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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12 바로고 X 나누 친환경 일회용기 납품 MOU

12 월드비전 X 나누 친환경 일회용기 기부 MOU

1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11 정선희 X 나누 친환경 애견용품 브랜드 “나누:펫“ 런칭

10 스타트업 우수기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10 Pre-TIPS 선정

10 한양대학교 통합 IR 대회 우수상 수상

09 청년정책포럼 어벤처스 우수상 수상

08 제주 감귤박 활용 및 개발 MOU

08 [투자유치] Pre-A 시리즈 투자유치(빙그레)

07 ISO9001 인증

06 신용보증기금 NEST 12기 선정

05 [기술이전] “펄드몰드의 국부적으로 기능성을 부여하는

       접촉 방식의 코팅 장치 및 펄프몰드(10-1722399)”

05 [경기테크노파크] 뿌리기업&경기행복샵 지원 사업 선정

05 제주신한스퀘어브릿지 2기 선정

04 [환경부]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

03 [투자유치] CNT테크

03 [농림부]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선정

03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선정

03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 창업경진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02 LG소셜캠퍼스 12-1 선정

02 벤처기업 인증 (혁신성장형)

01 [산림청R&D]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 개발사업 선정

01 [산림청R&D] 연구개발(페이퍼몰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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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회사연혁

회사명
대표이사
인사말

2022

2023 2021

2020

(주)NANU
이윤노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면서 또 다른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천연소재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친환경 용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며, 쓰레기로 세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누는 지속 가능한 삶과 좀 더 깨끗한 지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0 [기술이전] “펄프몰드의 국부적으로 기능성을 부여하는 복합

       방식의 코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코팅방법 (10-1756120)”

09 신한오픈이노베이션 4기 선정 (농심 협력)

09 [강소연구개발특구] CNTtech 엑셀러레이팅 선정

08 [강소연구개발특구] ICT 융복합 신사업창출 지원 사업 선정

06 NICE기술평가 우수기업 우수등급(T-5) 인증

06 충남대학교 가족기업 협약

05 주식회사 나누 법인 기업으로 전환

05 CNU 산학연공동기술개발 협약

05 GS SHOP 에코 소셜프로젝트 4기 선정

0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이전 지원 사업 선정

01 청년큐브 예대캠프 입주

11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데모데이 장려상 수상

09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 이노폴리스 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협약

09 NANU 사업자 등록

|
|
|

경영이념회사개요

생산관리 디자인판매관리

대표이사

기업부설 연구소

Plastic-Free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소비자와 함께 도전하고 제안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천연자원에 집중합니다.
폐지와 귤껍질, 낙엽, 쌀겨 등 버려지는 천연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NANU는 기존의 편리함과 관념을 깨뜨리고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해외생산 국내생산 마케팅 그래픽/3D 제품개발 제품테스트

SHARE

NATURE

DARE

조직도



주요 클라이언트

주요사업 및 내용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버려지는 폐자원과 천연소재의 혼합을 통해 제품을 업사이클링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나아가 “Plastic-Free“의 삶을 제안하고 함께 나누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물에 종이와 천연소재를 융해한 뒤 다양한 형태의 금형(몰드)을 활용해 진공흡입 성형한 후 건조하여 만든 성형 기술입니다.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상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고, 전량 재활용이 가능함을 물론 소각 또는 매립 시에도 환경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유럽에서는 이미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펄프 몰드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높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공정

3
공정

2
공정

4
공정

압축 및 고온건조 친환경 코팅 공정

원료해리 초지성형

강점/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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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펄프몰드 일회용기

산업용 펄프몰드

천연소재 제품

사발면 용기

반려동물 식기

햄버거 용기

소스 용기 #4

소스 용기 #2

도시락 용기

배달 용기 #1

포크/나이프/숟가락

소스 용기 #1

소스 용기 #5

소스 용기 #3

디저트 용기

배달 용기 #2

직사각 라운드 용기

직사각 용기

비누 패키징신선식품 포장 용기 화장품 패키징

펄프몰드 패키징

천연소재 활용 완충재 #1

대나무 캠핑커트러리

대나무 포크/나이프/숟가락

폐지 활용 건축자재

대나무 칫솔

천연소재 활용 완충재 #2

대나무 빨대

난좌캐리어 2구/4구

대나무 칫솔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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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향후 개발 기술 및 제품

천연소재 추출물 분리 및 혼합 레시피 친환경 코팅 분사 기술

목재펄프와 천연소재 부산물 혼합 레시피

추출물과 부산 분리화 기술

천연소재 펄프 몰드에 친환경 코팅액을 분사하여 포장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코팅액의 분사기술은 나누만의 특허 기술로 펄프 몰드 구조 중 필요에 따라 국부적으로 농도 및 점도를 조절해 표면 별로 특성
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나누만의 코팅기술로 향후 컵라면 용기, 물병 등 다양한 제품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천연소재인 감귤껍질, 유채대, 농업부산물 등을 무상 수거하여 펄프 몰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곤란하여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미세먼지나 산불과 같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야기합니다.

(주)NANU는 버려지는 천연소재들을 무상 수거하여 펄프 몰드 용액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물들은 기존 목재펄프와 혼합하여,  기존 목재펄프의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소재의 특성을 소재로 전달해 벌크성과 수분 저항력
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천연소재를 추출하는 만큼 제작된 모든 펄프 몰드 제품은 100%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기존 펄프몰드 제품의 표면 기능성 강화

천연 기능성 물질의 발현 조절을 위한
2차 표면개질 제조기술 추가

감귤 껍질

제주 유채대

쑥대

제주 삼나무 지엽

브로콜리 줄기

제주 조릿대
(한라산 환경교란식물)

다공성 표면특성
- 미세공극 존재

치밀한 표면특성
- 포장품질 증대

기능성 표면특성
- 향균,  신선도

펄프몰드 표면구조 펄프몰드 단면구조 표면 처리 전

천연 기능성 물질

표면 처리 후

*기능성 코팅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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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 및 제품



자연이
나누어 준 선물로
새로운 가치를 나누는 마음.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제주원료공장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에리카게스트하우스 컨벤션 613호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6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지원센터 30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00

Tel. 031-362-6033
Mail. eco_nanu@naver.com
Site. econan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