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서울지점 

대구지점 

대표
홈페이지 
생산품목
납품처 

대표메일 

대표전화

대구가창지점

주식회사 엔오에이치제이 [nohj co., ltd.]

2016.01.07

336-87-0030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1길 18-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9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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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마스크,모델링 마스크,스킨케어 외 화장품

11개국 수출중(미국,러시아,일본,브라질,EU 등)

 nohj.@nohj.co.kr

070-8271-1744

Premium mask pack in korea



nohj 미국 상표출원(공고중)/대만 상표출원중/베트남 상표출원중/일본 상표출원중

공식브랜드 로고 사회공헌 브랜드 로고

Logo / Trademark / Design Right

NOHJ는 브랜드에 신뢰를 담았습니다.

PREMIUM MASK PACK IN KOREA

한국NOHJ상표등록 한국 바나나맨 디자인등록 중국 NOHJ 상표등록 중국 아쿠아 디자인의장 중국 콜라겐 디자인의장러시아 NOHJ상표등록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서 아시아로하스 하이서울 어워드

ISO 22716 ISO9001 ISO14001 상품별 EU CPNP 총13품목 중국 CFDA 총8품목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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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발명가 대상 말레이시아 Research & 
Innovation Society

말레이시아 발명협회
우수논문 금상수상

세계발명대회
금상수상_무해샴푸

세계발명대회
금상수상_3중호일

2017 뉴욕 우수상품
그랑프리수상

2017 뉴욕 산업박람회
우수상품

2018 캐나다 발명협회
디자인특별상

글로벌 브랜드
대상

글로벌 소비자만족
대상

Republica Moldova
Diploma

Award / Prize
PREMIUM MASK PACK IN KOREA

WICC세계발명창의대회
은상 특허정보원장상



Sheet

NOHJ의 시트는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한 스페셜 시트 입니다.

PREMIUM MASK PACK IN KOREA

스페셜로얄시트
Special Royal Sheet

로즈 차콜 시트
Rose Charcoal Sheet

아시아 로하스 인증 뉴욕우수상품
그랑프리

캐나다 발명협회
특별상

골드 차콜 시트
Gold Chacoal Sheet

콜라겐 로즈 시트
Collagen Rosel Sheet

골드 호일 시트
Gold Foil Sheet

골드호일 아이마스크
Gold Foil Eye Mask

세계 최초 장미 무늬로 디자인 된 특수 시트 생산

밀착력이 개선 된 골드 호일 시트 생산

특허 출원한 멸균 살균 공법을 거친 시트를 사용

피부 타입, 고객 취향에 따른 다양한 마스크 팩 시트 보유



NOHJ의 디자인은 
FUN, UNIQUE, TRADITIONAL

마스크 팩 최초로 도입 ! 입체적으로 보이는 홀로그램 패키지

SNS 환경에 어울리는 개성과 재치 넘치는 패키지

한국의 전통 한지를 이용한 친환경 이미지의 패키지

품격 높은 동양화 / 독자적 캐릭터 / 직관적인 디자인

Design / P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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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J 는 적극적 SNS, 인플루언서 소통으로 유행을 선도합니다.

SNS / Influencer
PREMIUM MASK PACK IN KOREA



ISO / Safety

ISO 국제 기준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실시

PREMIUM MASK PACK IN KOREA

연구원 출신의 품질 관리팀 운영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해성분 분석, 부자재 

수입검사, 반제품 검사, 완제품 검사 등 엄격히 진행

원료 수입검사 실시

각종 성분 검사 및 미생물 검사 실시

엔오에이치제이는 위생적인 마스크팩 생산을 위해 접지 과정에

외부의  어떠한 오염물질도 묻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OEM / ODM
PREMIUM MASK PACK IN KOREA

친환경 시트와 화려한 골드 호일을

이용한 프리미엄 마스크 팩

세계 최고 품질의 

크림 모델링 팩 자체 생산
더마코스메틱

에스테틱 / 병원 ODM 제품 생산

엔오에이치제이 브랜드의 생산, 수출 업무 외에도 고품질의 화장품 기획,디자인,ODM,OEM 생산 가능합니다.



OEM / ODM Processor
PREMIUM MASK PACK IN KOREA

고객상담 계약체결 컨셉 및
샘플제작

원, 부자재
입고

생산 및 QC 납품

엔오에이치제이는 11개국 이상에 수출중이며 현지언어로 된 수출 라벨 부착 작업도 납기일에 맞춰 작업해 드립니다.



Corporate history  /  Marketing
PREMIUM MASK PACK IN KOREA

03. NOHJ 사업자등록 후 업무시작

  04.주중 한국문화원 이미지 코리아 문화교류행사

   07.미스코리아 케이걸즈와 콜라보 제품 출시

    08.광복 70돌 미스코리아 독도 탐방 후원

     09.동아TV  [뷰티태그] 미스코리아 피부관리법 

            NOHJ 소개

       10.상해 우수패션 수주 박람회 참가

         11.이화여대 이화이언 협찬

          11.한차이나 중국 왕홍 웨이상 초청 행사

2015

02.상해 ECF 박람회 참가

  04.국제언론인클럽주최 글로벌 소비자 만족대상

    04.국제브랜드연합회주최 글로벌브랜드 대상

      07.AISA LOHAS 인증

        07.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4개 상품 선정

         07.WICC세계발명대회 금상수상 (골드호일시트)

          07.WICC세계발명창의대회 은상 특허 정보원장상

            08.말레이시아 스페셜어워드수상

             08.NOHJ 중국 상표등록 诺韩婕 (NUO HAN JIE) 

               09.상해 우수패션 수주 박람회 참가

                09.중국 위생검사 2종 획득

                10.뉴욕 산업박람회 우수상품 선정

                 10.뉴욕 우수상품 어워드 그랑프리수상

                  11.영산대학교 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단 지원사업선정

2017

01.NOHJ 법인등록 대표:김성우

  01.63빌딩 갤러리아 면세점 입점

    01.슈가도넛 프리프롬올 공연 협찬

      03.TBC 가요 에세이 라디오 협찬 

        04.터키 유라시아 미용 박람회 참가

          05.롯데 피트인 동대문점 입점

           11.코스모프로프 홍콩 뷰티 박람회 참가

             12.어워드 하이 서울 우수상품 2종 선정 

               12.경기 관광공사 주관 아시아 슈퍼 왕홍 선발대회 참가

                  12.마카오, 홍콩의 편집매장 sweetmay 입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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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니어세대융합 우수 창업기업선정

  04.베트남 세대융합 경제 협력 참가

    05.NOHJ 중국 상표등록 완료

      06.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단 창업팀성과평가 최우수

        09.서울 국제소싱페어 Fall 참가

          10.불가리아 소피아 아레나 참가

            10.킨텍스 디자인 페어 참가

             10.NOHJ 러시아 상표등록

              12.캐나다 발명협회 디자인 특별상

               12.대한민국 발명가 대상-콜라겐로즈시트

2018

03.Spring 소싱페어 참가

  03.한. 산동성 경제 플라자 참가

    04.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 8개 상품 선정

     04.말레이시아 발명협회 우수논문 금상 

      07.NOHJ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획득

       08.ACT Festival 해킹푸드 얄루 전시회 협찬

        09.중국 위생검사 6종 획득

         10.NOHJ 벤처기업 선정

          11.MISS ASIA AWARDS 

           12.크리스마스 페어 참가

            12.NOHJ 여성기업 선정

2019

01.NOHJ 대구지점 설립

  01.동아 건강 산업 박람회참가

2020



Premium mask pack in korea
www.nohj.co.kr / www.nohj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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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