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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Company

밍키 홈케어는 1941년 설립되어 3대째 내려오는 가족 기업으로

생활용품의 77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영국에서 사랑받는

장수 브랜드입니다.

Top Marketshare 

영국의 섬유 제조 및 세탁용품 제조 부분에서 선두업체로

영국 생활용품 시장의 리딩 브랜드입니다.

연 매출 5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Royal Warrant (United Kingdom)

영국 웨일즈 왕자가 부여한 왕실 특허 획득

로열워런트(Royal Warrant)는 영국 왕실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최고의 품질과 찬사를 받는 제품에게 수여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품위가 있으며 유행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의 지표로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rinces Warrant (United Kingdom)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부여한 왕실 특허 획득

최소 5년간의 왕실 공급 등의 과정을 통과한 최고 수준의

품질 및 탁월성에 대한 헌신 기업에게 영장이 부여됩니다.

밍키 홈케어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왕실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1941`s
150전통의 가족기업은
영국으로 이전하고
섬유 천 제조를
시작합니다

1951`s
클리닝 직물 제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회사명을
ValeMill (Rochdale) 로
변경하였습니다.

1960`s
홈케어 클리닝 제품을
패키지화 하여
영국 슈퍼마켓에 유통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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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s
Minky로 브랜드명을
리뉴얼하였습니다..

1987`s
다리미판 회사를 인수하여
다리미판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1993`s

Besco Baron textile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영국의 청소 용품 시장의
65%를 점유하였습니다.

1994`s

영국 여왕에게 세탁용품과
청소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 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1988`s

70,000평방 규모의
다리미 판 제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2000`s
Minky France를
런칭하였습니다.

2001`s
독일의 클리닝 섬유 제조업체인
Delu Ako를 인수합니다.

2002`s
Minky 항균 행주
(Anti Bacterial Dishcloth)를
런칭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입니다.

2003`s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다리미판 커버 제조를 시작합니다.

2004`s
밍키 3단 플러스 빨래건조대를
런칭합니다.
(Minky 3 Tier Plus Indoor Airer)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s
Minky USA를
런칭합니다.

2010`s
밍키 스마트핏 다리미판 커버를
런칭합니다.
(one size로 사이즈 호환이
가능한 다리미판 커버)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입니다.

2012`s
밍키 에르고 다리미판을
런칭합니다.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2013`s
영국 왕실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Royal Warrant
(United Kingdom)와
Princes Warrant (United 
Kingdom)

2015`s
Mink는 영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홈 클리닝 브랜드입니다.

2018`s
Minky KOREA 런칭
현재 밍키는
영국의 홈케어 시장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 가정의 60%가
밍키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s
Minky Hong Kong을
런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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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 홈케어 해외 진출 현황

Manufacturing in the UK, Germany and Asia, sales operations in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USA.

Minky Korea
Official Distributor

Minky Hong Kong
Sourcing 
& manufacturing liaison

Minky China
JV Factory

Minky Homecare
5 sites - 370 employees
Ironing & laundry care
Cleaning & floor care
Kitchen textiles

Minky Housewares USA
Joplin, MO – sales
Independent MO –
distribution

Minky - Ako - Delu - GmbH
Site near Cologne
Specialist cleaning cloths
Jewellery and optical care
Household cleaning
Chemicals

Minky Paris
Sales and distribution



I 빨래건조대

Indoor Drying

I 빨래건조대

Indoor drying



밍키 X형 3단 접이식 빨래건조대

• 141x59x55cm (open)

• 77x61x6cm (close)

자동이중잠금장치

사이드옷걸이행거

제품 사양

ABS 재질의 견고한
연결 브라켓

건조대 살 간격이 넓어
통기성이 좋음

보조 사이드 행거로
옷걸이 거치 가능

자동 이중 잠금 장치

• 4.3 kg

• 프리미엄스테인레스



제품 사양

밍키 멀티 X형 3단 접이식 빨래건조대

ABS 재질의 견고한
연결 브라켓

자동 이중 잠금 장치

보조 사이드 행거로
옷걸이 거치 가능

긴 세탁물을
동시 거치 가능

• 140x59x71cm (open)

• 79x61x10cm (close)

자동이중잠금장치

사이드옷걸이행거

• 4.3 kg

긴 세탁물 거치 공간

• 프리미엄스테인레스



보조 사이드 행거로
옷걸이 거치 가능

밍키 Y형 2단 접이식 빨래건조대

민감한 소재를
눕혀서 건조 가능

ABS 재질의 견고한
연결 브라켓

건조 방식에 따라
최대 135°까지 꺾을 수 있는
멀티 포지션 기능

제품 사양

• 139x57x98cm (open)

• 104x57x4cm (close)

평평한건조공간

사이드옷걸이행거

• 3.95 kg

• 프리미엄스테인레스



밍키 타워형 4단 접이식 빨래건조대

원하는 방식으로 셋팅이
가능한 멀티 포지션 기능

클립형의 연결 브라켓으로
간편하게 조립/분리 가능

보조 사이드 행거로
옷걸이 거치 가능

이동성이 편한 바퀴

제품 사양

• 172x71x70cm (open)

• 172x71x4cm (close)

평평한건조공간

사이드옷걸이행거

• 6.17 kg

• 프리미엄스테인레스



I 주방용품

Sink Side Storage



밍키 확장형 1단 물빠짐 식기건조대

수납력이 좋은
확장형 트레이

이동성이 좋은
수저 건조통

편리한
배수 기능

고품질
스테인레스

간편한 분리
및 청소

배수가 잘 되는
메쉬 바닥

제품 사양

• 45.78x46.2x1.32cm 

(open)

• 2.2 kg

이동식수저통

편리한배수트레이

• 프리미엄고광택 ABS &

스테인레스

확장형트레이



밍키 확장형 2단 물빠짐 식기건조대

칼날 보호용
나이프 거치대

편리한
배수 기능

고품질
스테인레스

이동성이 좋은
수저 건조통

수납력이 좋은
확장형 트레이

간편한 분리
및 청소

와인잔
거치대

제품 사양

• 50x46.2x30cm (open)

• 2.2 kg

이동식수저통,

나이프/와인거치대

편리한배수트레이

• 프리미엄고광택 ABS &

스테인레스

확장형트레이



밍키 수저통 칼꽂이

나이프와 수저
동시 수납 가능

칼날 보호용
나이프 거치대

탈부착식
배수용 트레이

펀칭 디자인으로
통기성을 높임

간편한 분리
및 청소

제품 사이즈

제품 사양

• 13x11.9x23.9cm

• 340 g

통기성높은펀칭디자인

편리한배수트레이

• 프리미엄고광택 ABS

나이프전용거치대



밍키 수세미 거치대 세제통 홀더

3칸의 분리형
수납 공간

간편한
착탈식 후크

탈부착식
배수용 트레이

배수가 잘 되는
메쉬 바닥

간편한 분리
및 청소

제품 사양

• 21.1x11.7x14.5cm

• 181 g

이동식수저통

편리한배수트레이

• 프리미엄고광택 ABS

칸분리형구조 (3칸)

펀칭 디자인으로
통기성을 높임



I 미용용품

Stying Dock



악세서리
수납 공간

케이블 선을
깔끔하게 정리

3칸의 분리형
수납 공간

스탠드식&행거식
거치 가능

제품 사양

• 25x14x18.5cm (본체)

5.5cm (사이드지름)

8cm (가운데지름)

• 1.36 kg

케이블선정리기능

걸어서거치 가능

• 프리미엄실리콘/ABS

분리형수납공간 (3칸)

실리콘 재질로
NO 스크레치

밍키 프리미엄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고데기거치용실리콘매트포함



수입판매업체 소개



㈜아기와나는 1989년유아용품유통사업을시작한이래육아용품,완구등유아용품전품목으로

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습니다.

2012년에는자사브랜드인‘퍼지(puj)’를, 2015년에는‘아르브(arve)’를성공적으로런칭하는등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하여소비자의 Needs를만족시키는제품들을시장에선보이고있으며

2018년도에는영국의세계적리빙생활용품브랜드인 Minky(밍키)를독점유통하게되었습니다.

회사명 ㈜아기와나

대표자 유종섭

설립일 2004년 3월 1일

소재지 경기도파주지조리읍능안리 76-8
(T. 1588-8746)

홈페이지 www.puj.co.kr
www.mam24.com
www.minkykorea.co.kr

매출실적 85억 / 2017년기준



`

2009 2012 2015

• 남양유업 도소매
유통사업 시작

• ㈜아기와나 법인설립
• 온라인사업 런칭
• 물류센터 확장,이전

• 자사제품제조
• 매출 64억 달성

• 자사브랜드
퍼지(puj) 런칭

• 자사브랜드
아르브(arve) 런칭

2018

• 독점 수입브랜드
밍키(Minky) 런칭

1992년남양유업도소매유통사업시작

1997년유아용품사업영역확대

2004년㈜아기와나법인설립및직영매장오픈

2009년㈜아기와나매출 64억원달성

2010년사옥신축및확장이전

2010년 ISO 9001 품질경영인증

2010년자사쇼핑몰맘24 리뉴얼(www.mam24.com)

2010년㈜아기와나매출 100억원달성

2011년Puj아기욕조국내런칭

2011년경영혁신인증기업

2012년자사제품런칭

2015년자사브랜드아르브(arve) 런칭

2018년수입독점브랜드밍키(Minky) 런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