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게그린배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즙을 만듭니다!

3대째 이어오는 GAP 인증받은
아름답게그린배농장
Three-generation family business
'Beautifully Green Pear' farm with GAP certification

아름답게 그린배는 농사부터 가공까지 OEM이 아닌 직접 제조합니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같은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Beautifully Green Pear do not have OEM deals from farming to processing.
There is rarely a business where producer and seller are identical with each other.
부모님과 함께 귀농해 배 산지로 유명한 영광, 나주에서 16,000평의 땅에 제조제를 쓰지 않은 초생재배를 통해 배를 재배하
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은 광활한 갯벌 수려한 해안을 자랑하고 사철 바다에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바람이 불어서 인
지 배의 당도가 높습니다.
또 한 미생물을 활용해 직접 개발 생산한 영양제로 배의 과육이 단단하며 아삭한 식감이 소문이나 10년 이상 백화점에 납품
한 배 농장입니다. GAP(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과 잔류농약 검사도 거쳐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이 배로 만든 꼬샤꼬
샤 배즙은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기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전남대 원예학 석사 시절 배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배즙의 제조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
들을 위해 HACCP을 갖춘 시설과 ISO22000, 전라남도지사인증, 농촌융복합사업인증, 농공상융합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온 가족의 고집스러움과 정성으로 만든 꼬샤꼬샤와 블롤로는 곧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I returned to farming with parents and gave grown pears through grass planting without using herbicide on
our land of 16,000pyeong in Yeonggwang and Naju, the places famous for pear producer. Yeonggwang in
Jeollanamdo province boasts it's extensive mud flat and picturesque coast, and the pears produced have
a high sugar content as the winds there seem to be rich in minerals from the sea in the four seasons.
I acquired a patent on the basis of my study on pears at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horticulture, putting best efforts to establish confidence of consumers who are not able to
visually verify the production process of pear juice, having and acquiring facilities with HACCP, ISO22000,
certification from the Governor of Jeollanam-do province, rural convergence business certification,
agricultural-industrial-commercial fusion business, R&D department, etcetera.
The Cosha Cosha brand made all of our family's persistence and sincerity is myself in other word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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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Established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Beautifully Drawn Pear' / Entered into AT cyber trading market
Registered a patent [production method of pear juice using young pears and pear juice using the method]

Won ISO9001 certification, Registered a tradmark [Kosha-Kosha]
Selected HIT 500 [Small &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HACCP 인증서

특허증
[배즙 제조공정특허]

특허증
[배즙 제조법특허]

특허증
[배즙 제조법특허]

농산업스타트업 대상

상표등록증
[아름답게 그린배]

상표등록증
[꼬샤꼬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농공상윤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전라남도도지사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상표등록증
[브롤로]

상표등록증
[꼬샤꼬샤 야채주스]

신지식농업인장

ISO22000

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식품부장관상

농식품부장관
표창장

온라인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경진대회 우수상

순천대학교 산학연 R&D 협약 [중기청]

Entered into R&D agreement with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캐나다 KFT 수출, 전라남도지사 인증

Exported to KFT Canada, Certified by the Governor of Jeollanam-do province

ISO 22000 인증,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
Won ISO22000 certification, Certified as rural convergence business

티몬 입점계약, 롯데마트(몰) 입점계약
Concluded the entry contarct with TMON and Lotte Mark(Mall)

HACCP 인증

Won HACCP certification

농협하나로유통 계약, 전남대학교 산학연 협약
Entered into contact with Nonghyup Hanaro Distribution,
Conclud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it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특허등록 [과일즙 제조공정 및 이를 위한 제조장치]

Registered a patent [Production process of fruit juice and producing equipment therefor]

코레일찬들마루 입점계약, 쿠팡 로켓배송입점 계약

Concluded the entry contarct with KORAIL Chandeulmaru,
Entered into contract for Rocket Deilivery Service with Coupang

홈앤쇼핑 홈쇼핑 방송계약
Enter into broadcasting contract for home shopping with Home & Shopping

공영(아임)홈쇼핑 방송계약, 벤처기업 인증
Enter into broadcasting contract for home shopping with Imshopping, Certified as venture business

특허등록 [폴리페놀이 강화된 배즙 제조법]
Registered a patent [The recipe of pear juice contain intensified polyphenol

GAP 인증
Won GAP certification

동신대학교 산학연 협약, 전라남도지사 표창
Conclud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 with Dongshin University,
Won official commendation from the Governor of Jeollanam-do Province

광주 신세계 백화점 설 판매전 참가
Participated in New Year's Special Offer at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Gwangju

우체국 쇼핑 입점 계약
Concluded the entry contract with Post Office Shopping

중국수출 계약

Export contract to China

전라남도지사
표창장

도라지배즙
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배와 국내산 도라지, 생강이 들어가며 100% 착즙하여 맛과 영양까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꼬샤꼬샤즙은 단 한방울의
물(정제수), 설탕, 과당, 인공색소, 인공향료를 넣지 않습니다.

제품명 : 꼬샤꼬샤 도라지배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배(국산)96.95%, 도라지생강액{도라지(국산)40%, 배(국산)30%, 생강(국산)30%}3%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1

가장 안전한 4중 알루미늄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며, 특허받은 배즙제조법을
사용하여 100% 원물 그대로의 순수한 과즙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Cosha Cosha juice has no one drop of water (purified water), sugar, fruit sugar, artificial dyes
and synthetic perfume. It is produced in the most safe four-fold aluminium pouch form, and
patented pear juice production method is used so you may enjoy 100% pure fruit juice

홍삼배즙
국내산 최고급 6년근 홍삼과 배, 그리고 사과의 조화로 건강과 맛을 한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온착즙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다

안전한 4중 알루미늄 파우치 적용

Juice extraction at low temperature staying true to both flavor and nutrition

Applying sfe four-fold aluminium pouch!

폴리페놀 관련 특허받은 기술로 저온 착즙하여 영양분 파괴를
최소화하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살렸습니다.

우리아이가 먹을것이기에 4중 알루미늄 파우치를 적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 꼬샤꼬샤즙은 빛을 차단하여 변색과 변질의 우려가
적고 미생물 번식을 방지해 항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Our patented juice extraction at low temperature technology minimizes
destruction of nutritive substance with relation polyphenol stays true to
both flavor and nutrition!

Your child may drink our juice. So, we applied out-fold aluminium pouch for Cosha Cosha
Bellflower Root Pear Juice to enhance safety. You can keep it fresh at any time as it blocks
light to prevent spoiling and discoloration as well as promotes antimicrobial activity.

인위적인 당류, 합성착향료, 인공색소 등 무첨가

HACCP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No artificial sugars, flavoring and coloring

Safe and hygienic in HACCp-certified facility

설탕, 올리고낭 등 인위적인 당류는 물론 정제수, 합성착향료,
인공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HACCP인증을 획득한 제조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식
품의 가장 기본인 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We produces our juice without adding any artificial sugars such as
sugar and oligosaccharide as well as purified water, and artificial
flavoring and coloring.

We hace enhanced the level of safety and hygiene, the very basics of
food processing in out HACCp- certified facility.

제품명 : 꼬샤꼬샤 홍삼배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배(국산)98.7%, 사과농축액(72Brix, 사과과즙5%, 국산)1%, 홍삼농축액(6년근,고형분60%
이상, 홍삼성분 70mg/g 이상, 국산)0.3%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3

아로니아
눈에 좋은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왕인 아로니아와 배가 만나 영양과 달콤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제품명 : 꼬샤꼬샤 아로니아배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배(국산)98%, 아로니아농축액(65Brix, 아로니아 과즙으로 8.6%, 폴란드산)2%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2

스트롱 야채주스
양배추, 배, 사과, 당근, 그리고 새싹보리까지 담아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신체영양밸런스 유지
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제품명 : 꼬샤꼬샤 스트롱 야채주스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배(국산)32%, 양배추(국산)32%, 사과(국산)30%, 당근혼탁농축액(35Brix,당근즙으로 24.91%,
당근99.65%(국산), 구연산, 비타민C)5%, 새싹보리(국산)1%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7

뉴도라지배즙
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배와 국내산 도라지, 생강이 들어가며 100% 착즙하여 맛과 영양까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정보없음X

체험페이지

체험페이지

사과즙
국내에서 자란 최상급 품질의 좋은사과로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롤로즙은 단 한방울의
물(정제수), 설탕, 과당, 인공색소, 인공향료를 넣지 않습니다.

제품명 : 브롤로 리얼착즙 사과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사과(국산)100%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10

가장 안전한 4중 알루미늄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며, 특허받은 배즙제조법을
사용하여 100% 원물 그대로의 순수한 과즙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Cosha Cosha juice has no one drop of water (purified water), sugar, fruit sugar, artificial dyes
and synthetic perfume. It is produced in the most safe four-fold aluminium pouch form, and
patented pear juice production method is used so you may enjoy 100% pure fruit juice

양배추즙
해풍맞은 제주산 양배추와 달달한 사과가 들어있어 거부감 없는 달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온착즙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다

안전한 4중 알루미늄 파우치 적용

Juice extraction at low temperature staying true to both flavor and nutrition

Applying sfe four-fold aluminium pouch!

폴리페놀 관련 특허받은 기술로 저온 착즙하여 영양분 파괴를
최소화하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살렸습니다.

우리아이가 먹을것이기에 4중 알루미늄 파우치를 적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 꼬샤꼬샤즙은 빛을 차단하여 변색과 변질의 우려가
적고 미생물 번식을 방지해 항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Our patented juice extraction at low temperature technology minimizes
destruction of nutritive substance with relation polyphenol stays true to
both flavor and nutrition!

Your child may drink our juice. So, we applied out-fold aluminium pouch for Cosha Cosha
Bellflower Root Pear Juice to enhance safety. You can keep it fresh at any time as it blocks
light to prevent spoiling and discoloration as well as promotes antimicrobial activity.

인위적인 당류, 합성착향료, 인공색소 등 무첨가

HACCP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No artificial sugars, flavoring and coloring

Safe and hygienic in HACCp-certified facility

설탕, 올리고낭 등 인위적인 당류는 물론 정제수, 합성착향료,
인공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HACCP인증을 획득한 제조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식
품의 가장 기본인 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We produces our juice without adding any artificial sugars such as
sugar and oligosaccharide as well as purified water, and artificial
flavoring and coloring.

We hace enhanced the level of safety and hygiene, the very basics of
food processing in out HACCp- certified facility.

제품명 : 브롤로 리얼착즙 양배추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양배추(국산)99%, 사과농축액(72Brix, 사과과즙 5%, 국산)1%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9

양파즙
신선한 토양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양파로 만들어 진하고 건강합니다.
제품명 : 브롤로 리얼착즙 양파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양파(국산)100%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12

호박즙
청정지역에서 자라 튼튼하고 맛있는 늙은호박으로 만들어 깊은맛이 나는 100% 착즙 호박입니다.
제품명 : 브롤로 리얼착즙 호박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호박(국산)100%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12

홍도라지배즙
영양가득 건강한 홍도라지와 달콤한 배가 만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진짜 도라지배즙 입니다.
제품명 : 브롤로 리얼착즙 홍도라지배즙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업소명 및 소재지 : 아름답게그린배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원재료명 : 배(국산)95%, 도라지(국산)4.9%, 홍도라지농축액(고형분0%이상, 국산)0.1%
품목보고번호 : 201205270658

체험장 카페
외/내부 사진

체험장
프로그램

홈쇼핑&마트

후기 (2020.03.18일 네이버, 우체국, 카카오 후기 기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주스!
SNS(인별그램)고객후기 / 매월 이벤트 실시

다양한 영양소를 가득 채워 안전하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답게그린배의 전제품은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소명이자 소비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197, Bokho-ro, Gunseo-myeon, Yeonggwa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Tel I +82-70-4203-7161 (070-4203-7161) Homepage I www.migreenpear.com
Smart Store I smartstore.naver.com/coshamom197 Instagram I @coshap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