론칭

신상품 사라고사 론칭

글로벌 전동공구 브랜드 WORX 출시

K쇼핑 WORX  론칭

신세계쇼핑 WORX  론칭

 SK스토아 WORX 론칭

롯데원티비 WORX 론칭

특허 다리교정기 ‘레그모아’ 출시

갤러리아 고메이494 팝업스토어 오픈(2.19~3.4)

현대홈쇼핑 WORX 론칭

롯데홈쇼핑 WORX 론칭

소파스킨스 400억 돌파

코스트코 천안전 로드쇼(3.1~3.14)

기업 연혁
COMPANY HISTORY

GLOBAL TRADING LEADER 09GLOBAL TRADING LEADE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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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브랜드 그룹 GTL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 개요
BUSINESS OVERVIEW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소싱하고 

제조, 유통, A/S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합니다.

본사와 지사, 국내 유명 백화점, 대형마트, 제휴 매장 및 

유럽과 베트남 등 전 세계 협력사에서 GTL의 모든 제품

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브랜드 및 제품을 선정해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의 경쟁력 높은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GTL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품지원사업부 경영기획실 / 전략영업본부 / 트렌드사업본부 / 
온라인사업본부 

파주 본사 서울 지사

해외 지사
- 상해 법인

- 호치민 법인

GTL
HO CHI MINH

GTL
SPAIN GTL

KOREA

GTL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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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통
국내뿐 아니라 해외 모든 곳에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1등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여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ONLINE

OFFLINE

1. 홈쇼핑

사업 영역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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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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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4. 자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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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브랜드

KOREA
GTL

6. 해외 외식사업

한국의 대표 외식업체 일미락을 베트남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고깃집이 아닌 맛과 서비스

까지 다 잡은 레스토랑 일미락은 한국 본연의 맛

을 제공하며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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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TL은 소파스킨스, FLOW7, MOONI, MYWAY, 해피맘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조

4개 대륙 45개국에 수출하는 SOFASKINS
프로 선수들이 선택한 FLOW7
미니멀한 북유럽 감성의 블루투스 스피커 조명 MOONI
1500억 매출 신화를 잇는 MYWAY 전동 드릴
특허받은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해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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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류센터는 각 홈쇼핑사의 특성에 맞게 제품포장, 철저한 제품검사, 

체계적 입-출고관리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대형택배사와 연계하여 전국으로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류

01. 02. 03.

제조회사 A
제조회사 B
제조회사 C 검수 / 적재 / 포장

GTL 물류시스템

정확한 배송입고 출고

제품 특성에 맞춘 창고 운영 및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체계적인 창고관리 시스템을 갖춰 입고, 보관, 출고 등 안정된 서비스 제공

선물세트, 기획제품, 포장서비스, 제품검사 및 재포장, 라벨 부착 등 유통 가공 서비스

대한민국 전지역 배송, 해외 배송

체계적인 물류관리 04.
CS센터는 고객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이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S센터

제품별 상담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접수된 민원 사례별 유형, 사유, 문제점, 대처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업체와 공유,  해결방안 공동 마련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재발방지

체계적인 CS교육으로 우수 상담원 관리

고객

상담원 상담엔지니어

유통사

G.T.L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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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상 제작 전문가의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

고 수준의 방송 제작 및 영상 편집 솔루션 지원

LEADERS MEDIA

방송기획
상품에 맞는 방송 시연 개발

방송 세트 제작

인서트 촬영 기획 및 실행

라이브 방송 진행

영상제작 상품 인지도를 극대화한 사진과 영상 촬영

이해도 높은 시나리오

판매 방송에 최적화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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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커머스 투데이는 인터넷 뉴스와 매거진을 통해 커머스(Commerce) 이슈 

및 트렌드를 담아내는 쇼핑 리딩 미디어입니다.

커머스 투데이

브랜드 소식, 제품 소개 등 전반적인 쇼핑 이슈 제공 

쇼핑·유통업계 전문 직종 인터뷰 콘텐츠 제공 

전문가 필진 칼럼을 통한 업계 이슈와 현황 담론

SNS,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전달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협업 기획

반품관리 실시간 재고관
리

C
/S

상

담관담담
리

07. 허브솔루션

높은 가독성으로 인해 업체별 맞춤형 수정 적용을 빠르게 진행 가능

범용적인 자바언어(스프링프레임웍) 사용으로 신규인력 유지보수 및 확장 용이

기존 패키지 솔루션과의 차이점

유통 ERP에 최적화된 허브솔루션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적의 시스템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처리를 쉽게 처리되도록 모델링 되어 있어 테스트 뷰 가능

1일 1만건 이상의 데이터 처리 테스트 완료 및 시연 가능

중소기업 ERP에 쉽게 적용가능한 시스템 (재고관리, 물류관리, 발주관리, 정산)

창고, 재고, 소분, 구성품목 관리 가능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허브솔루션 강점

기초정보
관리 출고관리

입고관리발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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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AY HOME CENTER08.
주거 공간을 바꾸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수

준 높은 홈 인테리어 자재와 공구를 비교하고 고를 수 있으며 판

매하는 자재와 홈 스타일링 제품으로 완성된 대형 쇼룸에서 모든 

제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2만여 개 상품 라인업

100여 개 국내외 브랜드 제품

쇼룸형 매장 운영

최신 홈 스타일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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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YWAY 전동드릴은 스포티한 외형의 프리미엄 전동드릴입니

다. 아시아인의 손 크기에 맞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22단계 토크 조절 기능과 1600RPM

의 고속 회전은 안전하고 빠른 작업을 보장합니다.

MYWAY 전동드릴

유려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1.1kg의 가벼운 무게

1600RPM의 강력한 회전력

22단 토크 조절을 통한 높은 안정성



GLOBAL TRADING LEADER 33GLOBAL TRADING LEADER32

MYWAY 전동공구는 홈쇼핑 매출 1500억 돌파 

신화를 이룬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노하우를 

집약해 탄생했습니다. 기술·디자인적 혁신을 통

해 실내 인테리어 및 DIY 작업을 간편하고 손쉽

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MYWAY 전동공구

는 MYWAY HOME CENTER를 통해 차세대 DIY 

산업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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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개
BRAND INTRODUCTION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 모두 동시주문 폭주 기록! 완판 행진!

롯데백화점 잠실점, 분당점 리빙관 매장

롯데아울렛 고양점 P1 매장

일산 벨라시타 본동 2층 직영 매장

스페인 발렌시아産 소파커버! 소이현, 인교진 부부 강력추천

소파스킨스02.

전국 주요 백화점,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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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시즌 상품 개발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포근한 볼륨감의 FW 프리미엄 상품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알함브라 궁전의 패턴을 담은 뉴트로 스타일 상품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상품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부드러운 엠보원단의 최고 인기 상품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포인트 패턴이 가미된 스타일리쉬 상품 

· 슈퍼스트레치(Super-Stretch) 원단을 사용한 고급형 스킨 

· 스페인 특허 이중직조

· 고탄력 / 강한 내구성

· 구현하기 어려운 물결무늬 패턴이 추가된 스페셜 상품

GLAMOUR MARTIN BALTORO

SEVILLA GRANADA MADRID

· 스페인 특허 Super Stretch 섬유

·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는 강력한 탄성력

· 유럽 친환경 섬유인증 Oeke-Tex Standard 100 통과

· 확실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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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d:
Campoamor, 13 - 1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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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0 34 - 911 107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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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cia:
Marqués de Sotelo, 13 - 19ª
46002 Valencia
Tel. 00 34 - 963 511 733
Fax. 00 34 - 901 707 731

www.leggroup.es

 
 
 
 
 

 

 Valencia, 17 de junio de 2016  

 NUEVA TEXTURA, S.L. 
C/ Trama, 7 
46870 ONTINYENT (VALENCIA) 
 
 A/At. D. Kike Cañete 

 

 Modalidad: Modelo de Utilidad Nacional 

 

País/es: España 
Número: 201531127 
Denominació
n: 

TEJIDO DE CALADA ELÁSTICO 

Titular: NUEVA TEXTURA, S.L. 

  
Asunto:   Remisión título de concesión 

 
 
Estimados señores, 
 
De acuerdo con sus instrucciones, hemos obtenido de la 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 (OEPM) el Título del expediente de referencia, que les enviamos 
para su archivo. 
 
Les informamos que la OEPM no emite certificados de títulos impresos por lo que el  
CERTIFICADO adjunto, acredita la concesión de Modelo de Utilidad Nacional de 
referencia. 
 
Mantendremos la oportuna vigilancia sobre el expediente, avisándoles de sus 
incidencias y vencimientos. 
 
Nuestra factura por esta gestión les fue remitida por el procedimiento habitual, vía 
correo electrónico. 
 
Con este motivo, aprovechamos la ocasión para saludarles muy atentamente, 

 
Javier Díez 
P&A 

 
 
 
 
 
 
 
 
 
 

다양한 제품에
사용 가능

부드러운
촉감

강력한 탄성
및 복원력

특허받은
직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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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i03.
빛과 소리의 조화, 스웨덴 감성 인테리어 오브제 mooni는 평범한 

공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꿉니다. 북유럽 자연을 닮은 10가지 빛

과 음향으로 당신의 감성을 밝혀보세요.

· 북유럽의 오로라를 닮은 10가지 빛

· 고음질 블루투스 스피커 탑재

· 리모컨과 내장 배터리로 편리한 무선 사용

· 20,000시간에 달하는 LED 수명

· IP44 등급 생활 방수로 자유로운 야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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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디자인 브랜드 mooni에는 북유럽의 자

연이 있습니다. 스웨덴 전역의 자작나무 숲을 보

고 우드 핸들을 고안했고 북유럽의 오로라, 아름

다운 일출과 일몰이 주는 빛에 영감을 받아 10가

지 빛을 만들었습니다. 

2개의 스피커는 자동으로 페어링 돼 10W의 고출력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한 무선 스트리밍 기능으로 선 없이 간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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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7은 프로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영국 프

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FLOW 社에서 개발한 전문 기기입니

다. FLOW7으로 가정에서도 프로 선수가 누리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LOW704.
· EUIPO 유럽 디자인 특허

· 분당 2,800회의 강력한 진동, 14mm 진폭, BLDC모터 사용

· 통증 부위별 7가지 헤드

·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 독일, 영국, 미국 수출 제품

· 대한민국 프로구단 공식 후원



GLOBAL TRADING LEADER 45GLOBAL TRADING LEADER44

2017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탄생한 FLOW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도하고 고품질을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FLOW가 야심 차게 개발한 차세

대 휴대용 마사지 기기 FLOW7은 현대적 감각, 

인체공학적 디자인, 첨단 하드웨어를 장착해 누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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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OME SKINS는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홈 스타일링 

브랜드입니다. 역사와 전문성을 가진 유럽·국내 제조사와의 기

술제휴를 통해 유럽 감성의 홈 스타일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

양한 제품군을 제안합니다.

HOME SKINS 

· 유럽 감성 홈 스타일링 브랜드

· 공간별 다양한 카테고리와 디자인 추구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휴식을 위한 제품 제안

· 유럽 감성의 복합 문화 공간형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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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브랜드 HOME SKINS

는 깨끗한 곳에서 자라난 친환경 원료를 고집합

니다. 고객의 가정에 건강한 패브릭 토탈 솔루션

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창조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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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홈쇼핑 론칭 이후 해피맘 브랜드 ‘500억’ 판매돌파!!!

파워스핀클리너 

3단 접이식 행거

스마트행거 (옷걸이)

에코맙 클리너

모기장

스핀팡팡

매직앤타일

스위퍼원샷

셔닐매직타올

폼데코 

06. 해피맘 기타 브랜드

국내 홈쇼핑 매출 600억 판매 돌파. 장아찌, 김치 등 
주부들의 It item.

두 달 만에 10만개 판매 신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하기 좋은 만능렌치 

론칭방송 완판 매진 기록! 이중 손잡이로 여성들도 손
쉽게 사용 가능

위생도기업계 1위 브랜드. 오래된 욕실을 맞춤형 공간
으로 탈바꿈

06. 황토누름독04. 매직렌치 

1500억원 매출 신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국민 전동 공구 브랜드

01. 스위스 밀리터리
포스코 강철의 강력한 내구성은 물론 손쉬운 길이와 
높이 조절로 홈쇼핑 판매액 350억 돌파

74년 전통 노루가 시공하는 우리 집 욕실 인테리어의 
품격 업그레이드

02. 스피드랙 03. 노루하우홈

07. 매직쏘우05. 대림바스 

07. GTL이 선보인 베스트 셀러 브랜드



GLOBAL TRADING LEADER 53GLOBAL TRADING LEADER52

지역 아동 생활비 지원 지역 복지관 생활용품 제공

함께 가는 동반자 GTL

SOCIAL SUPPORT

앞서가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회 공헌

임직원 1:1 스리랑카 어린이 후원

한국컴패션 바자회 참여



서울지사 |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8번지 휴라이프빌딩 7~10층

Tel: 02-6900-6702~6778

Fax: 02-2068-9217

상해 법인 | SHANGHAI OFFICE

2880 block 4J(4K/4H), Hechuan R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호치민 법인 | HOCHIMINH OFFICE

No.16 Lot C15B - Star Hill, Raymondienne Street,

Tan Phu Ward, District 7, HCM, Vietnam

파주본사 | HEAD OFFICE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203

Tel: 1661-6889

Fax: 031-935-4067

www.gtl.co.kr



WE ARE THE GO-TO COMPANY

FOR THE WORLD’S BEST BR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