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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International Co., Ltd. 
- NGU Global Trading Co., Ltd. 
- NGU Sack Co., Ltd. 
- NGU Packaging Corp
- NGU Solar Co., Ltd.
- NGU Furniture Business Group
    · Euro-Gin / Euro • Cra 
    · Lora-Olden
- Pallet Service Korea
- NGU Mall
- NGU KidsPark
-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 Advertising Planning

- ngu.kr
- ngusack.com
- ngupack.com
- ngusolar.com
- euro-gin.com
- eurocra.jp
- ngumall.com
- ngukids.kr

www.ngu.kr

  NGU Korea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706호(초량동 국제O/T)
Tel. 051-442-0005  Fax. 051-442-2248

  NGUSACK Factory
(4499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67
Tel. 052-237-2217  Fax. 052-237-2214

   NGU USA
17965 NE 65th St Redmond, WA 98052, USA
Tel. +1-206-790-5740 

   NGU Japan
3S-01, 3F, Koyochonaka 6-9, Higashinada Ward, Kobe, Hyogo Prefecture, 658-0032, Japan
Tel. +81-78-414-8769  Fax. +81-78-414-8768

   NGU Vietnam, Malaysia &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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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 International
· Global

Tra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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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무역전문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도전정신, 지속성장”
고객 만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엔지유입니다.

엔지유는 1998년 엔지유인터내셔날의 창립 이후, “고객의 신뢰가 회사의 번영” 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한 가운데, 오늘날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종합 무역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 수산회사를 비롯하여 호주, 유럽, 아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전반에 무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장재, 수산물, 식품 첨가제, 파렛트, 가구유통 등 해외 수출입 업무와 제조를 병행하는 무역전문 기업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무역,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U SACK, NGU 솔라앤글로발, NGU 무역상사 등의
계열사 설립을 바탕으로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엔지유는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CEO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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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 History

Management Technology

회사연혁

1998~2008 2009~2012 2013~2014 2015~20172009~2015 2016~2018

1998.11
엔지유�무역상사�창립

2001.07
엔지유�무역상사�상호변경�및�법인전환

2001.11
ㆍ백만불�수출의�탑�수상 
ㆍ산업자원부장관�표창장�수상

2002.11
ㆍ삼백만불�수출의�탑�수상 
ㆍ대통령�표창장�수상

2003.11
오백만불�수출의�탑�수상

2004.11
산업자원부장관�표창장�수상

2005.11
천만불�수출의�탑�수상

2008.03
모범납세자�표창장�수상

2009.12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ISO 인증
(ISO 9001 / ISO 14001)

2011.02
결정질�태양광�모듈�생산라인�착공

2011.03 
샌드위치�백�및�그�제조방법�특허�등록

2011.04
㈜엔지유솔라앤글로발 ISO 인증  
(ISO 9001 / ISO 14001)

2011.05
㈜엔지유솔라앤글로발�벤처기업�인증

2011.08
태양광�발전�모듈 TUV 인증�획득

2012.02
태양광�발전�모듈�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획득

2012.08
분리형�태양광�전지�모듈�및�그�제조방법
특허�등록

2012.09
생산성경영체제 - LEVEL 3 (PMS) 
인증�획득

2012.10
태양광�발전�모듈 UL인증�획득

2009.0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NGU SACK) 설립

2009.05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

2010.06
㈜엔지유솔라앤글로발�자사�법인�설립

2011.12
매출 200억�달성

2012.05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갱신�인증

2013.02
엔지유몰(www.ngumall.com) 인터넷�쇼핑몰�신설 

2014.09
엔지유인터내셔날㈜ 키즈사업부신설 

2014.12
전략산업�선도기업�인증 (부산광역시)

2015.05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갱신�인증

2015.06
2015 창조경영혁신 & CEO 대상 (국제신문)

2015.10
엔지유�미국�시애틀�무역사무소�설립

2013.09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CLEAN 
사업장�인정서�획득 (고용노동부)

2014.04
신재생에너지�응용�벤치 27종�디자인�등록

2014.07
친환경�자동 AWNING 시스템�개발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14.08
엔지유인터내셔날㈜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4.09
판상형�물체에�대한�장기보관패널�제조
방법 
및�그에�의하여�제조된�패널�특허�등록

2014.10
ㆍ㈜엔지유솔라앤글로발�기업부설�연구소

설립
ㆍ글로벌 ICT기반융합기술사업화�기술개발 

사업
(생활밀착형 ICT 융합�서비스를�위한�스마트
벤치�개발)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4.11
ㆍ태양전지셀이�구성된�광고�인쇄물을�구비
    하고�있는�태양광�패널�특허�등록
ㆍ판상형�물체에�대한�양면�유리�배치에
    의한�장기보관�패널�제조방법�및�그에
    의하여�제조된�패널�특허�등록

2016.06
㈜엔지유솔라앤글로발�가구사업부 
유로진(유럽�명품가구브랜드) 런칭 

2016.09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11
ㆍ백만불�수출의�탑 (계열사: ㈜엔지유
   솔라앤글로발) 수상 
ㆍ엔지유�미국 LA 지사�설립

2016.12
가족친화기업�인증 (여성가족부)

2017.02
부산테크노파크�원장상�수상

2017.03
글로벌 IP 기업�선정 (부산지식재산센터)

2017.06
엔지유�일본�고베�지사�설립

2017.11
자사법인�엔지유무역상사㈜ 상호변경

2017.12
전략산업�선도기업�인증 (부산광역시)

2018.01
지식재산경영�인증 (한국발명진흥회)

2015.01
수지재질�밴드를�내부에�함입한�종이
박스를�제조하는�장치�및�방법과�그에 
의하여�제조된�종이박스�특허�등록 

2015.07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ISO 인증 
(ISO 22000)

2015.10
ICT 융합�신재생에너지�응용�벤치 14종 
디자인�등록

2015.1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위험성평가
인정서�획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5.12
신재생에너지�응용�옥외광고판 3종
디자인�등록

2016.0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공급자동화�구축

2016.10
솔라셀�어닝�시스템�및�이를�이용한�최대
전력�생산방법�특허�등록

2016.12
태양광�발전�모듈 UL 갱신�인증
중소기업청�연구개발과제�성공�판정

2017.01
신재생�에너지�응용�벤치 2종�디자인�등록

2017.12
NGU Business Group 신규 CI 디자인�등록

www.n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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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업
International Trading 
Business

인터넷사업
Internet Business

키즈사업
Kids Business

프랜차이즈사업
Franchise Business

국제물류사업
Global Logistics
Business

파렛트사업
Pallet Business

수산물사업
Fishery Business

광고기획사업
Advertising Planning
Business

식품 및 
식품첨가제사업
Food and 
Food Additives 
Business

포장재사업
Packaging Materials
Business

가구사업
Furniture Business

Create
the future,
On the world stage
엔지유는�핵심역량을�지닌�인재와�축적된�경험의�기술을�바탕으로
고객만족을�위한�최고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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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International Trading Business / 국제무역사업
(종합무역상사)             

 NGU BUSINESS GROUP

Global Logistics Business / 국제물류사업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 국제물류주선업

엔지유는 20여 년의 종합 국제무역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구매·품질 
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무역 경험에 따른 국제 물류의 이해와 시장 파악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물류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국제 무역사업부는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고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
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 수산회사와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래(식품첨가물, 각종 포장재, 선박용품 공급 등)를 이어오고 있으
며, 현재까지 미국 외 10여 개국과 3억 불 이상의 수출입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2001년 7월) 및 국제 해운대리점업(2002년 5월) 등록과 국제물류협회 가입을 통해 
선사와 경쟁력 있는 계약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향한 
엔지유의 종합 국제 물류서비스는 경제성·신뢰성·안정성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뿐만 아니라 창고·통관·내륙 운송까지 담당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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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  ngusack.com

Packaging Materials Business / 포장재사업

NGU SACK의 주요 품목은 박스, 백,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이며 특히, Square bottom bag, Poly woven laminated paper bag, PE roll fi lm 등의 
제품을 직접 생산 하고 있습니다. NGU SACK은 동종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생산라인 및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화된 품질관리 경영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PP WOVEN BAG

엔지유의 포장재 사업부인 NGU SACK은 농·수산물, 화공품, 광물제품 그리고 공산품을 아우르는 
종이, 플라스틱 소재의 각종 포장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춘 글로벌 소싱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Chemicals  Box Bag / Sewing Bag / BOPP Bag

Feed   Square Bottom Valve Bag / Sewing Bag / BOPP Bag

Seed   Square Bag/ Sewing Bag / BOPP Bag

Fertilizer   Square Bottom Valve Bag / Sewing Bag

Cement & Sand   Square Bottom Valve Bag / Sewing Bag

FISHMEAL
100% STEAM DRIED

50 Kg. BR/NT

Fish FROZEN & Fish meal   Square Bag/ Sewing Bag / BOPP Bag

Procedure

7. Inspection

3. Coating

5. Forming

1. Filature

8. Packing / Storage & Delivery

4. Printing

6. Sewing

2. W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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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PP BAG

3.  BOPP SHOPPING BAG

고품질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엔지유의 BOPP 포장재는 타제품에 비해 높은 내구성과 효율성을 갖췄으며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제작 가능합니다.

NGU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BOPP 쇼핑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재질, 크기, 특성, 색, 프린팅 등의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과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PP Shopping bag [non woven / woven]

Paper Shopping bag

엔지유의 PVC 필름은 항균성 식품포장 랩으로써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생산되며 단순한 포장 기능 외에 내용물의 부패 억제와 신선도 유지 등의 기능성을 부가
시키기 위한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  PVC FOOD FILM

엔지유의 Pallet Wrap Film은 신축성과 접착성이 우수하여 
파렛트 적재물의 보존 및 이동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다층필름으로 연신율과 수축성이 뛰어나 포장재의 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으며 포장물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포장이 
가능합니다.

4.  PALLET WRAP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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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을 적재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벌크백은 엔지유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제품으로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고기능 고품질의 벌크백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 FIBC (BULK BAG)

Container Liner    복합 수송 컨테이너에 설치되며 건식 유동 제품 수송을 위해 사용합니다.

Flexitank    컨테이너에 설치하여 비위험 화학제품, 오일, 연료, 라텍스 등을 보관·운송하는데 쓰입니다.

7. CONTAINER LINER / FLEXITANK

타폴린은 방수(Water Proof) 및 보호(Cover)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덮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형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력과 우수
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8.  TARPAULIN

철저한 관리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사이즈, 재질, 
색상 및 용도에 구애받지 않는 다기능성 필름 재질의 포
장재를 국내외로 신속 정확하게 유통하고 있으며 고객
의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9.  FLEXIBLE PACKAGING & POLY PLASTIC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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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  euro-gin.com, eurocra.jp

Furniture Business / 가구사업

엔지유의 가구 사업부는 로라올던, 유로진, 유로쿠라를 차례로 런칭하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인 가격으로 해외 명품 오리지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사업부는 해외 현지 제조사와의 독점 파트너십 체결과 생산공장 시찰, 철저한 품질검사 등의 과
정을 거쳐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제품들은 대량 직수입과 최적의 유
통 솔루션(17,000㎡ 규모의 대형 물류 창고 보유)에 기반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
내 100여 개의 파트너사와 소비자들에게 도소매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 진출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 북미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www.euro-gin.com

www.eurocra.jp

Euro-gin  Gyeonggi Ilsan Euro-gin  Busan Yongho Euro-gin  Ulsan Samsan Euro-gin  Busan Haeundae Euro-gin  Gimhae Naeoe Euro·cra  Japan Kobe

11.  CARTON BOX & FOLDING CARTON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박스는 내용물과 유통과정에 알맞은 맞춤 디자인 및 사이즈로 제작 가능합니다. 
엔지유의 특허기술을 적용한 수지 재질 밴드가 함입된 특수 원단은 내충격성과 내구성을 강화시켜 보다 안전하게 내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엔지유의 포장 밴드(PP BAND, PET BAND)는 효율적인 포장이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포장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  PP / PET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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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  ngumall.com

Internet Business / 인터넷사업

엔지유 식품사업부는 제과제빵, 식품 산업, 수산물 가공업, 치약 및 화장품 공업, 의약품 등에 광범위
하게 활용되는 다양한 식품첨가물과 각종 식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엔지유는 글로벌 무역사업 확장에 따라 인터넷 사업부를 신설하고 사업영역 강화를 위한 자사몰
(엔지유몰)의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지유몰은 라이프타임, 태양광 조명등과 같은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라이프타임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에 런칭한 친환경 조립식
창고 SHED 제품은 엔지유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업부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계약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동남아, 미국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www.ngumall.com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은 가공식품에 특별
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써 다양한 특성
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CRYO는 솔비톨, 설탕, 인산염 등을 최적 비
율로 배합한 프리믹스 (Premix) 제품으로 단백질 
변성을 방지하고 습윤 조절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
시켜주며 탄성을 조절해 식감과 맛을 향상 시키는 
등 제품의 품질을 개선해 줍니다. 이 외에도 인산
염, 비타민, 알긴산 관련 제품 등 대상 국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다수의 식품 첨가제를 공
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
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NGU BUSINESS GROUP

Food and Food Additives Business / 식품 및 식품첨가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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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  ngukids.kr

Kids Business / 키즈사업

엔지유 파렛트 사업부는 수출입 및 물류의 기초가 되는 파렛트를 제품의 종류와 물류 방법에 따라 각각
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규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키즈 사업부의 엔지유 키즈파크는 동종업계 최초로 놀이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Digital Edutainment)를 도입한 신개념 놀이공간입니다.

 NGU BUSINESS GROUP

Pallet Business / 파렛트사업

엔지유의 파렛트 사업부에서는 제품의 운반·수송에 사용되는 일회성 목재 파렛트의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파렛트의 재구매 및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보관·수송할 수 있는 고품질의 파렛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 백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과 15년 이상의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수종 관리에서부터 신규 제품의 제작·공급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파렛트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지유 키즈파크는 단순한 놀이 시설을 넘어, 교육
적인 콘텐츠와 I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에듀테인먼
트를 지향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길러주고, 부모님들께는 편
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가족 문화공간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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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BUSINESS GROUP

Franchise Business / 프랜차이즈사업

2002년 Bait용 오징어 구매대행으로 시작한 수산물 사업부는 엔지유와 선사 간의 직접 계약에서부터 냉동창고 입고·출하·수출·유통 등 수산물 
사업 전반에 걸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NGU BUSINESS GROUP

 Advertising Planning Business / 광고기획사업

 NGU BUSINESS GROUP

Fishery Business / 수산물사업

엔지유는 20여 년의 對 선사 무역의 경험으로 변화하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흐름 및 가격 동향과 국가
별 관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수출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엔지유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무역 경험과 세계시장 동향 분석, 원가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물 (옥내외 간판, 실사출력, 배너  스탠드 등) 전반에 걸쳐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작하며,  시공에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