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훈
·

“과거에는 감사
현재에는 신뢰
미래에는 희망”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종이 판매로 시작해 일찌감치 물류를 지원하는
골판지 상자 제조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혁신과
도전을 계속하는 신고슈 주식회사가 항상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 현재에는 신뢰 미래에는 희망”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한 이 말은 위대한 교육자 아마노 데이유 씨에게서
사훈으로 받은 것입니다. 역사를 쌓아 온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의
자신과 주위 사람들, 환경을 신뢰하며 미래에 커다란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자.
이 용기 있는 메시지는 우리 마음의 기둥이자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미래로 진화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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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슈 주식회사 회의실에 걸려있는 아마노 데이유 씨 친필 사훈.
창업 25 주년 때, 당사 2 대째 사장인 고 나카가와 스가오가
간절히 부탁하여 받은 휘호입니다.
아마노 데이유 씨 약력 一 1884 년 가나가와현 출생.
1950 년 제 3 차 요시다 내각의 문무 대신으로 취임. 1961 년 문화공로자.
1964 년 돗쿄대학 창설, 초대 학장이 되다. 1980 년 사망, 향년 96 세.

경영이념

사람을 소중히
신고슈는 “사람을 소중히”를 기본으로 항상 새로운 가치 창조와 풍요로운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1.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사람’이란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뿐 아니라 비즈니스

서서 행동하고 관련된

파트너, 지역 사회의 사람들, 나아가 신고슈 주식회사

모든 사람을 소중히

사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족, 즉 당사에 관련된 모든

여깁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고슈 주식회사는 서로를

2. 새로운 가치 창조에

존중하면서 신뢰의 정을 쌓고 행복과 꿈의 실현을 향해

도전하여 고객에게 먼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택받는 서플라이어를

동시에 환경 선진현인 시가현에 자리 잡은 기업으로서

목표로 합니다.

자연환경에도 배려하면서 풍요로운 사회 발전과 삶의

3. 사회 규칙을 지키고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을

따라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영 자원”으로 삼아

아끼며 풍요로운 미래

인재 육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의식 개혁에 힘써

사회에 공헌합니다.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경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행동의 원점
우리 신고슈 주식회사는 항상 전진하는 자세를 행동의

전도양양

원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목적・목표를 갖자）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해 온 자부심과 실적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용기늠름

생기 넘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자주적으로

목표를 갖고 창의와 도전 정신을 발휘하면서 “역시

행동하자）

신고슈”라고 인정받는 오리지널 기술 개발과
틈새시장에서의 온리원을 지향합니다!

자유활달

신고슈 주식회사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십시오.

（밝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소신표명
인사 말씀

선배들이 쌓아 온 역사,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면서 혁신과 도전을 이어온 지 70 년.
신고슈 주식회사는 다양한 사업 영역을
네트워크화하여 가치 있는 정보와 편리성을 제일로
두고 ‘없어서는 안 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성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특유의 ‘정보력’, ‘판매력’, ‘제조력’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사장
모리 가즈유키

Eco Material
제품, 사람,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및 물류의 종합 프로듀스
고객의 요구와 과제를 상세하게 듣고 최신 정보와 풍부한 경험, 실적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기획 및 설계에서 제조, 가공, 애프터 서비스까지 품질 유지, 보관,
수송 효율을 추구한 최적의 플랜과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공장 자재

중량물 진공성형 트레이

롤박스 팰릿∙메시 팰릿

완충재 가공품
물류 자재
보호 필름

포장 자재

단프라 가공품

기획

포장 상자

래미네이트 필름

골판지 상자

강화 골판지 상자

플렉소 폴더 글루어 ‘팔콘’
수지 팰릿∙컨테이너

가공 기술

Industrial Material
개발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제안
각종 분야 및 제품 특성 등에 맞춘 부가가치가 높은 자재를 개발, 제조, 판매.
다양한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전용 기계 및 클린 룸 등도 완비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산업∙공업
자재

토목 자재

주택 자재

투습 방수 시트

UV 프린트

신고슈 주식회사
[본

사] 우 526-0111 시가현 나가하마시 가와미치초 759-3(비와 공업 단지 내)
TEL: 0749-72-8100 (대）FAX:0749-72-8101

영업소
［도쿄 영업소］ 우 103-0006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토미자와초 9-10(이나무라빌딩 7 층）
TEL: 03-5651-7801(대）
FAX: 03-5641-0201
［오사카 영업소］ 우 532-0003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 3-3-34
(신오사카 DOI 빌딩 7 층)
TEL: 06 4807-3412(대) FAX: 06-4807-4829
［릿토 영업소］ 우 520-3031 시가현 릿토시 헤소 1-17-8(릿토시티빌딩 3 층）
TEL: 077-552-3556(대) FAX: 077-552-3557
［이치노미야 영업소］ 우 491-0835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아즈라 1-4-1
TEL: 0586-75-1080(대) FAX: 0586-75-1081
［가고시마 영업소］ 우 899-5117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하야토초 미쓰기 1300-2
(Dragon Port88 2 층)
TEL: 0995-44-7191(대)
FAX: 0995-44-7192
［기타칸토 영업소］ 우 360-0035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가와라초 2-44
［후쿠시마 영업소］ 우 963-8822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쇼와 2-22-18
공장
［본사 공장］

우 526-0111 시가현 나가하마시 가와미치초 759-3
TEL: 0749-72-8400(대) FAX: 0749-72-8456
［히노 공장］
우 529 1610 시가현 가모군 히노초 오쿠노이케 692-3
TEL: 074 8-53-2456(대)
FAx: 0148-53-1195
［나가하마 공장］
우 526-0045 시가현 나가하마시 데라다초 151-1
TEL: 0749-64-3939(대) FAX: 0749-64-3535
［호쿠리쿠 공장］
우 919-0404 후쿠이현 사카이시 하루에초 니시나가타 52-11-1
TEL: 0776-72-1700(대)
FAX: 0776-72 1460
［하마마쓰 공장］
우 438 0211 시즈오카현 이와타시 히가시히라마쓰 433
TEL: 0538-66-6121(대)
FAX: 0538-66-1257
관련회사
신고슈서비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 파스
신고슈한국 주식회사

우 526-0061 시가현 나가하마시 기온초 160
TEL: 0749-68-l740(대) FAX: 0749-68-1741
우 529-1610 시가현 가모군 히노초 오쿠노이케 692-3
TEL: 0748-53-2456(대) FAX: 0748-53-11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60 팔레스 202 호
(서초동, 팔레스빌딩), 06616
TEL: +82-2-593-3852, 532-3851 FAX: +82-2-532-3856
.

신고슈 주식회사
SHINGOSHU CO.，LTD.
HEAD OFFICE :
759-3 KAWAMICHI-CHO NAGAHAMA-CITY SH1GA-PREFECTURE JAPAN
http://www.shingoshu.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