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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Z 환경 대상 수상  

범진공업㈜ 수원사업장 설립 

중국 동관범진공업전자 설립 

SEHZ 경영혁신 대상 수상  

미주 VMI  법인 설립 

SEHZ 경영 혁신 금상 수상 

헝가리 VMI 법인 설립 

SEHZ 환경 대상 수상 

인도네시아 범진전자 설립 

SEC 경영 기술혁신 은상 수상  

중국 절강범진공장 설립(합자) 

중국 혜주시 범진과기유한공사 설립 

중국 범진과기유한공사 확장 이전 

2011.  12 

2004.  05 

2004.  08 

2007.  01 

2007.  06 

2008.  01 

2009.  07 

2010.  01 

2010.  08 

2013.  03 

2013.  10 

2014.  04 

2014.  10 

개요 
BUMJIN Creative & Life 

범진시엔엘 회사명 

조남선 CEO 

40명 직원 

2004년 5월 1일 창립 

477억원 (2017년) 매출액 

TV , 오디오용 스피커 유닛 ,  
스피커 시스템 , 오디오 셋트 

사업영역 

한국 수원시 권선구  본사 위치 

중국 광동성 혜주시 중개고신구  
인도네시아 버까시 찌카랑  

제조 법인 

신사옥 이전 (경기도 수원) 2018.  01 



사업장 현황 
BUMJIN Creative & Life 

한국 수원 

본사 1 

중국 혜주 

제조법인 2 

중국 절강 

제조법인 3 

인도네시아 

제조법인 4 

한국사업장 

 제품 트렌드별  

선행개발 설계 / 평가 

음질 Tuning 

 국내외 품질 지원 

  VMI 물류 법인 운영 

헝가리  

슬로바키아 

중국사업장 

 Set 및 스피커 생산 

AV Audio(HTS, Soundbar, Room) 

TV Speaker  

 SMD 

 목가공/사출 

 중국 사업장 

광동성 혜주시, 정갈성 승주시 

인도네시아사업장 

 스피커 시스템 및 Unit 생산 

TV Speaker 

 

 사출 성형 

TV/Monitor 부품 



구  분 인 원 비 고 

기술연구소 15 기술고문 : 1 

마케팅 5 

영업/지원 외 18 영업/지원, 품질, 소재개발 

총       원 40 본부장 : 1, 사업부장 1 

사업장 현황 (본사/한국 수원) 
BUMJIN Creative & Life 

시작실 

신회성 시험장비 

무향실 

환경 유해물질 측정 장비 

청취실 

염수분무 시험장비 

■ 개발 / 평가 
    시험생산  
    신뢰성테스트 



구  분 인 원 비 고 

주  재  원 15 법인장 :1, 관리 : 14 

직접 인력 1100 Unit : 450,  완제품 : 650 

간접 인력 120 Unit : 40,  완제품 : 80 

총       원 1235 주재원+직,간접인력 

사업장 현황 (중국 혜주) 
BUMJIN Creative & Life 

Assay 라인 

목가공 라인 

Unit 라인 

SMT 라인 

사출 라인 

Set 라인 

■ 신뢰성 테스트 
    생산라인  



Assay 라인 

사출연료 공급장치 

Unit 라인 

무향실 

사출 라인 

환경유해 측정장비 

구  분 인 원 비 고 

주  재  원 5 법인장 :1, 조립/품질/관리 : 4 

직접 인력 330 
조립: 111 Unit: 113 성형: 40 품질: 
66 

간접 인력 94 조립:8 Unit: 6 성형: 14 그 외 66 

총       원 430 주재원+직,간접인력 

사업장 현황 (인도네시아 찌까랑) 
BUMJIN Creative & Life 

■ 신뢰성테스트 
    생산라인 



기업 특징 
ONE-STOP 서비스 스피커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 글로벌 기업 

설계/금형/사출/후가공/아세이 ONE-STOP 서비스 기업 

 모기업 범진아이엔디의 25년 플라스틱 성형기술 

 공정자동화 실현 

 업계 최초 셀 라인 구축 

 AGV 도입 자재공급 무인화 실현 

 

 

사출 생산 현장 공정 자동화 



기업 특징 
신소재, 신기술의 새로운 스피커 패러다임 제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 

 연구개발자 50% 인력 구성 (본사) 

 60여건의 특허 및 실용실안 보유 

 신소재 스피커 국책과제 선정 (2013) 

 중앙 연구소 사옥 신축. 연구조직 확대 (예정) (2017) 



기업 특징 

 
품질관리 

삼성전자의 글로벌 표준 선정. 엄격한 품질 관리 

 삼성전자의 글로벌 표준 선정 

 ISO 9001 취득 (2003), ISO 14001 취득 (2005) 

 전 해외법인 동일 기준 관리 

 사출 연료 공급 장치, 환경 유해 물질 측정 장비, 연수 분무 시험장비 등 운영 

신뢰성 시험 현장 



Supporting Worldwide Customers 

EUROPE 
ASIA 

AFRICA 

S.AMERICA 

N.AMERICA 

OCEANIA 

China 
Slovakia  
Hungary 

Indonesia 

Korea 

IM 사업본부 
 

(금형 · 사출) 

중국 천진 
범진 전자 

중국 천진 
범진 모구 

중국 동관 
범진 공업 

한국 수원 
범진 I&D 

CE 사업본부 
 

(전자 · 스피커) 

헝가리 
슬로박 
VMI 

한국 수원 
범진시엔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범진 전자 

한국 수원 
범진 I&D 

헝가리 
범진전자 

(사출 성형) 

한국 안성 
범진 I&D 

중국 혜주 
범진 과기 

중국 절강 
(합작) 



범진시엔엘 
주요 생산 제품 

TV Speaker Unit & Ass`y 

AV Speaker Unit 

1.4kW, 7.1ch 500W, 5.1ch 1kW, 5.1ch 320W, 8.1ch 

80x80 (25W) 70x70 (10W) 90x15 (10W) 96x30 (10W) 

71x65 (10W) 64x64 (30W) 169x158 (50W) 39mm (25W) 58x58 (12W) 

AV Set 및 Speaker System 

MU9000 55” Q TV 55”65” MU7000 75” 



• 블루투스 LED 무드등 스피커 시리즈 

• 블루투스 액세서리 스피커 시리즈 

범진시엔엘 
주요 생산 제품 

BTS-101 

BTA-301 

BTA-300 

• 미니멀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  

BTA-302 BTA-30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