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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비는…

1996년에 제이크린으로 시작된 그린비는 중국에 면봉을 제조하는 외

자기업을 설립하여, 일본, 유럽, 미국시장 등에 수출하는데 주력하였으

나,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에서 생

산된 제품을 수입, 국내 유통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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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회용 목제품류(면봉,이쑤시개,나무젓가락,산적꽂이)를 중국에서 직수입하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 공급/판매하고 있으며, ㈜다이소 아성산업 (다이소)에 주방용품, 일회용품, 미용용품 등 총 50여종을

특히 화장솜은 직접 국내 제조하여 다이소, 홈플러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비는…

2007년 이후 화장품 판매브랜드인 미샤, 페이스샵, 할인점등에도 미용용품을 공급하였으며, , 2011년부터

는 CU. 세븐일레븐 , GS 슈퍼 등에 목제품, 수세미, 행주, 지퍼백, 호일, 면봉 중심으로 다수의 상품을 공급

하여, 일상용품군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터는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리따움등 아모레 주요 계열회사에 면봉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시장을 벗어나서, 이태리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여, 커피필터, 행주,

화장솜, 기름종이등 다양한 제품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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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비는…

당사의 장점은 중국 현지에 물류창고와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가 매 선적

시 이루어 짐으로 타사와 비교하여 불량률과 납기지연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였고 국내에서 가공하는 화장

솜 원단을 중국 및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에 취급해왔던 주방용품 및 일회용품은 제품군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행주, 수세미 군에

대해서는 값싼 중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품질향상과 디자인 등을 강화하고, 포장자동

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장솜 제조와 판매로 얻은 노하우로 이미용품

상품에 대한 개발과 유통 채널 다변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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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회사설립

•중국지사설립

• 7월㈜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공급계약체결

• 11월홈플러스㈜공급계약체결

• 11월GS25시PB상품벤더공급

2006

2008 • 1월화장솜개발생산및공급개시 (다이소PB, 홈플러스PB)

• 3월주방용행주개발

2007

2009 • 1월 ing화장품㈜공급계약체결 (더페이스샵PB면봉공급)

• 9월㈜세븐스타공급계약체결 (미샤PB면봉공급개시) 

• 10월식자재전용대용량상품및번들팩개발및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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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 1월 GS수퍼마켓공급계약체결

• 3월롯데알미늄공급계약체결 (롯데마트,수퍼상품공급개시) 

• 3월㈜굿지앤공급계약체결 (CU, 세븐일레븐PB상품공급개시)

• 8월주식회사그린비법인전환

2011

2013 • 2월웰앤굿공급 (아트박스상품공급개시)

• 8월에뛰드공급계약체결

• 10월㈜Si인터내셔널상품공급 (왓슨, 롯데마트, 킴스클럼PB상품공급개시) 

2012 • 5월락앤락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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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 7월이니스프리공급계약체결 (아모레퍼시픽)

• 9월아리따움공급계약체결 (아모레퍼시픽) 

2014

2017 • 5월이마트노브랜드NB상품 벤더공급

• 12월랄라블라(구왓슨) PB상품 벤더공급

2015 • 1월이마트PB 및NB상품벤더공급

01

2018 • 1월농심메가마트PB상품 벤더공급

• 2월편의점미니스톱NB상품 벤더공급

• 12월자사몰 (http://easynmall.com/) 구축및오픈

http://easynmall.com/


조직도

대 표

상품기획 디자인 유통영업 생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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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카테고리

미용용품

면봉 (페이퍼/PP/목재)
화장솜 (면/부직포)

주방생활잡화

수세미, 행주, 타올
욕실용품, 청소용품등

일회용품

접시, 식기, 수저, 이쑤시개
꼬지, 컵, 페이퍼류등

02



유통 및 온라인 판매제품

- 01 : 미용용품

- 02 : 일회용품

- 03 : 주방용품

- 04 :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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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미용용품(면봉) 02



01-미용용품(화장솜) 02



02-일회용품(일회용 식기) 02



02-일회용품(테이크아웃용품) 02



02-일회용품(이쑤시개, 꽂이류) 02



03-주방용품(식품보관용) 02



03-주방용품(수세미) 02



03-주방용품(조리용품) 02



03-주방용품(행주) 02



04-생활용품(청소용품) 02



04-생활용품(전자담배용품) 02



마트 주요 판매제품

- 01 : 다이소

- 02 : GS

- 03 : 홈플러스

- 04 : 롯데

- 05 : 이마트

- 06 : 꼬끼오

- 07 : 모던하우스

- 08 : 굿지앤

- 09 : 에브리데이

- 10 : 에뛰드 외

- 11 : 락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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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다이소 03



01-다이소 03



02-GS 03



03-홈플러스 03



04-롯데 03



05-이마트 03



06-꼬끼오 03



06-꼬끼오 03



07-모던하우스 03



08-굿지앤 03



09-에브리데이 03



10-에뛰드,아리따움,이니스프리,마몽드,마리몬드 03



11-락앤락 03



주요 거래선

04



주요거래선

편의점

7230점

마트/수퍼

7886점

140점 350점

900점 700점 250점

기 타

105점

75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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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mall.com/
http://www.cjmall.com/


인증서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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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등록증 05



Thank You

본사/창고 :경기도하남시천현동 345-3    TEL : 031-796-2461    FAX : 031-796-2463

영업이사 : 정승원 (010-3241-2489)    쇼핑몰 : http://easynmall.com/

㈜그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