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QUALITY FACE PACK 

(주)엔오에이치제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대만 상표등록 완료

고객 상담실 : 070-8271-1744  

공식 홈페이지 : www.nohj.co.kr   

공식 대표메일 : nohj@nohj.co.kr    

V A L U E
F O R
M Y  S K I N



1.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획득

2.(주)엔오에이치제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3. 산업기술진흥협회 디자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4.마스크팩 에센스 보습성이 향상된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등록

5.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대만 상표등록 완료

6.대한민국뷰티&헬스산업대상, 캐나다 발명협회 특별상, 세계발명대회 금상, 아시아로하스 인증, 뉴욕우수상품 어워드 그랑프리, 하이서울 어워드 수상

nohj 인증서/상표등록

TOP-QUALITY FACE PACK 

(주)엔오에이치제이

고객 상담실 : 070-8271-1744

공식 홈페이지 : www.nohj.co.kr

공식 대표메일 : nohj@nohj.co.kr



nohj의 시트/퀼리티 에센스 엔오에이치제이는 골드 로즈 시트팩, 클렌징 버블팩, 고마쥬 필링팩, 앰플모델링팩, 버블 에센스팩등

혁신적인 제조공법으로 항상 새로운 얼굴전용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인용



nohj의 디자인과 라인업

SKIN TRAVELLER EYE MASK FOR SPOT Modeling Mask Serum

Deep Cleansing Bubble Mask

(주)엔오에이치제이는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디자인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중입니다.



HERBS FIT SHEET MASK

nohj의 디자인과 라인업

BANANA SSUL MASK PACK AQUA SOOTHING MASK PACK

아쿠아 수딩 마스크팩

한지로 차별화된 패키지, 한국적인 디자인을
한장 한장 핸드메이드로 붙인 프리미엄 마스크팩

(주)엔오에이치제이는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디자인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중입니다.



완제품 미생물 검사

원료 유해성분 분석

엄격한 완제품 검사

위생적인 시트 생산

nohj의 생산 엔오에이치제이 마스크팩은 ISO 국제 기준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로 생산 합니다.



nohj의 유통 엔오에이치제이 마스크팩은 미국, 러시아, EU, 일본, 남미등 17개국에 수출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미얀마

몽골

EU, 미국, 멕스코, 캐나다, 남미 등 17개국 수출중, 러시아 마그닛 (Магнит), 레뚜알 (Л' Этуаль), LENTA, Sputnik, 미국 H Mart 입점



nohj의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인플루언스를 통한 개인방송, 걸그룹 러블리즈등을 이용한 홍보영상제작,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nohj의 연혁

(주)엔오에이치제이 창업

슈가도넛 프리프롬올 콘서트 협찬

63빌딩 갤러리아 면세점 입점

주중 한국문화원 이미지 코리아 문화교류행사 협찬

터키 유라시아 미용 박람회 참가

롯데 피트인 동대문점 엔오에이치제이 편집샵 오픈

미스코리아 케이걸즈 콜라보 제품 출시

광복 70돌 미스코리아 독도 탐방 협찬

동아TV [뷰티태그] 미스코리아 피부관리법  NOHJ 소개

상해 우수패션 수주 박람회 참가

한차이나 중국 왕홍 웨이상 초청 행사

코스모프로프 홍콩 뷰티 박람회 참가

이화이언 이벤트 협찬

하이 서울 우수상품 2종 선정

경기 관광공사 주관 아시아 슈퍼 왕홍 선발대회 참가  

마카오, 홍콩의 편집매장 sweetmay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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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중국 상해 ECF 박람회 참가

국제언론인 클럽주최 글로벌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국제브랜드 연합회주최 글로벌브랜드 대상

아시아 로하스 산업 진흥 협회 AISA LOHAS 인증

러시아 레뚜알 (Л' Этуаль) 입점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4개 상품 추가 선정

골드 로즈시트 WICC세계발명대회 금상수상 

골드 로즈시트 특허 정보원장상 수상

말레이시아 스페셜어워드수상

엔오에이치제이 중국 상표등록  NOHJ 诺韩婕 (NUO HAN JIE)

중국화장품 위생허가등록(CFDA)모델링마스크팩 콜라겐등 2종 획득

스킨마망 허브핏 마스크팩 뉴욕 우수상품 어워드 그랑프리수상

중국 상해 우수패션 수주 박람회 참가

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단 화장품 지원사업 선정

(주)엔오에이치제이 시니어세대융합 우수 창업기업선정

베트남 세대융합 경제 협력 참가

미국 H Mart 입점

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단 창업팀성과평가 최우수상 수상

서울 국제소싱페어 Fall 참가

불가리아 소피아 아레나 참가

서울 킨텍스 디자인 페어 참가

엔오에이치제이 러시아 상표등록 NOHJ 

아쿠아수딩 마스크팩 캐나다 발명협회 디자인 특별상 수상

모델링 마스크팩 대한민국 발명가 대상 수상 - 콜라겐로즈시트

Spring 소싱페어 참가  

중국 산동성 경제 플라자 참가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8개 상품 추가 선정

말레이시아 발명협회 마스크팩 제조 관련 우수논문 금상

엔오에이치제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획득

ACT Festival 해킹푸드 얄루 전시회 협찬

중국화장품 위생허가등록(CFDA)밀키글로우등 6종 획득

(주)엔오에이치제이 벤처기업 선정

 MISS ASIA AWARDS 협찬

코리아 크리스마스페어 참가

(주)엔오에이치제이여성 기업 선정

엔오에이치제이 대구지점 오픈

동아 건강 산업 박람회참가

베트남 상표등록 NOHJ

미국상표등록 NOHJ

러시아 마그닛 (Магнит) 입점

아시아 로하스 산업 진흥 협회 AISA LOHAS 인증 (재인증)

특허획득 보습성이 향상된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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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nohj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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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년

러시아 LENTA 입점

서울 어워드 페어 참가

대만상표등록 NOHJ

일본상표등록 NOHJ

러시아상표등록 NOHJ SKINmaman

스타트업 셀럽스페이스 MOU 체결

엔오에이치제이 서울 NOHJ 뷰티카페 오픈

한 ㈜키네마인 & 중 ㈜지스토리 합작 광고홍보모델 오디션 협찬

한국디자인진흥원 친환경부분 은상

러시아 Sputnik 입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획득

사랑의 푸시핀 캠페인 게릴라 콘서트 협찬

한국일보주최 대한민국뷰티&헬스산업대상수상

(주)엔오에이치제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재인증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획득

대구관광기념품공모전 컬러풀 뷰티마스크팩 입상

대구국제뷰티엑스포 참가

www.nohj.co.kr / www.nohjkorea.co.kr

E-Mail: nohj@nohj.co.kr / Phone : 070-8271-1744

V A L U E  F O R  M Y  S K I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