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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동차용품시장의 강자 불스원의 창업부터 최근까지 성장의 역사를 임직원
심층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불스원은 초반 불스원샷의 성공과 함께
한국 자동차용품시장을 키워왔고, 그 분야에서 2등과 압도적인 차이나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We are the market”이라는 구호가 함축하듯, 독특한 마케팅 역량으로 급
속하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갔고 이를 유지시켜 갔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초기
불스원의 마케팅 역량은 크게 7가지로 축약되는데 이는, 업계유일의 차별화된
TV광고, 브랜드군 별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마케팅자원배분, 광고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조직적 조달, 공격적 신제품 출시, 조직 내의 분권화 및 평가/보상제도,
다양한 브랜드 출시, 전속대리점의 보유이다. 또한 마케팅역량 외에도 불스원은
자체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승승
장구하던 불스원도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정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새로운 TV광고를 시도하고, 최고경영층과 마케팅 조직에 변화를 주었으
며, 마케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가절감노력을 병행했고, 유통을 카센터까지 넓
혀갔으며, 고객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를 개발해갔다. 이런
일련의 새 변화로 불스원은 다시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
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불스원, 마케팅, 자동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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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본 논문은 국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용품시장(Auto Care Market) 성
장견인의 주역인 불스원의 역사와 그 핵심제품인 불스원샷의 성공스토리를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자동차용품산업은 불스원 이전에는 거의 미미한 실정
이었으나, 불스원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용품산업은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
했다 그런 의미에서 불스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자동차용품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한편 불스원의 성공의 배경에는 회사
특유의 마케팅전략에 있었기에, 주로 불스원 마케팅 전략의 진화를 중심으로 그 성장
역사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동차용품산
업(Auto Care Industry)만도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미국 자
동차용품 사업의 규모는 2009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두 배씩 성장하여 현재
약 3,56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 GDP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Auto
Care Association, 2016). 그러나 국내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자동차용품
시장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스원이 창업되고, 그 주력제품
인 불스원샷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자동차 용품에 대해 본
격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서서히 “자동차용품산업”이 형성
되기 시작했다. 불스원샷은 불스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자동차용품
중 하나의 제품이지만, 이 제품의 독특한 마케팅 및 광고 전략이 전체 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마케팅전략의 역사적 진화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산업의 형성과 성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스원샷은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다. 운
전자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연소실에서는 일분에 수천 번 이상
연료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에는 탄소 그을음이 생기게 된다.
이 탄소 그을음이 속칭 ‘엔진 때’라고 불리며, 이로 인해 엔진의 폭발력과 연
소효율이 떨어지고, 엔진소음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불스원샷
과 같은 연료첨가제는 이 엔진 때를 없애주어 엔진의 출력증대, 연비향상,
소음감소 및 배기가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불스원샷은 1997년 제품출시 후 자동차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왔고, 계속
업계 1위를 고수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조사기관

- 30 -

이웅희

불스원의 창업과 성장사: 마케팅활동을 중심으로

A. C. Nielson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동차 연료첨가제 부문에서 불스원
샷은 시장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불스원샷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불스원”의 사명도 사
실 불스원샷 제품이 큰 인기를 끌자, 제품명을 따서 회사명을 지었던 것이
다. 불스원의 창업과 성공은 불스원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용품
시장 자체를 폭발적으로 키운 계기가 되었다.
불스원은 효자상품인 불스원샷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0년대 들어와 제품다양화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용품 시장의 전체파이 자체를 키웠다. 2015년 기준, 불
스원의 제품군은 크게 Engine Care(예: 불스원샷과 엔진코팅제 불스파워), Glass
Care(예: 레인OK 와이퍼), Air Care(예: 필터, 방향제), Surface Care(예: 크리스탈 크
리너), Bullsone Mirror(사이드 미러)로 나뉘며, 모두 총 1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명실공히

종합

자동차용품(Auto

Care

Products)

회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3~2015년 3년 동안 무려 78종의 새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이는 2
주에 1개꼴로 새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불스원의 뛰어난 제품 혁신능
력과 시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출규모 측면으로는 보아도 2010년 397억에서 2014년 1,004억으로 4년간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림1> 참조). 이 괄목할 성과를 낸 원인으로 여러 가
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장기간 동안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불스원이 그 회사규모에 비해 엄청난 마케팅 및 광고활동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불
스원은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매출액의 약 30%를 광고에 투자했고 (3년 누적 총
420억), 그 결과 아직 매출 천억의 중견기업임에도 불구, 한국 광고주 순위로는 59위
를 차지했다. ‘불스원의 최근 성과가 대담한 마케팅의 결과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
능한 부분이다.
불스원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과 최근의 눈부신 성과는 단순히 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을 넘어 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급기야 한국마케팅협회는 “2014 한국
마케팅 대상” 수상 기업으로 불스원(대표 이창훈)을, 그리고 “2014년 한국의
마케터”로 불스원 유정연 전무를 각각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런 업계와 학계의 주목에도 불구, 아직까지 불스원에 대한 체계적인 경
영사례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례연구는 존재하나 (현재훈, 2007; 김신, 2011; 양성국, 2017; 한광희․김광희,
2006), 한국의 자동차용품시장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불스원의 지난 궤적을 면밀히 추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불스원 성장과 그
동인이 되었던 마케팅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과 학계에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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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문적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사례를 작성하였다. 첫째, 불스원의 창업부터 최근까지에 관한 다양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였다. 둘째, 불스원 최고경영층과 수차례의 심층인터뷰
를 가졌고, 이어서 마케팅부서의 실무 팀장과 3~4회의 미팅을 가졌다. 또한 회사임
직원들이 제공한 기업내부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불스원과 자동차용품산업 성장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 불스원사의 총매출, 광고비, 당기순이익 추이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01~2014)

Ⅱ. 불스원의 창업과 성장
1. 국내 자동차용품시장의 형성과 불스원의 창업
불스원의 기원을 따지자면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된 “상아앤드참”이란 회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자동차 용품은 서울의 장안평 부근에서 파는 외국산 브
랜드 일색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자동차판매가 늘어나고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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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용품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를 사업다각화의 기회로 보고 초기 자동차용품시
장에 진출한 회사들은 주로 제약업체들로, 상아제약, 중외제약, 일양약품 등이 대표적이
었다. 상아앤드참은 1986년에 설립된 상아제약의 계열사로, 미국 펜데이사와
일본의 펭귄왁스, 니혼케미칼과의 기술제휴로 충북 음성에 자체적인 생산 공장
을 설립하여 자동차용품 시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매일경제, 1993. 4. 15.).
당시 상아앤참의 주력제품은 광택제, 부동액, 오일첨가제 등 이었고, 광택제에
서는 국내 1위의 업체였다.
중외제약도 같은 해 회사 내에 자동차용품 특수사업부 신설하고 자동차용품 사업에 뛰
어들었고, 2년 후인 1988년엔 사업부를 떼어내 차량용품전문기업 중외산업으로 독립시
켰다. 중외산업은 영국의 Holts Auto사로부터 연료첨가제 레덱스(Redex) 시리즈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에 연료첨가제를 처음 선보였다. 그러나 이 당시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던 주요 자동차용품은 사실 공기청정기였고, 연료첨가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 (매일경제, 1995. 5. 31.)
신규경쟁자들의 진입은 90년대 초에도 이어져서, 태평양화학의 오토월드, 흥국상사의
오토훼밀리를 비롯해 일동제약, 한일양행, 동아제약, 제일합섬, 코오롱, 금성산전, 동양
나이론 등 10여개의 추가적 경쟁자들이 자동차용품 사업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
었다. (매일경제 1993. 4. 15.)
한편 1996년 1월에 상아앤참은 다시 ㈜옥시에게 인수되었지만, 이 중 자동차 사업부가
다시 별도의 회사로 독립한 것이 바로 현재의 불스원인 것이다. 그 후 새 회사는 사내에
자동사용품 사업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자동차용품들의 미래성장성에 대해 더욱 세밀
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중 미국의 자동차 연료첨가제 시장상황에 주목하
였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는 약 2억대의 차가 있었는데 연료첨가제의 시장규모는
연 1억3천만불 (연6,600만개)이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평균 차 한 개당 1년에 2개의
연료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었다. 사용률로 따지면 17.5%로, 약 3,300만 명의
성인이 연료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시장상황이 한국에도 곧 도래하리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 하에, 급기야 개발팀을 미국의 연료첨가제 회사들에 파견하여,
미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조사결과, 개발팀은 미국시장에서
연료첨가제의 기술이 크게 5단계로 진화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1~3세대 제
품들은 연소실 세정을 못하고 주로 인젝터(Injector)까지만 세정을 하며 저가
에 팔리고 있었다. 3세대 제품은 5회 연속투입하면, 흡기밸브까지 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세대 제품은 단 1회 첨가만으로 인젝터, 흡기밸브는 물론 연
소실까지 세정이 되며 그 효과가 5천km까지 유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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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료첨가제 시장은 이런 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저가시장과 고가시장으로
양분되었는데, 주유할때마다 첨가하는 1~3세대의 저가제품들은 약 2불에 팔렸고, 새
로 개발된 5세대 고가품은 한번 넣으면 연소실 세정까지 되고, 5천km까지 지속되었
으며 약 10불의 고가에 팔리고 있었다.
한편, 당시 국내의 연료첨가제 시장의 발전은 아직 미미한 단계였다. 중외산업이
레덱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는 있었지만 연료첨가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
아 큰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주유할 때마다 넣는 개당 1천원~2천 원대
의 저가제품 밖에는 없었다.
미국사례를 통해 연료첨가제 시장의 발전상을 파악하고 한국시장과의 격차를 확
인한 개발팀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
시 국내시장에는 없던, 5천km에 1회 첨가하여 인젝터, 흡기밸브 및 연소실의 묵은
때까지 세정하는 5세대 고성능 스펙을 제품사양으로 삼았다. 주유할때마다 넣는 개
당 1~2천원의 저가제품은 용량이 작아 엔진 내 눌어붙은 탄소 그을음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발팀은 황소와 같이 힘센 고용량, 고성능의 연료첨가제를 한 번에
(원샷으로) 주입할 때 엔진 때가 확실히 빠지며, 소비자들도 이점을 중시할 것이라
고 보았던 것이다. 개발팀은 Afton이란 미국회사의 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 연
구소의 개발로 1997년 8월 고용량, 고성능의 엔진세정제, 불스원샷(Bullsone shot)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불스원이 출시되던 시기인 1997~98년 에는 IMF 위기가 옴에 따라
시장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불스원샷은 1998년에 약 32
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다 경제위기가 서서히 걷히자 반복구매가 증가
하며 99년에는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려, 1년 사이에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2000. 6. 26. 한국경제신문). 시장점유율도 98년 19.4%에서 99년
에는 51.2%로 크게 높아졌고(한국일보 2000. 11. 30), 2000년에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여 2백3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한국경제 2001. 6. 12).
불스원샷이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은 초기 제품기획을 잘 한 탓도
있겠지만, 마케팅의 팀워크와 노하우를 자동차용품시장에서 잘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측면에서 불스원은 기존 자동차용품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
여 차별화를 모색했다. 자동차용품 시장에서 자체 대리점 체제 (이하 ‘전속대리점’이
라 칭함)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전속대리점을 통해 카센터, 자동차용품점과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특히 그 중 소비자와의 접촉빈도가 제일 많은 주유소를 공략한
것이 불스원샷의 매출증가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판촉
도우미를 기용해 약 1천여 개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스원샷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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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적극적 홍보를 펼쳤는데 이는 각종 언론광고를 통한 홍보효과와 상
승작용을 내면서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1년 독립된 자동차 전문회사로 설립된 불스원은 자본금 50억 원에 약 257명의
종업원 규모로 출발했으며, 출범 당시 불스원샷을 비롯, 불스파워 레인OK, 김서림
OK, 에어컨히터닥터 등 다양한 자동차용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신
문 2001. 6. 12., Saramin 기업정보).

2. 불스원의 시장장악 과정과 그 원동력 (2001~2009)
1) 불스원의 시장장악
별도법인으로 거듭난 불스원은 2000년 초부터 국내자동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 속에 자동차용품시장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 나갈 수 있었다 (<그림2> 참
조). 불스원은 태생부터 강력한 마케팅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작은 규모
에도 불구,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불스원샷의 브랜드 이미지를 점차 굳혀갔고, 엔
진세정제 외에도 더 다양한 자동차용품을 시장에 출시해 나아갔다.
<그림2> 1997~2014 총 자동차등록수의 변화

출처: 2015 국토교통통계누리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은 바로 ‘불스원샷’이었다. 불스원샷
의 시장점유율은 98년 19.4%, 99년 51.2%, 2000년엔 71.8%, 2002년엔 75%로 증가
했고, 엔진세정제시장 자체를 키우면서 그 시장을 석권해 나갔다(한국일보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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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경제신문, 2002. 4. 2.). 그 간 관심 받지 못하던 연료세정제란 제품을, 다양
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새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불스원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We are the market’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이 말
은 단지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통의 자부심으로 형성되
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불스원샷이 인기를 끌자 불스원의 경쟁자들도 불스원의 급
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 경쟁자
였던 중외산업은 불스원샷의 출시에 자극받아 500ml 제품인 ‘레덱스5000’와 ‘엔팍’
등을 출시하였으나, 불스원샷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또한 STP, 소낙스와
같은 미국과 유럽 유명 브랜드들의 연료첨가제도 한국에서 시장 확대를 노렸
으나

불스원샷의

장벽에

막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2004. 5. 28). 그 외에 한 중소기업이 출시한 ‘엑슬란’이란 제품도 시장성장
성을 믿고 진출했다가 별 성과 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다. 경쟁자들이 불스원
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자

결국

불스원샷은

2009년에

시장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한경Business, 2009. 3. 4.). 전반적으로 불스
원은

뚜렷한

경쟁상대

없이

2001~2009년

사이에

75%~80%의

시장점유율

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2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5%에 불과해 불스
원을 따라잡기엔 크게 역부족이었다.

2) 불스원의 마케팅전략 (2001~2009)
불스원이 경쟁사에 비해 단기간에 빨리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높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 원동력은 무얼까? 이를 마케팅전략의 차이에서 찾아보면 크게 일
곱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불스원이 국내 타 경쟁사와 비교해서 광고(특
히 TV)를 많이 한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업계 유일의 TV광고하는 회사’란 명성까지
얻었고, 그 결과 불스원샷이란 브랜드를 소비자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브랜드 인지도는 타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힘든 불스원만의 큰
자산이 되었다.
둘째, 불스원은 제품을 브랜드군 별로 구별하여 과학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는 점이다. 즉, 불스원은 다양한 제품을 제품당 매출이익률에 따라 Core,
Opportunity, Solder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Core그룹은 회
사에서 제품 당 매출이익이 가장 높고 제일 중요한 제품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불스원샷이다),

그

다음

순위가

Opportunity그룹이고,

Soldier는 가장 낮은 매출이익률을 올리는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불스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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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각각의 그룹에 마케팅 비용을 차등적으로 책정하였다. 시장성과
에 따라 엄밀하게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떤 것이
다. 이런 과학적 브랜드 관리를 통해 불스원은 성과가 좋은 상위 제품들에 광
고비를 집중 지출하며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한편 광고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세 번째 전략에 의해 조달되었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출시하여 높은 수익 창출하고, 동시에 매
년 20% 정도의 저수익 SKU(Stock Keeping Unit) 단종시키고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
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각 브랜드의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형
성된 재원은 다시 광고에 바로 재투자되어 제품의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데 쓰였
다.
네 번째 마케팅전략은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신제품 출시에는 반
드시 일정횟수의 광고에 필요한 광고비를 지원한다’이다. 이는 적극적이며 혁
신지향적인 불스원의 마케팅전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전략은 신
제품 출시에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는 위의 세 번째 전략과 결부되어 불스
원의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해온 전략이다. 평균적으로 보아 광고 노출이 많
고 프리미엄 가격대를 유지하는, 출시 3년 이하의 신제품들이 불스원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점은 위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불스원은 또한 공격적 신제품 출시전략 외에,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씩 제품 리뉴얼(Renewal)을 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마케팅전략은 마케팅 조직 내의 분권화 및 평가/보상제도와 관
련이 있다. 불스원은 전략실행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각 브랜드 매니저에게
의사결정을 분권화했고, 그 대신 손익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 각 브
랜드 매니저는 브랜드 자산의 형성,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광고비 집행,
시장조사, 시장점유율 증대, SKU단종, 원가절감 및 이익증대의 책임이 있었
고 그 브랜드의 수익성과에 따라 보상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브랜드 차
원의 엄밀한 손익관리로 인해 축적된 재원도 다시 광고로 투자되어, 해당 브
랜드 자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여섯 번째 마케팅전략은 불스원 단일 브랜드보다 다양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전략
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출시 이후 엔진세정제 말고 불스파워, 레인
OK, 후레시 존, 에어컨히터 닥터 등 다른 제품군도 시장에 선을 보였다 (사
실 레인OK는 옥시시절 불스원샷 제품을 출시하기 두 달 전에 먼저 출시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명실공히 광고도 가장 많이 하고 시장에 제일 잘 알려진 브랜
드는 ‘불스원샷’과 ‘불스원’이라는 기업브랜드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동차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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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품군인 ‘레인OK’란 브랜드 대신 ‘불스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브랜드를 활
용한다면 회사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통일성도 가져갈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며, 또
한 불스원 또는 불스원샷이라는 잘 알려진 브랜드 자산을 공유함으로서 다른 제품의
점유율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스원은 단일 브랜드 체제를 추구하지
않고 각각 다른 제품군별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여 각 브랜드별로 광고를 집행하여
각자의 브랜드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케팅전략은 불스원의 차별적 유통망 운영에 있다. 불스원
은 경쟁사와 달리 창업 초기부터 이미 43개의 전속대리점 체제를 구축하여 출발했
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당시 전국 1만여 개의 주유소 중 8천4백여 개에 제품을 유
통시킬 수 있었다.(한국경제신문 2001. 6. 12). 주유소에 제품이 유통되자, 광고를
통해 불스원샷의 존재에 대해 들어봤던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면서 주유도우
미들의 불스원샷 권유를 다시 한 번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리점을
통한 주유소 영업은 초기 불스원샷의 매출증가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불스
원의 전속대리점들은 경쟁사 제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오직 불스원 제품만
취급하고 있을뿐더러, 경쟁사가 아닌 타사의 일반적인 제품도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불스원과 전속대리점간에는 이런 돈독한 신뢰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고, 불스원은 2001년 창업이후 전속대리점의 개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었
다. 대리점들도 주력판매처인 주유소뿐만 아니라 카센타와 세차장까지 고객
을 넓혀가고 있었다.
불스원이 초기 시장석권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사실 마케팅적 측면 외의 다른 요
인들도 불스원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마케팅 외적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불스원 연구소의 혁신능력이
고, 두 번째는 자체공장을 가졌다는 점이다.
불스원은 송도에 자체적인 연구소를 보유하여 약 25명의 우수 연구 인력을
통해 끊임없는 제품혁신을 이어왔다. 불스원은 평균적으로 매년 매출의 약
2.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왔다.

히트제품인

불스원샷도

연구소에서

개발

됐고, 계속된 연구소 노력의 결과, 그 성능도 향상을 거듭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소는 불스원의 마케팅전략도 뒷받침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세 번째 마
케팅 전략인,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기존제품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제
품 리뉴얼(Renewal)하는 전략’은 연구소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전략
일 수밖에 없다. 불스원의 신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제품개발배경, 성능, 예상
손익분석 등이 들어간 PDB(Product Development Brief)라는 문건이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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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팀과 연구소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이다. 따라서 불스원의 마케팅역량과 함께 연구소의 혁신역량, 그리고 그 두
부서간의 시너지는 타 경쟁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케팅 전략 외적으로, 불스원이 가진 또 다른 경쟁우위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스원은 창립초기, 상아앤참의 인수를 하며 얻은 충북 음성의 공장
을 소유하고 있어 거의 모든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다. 불스원의 공장에는 약 77명
이 근무하며, 연간 불스원샷 약 360만병, 워셔 360만병, 왁스 130만개, 향균
탈취제 230만개 등의 생산이 가능하다. 자체공장을 가졌기에 생산 공정의 완
벽한 통제가 가능하고, 마케팅, 연구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졌다.

3) 불스원의 난관: 매출성장 정체
한 시장에서 단기간에 불스원샷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수년 동안
75~80%로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불스원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림1>에서 보이듯,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매출이 연
400억 원대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2006년 이후 2009년까
지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다.
매출성장 정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경쟁자들의 직접적인 위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불스원이 타겟으로 한 시장자체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직접적 경쟁자 이외의 위협요소들도 성장정체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
어 불스원샷 판매초기, 언론 등에서 엔진세정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기사나 보도가 그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정유사들의 경쟁심이 작용한 것도 크다. 일부 정유사들은 자신들
의 휘발유에 이미 엔진청정을 위한 첨가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엔진세정제에 대
해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LG칼텍스정유(지금은 GS칼텍스)는 이미
1995년부터 미국 쉐브론 자회사 오로나이트에서 엔진청정제가 포함되어 있는 ‘테크론’을
내놓았었고, 99년에는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엔진청정제가 포함된 ‘시그마6’를 출시한
적이 있다. 또한 SK도 비슷한 엔진청정제를 첨가한 ‘엔트린’을, 에쓰오일은 ‘슈퍼크린’을
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1. 5. 14). 그러나 정유사들의 이런 회의적 평가도 불스원
샷의 폭발적인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품의 효용성에 의문
을 품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점들은 제품의 추가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성장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불스원은 불스원샷 첫 제품 출시 10년 만인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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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샷 플러스30’이란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매출성장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
았다. 뭔가 더 획기적인 전환점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다. 불스원은 결국 2010년에 기존과
는 다른 혁신적인 마케팅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자 했다.

III. 불스원의 새 마케팅 혁신

1. 광고전략의 변화
2010년에 들어와 자본금 120억, 전년 매출 370억, 직원규모 212여명의 불스원은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선 성장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
략수립을 위해서 대대적인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당시 불스원 전체 이익의 절반이
상이 불스원샷에서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불스원샷에 대한 조사가 중심이었다. 그 결과,
일반인들 중에서 불스원샷이란 브랜드에 대해서는 90%의 인지도를 보였지만, 그 중 실제
불스원샷 사용자는 10%에 불과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경쟁사가 등한시한 광고에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브랜드 인지도는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구매
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불스원은 TV광고를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져갔다. 기존 광고는 ‘엔
진 때를 빼준다’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불스원
의 새로운 TV광고에서는 화면을 통해 불스원샷을 쓰기전과 후의 엔진 속 때의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어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주려 했다. 또한 이 광고에
는 당시 1박2일이라는 TV예능프로그램에 자동차 기사역할을 하여 ‘국민기사’
라고까지 불리며 인기를 끌던 개그맨 이수근을 등장시켜 보다 친근하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불스원의 새 광고는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11월에 광고가 나간 지 두
어 달 만에 월매출이 3배로 뛴 것이다. 과연 이런 성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주된 원인
은 그 동안 소비자가 제품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 궁금해왔는데, 불스원샷의 새 광고에서
엔진내부의 때가 빠지는 결과를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주자, 제품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
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새로운 광고를 선보이면서 변화를 시도한 불스원은 2011년부터 광고비를 대폭
증액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수근의 불스원샷 TV광고 효과에 고무받은 불스원은 2011
부터는 불스원샷 이외의 제품들도 TV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레인OK 워셔를 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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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2년까지 불스원 살균캔, 불스파워, 방향제 브랜드인 그라스(Grasse), 불스원 에어
컨 히터필터, 불스원 살라딘, 레인OK하이브리드 등의 관련제품들이 TV광고에 소개되었
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3.5억이던 광고비가 2011년엔 123억, 2012년 157억으로 크게 늘
어났다. 2년 사이에 광고비를 약 7배 이상 늘린 것이다 (<그림 1>참조). 2012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21%를 광고비에 지출하였다. 이런 광고비의 증가로 인해 2012년 상반기 중 불
스원은 한국광고주 순위에서 45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불스원의 회사규모를 고려
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다.
광고비의 증액과 함께 광고매체의 변화도 있었다. 지상파보다는 케이블 위주
의 광고로 전환했고, 온라인 광고, 검색광고와 파워블로거의 사용 후기를 장려
하고 SMS를 적극 활용하였다.

2. 최고경영층과 마케팅조직의 변화
2011년 10월에는 이창훈 대표가 새 사장으로 오르면서 불스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다. 이창훈 대표는 특히 국내 영업 확장과 중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해 강조하였다 (서울경
제신문, 2013. 4. 4).
이창훈 대표를 비롯한 불스원의 새 최고경영층은 정체된 성장의 타개를 마케
팅 전략의 변화에서부터 찾았다. 당시 최고경영층은, ‘모든 마케팅 변화는 글로
벌 회사의 Best Practice를 스탠다드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전략의 변화는 마케팅 인력의 교체와 조직구조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글로벌마케팅 노하우의 유입을 위해 불스원은 마케팅 임원으로 글로벌 기업에
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계최고수준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를 영입
했고, 기존 마케팅 직원의 70%를 글로벌 기업근무 경험자로 교체했다. 영업파
트에도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역을 영입함과 동시에 직원 약 30%는 명
퇴를 받아 신입으로 충원했다. 인원교체와 함께 조직개편도 있었는데 조직은 크
게 신유통(인터넷/홈쇼핑 등)팀, 대리점팀, Trade Marketing 팀, ISM(In Store
Merchandising)팀의 4개로 개편했고, 새로이 기술영업팀을 신설하여 주로 카센
터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임무를 주었다.

3. 마케팅과 연계된 원가절감 노력
2010년 이후, 불스원은 한층 늘어난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와 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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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을 포함한 원가절감노력에 온 힘을 쏟았다. 이것은 전에 언급한, “신제품은 프리
미엄 가격으로 출시하여 높은 수익 창출하고, 동시에 매년 저수익 SKU(Stock
Keeping Unit) 단종시키고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란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불스원은 2010년 이래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35종의 신제품 및 개선제품을 출
시하였다. 당시 신제품의 비중의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브랜드 관
리차원에선 정반대로 브랜드 수를 줄여나갔다. 2010년 이후 2년 동안 기존 브랜드 30개
를 11개로 통합하여 적지만 더 큰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했다.
한편 불스원은 이 기간 저수익 SKU단종과 함께 강력한 원가절감운동을 벌여, 2011~12
의 2년간 약 17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신제품 출시증대를 통한 매출증대와
함께 원가절감노력을 통해 광고비 충당을 한 것이다.

4. 유통망 재구축: 카센터 판로개척
2010~2012기간에 또 다른 큰 변화는 유통전략의 변화이다. 불스원의 제품들은 크게 전
속대리점, 마트(할인점), 그리고 신채널(온라인, 홈쇼핑, 하이샵)의 세 군데를 통해 유통
되었다 (<그림4> 참조). 이 중 거의 90%이상이 전속대리점과 할인점을 통해 유통되었다.
2010년에 불스원이 전속대리점 35개를 통해 올린 매출은 전체매출의 34%였고, 할인점은
59%, 그리고 신채널은 7% 정도를 차지했다. 불스원의 전속대리점은 주로 주유소를 중심
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유소가 전속대리점에게는 가장 큰 고객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불스원은 새로이 내부에 ‘기술영업팀’을 신설하여, 그 동안 침투해
들어가기 어려웠던 카센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림4> 불스원의 유통구조
불스원
전속대리점

- 주유소
- 카센터
- 세차장
- 용품점

할인점(마트)

신채널

- 할인마트
- 수퍼
- 농협

- 온라인
- 홈쇼핑
- 하이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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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카센터는 그 전까지 불스원에게 큰 장벽이자 심지어 위협이기까지 했다. 당시 카
센터(경정비업소)로 진출하던 시기에 대해 이창훈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
다.

경정비업소로 진출을 해야 했는데 거기서 잘 안 받아줬어요. 당시만 해도 정
비기술자들은 불스원샷 같은 화학제품 팔기를 꺼렸어요. 손님들에게 판매를
권하면 괜히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면서 싫어하더라고
요. 오히려 엔진첨가제 넣으면 엔진 망가진다는 소리를 손님들에게 할 정도
였어요. 그만큼 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Fortune Korea, 2014. 6. 11.)
기본적으로 카센터 직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단순한 화학제품 투입으로 인해
엔진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 큰 회의를 갖고 있었다. 카센터 직원들의
이런 부정적 태도가 바뀌기 전엔 불스원이 카센터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불스원은 카센터 영업을 위해 별도의 ‘기술영업팀’을 신설하면서 이
팀을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카센터 직원들과 불스원
영업팀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카센터
직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센터의 변화에는 다른 환경변화도 큰 몫을 차지했다. 바로 자동차 성
능의 향상이다. 자동차의 성능자체가 점차 향상됨에 따라 고장으로 인해 카센터
를 찾아오는 고객이 줄게 되자, 카센터들이 불스원샷과 같은 자동차관리제품의
성장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자들이 카센터를 생각보다 많이 안 가요. 요즘 자동차들이 좋잖아요. 고
장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비소가 부품을 갈아주고 돈을 벌었는데
이쪽 비즈니스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오일교환 등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돈을 벌 기회가 그들 입장에서도 생긴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카센터에 먹거리를 제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Fortune Korea, 2014. 6. 11.)
불스원은 이런 카센터의 변화된 욕구를 캐치하여 카센터에서만 판매하는 ‘불
스원샷 프로’를 2012년 12월 출시했다. 불스원샷 프로는 일반 불스원샷의 2배
가격으로 동결방지제와 수분제거제가 다 포함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불스원의
카센터 영업전략은 큰 효과를 보아, 2010년 2,100개이던 카센터 거래선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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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6배정도 늘어나 12,000개가 되었다. (2010년 국내 전체 카센터의 수는
약 2만5천개 정도)
카센터의 매출이 늘면서 카센터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전속대리점의 매출도
2010년의 34%에서 2012년에는 46%로 성장하였다. 전속대리점 매출이 할인점
매출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속대리점의 개수
자체도 2010년 35개에서 2012년 70개로 두 배나 증가했다.

5 신뢰기반의 광고와 마케팅
불스원샷이 시중에 인기를 끌고 나서부터 일부 언론 및 잡지에서 연료세정제의 효
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연합뉴스, 2001. 5. 14.) 이런
이유는 과거 엔진오일 첨가제에 실제로 불량제품과 짝퉁이 많았었기 때문이
다. 그런 제품을 넣고 엔진이 고장 난 적이 많아서 자연히 연료첨가제도 의심
의 눈길을 보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큰 숙제였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스원샷은 그 제품성능에 대해 10여 년 이상 꾸준히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축적해 놓고 있었다. 또한 불스원샷은 한국
자동차부품연구원, 미국 Intertek, 영국 Tickford, ETF, 독일 TUV, 중국 CRAES,
VETC 등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100회 이상 공식 테스트를 진행했고 공식 인증
을 받았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서울시 환경상 녹색기술부문 우수상을, 같은 해 11
월 정부로부터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녹색기술 인증을 각각 획
득하여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Fortune Korea, 2014. 6. 11.).
사실 이런 인증들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게 하는 점 이외에 불스원에게 또 다
른 중요한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증된 제품만 TV광고를 허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스원은 법적으로 TV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다른
경쟁자들은 TV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스원이 ‘업계 유일의 TV광고하는 회
사’라는 명성을 얻은 배후에는 이런 이유도 존재하는 것이다.

IV. 결 론
국내외적으로 많은 산업들의 성장이 몇몇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는데 불스원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불스원은 창업 후인 1997년 첫 제품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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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그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자동차용품시장 자체를 키우면서 성장해 왔다. 그리
고 그 배경에는 불스원의 남다른 마케팅역량이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외부에서는 기업의 외적인 마케팅 결과물만을 보고 그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기
업의 의사결정을 유추하는 경우가 많다. 불스원의 경우, TV광고의 빈도, 주유소를 통한
유통채널과 같은 부분은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조사 없이는 알아낼 수 없는 마케팅 역량의
진화도 있다. 본 논문은 불스원 마케팅활동의 깊은 부분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주요 동인들을 찾아내었다. 특히 불스원이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출시하여 높은 수익 창출
하고, 동시에 매년 저수익 제품은 단종시키고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 광고
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 점은 기업의 매우 깊숙한 ‘암묵지’ (Polanyi, 1966)에
해당한다. 이런 역량들은 관찰되기 어렵고 모방하기도 어렵다. 불스원은 이런
독특한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0년부터 서서히 가동된 불스원의 마케팅 혁신은 매출 측면에서 즉시 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새로운 광고메시지와 광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서 즉각적 반응을 일
으켰다.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되며 매출을 견인한 것이다. 2012년 8월 기준, 매출액은 업
계 1위였고, 11개 브랜드 전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과거나 현재나 불스원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불스원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신제품을 꾸준
히 선보이면서 불스원은 자동차용품시장 자체를 견인해 왔다. 2등 경쟁자와의
격차가 매우 큰 현 상황을 미루어볼 때 당분간 자동차용품시장은 계속 불스원이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선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스원의 성공신화
는 다른 산업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마케팅지출
이 많은 기업들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을 알려준다. 비록 여러 산업이 처한 여건이 다를지라도 불스원이 썼던 마케팅
방식은 여러 기업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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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th and Growth of Bullsone:
A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

Woong-Hee Lee*
1)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birth and growth history of Bullsone, a leading
company in Korean auto care industry,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its executives.
Bullsone introduced its first product With the success of its first product “Bullsone Shot”,
Bullsone in effec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uto care industry in Korea, controlling
the largest market share in its market. This study identified seven marketing strategies
that enabled its success. They are, differentiated TV advertisement, rational marketing
resource allocation, adequate procurement of marketing expenses, aggressive
introduction of new product, decentralization of marketing decisions and fair evaluation
system, diverse portfolio of brands, and dedicated distribution channel for Bullsone. In
addition to the above marketing strategies, Bullsone possesses its own R&D center and
production facilities. Between 2006 and 2009 however, Bullsone experienced slight
slowdown in its sales. To overcome this problem, it revitalized its marketing program
by innovating TV commercials, changing its marketing organization, increasing
cost-cutting effort for greater marketing expenditure, expanding its distribution channel
to ‘car-centers’ in Korea, and finally, developing marketing message that is more
trustworthy. By taking these measures Bullsone could overcome the slump in growth.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Bullsone will lead the market for the forseeable future.
<Key Words> Bullsone, Marketing, Auto 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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