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원, 세계인과 함께 마시는 한국의 차
Since 1992

한국의 차와 식음료가 세계 식품문화에서 하나의 고전(古典)이 될 때까지
좋은 차와 식음료를 만드는 노력을지속하겠습니다.

www.nokchawon.co.kr

Enjoy Korean tea and beverage with Nokchawon

1990

年代

1992

녹차원설립
1992 绿茶园成立
Established Nokchawon

1997

녹차원㈜ 법인전환
变更为绿茶园（株）法人
Incorporated Nokchawon Co., Ltd

2000

年代

2001

금산공장 설립
锦山工厂建成
Operation of 1st Guemsan factory

2003

친환경다원 조성사업 시작
绿色茶园项目启动
Started organic green tea farm complex

2006

차전문점 티스타일 사업시작 / ISO22000, HACCP 획득
茶专营店 Tea Style项目启动/ 获得ISO22000, HACCP认证
Established T-STYLE (speciality tea franchise)
Acquired ISO22000(FSMS), HACCP certificate

2007

사천공장 설립 / 월드비전 나눔협약
泗川工厂建成 / 加入世界展望会分享协约
Operation 2nd Sacheon factory /
World vision donation campaign

2008

USDA-NOP, EU2092/91 획득
获得USDA-NOP, EU2092/91认证
Acquired USDA-NOP / EU2092/91 Organic

2010

年代

2010

안성공장 설립
安城工厂建成
Operation of 3rd Anseong factory

2011

베트남 지사 설립
越南分公司成立
Established a branch in Vietnam

2013

포천공장 설립
抱川工厂建成
Operation of 4th Pocheon factory

2016

FSSC22000 획득
获得FSSC22000认证
Acquired FSSC 22000 certificate

녹차원,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한국의 차(茶)와 식음료
녹차원은 1992년 차류(Tea products)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국내 친환경 차류부문을 선도해왔고,
세계 주요 무대에서 글로벌 티메이커들과 경쟁하며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와 식음료가 세계 식품문화 에서 하나의 고전(古典)이 될 때가지
좋은 차와 식음료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njoy Korean tea and beverage
with Nokchawon
Nokchawon was founded in 1992 to increase the presence of tea culture in Korea.
Inspired by a pure passion of tea, Nokchawon has become a pioneer producer, marketer and exporter of drinks in Korea.
Nokcha is translated as “Green tea” itself and symbolizes nature. Combined word of “Green tea” with “One” signifies the best
and togetherness. Starting with green tea, we swiftly expanded our product line to combine both modern and traditional teas and
other custom-made products. Our endeavor is to provide superior quality to our customers across the globe.
Thus, Nokchawon provides complete satisfaction for customers at the level of high quality, product assurance,
competitive price and packing customization.

绿茶园，与全球人们共享的
韩国茶和食品饮料
绿茶园是1992年成立的茶类（Tea products）专营企业，在韩国绿色茶类企业中一直处于领先地位，
在世界舞台上与全球性茶类生产企业竞争，向全世界展示韩国茶的优秀之处。
我们将不懈努力，制造出更好的茶和更优质的食品饮料，
让韩国茶和食品饮料成为世界食品文化界的经典。

서울본사

보성다원 & 사천다원

금산공장

사천공장

안성공장/물류센터

포천공장

首尔总部
Seoul Headquater

宝城茶园&泗川茶园
Sachun factory

锦山工厂
Geumsan factory

泗川工厂
Sachun factory

安城工厂/物流中心
Anseong factory

抱川工厂
Pocheon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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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용

Certificate
认证项目

녹차원은 유기가공인증과 미국 농무부(USDA-NOP), 유럽연합(EU2092/91 Organic) 인증등록된 기업이며,
HACCP 인증(침출차, 고형차, 액상차)으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绿茶园是美国农业部、欧盟有机农产品加工认证注册企业，
并获得HACCP认证（浸泡茶、固体茶、液体茶），生产的食品让人更放心。
Throughout many years of business, Nokchawon has secured whole nationwid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Hyper markets, CVS, Department store, etc in Korea. Moreover, we have expanded our distribution networks to
meet worldwide customers of more than 20 countries in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etc.

나눔 캠페인,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나눕니다.
녹차원은 창립 15주년(2007년) 기념사업으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녹차원의 나눔은 차 한잔으로 맛있는 식수를 즐길 수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한잔의 차마다 일정액을 적립하여
오염된 물조차 부족한 아프리카의 식수위생사업을 후원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입니다.
녹차원의 식수위생사업은 월드비전의 식수위생사업 중 주로 70m 이상의 깊이를 가지는 깊은 우물(Borehole) 형태의 사업을 후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고갈 우려가 적은 안전한 식수원을 제공하여, 식수부족과 수인성 질병에서 기인하는 높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후원을 받는 지역에 주민 스스로가 식수위원회를 선출하도록 하고, 위생훈련 및 유지보수장비세트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식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SR campaign “Sharing”— We share clean water with Africa.
Nokchawon has kicked off a sharing campaign with World Vision,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as commemoration for the business’ 15th anniversary (2007). Nokchawon sharing campaign is a good green consumption campaign aimed
at backing up the drinking water and hygiene project for Africa, where even polluted water is insufficient, by sav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for each cup of tea with consumers who can enjoy delicious drinking water with a cup of tea.
The drinking water and hygiene business by Nokchawon mainly supports a project for over 70m deep wells of World Vision’s drinking water and
hygiene projects. By doing so, we can reduce the high death rates caused by insufficient drinking water and water-borne diseases, by supplying
safe drinking water sources with little likelihood of being depleted for areas that we take care of.
World Vision allows residents in areas where they are supported by the NGO to select a drinking water committee and continuously helps keep
drinking water sources intact by executing hygiene training and providing maintenance equipment sets.

公益活动，与非洲分享洁净的水资源
为纪念绿茶园成立15周年，绿茶园与世界非政府组织（NGO）世界展望会合作，开始参与公益活动。
绿茶园的公益活动属于友善消费活动，与饮用美味茶水的消费者们一起参与，每卖出一杯茶就捐赠一定金额的公益积金，
用于援助连污水都短缺的非洲的卫生饮水项目。
绿茶园的卫生饮水项目援助的是世界展望会卫生饮水项目中打造具有70m以上的深井(Borehloe)的项目，通过该项目，
可以为当地提供低枯竭危险的安全饮水源，从而降低因饮水不足或水污染引起的高死亡率。得到世界展望会援助的地区，
由居民自行选举饮水委员会，我们帮助他们进行卫生训练，并提供维护修理装备，保证饮水资源能够永不断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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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영역

Distribution Channel
经营范围

녹차원은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제품을 찾는 백화점, 마트, 슈퍼체인, 면세점, H&B스토어, 호텔,
유기농 전문점, 카페체인, MRO기업, 식품제조기업, 식품원료소싱기업, 직영 차전문점 티스타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녹차원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绿茶园通过多种渠道为消费者提供多种产品和服务，包括销售高等产品百货商店、超市、连锁超市、免税店、H&B商店、
酒店、有机农产品专营店、连锁咖啡店、MRO企业、食品生产企业、食品原料供应企业、茶类直营店Tea Style。

Throughout many years of business, Nokchawon has secured whole nationwid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Hyper markets, CVS,
Department store, etc in Korea. Moreover, we have expanded our distribution networks to meet worldwide customers of more than
20 countries in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etc.

세계의 명차들과 함께 다양한 다기와
액세사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녹차원의 새로운 차 전문점으로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차쇼핑 명소입니다.
绿茶园新设茶类专营店，
在此您可以找到各种世界名茶和多样的茶具和饰品，
在外国消费者中颇负盛名。

It is a new tea specialty shop of Nokchawon which
can meet various tea ceremonies and accessories
together with famous tea from around the world.
It is a famous ea shopping spot for foreigners.

해외수출현황
Export status
海外出口现况
Azerbaijan

LAOS

해외 유통 파트너

외 다수
Etc

Overseas distributor
海外流通合作伙伴

多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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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기능성 식품

Food ingredients / functional food
食材/功能性食品

고객을 위한
최선의 식재료 솔루션
녹차원은 푸드서비스 기업들이 고객분에게 최선의 식음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음료용 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차원은 해외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나, 국내외 카페프렌차이즈나 식자재,
식품기업의 안전한 원료공급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best ingredients solution for our customer
Nokchawon provides a variety food and beverage ingredient, including teas to help food service companies provide the best food
and beverage solution for their customers. We serve as a safe and reliable raw material supply partner for overseas famous brand
products, domestic and overseas cafe franchises, food materials and food companies.

为了客户提供最佳的食品饮料
为了让食品生产企业能够向顾客提供最佳的食品饮料，绿茶园还在生产包括茶类在内的多种食品饮料的食材。
绿茶园是海外著名品牌产品和国内外咖啡连锁店及食材食品企业的安全原料供应商。

해외
유명 브랜드

원료공급
파트너 녹차원

국내외
프렌차이즈

Overseas
famous brand

Raw material
supply partner

Domestic and
overseas franchises

海外著名品牌

原料供应商绿茶园

国内外连锁店

유기농 녹차

Organic Green Tea
有机绿茶

국내산유기농녹차 우전·중작·작설 50g (잎차), 10티백 (피라미드티백)
Organic Green Tea Woojeon/Jungjak/Jaksul 50g (Whole leaves, Pyramid Teabag 10T)
韩国产有机绿茶 雨前中雀雀舌 50克 （茶叶），10茶包（金字塔型茶包）
뛰어난 품질의 유기농 찻잎만을 담아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감칠 맛이 뛰어난 잎녹차와 피라미드 티백입니다.

Teas in Pyramid teabag have a greater surface area and steep quickly and efficiently than standard teabag.
They offer the added convenience besides a feeling of harmony between the taste and the scent of tea.
叶类绿茶和金字塔型茶包，只选用高品质有机茶叶，香气淡雅，口味柔和

국내산유기농순수녹차 25티백, 50티백 / 국내산유기농현미녹차 50티백, 100티백
Oraganic Green Tea 25T/50T(Teabag) / Organic green tea with brown rice 50T/100T(Teabag)
韩国产纯有机绿茶 25茶包，50茶包/韩国产有机玄米绿茶 50茶包，100茶包
국내산 유기농 100%만을 담은 티백녹차입니다. 깔끔한 녹차를 원하실 때는 유기농 순수녹차를,
깔끔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원하실 때는 유기농 현미녹차를 선택하세요.

Green tea with brown rice combines benefits of the two.
It is an excellent source of fiber and vitamins which reduce risk of heart disease and prevent constipation.
100%选用韩国产有机农产品的绿茶茶包，想喝纯净绿茶就选纯有机绿茶
想要纯净甘甜的味道，就选有机玄米绿茶

국내산유기농가루녹차 / 50g
Organic Matcha / 50g
韩国产有机绿茶粉/50克
엄선된 유기농 찻잎만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만든 유기농 100% 가루녹차입니다. 가루녹차의 색과 향이 살아있으며,
가루녹차 전용용기에 담아 편의를 더한 제품입니다. 녹차아이스크림, 녹차빵 등과 같이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에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organic matcha is made by finely grinding only selected organic tea leaves. Not only does the powered green tea has
lively color and scent. but also by putting the powder in its special container, it enhanced the convenience.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foods using green tea such as ice cream and bread.
严选有机茶叶，做成细粉，是100%的有机绿茶粉。绿茶粉色香兼备，放入绿茶粉专用容器中，
更添便宜。还可用于制作绿茶冰激淋、绿茶面包等含绿茶的食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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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차

Organic Tea
有机茶

유기농유자차 300g / 480g / 550g
Organic citron tea 300g / 480g / 550g
有机柚子茶 300克/480克/550克
따뜻한 남해의 햇살을 받고 자란 국산 유기농 유자를 담아 유자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뛰어납니다.

Organic citron tea has sweet and savory taste with Korean citron grown in the warm sunshine of Namhae province.
选用在温暖南海阳光下生长的韩国产有机柚子，柚子的香气和甘甜更为突出。

유기농허브차5종(피라미드백)
5 species of Organic herb tea (Pyramid bag)
有机花草茶5种（金字塔型茶包）
유기농로즈마리허브티/유기농캐모마일허브티/유기농페퍼민트허브티/유기농루이보스허브티/유기농라벤더허브티

Organic rosemary herb tea / Organic chamomile herb tea / Organic Rooibos herb tea /
Organic lavender herb tea / Organic pepermint herb tea
有机迷迭香花草茶/有机黄春菊花草茶/有机薄荷花草茶/有机路易博士花草茶/有机薰衣草花草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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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와 가루녹차

Green tea and Green tea powder
绿茶和绿茶粉

작설중작증제차 50g, 작설덖음차40g (지관)
Jaksul Steamed tea 50g, Jaksul Roasting tea 40g (Paper sleeve)
雀舌中雀蒸制茶50克，雀舌炒制茶40克（纸装）
부드럽고 깔끔한 증제차와 깊고 진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덖음차를 담은 잎차제품입니다.

Steamed tea has soft and clean taste, Roasting tea has deep and rich flavor.
茶叶类产品，包括口味柔和纯净的蒸制茶和回甘悠长浓郁的炒制茶。

맛있는녹차 작설 10티백 (피라미드백)
Delicious jaksul tea 10T (Pyramid bag)
美味绿茶雀舌10茶包（金字塔型茶包）
맛있는 녹차 작설은 어린 잎 녹차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잎차 맛을 즐기실 수 있는 피라미드백 녹차입니다.

Delicious Jaksul tea is green tea with Pyramid bag type that can enjoy its soft and mellow taste.
金字塔型绿茶茶包选用美味的绿茶雀舌嫩叶，口味淡雅柔和。

제주의 봄 작설차 50t, 한라산 작설차 100t
Spring of Jeju Jaksultea 50T, Halla mt. Jaksultea 100T (Teabag)
济州之春 雀舌茶 50茶包，汉拿山 雀舌茶 100茶包
제주의봄 작설차와 한라산 작설차는 제주에서 자란 여린 잎 녹차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기실 수 있는 티백녹차입니다.

Spring of Jeju Jaksul tea and Halla Mountain Jaksul tea is green tea that can enjoy soft and
mild flavor of young leaf of green tea.
济州之春雀舌茶和汉拿山雀舌茶选用济州生长的茶树嫩叶，茶包单独包装，香气淡雅，口感柔和。

순수가루녹차 50g
Green tea powder 50g
纯绿茶粉 50克
국내산 엄선된 녹차만을 골라 만든 프리미엄 말차입니다.

It is premium green tea powder by only using selected green tea.
严选韩国产绿茶制作而成的高级抹茶。

그린티올레
Green tea OLLE (Pyramid bag)
偶来绿茶
그린티올레는 차를 통해 다양한 풍경의 길을 걸어보는 것 같은 마음의 정경과 차의 경험을 선사하는 티브랜드입니다.

Green tea OLLE is a tea brand presenting the pleasure of imaginations like walking on the roads
of various scenes together with experience of an exquisite tea.
金字塔型绿茶茶包选用美味的绿茶雀舌嫩叶，口味淡雅柔和。

‘순수녹차’ 마음의 휴식 녹차밭 사잇길 / ‘로즈페탈녹차’ 매혹적인 장미정원길 / ‘쟈스민녹차’ 꽃이 필 향긋한 돌담길 /
‘도라지생강녹차’ 도라지와 생강을 심은 향긋한 밭둑길

“Pure green tea” Relaxation of mind, Green tea field Trail / “Rose petal green tea” Fascinating rose garden /
“Jasmine green tea” Stone wall with blooming flower / “Bellflower root and ginger green tea”
“纯正绿茶” 心灵的休憩，茶园小路 / “玫瑰叶绿茶” 充满魅力的玫瑰庭院之路 / “茉莉花绿茶” 开满鲜花，香气四溢的石头墙边小路 /
“桔梗生姜绿茶” 种满桔梗和生姜的香气四溢的田间小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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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차

Korean traditional tea
传统茶

국내산 현미녹차 20티백 / 50티백 / 100티백
Green tea with brown rice 20T / 50T / 100T
韩国产玄米绿茶 20茶包 /50茶包/100茶包
‘국내산 녹차’와 ‘국내산 현미’만을 사용한 뛰어난 품질의 현미녹차입니다.
국내산 녹차의 깔끔함과 국내산 현미의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풍부한 향과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녹차입니다.

It is an excellent quality brown rice green tea using only “Korean green tea” and “Korean brown rice”. It is a green tea
that can enjoy rich scent and savage taste
优质玄米绿茶只选用“韩国产绿茶”和“韩国产玄米”制作而成。将韩国产绿茶的纯净和韩国产玄米的柔和完美融合，可以品尝到层次丰富的香味。

메밀차 20티백 / 40티백 / 100티백
Buckwheat tea 20T / 40T / 100T
荞麦茶 20茶包/40茶包/100茶包
엄선된 메밀만을 사용하여 구수한 맛과 풍부한 향이 뛰어난 메밀차입니다.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눈 건강에 좋은 차로 유명합니다.

Buckwheat tea, also known as soba tea, has a rich nutty aroma and unique flavor.
Buckwheat tea helps regulate water balance in the body and keeps the digestive tract running smoothly.
Its high protein and mineral content helps curb appetite by making you feel fuller, longer so, it is used as a part of weight loss plan.
荞麦茶只使用经过严格筛选的荞麦，口味香甜，香气丰富，含有丰富的叶黄素，是一种利于眼睛保护的名茶。

옥수수수염차 20티백 / 50티백 / 100티백(Teabag)
Corn silk tea 20T / 50T / 100T
玉米须茶 20茶包/50茶包/100茶包（Teabag）
국내외의 여성분들에게 인기있는 소재인 옥수수수염에 누룽지, 옥수수 등 천연 차 원료만을 더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옥수수수염차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녹차원 옥수수수염차는 추출물 등을 첨가하지 않으며, 녹차원 특유의 블렌딩 기술로 더욱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Corn silk, the white and brown tipped tassels, it may help in the treatment of urinary tract infections, cystitis, prostatitis and help lower blood pressure.
And it assists weight-loss by flushing our accumulated toxins in the body.
玉米须在国内外女性中间都非常有人气，在玉米须中加入锅巴、玉米等天然茶原料，制作出符合韩国人口味的玉米须茶，是一款香气和口味兼备的产品。
绿茶园玉米须茶不添加任何提取物，采用绿茶园独有的混合技术，使茶味更香甜绵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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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차

Health functional tea
健康茶

우엉차 40티백 / 100티백
Burdock tea 40T/100T(Teabag)
牛蒡茶 40茶包/100茶包
녹차원 우엉차는 엄선된 우엉원료를
녹차원의 블렌딩으로 더욱 맛있게 만든 웰빙티입니다.

Nokchawon Burdock tea is well-being tea
more delicious made by blending selected
burdock with special method of Nokchawon.
绿茶园牛蒡茶使用经过严格筛选的牛蒡原料，
采用绿茶园混合技术制成，是一款更加美味的保健茶。

국내산 둥굴레차 40티백 / 81티백 / 100티백
Solomon’s seal tea 40T / 81T / 100T-(Teabag)

웰빙프로젝트헛개나무차 40티백
Oriental raisin tree tea 40T (Teabag)

韩国产玉竹茶 40茶包/81茶包/100茶包

保健项目枳根茶 40茶包

국내산 100% 차원료만을 담아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운 뒷맛이
뛰어난 둥굴레차입니다. 냉, 온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차원 헛개나무차는 헛개나무에 다양한 차원료를
블렌딩하여 남성분들에게 인기있는 차입니다.

Solomon’s seal is one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al roots and has smooth
grain flavor as a tea. Solomon’s seal tea offers other benefits beyond its power
to relieve injuries with wounds reduce inflammation and clear up lungs.
It helps lower blood pressure, increase mental clarity, concentration and stamina.

Oriental Raisin tree tea is popular for men
by blending various tea ingredients to
oriental raisin tree.

玉竹茶只选用100%韩国产茶原料，口味香甜，回甘柔和，
可冷水冲饮也可温水冲泡。

绿茶园枳根茶将枳根和各种茶原料混合，
是一款广受男性消费者喜爱的茶。

국내산감잎차 40티백
Persimmon leaves tea 40T (Teabag)
韩国产柿子叶茶 40茶包
국내산 감잎차는 국내의 감나무에서 채취한 엄선된
감잎만을 담아 감잎 특유의 섬세하고 은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Persimmon leaves tea is a product that can
enjoy own delicate flavor by using selected
persimmon leaves as from persimmon tree.

도라지차 40T
Balloon flower tea 40T

韩国产柿子叶茶只选用从韩国柿子树上采摘的叶子，
后经严格筛选制成，有柿子叶特有的纤细淡雅香气。

桔梗茶 40茶包
국내산 도라지로 만들어 도라지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It is made from Korean “Balloon” flower, also known as Bellflower.
Balloon flower tea has been brewed in East Asia for centuries with its
holistic medicinal properties and terrific taste.

국내산뽕잎차 40티백
Mulberry leaves tea 40T (Teabag)

选用韩国产桔梗制成，桔梗固有的口味和香味更为突出。

韩国产桑叶茶 40茶包
녹차원 뽕잎차는 엄선된 국내산 뽕잎만을 담아
뽕잎차 특유의 구수함과 풍부한 성분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Mulberry leaves tea is a product that can enjoy
own savory taste and enriched component.
绿茶园桑叶茶只选用韩国产桑叶，有桑叶特有的香气，
并含有丰富的营养成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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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차

Herb tea
花草茶

허니스토리

Honeystory
甜蜜故事

허니스토리는 꿀이 더해진 맛있는 차와 식품에 부여되는 브랜드입니다.
허니스토리를 통해 허니와 조화 된 다양한 달콤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Herbal tea with honey is made by delicate blending for unique flavor and rich aroma as special edition.
You can enjoy it simple taste of full-bodied sweet taste by control brew time as your preference.
甜蜜故事品牌适用于添加蜂蜜美味的茶叶，同时也是一种食品品牌，
选择甜蜜故事可以品尝到与蜂蜜相融合的各种甜蜜味道。

캐모마일허니티 20티백
Chamomile tea with honey 20 Teabag

루이보스바닐라허니티 20티백
Vanilla Rooibos tea with honey 20 Teabag

黄春菊蜂蜜茶 20茶包

路易博士香草蜂蜜茶 20茶包

향긋한 캐모마일과 달콤한 꿀을
섬세하게 블렌딩하여 허브차와 꿀의 달콤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허니티입니다.

남아프리카 레드티 루이보스와 바닐라,
달콤한 꿀을 섬세하게 블렌딩하여 허브차와 꿀의
달콤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허니티입니다.

The blending of chamomile and honey is
very famous for deep rich honey aroma
and tastes.

The blending of rooibos, vanilla and honey
offers sweet and delicious tastes and aroma
of South Africa.

该蜂蜜茶将清香的黄春菊和香甜的蜂蜜细腻混合，
可同时享受到花草茶和蜂蜜的香甜。

南非红茶--路易博士和香草，与香甜细腻的蜂蜜混合而成，
可同时享受到花草茶和蜂蜜的香甜。

쟈스민차 20티백
Jasmine pearl tea 20 Teabag

캐모마일허브차 20티백
Chamomile tea with honey 20 Teabag

茉莉花茶 20茶包

黄春菊花草茶 20茶包

우롱차 찻잎에 쟈스민을 더해 은은하고
화사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가진 중국명차입니다.

캐모마일은 달콤한 향을 가진 허브차로
알려져 있으며 신선한 향을 가진 페퍼민트나
로즈마리와 블렌딩을 하여 허브차를 즐기기도 합니다.

Jasmine pearl is the most popular type of jasmine
tea and is matched up with oolong tea.
Once put in to the cup, the flowers open and
release aroma into the tea with a light, floral,
refreshing, natural, jasmine taste.

Chamomile tea is an herb that comes from
a flowering plat from the daisy family.
The best know is its ability to relieve insomnia
and help you relax.

乌龙茶茶叶中加入茉莉花，口味淡远，
香气四溢，口感柔和，是中国名茶。

黄春菊有甜甜的香味，作为一种花草茶广为人知，
可与香气清新的薄荷或迷迭香混合制成花草茶饮用。

로즈마리허브차 20티백
Rosemary herb tea 20 Teabag

이슬차 20티백
Hydrangea tea 20 Teabag

迷迭香花草茶 20茶包

露珠茶 20茶包

녹차원 로즈마리 허브차는 은은하고 상쾌한 향을
즐기실 수 있는 허브차입니다.
로즈마리는 특유의 신선한 향으로 대표적 모닝티로도 알려져
있으며 개운한 뒷맛과 함께 열을 가해도 향이 보존되어 허브
향신료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허브입니다.

천연의 단 맛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수국잎으로 만든 차입니다.
수국차, 감로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Hydrangea tea is a medicinal herb that produces a naturally
sweet taste. The natural sweetness is effective for diabetes
and also can be used as natural sweetening alternative for sugar.
It also help lose weight by fighting constipation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Rosemary is widely renowned as a culinary herb as well as
fragrance in cosmetics. Rosemary herb tea is made with
premium-quality rosemary leaves and exudes the distinct
flavor and aroma that have many rosemary a culinary favorite.

由带有自然甜味的八仙花叶制成，
八仙花茶也被人们叫做甘露茶。

绿茶园迷迭香花草茶是一款香味淡远、口味清新的花草茶，
迷迭香作为具有代表性的晨间茶以它清新的香味广为人知，
余味舒畅，加热后香气不易散开，还可用作香料，
是具有代表性的花草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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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차

Herb tea
花草茶

루이보스허브차 20티백
Rooibos herb tea 20 Teabag

국화차 20티백
Chrysanthemum tea 20 Teabag

路易博士花草茶 20茶包

菊花茶 20茶包

RED TEA로도 알려진 루이보스를 담은 허브차로,
여성분들께 인기가 높은 차입니다.

국내에서 자란 국화꽃송이를 담아
국화차의 아름다움과 청아한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Rooibos has been popular for clinical purpose
in the case of nervous tension, allergies,
dermatitis and various digestive problems.
And it is a rich source of antioxidants.

Chrysanthemum tea has a delicate, slightly
floral aroma and a light, refreshing taste and
when taken with lunch or dinner especially
with oily foods helps ease digestion.

该花草茶选用有名的路易博士红茶，最受女性欢迎。

选用韩国生长的菊花花朵，
有菊花茶的美观和清雅的香气。

보이차 20티백
Puer tea 20 Teabag

레몬밤허브차 20티백
Lemon Balm Tea

普洱茶 20茶包

香蜂叶茶20茶包

흑차로 분류되는 후발효차 특유의
깊고 진한 향미를 느끼실 수 있는 차입니다.

산뜻하고 상쾌한 레몬밤의 향기로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Categorized as a fine black tea, you can enjoy the rich
and deep flavors of our post - fermented teas.

Lemon balm tea has a pure, sweet aroma and
it promotes a feeling of relaxation.

普洱茶属于黑茶，
有着后发酵茶特有的浓郁厚重的香味。

香蜂叶茶具有纯净, 甜美的香气, 而它可以促进放松的感觉。

히비스커스차 20티백
Hibiscus 20 Teabag

페퍼민트허브차 20티백
Peppermint herb tea 20 Teabag

木槿茶 20茶包

薄荷花草茶 20茶包

붉은 루비색 찻물로 유명한 히비스커스의
새콤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차입니다.

페퍼민트는 특유의 상쾌함과 청량감으로
일상 중 기분전환이나 식후의 차로도
애용되고 있는 허브차입니다.

It is alluring ruby color tea which has the sour
taste of hibiscus.
As it has an alluring ruby color, Balloon flower
resembles flavor profiles of hibiscus.

The aroma of peppermint can help relieve the symptoms of
colds or headaches such as aromatherapy.
And it’s known to have antibacterial, antimicrobial and antiseptic
properties, so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cleansing agent on the
skin and to help fight bacterial infections.

木槿茶以宝石色的红色茶汤闻名，口味清新。

具有薄荷特有的爽口和清凉，
在日常生活中常被用作转换心情的饮茶或饭后茶。

카카오닙스블랙티 20티백
Cacao nibs black tea 20 Teabag
可可豆碎红茶 20茶包
홍차와 달콤한 카카오를 블렌딩하여 홍차의 깊은
맛과 카카오향의 진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Finest black tea and cacao nibs combine to
brew up a chocolate delight with surprising
depth and body.
红茶和甜可可混合,可以享受红茶和可可的深香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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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아이스티

Latte
拿铁

Iced tea [ Brand: Teaffle]
冰茶(品牌 : Teaple)

(브랜드:티플)

녹차라떼10T(스틱제품)
Green tea latte 10T [Stick Type]

티플아이스티복숭아 20포. 40포 (스틱제품)
Peach iced tea 20T/ 40T [Stick type]

绿茶拿铁 10茶包（条状）

Teaple桃子冰茶 40包（条状）

국내산가루녹차와 달콤한라떼가 만나 부드럽게
스며드는 라떼의 감미로움과 녹차의 깔끔한 맛이
밸런스를 이룬 라떼차입니다.

향긋한 복숭아의 맛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티로,
1회분 스틱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Green tea latte is made from milk and matcha.
A combination of those two helps feel full and
gives sweetness and rich taste.

The combination of real peach juice extract and black
tea gives you a purely delicious and satisfying taste.
Peach is one of juicy fruits which supplies moisture to
body, makes skin healthy and adds color to the complexion.

韩国产绿茶粉和香甜拿铁的相遇，
柔和拿铁的甘甜和绿茶的纯净口味完美结合。

充满香甜酸爽的桃子味道的冰茶，
每次冲泡一包即可饮用，简单方便。

바나나라떼10T(스틱제품)
Banana latte 10T [Stick Type]

티플아이스티레몬 40포 (스틱제품)
Lemon iced tea 40T [Stick type]

香蕉拿铁 10茶包（条状）

Teaple柠檬冰茶 40包（条状）

향긋한 바나나의 달콤함과 라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건강한 라떼차입니다.

상큼한 레몬의 맛을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이스티로,
1회분 스틱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Banana latte is made from milk and banana
powder. You can enjoy banana’s sweetness
and the mildness of latte.

Lemon iced tea is made from lemon extract powder and
its sour flavor of lemon is thirst-quenching and cool.
Lemon acts as a blood purifier and cures throat infections.
It is also known for relieving digestion problems and removing
wrinkles and blackheads.

香蕉的香甜和拿铁的柔和完美结合，
是一款健康的拿铁饮品。

充满酸爽柠檬味道的冰茶，
每次冲泡一包即可饮用，简单方便。

홍차라떼10T(스틱제품)
Black tea latte 10 T [Stick Type]

티플아이스티블루베리 40포 (스틱제품)
Blueberry iced tea 40T [Stick type]

红茶拿铁 10茶包（条状）

Teaple蓝莓冰茶 40包（条状）

홍차분말과 달콤한 라떼가 만나 부드럽게 스며드는
라떼의 감미로움과 홍차의 부드러운 조화를
즐길 수 있는 라떼차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블루베리의 맛을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이스티로, 1회분 스틱 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Blueberry iced tea has become popular because of the
natural medicinal properties.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blueberries are powerful disease fighters and they
aid in reducing belly fat. Satisfy your tastes buds with a
zesty, thirst-quenching flavor of Teaffle blueberry iced tea.

Black tea latte is made from milk and black tea
powder. You can enjoy black tea’s own fragrance
and the mildness of latte.
红茶粉和香甜拿铁的相遇，
柔和拿铁的甘甜和红茶的柔和完美结合。

充满香甜酸爽的蓝莓味道的冰茶，
每次冲泡一包即可饮用，简单方便。

핫초코라떼10T(스틱제품)
Hot choco latte 10T [Stick Type]
香浓可可拿铁 10茶包（条状）
진한 코코아와 달콤한 라떼가 만나
감미롭고 부드러운 맛이 뛰어난 라떼차입니다.

It is made from milk and cacao powder.
You can enjoy delicious blend of sweetness
and richness.
浓香的可可和香甜拿铁的相遇，
是一款香甜绵软的拿铁饮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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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차

Meal replacement
粉末茶(代餐茶)

(식사대용차)

호두아몬드율무차 15포 / 50포 / 80포 (스틱제품)
Almond. Walnut, adlai 15T/30T/80T [Stick type]

단호박마차 15포 / 30포 / 70포 (스틱제품)
Sweet pumpkin yam tea 15T/30T/70 [Stick type]

核桃杏仁薏米茶 15包/50包/80包（条状）

甜南瓜山药茶 15包/30包/70包（条状）

호두아몬드율무차는 아몬드, 호두, 율무 등 풍성하고 다양한 견과류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1회분 스틱포장으로
편의를 더한 제품입니다.

단호박마차는 고소한 단호박과 부드러운 마로 만들어 영양과 맛이 풍부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강차로, 1회분 스틱포장으로 편의를 더한 제품입니다.

Pumpkin is loaded with Vitamin A, fiber, antioxidants and minerals which
are essential for a strong immune system. Yam provides better protection
against overweight and diabetes.
They both are low calorie and consumed as a meal replacement

It is made of various nuts such as almond, walnut and adlai, that make
you feel full as its rich nutrition. Nuts contain a lot of fatty acid that help
to reduce the amount of cholesterol blood pressure.
Also it has effectiveness for bowel movement, prevention of diabetes
as adult diseases.

甜南瓜山药茶用香甜南瓜和柔嫩山药制成，营养口味丰富，
是男女老少都喜爱的健康茶。每次冲泡一包，非常方便。

核桃杏仁薏米茶含有杏仁、核桃、薏米等多种坚果，
口味香甜柔和，每次冲泡一包，非常方便。

천마차 10포 / 30포 (스틱제품)
Wild yam tea 10 T/30T [Stick type]

콘푸레이크마차 10포 (스틱제품)
Wild yam tea with cereal 10T [Stick type]

天麻茶 10包/30包（条状）

玉米片山药茶 10包（条状）

국내산 천마와 부드러운 쌀을 블렌딩하여 풍부한 부드러움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건강차입니다.

콘푸레이크가 들어있어 더욱 고소한 마차로 출출할 때 드셔도 좋습니다.

Being with corn flakes, it provides enough nutrition of daily intake as
a substantial meal with only low calories.

Wild yam tea is known to improve circulation and can help decrease
headaches and dizziness.
It’s perfect to provide enough nutrition and balance as a light meal
for your hunger.

内含有玉米片，使山药茶味道更香，适合饥饿时引用。

用韩国产天麻和绵柔大米混合制成，
可以品尝到层次丰富的绵柔感和香甜口味，是一款健康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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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차

Powdered tea
粉末茶(其他茶)

(기타차)

쌍화차 15포 (스틱제품)
Black herbal tea 15T (Stick type)

통곡물율무차 10포 (스틱제품)
Adlai drink with whole grains 10T (Stick type)

金银花茶 15包（条装包装）

全麦薏米茶 10包（条状）

엄선된 쌍화농축액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엄선된 율무와 함께 통곡물의 풍성한 고소함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It is made by selected premium Black herbal concentrate.
It also helps people recover from fatigue.

As a mixture of aromatic adlai drink and nutritious
whole grain flakes, it is ideal as a meal substitute with
crunchy texture and makes you fee full.

用经过严格筛选的金银花浓缩液制成，
口味和香味都更突出。

用经严格筛选的薏米和全麦制成，口味丰富香甜。

생강차 15포 (스틱제품)
Ginger tea 15T (Stick type)

통곡물마차 10포 (스틱제품)
Wild yam drink with whole grains 10 T (Stick type)

生姜茶 15包（条状）

全麦山药茶 10包（条状）

생강원료로 만들어져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엄선된 통곡물의 풍성한 고소함과 마의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It is made by selected premium ginger.
You can enjoy refreshing flavor.

It’s combination made by wild yam and whole grain
flakes as a light meal it is healthy drink and provides
enough nutrition and balance with smooth taste.

用生姜制成，爽口清新。

用经严格筛选的谷物和山药制成，柔嫩的产品。

비타오미자차 20포 (스틱제품)
Vita schizandra tea 20T (Stick type)

생강대추배차 15포 (스틱제품)
Ginger, jujube, pear tea 15T (Stick type)

维生素五味子茶 20包（条状）

生姜大枣雪梨茶 15包（条状）

다섯가지 맛(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열매로 유명한 오미자로 만든 제품입니다.

개운하고 시원한 생강에 대추와 배를 더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맛이 일품인 제품입니다

Schizandra is a famous healthy fruit which has 5
taste of sweet, sour, salty, bitter and pungent.
用可以结出五种味道（甜味、酸味、苦味、咸味、辣味）
的果子而闻名的五味子制成。

This tea gives 3 tastes of ginger, jujube, and pear at
once. With rich fiber, it has a fair amount of vitamins
that may help keep cholesterol down, prevent cancer
and cure the common cold.

보명한차 30포 (스틱제품)
Bomyeonghan 30T (Stick type)

홍삼담은 생강차 15포 (스틱제품)
Ginger tea with red ginseng 15T (Stick type)

金银花长寿茶 30包（条状）

红参生姜查15条（条状）

쌍화, 당귀, 천궁 등 다양한 한차의
차원료를 사용하여 한차의 진한 풍미와
깊은 맛을 내는 제품입니다

좋은 원료로 만든 생강차에 홍삼을 더해
깊은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생강차 입니다.

爽口清新的生姜中加入大枣和雪梨，
口味绵柔微辣，味道一绝。

Ginger root is known for it is medicinal properties
and it’s used in many traditional medicines as its
verified benefits.
Also the combination with red ginseng gives more
effectiveness for health.

It contains Korean medicine herbal materials like
Ssang-hwacha, Angelica gigas, Cnidium officinale.
These are known for curing fatigue, physical
weakness, and cold sweats so it brings the body
into a more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用好原料制造而成，在生姜茶中加入红参，
使您可以品味到更深层的舒爽。

使用金银花、驴胶、川芎等多种韩国茶的原料，
制成的一款富含浓郁韩国茶风味的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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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차

홍삼차

Ginseng tea
人参茶

Red ginseng tea
红参茶

인삼차 50포 / 100포
Ginseng Tea 50T/100T[Granula]

홍삼차 50포 / 100포
Red Ginseng Tea 50T/100T[Granula]

人参茶50包/100包

红参茶 50包/100包

녹차원의 인삼차는 대한민국 특산품인 인삼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주
원료로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1회분 과립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녹차원의 인삼/홍삼차는 대한민국 특산품인 인삼과 홍삼에서 녹차원의
홍삼차는 대한민국 특산품인 홍삼에서 농축액을 주원료로 현대인의 기
호에 맞게 1회분 과립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Ginseng i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plants and it has various benefits
as divided into medicine plant. It helps strengthen immunity, control
cholesterol, blood pressure, recover liver and lung function.
It is granule type in sachet for one serving

Red ginseng is made out of ginseng only after 7 times of steam process
is done. Red ginseng is the proud special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xcellent for stamina. As preventing fatigue and circulating blood, it is
considered as a great alternative medicine.

绿茶园的人参茶以韩国特产——人参中提取的浓缩液为原料制成，
为符合现代人的喜好，包装为固态饮品，并且一包为1次的冲饮量。

绿茶园的人参茶/红参茶以韩国特产——人参和红参中提取的浓缩液为主原料制成，
为符合现代人的喜好，包装为固态饮品，并且一包为1次的冲饮量。

인삼드링크 8입
Korean Ginseng Root drink

홍삼진액
6 years Korean red ginseng extract drink

人参饮品 8瓶

红参浓缩液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삼음료에 수삼 1본을 담은
고려인삼 드링크입니다

6년근 홍삼추출액으로 만든 홍삼진액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Ginseng root drink is made with over 3-4 years old Korean ginseng
well-known Korean ginseng flavor.

6 years Korean red ginseng extract drink is a blended drink with a six
years-old red ginseng concentrate and various herbs extract.
Thank to convenient package, you can enjoy it anytime and anywhere.

有益人体健康的高丽人参饮料，内含一根水参。

采用6年红参提取液制成的红参浓缩液产品，小包包装，
无论何时何地都可方便饮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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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과일차

Honey fruit tea(Bottle)
液体水果茶

꿀유자차 300g / 480g / 1kg / 2kg
Honey Citron tea 300g / 480g / 1kg / 2kg

꿀모과차 300g / 480g / 1kg
Honey Quince tea 300g / 480g / 1kg

蜂蜜柚子茶 300克/480克/1千克/2千克

蜂蜜木瓜茶 300克/480克/1千克

따뜻한 남해의 햇살을 받고 자란 국산 유자와 꿀을 담아
유자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뛰어난 꿀유자차입니다.

엄선된 맛있는 모과를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모과 고유의 맛과 향을 더욱 즐기실 수 있는 꿀모과차입니다.

Citron tea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liquid teas and represents
Korean traditional tea at the same time.
It’s well established that citron is a rich source of vitamins, minerals and
dietary fiber that are effective to prevent from flu and recover fatigue.

Quince effectively acts on liver, digestive and respiratory organ with its
rich vitamins, mineral salts, carbohydrates and fiber.
This honey preserved quince tea can be effective for sore throats.
用经严格筛选出来的木瓜的汁液制成的茶，有木瓜的香气和口味。

蜂蜜柚子茶内含在温暖南海阳光下长成的韩国产柚子和蜂蜜，
香气怡人，口味甜美。

꿀인삼차 300g / 480g / 1kg
Honey Ginseng tea 300g / 480g / 1kg

꿀생강차 300g / 480g / 1kg / 2kg
Honey Ginger tea 300g / 480g / 1kg / 2kg

蜂蜜人参茶 300克/480克/1千克

生姜蜂蜜茶 300克/480克/1千克/2千克

엄선된 인삼을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인삼 고유의
맛과 향을 더욱 즐기실 수 있는 꿀인삼차입니다.

엄선된 국산 생강과 꿀을 담아 개운하면서도 달콤함을
즐기실 수 있는 꿀생강차입니다.

This product is carefully produced in order to maintain the unique
effectiveness of ginseing. It is a nutritious tonis, in which ginseng’s
own taste and flavor can be enjoyed any time.

Ginger tea is especially good for an initial cold. The taste is not bitter as
widely known, because it is made with Korean honey.
Nokchawon use the hardly selected ginger and honey.
生姜蜂蜜茶采用经严格筛选出来的韩国产生姜和蜂蜜，爽口香甜。

用经严格筛选出来的人参的汁液制成的茶，
人参固有的口味和香气更为突出。

꿀대추차 300g / 480g / 1kg / 2kg
Honey Jujube tea 300g / 480g / 1kg / 2kg

꿀오미자차 300g / 480g / 1kg
Honey Schizandra tea 300g / 480g / 1kg

蜂蜜红枣茶 300克/480克/1千克/2千克

蜂蜜五味子茶 300克/480克/1千克

달콤한 꿀에 향긋한 대추를 담아 부드럽고 향긋한
대추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꿀대추차입니다.

달콤한 꿀에 다섯 가지 맛으로 유명한 오미자를 담아 오미자차의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꿀오미자차입니다.

Jujube contains saponins, which have an effect on nervous system.
It relieves the stress and anxiety.

Schizandra berries have 5 flavors of salty, sweet sour, bitter and pungent at one.
It has been used medicinally as a remedy or many aliments and skin.

蜂蜜红枣茶是在蜂蜜中放入香甜红枣制成，口味柔和甜美。

五味子以五味闻名，加入蜂蜜后制成蜂蜜五味子茶，味道更加丰富。

꿀레몬차 300g / 480g / 1kg
Honey Lemon tea 300g / 480g / 1kg

꿀석류차 300g / 480g / 1kg
Honey Pomegranate tea 300g / 480g / 1kg

蜂蜜柠檬茶 300克/480克/1千克

蜂蜜石榴茶 300克/480克/1千克

엄선된 맛있는 레몬을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레몬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는 꿀레몬차입니다.

상큼한 석류와 달콤한 꿀을 담아 새콤달콤한
석류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꿀석류차입니다.

Lemons are rich in Vitamin C and flavonoids that work against
infections. Also it has powerful antibacterial properties.

Pomegranate is known as beneficial beverage for heart, immune
system, and estrogen. Also pomegranate’s rich antioxidants help
preventing from aging

用经严格筛选出来的柠檬的汁液制成的茶，有柠檬的香气和口味。

蜂蜜石榴茶选用爽口石榴和香甜蜂蜜制成，有石榴清新甜蜜的味道。

꿀자몽차 300g / 480g / 1kg
Honey Grapefruit tea 300g / 480g / 1kg
蜂蜜西柚茶 300克/480克/1千克
엄선된 맛있는 자몽을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자몽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는 꿀자몽차입니다.

It’s high in fiber and low in calories, and contain high amount of
Vitamin C. Grapefruit increases body’s metabolic rate, lower insulin
levels and give you a feeling of fullness and normality.
用经严格筛选出来的西柚的汁液制成的茶，有西柚的香气和口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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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fruit tea(Bottle)
液体水果茶

유자생강차 480 g
Citron ginger tea 300g / 480g / 1kg / 2kg

꿀알로에차 300g / 480g / 1kg
Honey Aloe tea 300g / 480g / 1kg

柚子生姜茶 480克

蜂蜜芦荟茶 300克/480克/1千克

엄선된 맛있는 유자와 생강을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레몬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는 유자생강차입니다.

부드러운 알로에에 달콤한 꿀을 더한 꿀알로에입니다.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으며. 피부미용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Citron ginger tea is made with selected by delicious citron and
ginger in liquid type to enjoy citron unique flavors.

Aloe tea’s flavor that is combined sweet honey and aloe.
It is to help weight loss and enhance for beauty skin.

用经严格筛选出来的柚子和生姜的汁液制成的茶，
充满着柚子的香气与味道。

蜂蜜芦荟茶是在柔嫩的芦荟中加入蜂蜜制成，
可放心饮用，且有助于美容和减肥。

레몬생강차 1kg
Lemon ginger tea 300g / 480g / 1kg / 2kg

녹차원유자차(포션타입) 15개입
Citron tea(Portion type)

柠檬生姜茶 1千克

绿茶园柚子茶（小包装） 内含15包

엄선된 맛있는 레몬과 생강을 액상타입으로 차를 만들어
레몬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는 레몬생강차입니다.

포션 타입의 1회용 액상차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자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으며, 찬물에도 쉽게
용해되는 냉온수 겸용 차입니다.

Lemon ginger tea is made with selected by delicious lemon and
ginger in liquid type to enjoy lemon unique flavors.

There are individual portion types packed for the
convenienceuse. They dissolve well in hot and cold water.
Enjoy pulpy citron tea with real citron taste anytime.

用经严格筛选出来的柠檬和生姜的汁液制成的茶，
充满着柠檬的香气与味道。

采用内含一次饮用量的小包装的液体茶，携带方便，
随时随地皆可饮用，用冷水也可冲泡，是一款冷热皆宜的茶品。

유자차 6포. 15포. 21포 / 석류차 5포. 12포 / 오미자차 5포. 10포 / 청매실차 5포. 12포 (파우치)
Honey tea 6T, 15T, 21T / Pomegranate tea 5T, 12T / Schizandra tea 5T, 10T / Korean plum tea 5T, 12T(Pouch)
柚子茶 6包、15包、21包 /石榴茶 5包、12包/五味子茶 5包、10包/青梅茶 5包、12包（小包装 )
파우치 타입의 1회용 액상차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과일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으며, 찬물에도 쉽게 용해되는 냉온수 겸용 차입니다.

There are individual pouch types packed in sachet for the convenience use.
They dissolve well in hot and cold water. Enjoy pulpy fruit tea with real fruit taste anytime.
液体茶产品采用一次饮用量的小包装，便于携带，无论何时何地都能感受到水果茶的味道，用冷水也可冲泡，是一款冷热皆宜的茶品。

깔라만시100, 청포도카페베이스, 파인애플카페베이스,망고카페베이스, 샹그리아베이스
Calamansi extract 100%, Greengrape , Pineapple, Mango , Sangria base concentrate
金桔100，青葡萄果露，菠萝果露，芒果果露, 香格里拉露
녹차원 까페 베이스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맛을 토대로 풍부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5가지 맛의 과일맛과 신선한 발효 과정을 거쳐 고안 되었습니다.

Nokchawon Base Concentrates are specially crafted to create flavorful, premium iced sangria just the way you like it. Produced from the finest fruit all around the world, we use a cold-press
fermentation process which increases flavor and delivers a rich, natural, fruity extract without the bitterness. Delicious with equal parts sparkling water and any of the five Nokchwon fruit Base flavors.
Highly recommended to mix and match flavors, sweeten to taste, for up to one liter of deliciously fragrant customized iced drinks. Amazing with yogurt and salads as well!
可放入水、果汁饮料、沙拉、酸奶等多种料理中使用，是一款内含5个品种的简单方便的液体果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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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대표상품

오워터

Summer season drinks
夏季代表性饮品

O’Water
O’Water

미숫곡물차 10포 (스틱제품)
Multi Grains Mixed tea 10T (Stick type)
米粉谷物茶 10包（条状）
건강한 활동을 위해 열다섯가지
곡물을 담은 미숫곡물차입니다.
냉온겸용으로 언제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The mixture of 15 ground grins will make you feel full as a meal replacement.
Whole grains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by decreasing cholesterol levels,
blood pressure and blood coagulation.
米粉谷物茶内含15种谷物，有益健康，
冷热皆可饮用，亦可随时饮用。

찬물현미녹차
Cold water Green Tea with Brown Rice

[오워터 O’Water] 자몽후레쉬 / 레몬라임
[O’Water] Grapefruit Fresh/ LemonLime(Stick type)

冷水玄米茶

[O’Water] 西柚Fresh /青柠

찬물에서 단시간에 잘 우러나는
찬물현미녹차입니다.

제품설명

녹차원 오워터는 건강한 활동과 체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물을 가까이 하는 가벼운 습관을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오:eau” 물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오워터는 물을 마시는
건강한 습관을 위한 제품입니다.
맛을 즐길 수 있는 녹차입니다.

Explanation
of products

Nokchawon O water is a product designed to help you stay in shape,
improve your physical constitution, and help you form good habits that will
make you closer to water. “O:eau” is a French word that means water, making
O water a product for your health.

Cold water green tea with Brown Rice tea brews well
in cold water, and infuses in a short time in hot water.
使用冷水也能冲泡出好的味道

찬물녹차
Cold Water Green tea

产品说明

冷水绿茶
찬물에서 잘 우러나고 따뜻한 물에서는
단시간에 우러나는 찬물녹차입니다.

Cold water green tea brews well in cold water,
and infuses in a short time in hot water.
可用冷水冲泡，用热水冲泡则效果更佳。

찬물메밀차
Cold water Buckwheat Tea
冷水荞麦茶
찬물에서 단시간에 잘 우러나는
찬물메밀차입니다.

Cold water buckwheat tea with Brown Rice tea
brews well in cold water, and infuses in a short
time in hot water.
使用冷水也能冲泡出好的味道。

19

绿茶园的O’
Water系列是为了帮助人们养成经常喝水的好习惯，
帮助增进健康、改善体质而设计的产品。
“O:eau”是法语，意为“水”
，
O’Water是为了帮人们养成经常喝水的健康生活习惯而制成的产品。

음용방법

작은 생수 1병 혹은 300ml의 물에 1포를 넣어 드세요.
기호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해서 드셔도 됩니다.

Direction
for Use

You can choose to drink the tea in a small bottle of water or in 300ml
of water in another container

饮用方法

将一包产品放入一小瓶水中或300ml的水中饮用，
也可根据个人喜好调节水量。

아임생생

I’M SAENGSAENG
I’M SAENGSAENG（水果茶）

(과일청)

[아임생생 I’M SAENGSAENG] 레몬, 자몽, 레몬석류, 레몬체리, 레몬생강, 레몬라즈베리 500g / 550g / 2kg
[ I’M SAENGSAENG] Lemon, Grapefruit, Lemon&Pomergranate, Lemon&Cherry, Lemon&Ginger, Lemon&Raspberry,
[我是鲜鲜 I’M SAENGSAENG] 柠檬、西柚、柠檬石榴、柠檬生姜、柠檬树莓 500克/550克/2千克
제품설명

아임생생은 홈메이드 스타일의 슬라이스 과일을 담은 청제품으로, 엄선된 과일만을 선별하여 맛있는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니쉬(장식)된 칵테일처럼 분위기 있게, 깨끗하게 세척된 과일을 담아 과일의 과육과 껍질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냉 온수 모두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planation
of products

It is a homemade premium fruit tea containing no additives other than Vitamin C for a sugared fruits.
This is the fruit slice tea made by selected premium fruit to be able to enjoy the sweet and sour taste of a delicious fruit.
You can eat not only pulps but also its peels since the fruits are washed clean.

产品说明

I’M SAENGSAENG系列是选用家庭制作型的水果切片制成的水果茶，只用经过严格筛选的水果，口味香气兼备。
水果茶里的水果是清洗干净的，像调制（装饰）鸡尾酒的水果一样有情调，且水果的果肉和果皮都可食用。冷水温水皆可冲泡。

음용방법

생생티 : 컵 한 잔에 아임생생과 온수 혹은 냉수를 1:3 정도의 비율로 부은 후 저어서 드세요.
생생에이드 : 아임생생 20g에 탄산수나 사이다 200ml를 넣은 후 살짝 저어서 드세요.
생생레시피 : 스파클링 생생에이드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함께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Direction
for Use

Fruit Tea : For one serving, mix 3 parts hot or cold water to 1 part fruit tea and stir well.
Sparkling Ade : Put 20g fruit tea into Soda water or sprit and stir well.
Others : Put fruit tea into Icecream topping of salad dressing.

饮用方法

鲜鲜茶：将我是鲜鲜茶和温水（冷水）以1:3的比例倒入杯中，搅拌均匀后饮用。
鲜鲜茶冲饮：在20克我是鲜鲜茶中放入200ml苏打水或汽水，轻轻搅拌后饮用。
鲜鲜食谱：在华丽的鲜鲜果茶中放入香草冰激凌一起饮用，风味独特。

ICED TEA

블루베리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유자에이드
Blueberry, Peach, Citron
蓝莓,挑子,柚子冰茶
녹차원의 아이스티는 얼음과 함께 마시면 과일즙의 풍미를 더욱더 상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Nothing beats the summer heat than Nokchawon fruit juices!
The refreshing fruit juice flavors of Nokchawon refreshes the body and eases the mind with it’s incredibly ice cold blends.
和冰块一起饮用时，您可以享受更大的风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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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생생/티칵테일

꿀

Homemade premium fruit tea
我是鲜鲜 / 鸡尾酒茶

Honey
蜂蜜

잡화꿀 300g / 500g
Wild flower honey
杂花蜜 300克/500克
꿀의 품질이 좋으며 맛이 더욱 풍부하고
달콤한 잡화꿀입니다.

It is wild flower honey which has a better quality and
a richer and sweeter taste.
杂花蜜品质优良，口味更加丰富香甜。

아카시아벌꿀 300g / 500g
Acacia honey
槐花蜂蜜 300克/500克
한국 양봉협회의 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달콤한 아카시아벌꿀입니다.

It is the sweet acacia honey that passed the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of the Korean Honey Association.
通过韩国养蜂协会品质认证，味道香甜。

후르츠레몬 샹그리아 550g / 후르츠라임 모히또 550g
Fruits Lemon Sangria 550g / Fruits Lime Mojito 550g

펌핑꿀 2kg
Pumping honey

水果柠檬 香格里拉 550克/水果青柠 莫吉托 550克
제품설명

挤压蜂蜜 2千克

후르츠레몬 샹그리아 : 후르츠레몬 샹그리아는 엄선된 레몬만을 선별하여 스페인의
맛있는 샹그리아처럼 싱그러운 과일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후르츠라임 모히또 : 후르츠라임 모히또는 엄선된 라임을 선별하여 맛있고 상쾌한
칵테일 모히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planation
of products

Fruits Lemon Sangria : Sangria is a popular summer drink wine in Spain. It is an Non-alcohol tea
cocktail product known as delicate blend of fruit and red wine. You can eat not only pulps but also Lemon
Fruits Lime Mojito : It’s a Non-alcohol tea cocktail product made by one of the world best 10 cocktail mojito base.
You can enjoy the fresh mint of Mojito and Lime itself. And you can eat not only pulps but also Lime juice.

产品说明

水果柠檬 香格里拉：制成水果柠檬香格里拉的柠檬是通过严格筛选出来的，
是一款像西班牙的香格里拉鸡尾酒一样美味的清新水果茶。
水果青柠莫吉托：制成水果青柠莫吉托的青柠是通过严格筛选出来的，
您可品尝到美味爽口的莫吉托鸡尾酒味道。

음용방법

후르츠티 : 컵 한 잔에 후르츠레몬라임과 온수 혹은 냉수를 1:3정도의 비율로 부은 후 저어서 드세요.
후르츠에이드 : 후르츠레몬라임 20g에 탄산수나 사이다 200ml를 넣은 후 살짝 저어서 드세요.

Direction
for Use

Fruits Tea : For one serving, mix 3 parts hot or cold water to 1 part fruits lemon & lime tea and stir well.
Sparkling fruits Ade : Put 20g fruits lemon & lime tea into Soda water or sprit and stir well.

饮用方法

水果茶：将水果青柠茶和温水（冷水）以1:3的比例倒入杯中，搅拌均匀后饮用。
水果茶冲饮：在20克水果清柠茶中放入200ml苏打水或汽水，轻轻搅拌后饮用。

원하는 만큼 눌러서 짜먹을 수 있어 드시기에
깔끔하고 편리한 펌핑꿀입니다.

It is a clean and convenient pumping honey as you
can press as much as you like.
挤压蜂蜜口味纯净、食用便利，可挤压出所需分量食用。

사양벌꿀 300g / 500g / 800g
Sugar-fed honey
饲养蜂蜂蜜 300克/500克/800克
더욱 맛있고 달콤한 사양벌꿀입니다.

It is a more delicious and sweet sugar-fed honey.
饲养蜂蜂蜜更美味、更香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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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건조 과일차

Coffee
咖啡

콜드브루 미디엄블랜딩, 콜드브루 휘게프블랜딩,
콜드브루 케냐 AA, 콜드브루 에티오피아예가체프
Cold brew Medium blending, Cold brew Hygge:f blending,
Cold brew Kenya AA, Cold brew Yirgacheffe

Dried fruit tea
干果茶

오워터 레몬, 오워터 파인애플, 오워터 자몽
O’water Lemon, O’water pineapple, O’water grapefruit
O’Water柠檬，O’Water菠萝，O’Water西柚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을 건조하여 향과 맛이 더 깊어진 건과일차입니다.
냉수 또는 온수에 우려 먹으면 물을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将冷萃优质混合咖啡、冷萃Hygge:f混合咖啡、
冷萃肯尼亚AA咖啡、冷萃耶咖雪啡等原豆研碎

Made with 100% finest dried fruit infusion gives off a mouth-watering
aroma and freshness. It is always best to use cold or room temperature
water with your infused fruit water.

원두를 분쇄해서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干果茶用晒干的爽口香甜的水果制成，香气和口味更加浓郁，
用冷水或温水冲泡更加美味。

Our cold brew coffee is made from hand-selected premium coffee
beans and is cold-brewed for hours before bottling to ensure a
smooth and bold beverage.
放入常温水或冷水，经长时间泡制，减少苦味，更添绵柔口感。

휘게프 카페믹스 10st
Hygge:f café mix coffee
Hygge:f速溶咖啡 10条
휘게프 카페믹스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으며
스틱 타입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Enjoy our Hygge:f instant cafe mix that offers you the best way to
indulge in pure coffee pleasure whenever, wherever you want to
because it’s made for coffee lovers just like you. Take a packet on
the go, and instantly savor one smooth and aromatic cup of coffee.
Hygge:f速溶咖啡口味柔和、香气浓郁，条状包装更加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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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ODM/PB
녹차원은 녹차원 브랜드와 유통업체 브랜드가 공동으로 전개되는 NPB, 대형 유통업체 자류 PB, 전략적 제휴에 따른 파트너기업의 차류생산 특별 주문에 의한 커스템
패키지 공급, 해외사업자를 위한 특정문화권 제품공급 등 차류와 관련된 전방위적 제조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는 Private Brand의 줄임말로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PB제품은 자사의 브랜드를 부여하는만큼 해당
유통업체가 가진 브랜드의 품격에 걸맞는 품질경쟁력을 인정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원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랜드리테일, 메가마트,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유통업체의 NPB, PB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슬레,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기업들도 녹차원을 차류의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Nokchawon provides all-round tea solutions for consumer creative and unique brand under their own names. Nokchawon is developing
the products in the way of PB, OEM, and ODM. Produced from the skilled facility and experienced human resources, all products are of high
quality at a good price and comply with all the relevant single or global market standards.
绿茶园通过多种方式构建全方位生产方案：绿茶园品牌和流通企业品牌共同开展的NPB，和大型流通企业合作开展的PB项目——通过这种战略性合作，为合
作商的茶类产品的订购提供个性化供货服务，并为海外企业提供特定文化圈产品。
PB是Private Brand的缩略语，意为将从大型流通企业中采购的商品作为本公司的品牌进行销售。将PB商品贴上本公司的品牌标签，也就意味着该流通企业品
牌的质量在竞争力方面得到了认可。绿茶园现在为乐天超市、Home Plus、GS零售、E-land零售、Mega超市、7-Eleven等多个流通企业供应NPB、PB品
牌的产品。一直以来，雀巢、家乐福、沃尔玛等国外企业也将绿茶园作为茶类产品的合作企业。

가루 녹차

MATCHA
绿茶粉

녹차원은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 차광재배, 채엽시기의 조절, 제다방 식, 가공방식 등 다양한 품질 조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루녹차는 녹차의 수용성 성분뿐 아니라, 불용성 성분도 한 번에 음 용이 가능하며 케이터링에서 다양한 식품산업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건강한 웰빙소재입니다.
녹차원은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구분 생산이나 맞춤 패킹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Matcha is a fine ground, powdered, high quality green tea. Matcha is the only form of tea in which the whole leaves is consumed, and the health benefits of matcha exceed those
of other green tea, which gives higher concentrations of catechins, vitamins and very high in antioxidants.
Nokchawon privides green tea powder in different grades from the top quality to general grade to cover all kinds of catering business sector with customized packing.
绿茶园通过遮光栽培、调整采摘时期，改善制茶方法、加工方法等生产出高品质的绿茶粉。绿茶粉将绿茶的水溶性成分和不溶于水的成分变成都可饮用的部
分，在餐饮供应业和食品生产业中得到了广泛应用，是一款健康的保健茶。绿茶园为了满足客户的多种需求，还可以进行定制生产和个性化包装。

제품 PRODUCT 产品
가루녹차A

제품 설명 DESCRIPTION 产品说明

색상 COLOR 颜色

최고급 등급으로 진한 컬러와 적당히 씁쓸한 맛, 부드러움, 밝은 컬러, 녹차 본연의 감칠맛.

MatchaA

High quality with a strong green color Less bitter, soft, light, airy, sweet and vegetal in taste.

绿茶粉A

最高等级的浓郁茶汤，具有恰当的苦味，茶汤色泽靓丽柔和，拥有绿茶天然的香气。

가루녹차B

진한 녹차 색과 고운 입자. 생생한 컬러와, 풍미있는 녹차 본연의 맛.

MatchaB

A thick green color and fine partied size Vibrant, flavorful and original taste of green tea.

绿茶粉B

浓郁的绿茶色，颗粒清晰可见的茶汤，蕴含绿茶天然风味。

가루녹차C

비교적 늦게 재배된 녹차 잎으로 만들어진 가루녹차. 탁월한 블렌딩과 특유의 씁쓸함.

MatchaC

Made of more mature tea leaves Excellent for blending, slightly astringent.

绿茶粉C

用栽培略晚的绿茶茶叶制成，绿茶粉制作技术超群，苦味独特。

유기농가루녹차

Organic Matcha
有机绿茶粉

100% 유기농 가루녹차, 탁월한 블렌딩, 진하고 풍미가 넘치는 녹차 본연의 맛.

Made of more mature tea leaves Excellent for blending, slightly astringent.
采用100%有机绿茶粉制成，制作技术超群，香气浓郁，风味独特，有绿茶的天然风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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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APPICATION 活用
우유
빵
쿠키
패스츄리
면류
요거트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음료
화장품
소스
샐러드
시리얼
스무디
기타

Milk product
Bakery
Cookies
Pastries
Noodles
Yogurt
Ice cream
Confectionary
Beverage
Cosmetics
Sauce
Salad
Cereal
Smoothies
ETC

牛奶
面包
曲奇
千层酥
面类
酸奶
冰激凌
甜点
饮料
化妆品
调料
沙拉
谷物
奶昔
其他

녹차원(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길 84 (방배동, 우.137-062) Tel. 02)597-3949 Fax. 02)521-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