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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GU Korea
#706, Kukje O/T, 263 Jungang-daero, Dong-gu, Busan,  48792,  Republic of Korea
Tel. +82-51-442-0005  Fax. +82-51-442-2248

I NGUSACK Factory
67, Hoehak 1-gil, Onsan-eup, Ulju-gun, Ulsan, 44992, Republic of Korea 
Tel. +82-52-237-2217  Fax. +82-52-23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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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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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GU Vietnam, Malaysia & India



“최상의 서비스, 경쟁력있는 가격, 품질유지”
고객 만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NGUSACK입니다.

1998 11    ·엔지유 무역상사 창립

2001

2002

09    ·엔지유인터내셔날㈜ 상호명 변경 및 법인 전환

11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11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

       ·대통령 표창장 수상

2003 11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

2004 11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2005 11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

03    ·모범납세자 표창장 수상 (부산진세무서)

0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NGU SACK) 설립

0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12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ISO 인증 (ISO 9001 / ISO 14001)
03    ·샌드위치 백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

12    ·매출 200억 달성

08    ·엔지유인터내셔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2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 (부산광역시)

01    ·수지재질 밴드를 내부에 함입한 종이밴드를 이용하여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의하여 제조된 종이박스 특허 등록

06    ·2015 창조경영혁신 & CEO 대상 (국제신문)

07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ISO 인증 (ISO 22000)

1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위험성평가 인정서 획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1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공급자동화 구축

09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12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02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상 수상

03    ·글로벌 IP 기업 선정 (부산지식재산센터)

12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 (부산광역시)
01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09    ·생산성경영체제-LEVEL 3 (PMS) 인증 획득

2008
2009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2
2013 09    ·엔지유인터내셔날㈜ 울산공장 CLEAN 사업장 인정서획득 (고용노동부)

NGUSACK History

NGU SACK은 숙련된 최고의 전문기술자들을 바탕으로 생산효율 극대화를 통해 PP WOVEN BAG,

PALLET WRAP FILM, PP BAND, FIBC, CARTON BOX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과 세계 포장재

시장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ackaging Materials Business
NGU SACK /  ngus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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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수송 컨테이너에 설치되며 건식 유동 제품 수송을 위해 사용합니다.

Container Liner

컨테이너에 설치하여 비 위험 화학제품, 오일, 연료, 라텍스 등을 보관·운송하는데 쓰입니다.

Flexitank 

Total
Solutions for
Packaging System
엔지유는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와 경험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FIBC (BULK BAG)  /  CONDUCTIVE BAG

다양한 제품을 적재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벌크백은 
엔지유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제품으로서, 고기능 고품질의 벌크
백을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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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Woven Bag PE Film

PVC Food FilmPallet Wrap Film

BOPP Bag &
BOPP Shopping Bag

Flexible Package Tarpaulin

Carton BoxPP/ PET Band FIBC Bulk Bag



2.  PP WOVEN BAG

NGU SACK의 주요 품목은 박스, 백,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이며 특히, Square bottom bag, Poly woven laminated paper bag, PE roll film 등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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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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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5. Forming 6. Sewing 7. Inspection 8. Package / Storage

1. Filature 3. Coating 4. Printing2. W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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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s Box Bag / Sewing Bag / BOPP Bag Fertilizer Square Bottom Valve Bag / Sewing Bag / BOPP Bag

Feed Square Bottom Valve Bag / Sewing Bag / BOPP Bag

FISHMEAL
100% STEAM DRIED

50 Kg. BR/NT

Cement & Sand Box Bag / Sewing Bag /  BOPP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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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PP BAG & BOPP SHOPPING BAG  

엔지유는 고품질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BOPP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BOPP 포장재는 타 제품에 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높은 효율성을 갖췄으며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관리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사이즈, 재질, 색상 및 
용도에 구애받지 않는 다기능성 필름 재질의 포장재를 국내외로 
신속 정확하게 유통하고 있으며 고객의 피드백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5.  PALLET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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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VC  FOOD FILM

엔지유의 PVC 필름은 항균성 식품포장랩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재질들로 생산되며, 단순한 포장 기능 외에 내용물(식품 등)의 부패 억제, 신선도 유지 등의 기능성을
부가시키기 위한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 FLEXIBLE PACKAGING  &  POLY PLASTIC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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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ARPAULIN

8. PP /  PET BAND

엔지유의 포장 밴드(PP BAND, PET BAND)는 고객사의 포장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여, 효율적인 포장이 가능하며 보다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타폴린은 방수(water-proof) 및 보호(cover)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덮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지 대형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력과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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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N BOX

9.  CARTON BOX

FOLDING CAR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