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중심지 금산! 

생명의 뿌리, 하늘선물 금산인삼

Geumsan, Korea’s biggest center of ginseng!

Heaven’s gift! Roots of Life! Healthy energy that contain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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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진생협동조합 Geumsan Ginseng Cooperative

금산진생협동조합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내에서 인삼과 관련된 농가,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들로 

조직 되어, 인삼재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소비자 평가단들과의 품평회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의 기술제휴 및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로 국내외 각종 인증 획득과 함께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등 세계 

10여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 100만불이상의 직수출을 달성함으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기쁨, 금산진생협동조합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Geumsan Ginseng Cooperative consists of ginseng-related agricultural, manufacturing, and retail 

companies in Geumsan, Choongcheongnam-do, Korea. It is equipped with a one-stop system of 

ginseng cultiva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hrough product shows held with consumer 

evaluators, the union is consistently producing the highest-quality ginseng products in Korea.

For that, it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global market of 10 countries—USA, 

Canada, Germany, England, Austria, Australia, Japan, China, Taiwan, and Vietnam—and is spreading to 

the rest of the world by reaching one million dollars in direct export. 

Geumsan Ginseng Cooperative will create the joy of working together.

금산진생협동조합연혁 (History of Guemsan ginseng Cooperative)

- 6월 금산진생협동조합 법인회사 설립

- 캐나다 토론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미국 첫 수출 계약

- 동결건조인삼 제조 시설 도입 및 시제품 제작

- “GINSENG-NEX”미국 한인 홈쇼핑방송 판매

- Incorporation of Geumsan Ginseng Cooperative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Toronto, Canada
- Signed first export contract with USA
- Added freeze-dried ginseng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duced prototypes
- ”GINSENG-NEX” sold on a Korean TV Home Shopping channel in USA

- 충남 금산지역 아동센타 자매결연 및 자선바자회 참가

- 미동부 금산인삼 홍보행사 참가 및 금홍 매장 오픈

-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R&D성과 기술이전 협약

- 호주 멜버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 국무총리 초청 소상공인 대표 오찬 간담회 참석

- 캐나다 갤러리아 슈퍼마켓 금산인삼 특별판매전 주관

-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 출연

- 오스트리아 금산인삼 홍보행사 참가

- 일본 도쿄 한국식품 수출상담회 참가

- 미국 뉴욕 국제 비즈니스엑스포 전시회 참가

- 미동부 한인 홈쇼핑 방송

-   Established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children’s centers in Geumsan, 
Choongnam and participated in charity bazaar

-   Participated in promotion events for Geumsan ginseng in U.S. east coast and 
opened Geumhong store

-   R&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Geumsan International Ginseng & 
Herb Research Institute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Show in Melbourne, Australia
-   Attended luncheon invited by prime minister as representative of small 

businesses
-   Organized special sales event of Geumsan ginseng in Galleria Supermarket in 

Canada
- Aired on SBS ‘Sunday Special Documentary’
- Participated in Geumsan ginseng promotion event in Austria
- Participated in Korean Food Export Conference in Tokyo, Japan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Business Expo in New York, USA
- US east coast Korean home shopping TV show

2014

2015

대표  |   정 원 식 미동부 금산인삼 홍보행사 참가 및 금홍 매장 오픈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R&D 성과 기술이전 협약

국무총리 초청 소상공인 대표 오찬 간담회 참석

일본 도쿄 한국식품 수출상담회 참가

미동부 한인 홈쇼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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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임 홈쇼핑 “에너진 6년근 금산 홍삼정”매진 판매

 - 베트남 호치민 글로벌수출기업 상담회 참가

 - 체코 브르노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

 - 일본 동경 Foodex Japan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코엑스 소비재 국제 수출대전 참가

 - 미얀마 양곤 국제 식품전시회 참가

 - 베트남 호치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 금산 인삼축제 부스 및 수출상담회 MOU 체결

 - 베트남 하노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 독일 수출 및 판촉행사 주관

-   “Energin 6-year old Geumsan Red Ginseng”sold out on IM TV 

Home Shopping

-   Participated in Global Export Conference in Ho Chi Minh, 

Vietnam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Brno, Czech Republic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Foodex Japan’in 

Tokyo, Japan

- Participated in ‘Consumer Goods Showcase Korea’at COEX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Yangon, Myanmar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Ho Chi Minh, 

Vietnam

-   Exhibited booth and signed MOU at export conference at 

Geumsan International Ginseng Expo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Hanoi, Vietnam

-   Exported to Germany and organized promotional event 

2018-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금산진생협동조합으로 상호 변경

- 중국 위해 국제선물박람회 참가

- 미국 뉴욕 국제 FANCY FOOD SHOW 참가

- 프랑스 파리 정상외교사절단 참가 및 유럽 바이어와 MOU 체결

- 호주 멜버른 국제 GOOD FOOD & WINE SHOW 참가

- 금산인삼축제 부스 및 수출 상담회 참가 

-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 소비자 평가단 발대식 및 품평회

-   Name changed from Geumsan Insam Cooperative Union to Geumsan Ginseng 
Cooperative Union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Gift Show in Weihai, China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ancy Food Show in New York, USA
-   Joined summit diplomatic mission in Paris, France and signed MOU with 

European buyers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Good Food & Wine Show in Melbourne, Australia
-   Exhibited booth and participated in export conference at Geumsan Ginseng Expo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Show in Ho Chi Minh, Vietnam
- Evaluation group opening ceremony and product show

2016

2017 - 아임 홈쇼핑 “금백 홍삼정 백년약속”판매 방송

 - 베트남 다낭 금산인삼 전시장 오픈

 - 일본 도쿄 국제 슈퍼마켓 전시회 참가

 - 유렵지역(오스트리아,헝거리,슬로바키아,독일,영국) 시장조사

 - 대만 타이페이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 영국 런던 금산인삼 홍보행사 주관

 - 호주 시드니 FANCY FOOD SHOW 참가

 -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부스 및 수출 상담회 참가

 - 금산건강식품개발을 위한 평가단 발대식

 - 독일 퀘른 아누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베트남 다낭 협동조합연합체 홍보행사 및 K-MART 입점

 - 베트남 하노이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 “Geumbaek Red Ginseng 100-year Promise”aired for sales on IM TV Home Shopping
- Opened Geumsan ginseng exhibition center in Danang, Vietnam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Supermarket Trade Show in Tokyo, Japan
- Market research in Europe(Austria, Hungary, Slovakia, Germany, UK)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Taipei, Taiwan
- Organized Geumsan ginseng promotion event in London, England
- Participated in Fancy Food Show in Sydney, Australia
-   Exhibited booth and participated in export conference at Geumsan 

International Ginseng Expo
- Evaluation group opening ceremony for Geumsan healthy foods development
- Participated in Anuga International Food Expo in Cologne, Germany
- Entered K-Mart and held promotion event for cooperative union in Danang, Vietnam
-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od Expo in Hanoi, Vietnam

프랑스 파리 정상외교사절단 참가 및 
유럽 바이어와 MOU 체결

아임 홈쇼핑 “에너진 6년근 금산 홍삼정” 
매진 판매 (5회?)

베트남 호치민 글로벌수출기업 상담회 참가

체코 브르노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

금산 인삼축제 부스 및 수출상담회 MOU 체결

독일 수출 및 판촉행사 주관

소비자 평가단 발대식 및 품평회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부스 및 수출 상담회 참가

독일 퀘른 아누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베트남 다낭 협동조합연합체 홍보행사 및 
K-MART 입점



일본한국호주프랑스캐나다

체코중국오스트리아영국

베트남미얀마미국독일대만

08 09

GUEMSAN GINSENG 

COOPERATIVE

세계로 뻗어나가는 금산진생협동조합금산진생협동조합과 조합원업체의 인증서, 특허증, 표창장

GMP 인증서 GAP 인증서

표창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홍 사용인증서 6차산업인증서

ISO 22000 인증서

표창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FTA 인증 수출자 인증서ISO 9001 인증서 특허증-가미슬라이스

특허증-밥에 적합한



10 11

GUEMSAN GINSENG 

COOPERATIVE

  금산진생협동조합이 만든 금산 인삼 전문 종합 쇼핑몰 ‘진쿱’

Geumsan Ginseng Cooperative Online Ginseng Shopping Mall – GINCOOP Gincoop.com

금산진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금산인삼 종합 쇼핑몰 진쿱에서는 금산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금산군 대표브랜드 “금홍”, 자연을 담은 건강에너지 

‘에너진’을 비롯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금산인삼 제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At GINCOOP, Geumsan ginseng’s general shopping mall run by Geumsan Ginseng 

Cooperative Union, you can find a variety of Geumsan ginseng products of best 

quality, such as “Geumhong”--Geumsan’s representative brand with certified 

quality--and “Energin”--healthy energy that contains nature.

하늘선물! 생명의 뿌리! 자연을 담은 건강에너지

Heaven’s gift! Roots of Life! Healthy energy that contains nature

  세척 수삼 (진공포장)  |  Washed Fresh Ginseng (vacuum packaging)

내용량 주문량에 따라 상이

원재료 및 함량 4~6 년근 국내산 인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간혹 세척 후 생삼의 줄기에서 나오는 지푸라기나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세척 후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사용 하여 식재료로 섭취하십시오.

Content Depends on quantity of order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4-6 year-old Korean ginseng

Direction Dry pieces of fresh ginseng stems or foreign substances may have been produced during washing. 
Wash once more, and use a suitable amount as food ingredient.

  세척 수삼 (일반포장)  |  Washed Fresh Ginseng (regular)

내용량 주문량에 따라 상이

원재료 및 함량 4~6 년근 국내산 인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간혹 세척 후 생삼의 줄기에서 나오는 지푸라기나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세척 후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사용 하여 식재료로 섭취하십시오.

Content Depends on quantity of order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4-6 year-old Korean ginseng

Direction Dry pieces of fresh ginseng stems or foreign substances may have been produced during washing. 
Wash once more, and use a suitable amount as food ingredient.

Content 150g - 3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6 year-old Korean ginseng

Direction Consume a desired amount by boiling cut pieces.

  금홍 고려삼(홍삼)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내용량 150g - 300g

원재료 및 함량 6 년근 국내산 홍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잘라 끓는 물에 넣어 섭취 하십시오.

금산 인삼 전문 종합 쇼핑몰 Gincoop 제품들

Content Depends on quantity of order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4-6 year-old Korean ginseng

Direction Be sure to wash before consuming. Spring ginseng may sprout but sprouts are harmless to the human body. If you 
steam and dry washed ginseng, it becomes red ginseng. If you dry it as is, it becomes white ginseng. If you store 
after drying it, you can consume it longer with benefits. If you are eating raw ginseng, remove the ginseng head.

  생삼  |  Fresh Ginseng

내용량 주문량에 따라 상이

원재료 및 함량 4~6 년근 국내산 인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반드시 세척 후 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의 삼은 싹이 나올 수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하고 드세요. 세척된 
수삼을 쪄서 말리면 홍삼, 그대로 말리면 백삼이 됩니다. 건조해서 보관하시면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생삼을 바로 드실 때는 뇌두(머리)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수삼

뿌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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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백 밥에 넣는 삼 (수출전용)  |  GUEMBAEK GINSENG-NEX (for export)

내용량 15g

원재료 및 함량 동결건조인삼 100% (4년근이상, 국내산)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따라 적당량을 밥이나 삼계탕 등에 넣어 식재료로 섭취하십시오.

Content 15g 

Raw Materials and Contents Ginseng(Korean) 100%

Direction Add the appropriate amount to rice or samgyetang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Content 75g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Direction Consume a desired amount by boiling cut pieces.

  고려 홍삼(편삼)  |  Korean Sliced Red Ginseng

내용량 75g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국내산 홍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끓는 물에 넣어 섭취 하십시오.

Content 75g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6 year-old Korean Black Ginseng

Direction Consume a desired amount by boiling cut pieces.

  고려 흑삼(편삼)  |  Korean Sliced Black Ginseng

내용량 75g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국내산 흑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끓는 물에 넣어 섭취 하십시오.

Content 150g - 3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6 year-old Korean Taekuksam 

Direction Consume a desired amount by boiling cut pieces.

  금홍 태극삼  |  GEUMHONG Korean Taekuksam 

내용량 150g - 300g 

원재료 및 함량 6 년근 국내산 태극삼 10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잘라 끓는 물에 넣어 섭취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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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50g (50g x 3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100%(Ginsenoside Rg1+Rb1+Rg3 13 mg/g, over 60% solid)

Direction Two(2) times daily, 1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금홍 홍삼 농축액 골드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Drink Gold

내용량 150g (50g x 3병)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00% (국산: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3.0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2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Content 150g - 3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100%(Ginsenoside Rg1+Rb1+Rg3 6 mg/g, over 60% solid)

Direction Three(3) times daily, 1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금홍 홍삼농축액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Extract

내용량 150g (50g x 3ea)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00% (국산: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6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고려 6년근 홍삼정  |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rtact

내용량 25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100% (6년근, 국산: 홍삼성분 70mg/g, 고형분 60%이상)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2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Content 25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old Red Ginseng Extract 100%(red ginseng contents(crude saponin) 70mg/g or more, 60 % or more solid

Direction One(1) or Two(2) times daily, 1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Content 3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100%(Ginsenoside Rg1+Rb1+Rg3 10 mg/g, over 60% solid)

Direction Two(2) times daily, 1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금홍 6년근 홍삼농축액  |  GEUMHONG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내용량 3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00% (6년근, 국산: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10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2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금홍 6년근 홍삼농축액 (수출전용)  |  GEUMHONG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for export)

내용량 12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00% (6년근, 국산: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10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2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Content 12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100%(Ginsenoside Rg1+Rb1+Rg3 10 mg/g, over 60% solid)

Direction Two(2) times daily, 1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Content 24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old red ginseng concentrate 100%(Ginsenoside Rg1+Rb1+Rg3 7 mg/g, over 60% solid) 

Direction One(1) times daily, 2g each for adults.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hildren under 15 may take half the adult serving.

  금홍 6년근 홍삼농축액  |  GEUMHONG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내용량 240g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홍삼농축액100% (6년근, 국산: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7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2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드십시오.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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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SAN GINSENG 

COOPERATIVE

Content 40ml x 10 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s old, Korean/ red ginseng saponine 70mg (over 60% solid) 1.0%, purified water, mixed vegetable 
extract (2% solid: Korean angelica root, cnidium, foxglove, boxthorn, Ganoderma Lucidum, dried orange 
peel, ginger, achyranthes, Atractylodes lancea, peony, eucommia bark, root of arrowroot), fructooligosac-
charide, isomaltooligosaccharide, taurine, jujube concentrate, malt extract, citric acid, vitamin C, sodium 
carboxymethylecellulose, sodium citrate)

Direction for adult, drink 1 or 2 packet daily. please 1 packet at a time

  금홍 발효홍삼 플러스  |  GEUMHONG Fermented Red Ginseng Tonic Plus

내용량 40ml x 10포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국산/ 홍삼사포닌70mg (고형분 60% 이상) 1.0%, 정제수, 식물혼합추출액 (고형분 2%: 당귀, 천궁, 지
황, 구기자, 영지, 진피, 생각, 우슬, 창출, 작약, 두충, 갈근),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타우린, 대추농
축액, 맥아추출물, 구연산, 비타민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1,200ml(120ml x 10bottle)

Raw Materials and Contents 1 red ginseng(over 4 years old, Korean) root, mixed concentrate(ganderma lucidum(Korean), jujube(Ko-

rean), cinnamon, foxglove, red ginseng flavoring, honey flavoring, vitamin B2, sodium benzoate(synthetic 

preservative), glycine, purified water

Direction For adults, take one bottle at a time.

  금홍 홍삼 하나 통째로  |  GEUMHONG One Whole Korean Red Ginseng Drink

내용량 1,200ml(120ml x 10병)

원재료 및 함량 홍삼(4년근이상, 국산) 1본, 혼합추출액(영지(국산), 대추(국산), 계피, 숙지황, 인삼향, 꿀향, 비타민B2, 안식향
산나트륨(합서오존료), 글리신, 정제수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Content 1,200ml (120ml x 10 bottle)

Raw Materials and Contents 1 Fresh Ginseng(over 4 years old, Korean) root, purified water, high fructose corn syrup, citric acid, artificial 

flavoring(ginseng flavoring), DL-malic acid, synthetic preservative(sodium benzoate), glycine, citric acid, 

nicotinic acid, caramel coloring, vitamin B2

Direction For adults, take one bottle at a time.

  금홍 삼 하나 통째로  |  GUEMHONG Energy drink

내용량 1,200ml (120ml x 10병)

원재료 및 함량 수삼(4년근이상, 국산) 1본, 정제수, 액상과당, 구연산, 합성착향료(인삼향), DL-사과산,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나트륨), 글리신, 구연산나트륨, 니코틴산아미드, 카라멜색소, 비타민B2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 하십시오

  Korean ginseng drink (수출전용)  |  GEUMHONG Korean Ginseng Drink (for export)

내용량 1,200ml(120ml * 10)

원재료 및 함량 수삼(4년근이상, 국산) 1본, 정제수, 액상과당, 구연산, 합성착향료(인삼향), DL-사과산,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나트륨), 글리신, 구연산나트륨, 니코틴산아미드, 카라멜색소, 비타민B2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 하십시오

Content 1,200ml(120ml * 10 bottle)

Raw Materials and Contents 1 Fresh Ginseng(over 4 years old, Korean) root, purified water, high fructose corn syrup, citric acid, artificial 
flavoring(ginseng flavoring), DL-malic acid, synthetic preservative(sodium benzoate), glycine, citric acid, 
nicotinic acid, caramel coloring, vitamin B2

Direction For adults, take one bottle at a time.

  금홍 맛있는 홍삼액  |  GEUMHONG Delicious korean Red Ginseng Tonic

내용량 1,500ml (50ml x 30포) / 3,000ml (50ml x 6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홍삼성분함량70mg/g이상, 고형분 60% 이상)0.5%, 홍삼당침액, [홍삼추출액(홍삼성분함량 70mg/g), 꿀,  
올리고당, 저당, 액상과당], 대추농축액(국산, 고형분 50% 이상), 산수유농축액(고형분50%이상), 비타민c, 정제수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1,500ml (50ml x 30pack) / 3,000ml (50ml x 6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red ginseng content-over 70mg/g, over 60% solid)0.5%, sugared red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red ginseng content-70mg/g), honey, oligosaccharide, low sugar, high fructose corn syrup], 
jujube concentrate(Korean, over 50% solid), Sansuyu Tea extract(over 50% solid), vitamin C, purified water

Direction for adult, drink 1 or 2 packet daily. please 1 packet at a time

Content 300ml (10ml x 3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6-year-old red ginseng concentrate(over 60% solid, Saponin 70mg)7%, mixed vegetable concentrate(over 

55% solid, milk vetch root 12.65%, Korean angelica root 12.65%, licorice, cinnamon, peony, white atractylis, 

foxglove, cnidium, white agaric)7%, maltodextrin, ganoderma lucidum concentrate, Grapefruit Seed Extract, 

purified water

Direction One pouch daily for adults (children 15 and under may take half a pouch)

  금홍 홍삼정 스틱  |  GEUMHONG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Stick

내용량 300ml (1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홍삼농축액(고형분60%이상, 조사포닌 7mg/g)7%, 식물혼합농축액(고형분 55%이상, 황기12.65%, 
당귀12.65%, 감초, 계피, 작약, 백출, 지황, 천궁, 복령)7%,말토덱스트린, 영지농축액, 자몽종자추출물, 정제수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300ml (10ml x 3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old red ginseng concentrate 30%(Ginsenoside Rg1+Rb1+Rg3 6 mg/g) Purified water 70%

Direction One pouch daily for adults (children 15 and under may take half a pouch)

  금홍 홍삼정 에브리데이 (수출전용)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Exrtact Everyday (for export)

내용량 300ml (1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30% (6년근,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6mg/g), 정제수7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2,400ml (80ml x 3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old Red Ginseng Extract 100%(red ginseng contents (crude saponin) 2.1mg/g or more, 2.2 % or 

more solid

Direction for adult, drink 1 or two packet daily

  금홍 홍삼액골드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Tonic Gold

내용량 2,400ml (8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홍삼추출액100% (홍삼성분(조사포닌)함량 2.1mg/g이상, 고형분 2.2%이상)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홍삼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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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SAN GINSENG 

COOPERATIVE

Content 60g (2g x 10ea x 3)

Raw Materials and Contents 100% Red Ginseng

Direction Put one tea bag(2g) in one liter of 80-90◦C water and infuse for 5-10 minutes. Keep product refrigerated.

  금홍 팽화홍삼차 |  GEUMHONG Puffed Korean Red Ginseng Tea

내용량 60g (2g x 10ea x 3)

원재료 및 함량 홍삼100% (4년근이상, 국내산)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티백(2g)을 80~90C도의 물 1리터에 넣고 약 5~10분 정도 우려내어 드시고, 냉장 보관하여 주십시오.

Content 90g(3g x 30pack), 150g(3g x 5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10%(over 70mg/g red ginseng content, over 60% solid, Korean), dextrose

Direction Put 3g of red ginseng tea in one cup of hot or cold water. Mix well.

  금홍 고려홍삼차 마일드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Tea Mild

내용량 90g(3gx30포), 150g(3gx5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0%(홍삼성분70mg/g이상, 고형분60%이상,국산),무수포도당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홍삼차 3g을 한잔의 온수 또는 냉수에 넣은 후 잘 저어서 드십시오.

  금홍 고려홍삼차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Tea

내용량 150g(3g x 50포), 300g(3g x 10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국산)10%, 포도당, 유당(우유,미국산)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홍삼차 3g을 한잔의 온수 또는 냉수에 넣은 후 잘 저어서 드십시오.

Content 150g(3g x 50pack), 300g(3g x 10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Korean)10%, glucose, lactose(milk, American)

Direction Put 3g of red ginseng tea in one cup of hot or cold water. Mix well.

Content 300ml (10ml x 3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6-year-old, 6mg/g of ginsenoside Rg1+Rb1+Rg3, over 60% solid content)30%, 

purified water) ginseng mixture ratio: main root 70%, rootlet 30% 

Direction One pouch daily for adults (children 15 and under may take half a pouch)

  금백 홍삼정 백년약속   |  GUEMBAEK 100-year Promise for Korean Red Ginseng Extract 

내용량 300ml (1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30% (6년근,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6mg/g, 고형분 60%이상), 정제수7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750ml (25ml x 3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Korean) ginsenoside 

<Ratio of ginseng: main root 70%, rootlet 30%>, sugar-fed honey(Korean)5.4%, apple concentrate(Kore-

an)3.6%, strawberry concentrate(Korean)1.8%, date concentrate(Korean)1.8%, purified water86.3%

Direction drink 1 packet daily

  에너진 홍삼곤 마일드  |  ENERGIN korean Red Ginseng Gon Mild

내용량 750ml (5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1.1%, 사양벌꿀(국내산)5.4%, 사과농축액(국내산)3.6%, 딸기농축액(국내산)1.8%, 대추농축액(국
내산)1.8%, 정제수86.3%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어린이,청소년 (2세-15세) 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에너진 6년근 고려 홍삼정 스틱  |  ENERGIN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stick

내용량 300ml (1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홍삼농축액(고형분60%이상, 조사포닌 7mg/g)7%, 식물혼합농축액(고형분 55%이상, 황기12.65%, 
당귀12.65%, 감초, 계피, 작약, 백출, 지황, 천궁, 복령)7%,말토덱스트린, 영지농축액, 자몽종자추출물, 정제수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300ml (10ml x 3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6-year-old red ginseng concentrate(over 60% solid, Saponin 70mg)7%, mixed vegetable concentrate(over 55% sol-
id, milk vetch root 12.65%, Korean angelica root 12.65%, licorice, cinnamon, peony, white atractylis, foxglove, cnidium, 
white agaric)7%, maltodextrin, ganoderma lucidum concentrate, Grapefruit Seed Extract, purified water

Direction for adult, drink 1 packet daily

Content 2,700ml (90ml x 3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Extract 100%(korean, red ginseng contents(crude saponin) 2.2mg/g or more, 2 % or more 

solid

Direction for adult, drink 1 or two packet daily

  에너진 고려 홍삼진액 프리미엄  |  ENERGIN korean Red Ginseng Tonic Premium

내용량 2,700ml (90ml x 3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추출액100% (국내산, 고향분2.0%,사포닌2.2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2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1,200ml (100ml x 12 bottle )

Raw Materials and Contents Purified water, liquid fructose, dextrin, ginger root, taurine, jujube, red ginseng extract, ganoderma lucidum, 

caramel coloring, cinnamon, fructus lycii, Rehmanniae Radix Crudus, guarana extract, citric acid, trisodium 

citrate

Direction For adults, take one bottle at a time.

  Ginseng-Nex ENERGY DRINK (수출전용)  |  GEUMHONG  Korean Red Ginseng Energy Drink (for export)

내용량 1,200ml (100ml x 12 bottle )

원재료 및 함량 정제수, 액상과당, 덱스트린, 생강 뿌리, 타우린, 유유베, 홍삼 추출물, 영지, 카라멜 색소, 계피, 구기자, 생지황, 
과라나 추출물, 시트르산, 구연산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 하십시오

홍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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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SAN GINSENG 

COOPERATIVE

Content 6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Oligosaccharide, fructose, honey(Korean)5%, red ginseng concentrate 2%, vitamin C

Direction Take 5g-10g each, 2-3 times daily.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홍삼꿀청 |  Preserved Honey Red Ginseng

내용량 600g

원재료 및 함량 올리고당, 과당, 벌꿀(국산)5%, 홍삼농축액2%, 비타민c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2~3회, 1회(5g~10g)씩 직접 음용 하거나 냉온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Content 220g(22g x 10ea), 110g (22g x 5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55%, high fructose corn syrup 35%, honye(korean), low sugar

Direction Take one root a day. May eat the root as is or boil it and drink the filtrate.

  금홍 홍삼진과 |  GEUMHONG Honeyed Korean Red Ginseng

내용량 220g(22g x 10개), 110g (22g x 5개)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산)55%, 액상과당 35%, 꿀(국산), 저당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하루 적당량을 한뿌리씩 원형 그대로 드시거나 열수에 끓여 여액을 음용 하십시오.

Content 200g (20g x 10ea), 100g (20g x 5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55%, high fructose corn syrup, honye(Korean), low sugar

Direction Take 2-3 slices from one pack at a time.

  금홍 홍삼절편  |  GEUMHONG Sliced Korean Red Ginseng

내용량 200g (20g x 10개), 100g (20g x 5개)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산)55%, 액상과당, 꿀(국산), 저당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팩을 기호에 따라 2-3편씩 적당하게 드십시오

  금홍 홍삼절편진과 세트  |  GEUMHONG Honeyed Korean Red Ginseng and Sliced Red Ginseng Set

내용량 146g [절편 80g (20g x 4ea) / 진과 66g (22g x 3ea)]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산)55%, 액상과당 35%, 꿀(국산), 저당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하루 적당량을 한 뿌리씩 원형 그대로 드시거나 열수에 끓여 여액을 음용 하십시오. 절편은 1회 1팩을 기호에 
따라 2-3편씩 적당하게 드십시오.

Content 146g [Sliced Red Ginseng  80g (20g x 4ea) / Honeyed Red Ginseng 66g (22g x 3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55%, high fructose corn syrup 35%, honey(korean), low sugar

Direction Take one root a day. May eat the root as is or boil it and drink the filtrate.
Take 2-3 slices from one pack at a time.

  홍삼액정  |  Korean Red Ginseng Extract Tea

내용량 2,40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 추출액10%, 올리고당20%, 고과당20%, 저당5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2~3회, 1회(5g~10g)씩 직접 음용 하거나 냉온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Content 2,4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extract10%, Oligosaccharide20%, fructose20%, low sugar50%

Direction Take 5g-10g each, 2-3 times daily.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Content 3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Fruit sugar, low sugar, red ginseng concentrate(red ginseng 70mg/g, over 60% solid, Korean)2%, mixed 

vegetable concentrate(arrowroot(Korean), mulberry leaves(Korean), Korean angelica root, cnidium, milk 

vetch root, Poria Sclerotium, peony, Atractylodes ovata, Ganderma Lucidum, schizandra, Big blue lilyturf, 

boxthorn, acanthopanax/over 60% solid), vitamin C

Direction drink the packet(5-10g) 2-3 times daily.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홍삼정차  |  Korean Red Ginseng Extract Tea

내용량 30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2%, 식물혼합농축액[갈근(국산), 뽕잎(국산), 당귀(국산), 천궁, 황기, 백복령, 작약, 삽주, 영지, 오미
자, 맥문동, 구기자, 오가피], 과당, 저당, 비타민C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2~3회, 1회(5g~10g)씩 직접 음용 하거나 냉온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Content 90g(3g x 30pack), 50g(3g x 50pack)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Korean)10%, glucose

Direction Put 3g of red ginseng tea in one cup of hot or cold water. Mix well.

  금홍 고려인삼차 (수출전용)  | GEUMHONG Korean Ginseng Tea (For export)

내용량 90g(3gx30포), 50g(3g x 5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국산)10%, 포도당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홍삼차 3g을 한잔의 온수 또는 냉수에 넣은 후 잘 저어서 드십시오.

Content 500g (250g x 2 bottle)

Raw Materials and Contents 6 year-old red ginseng extract15%, Ganoderma Lucidum extract, Artemisia Herb extract 10%, fructose 

35%, low sugar 30%

Direction Take 1-2 times daily. May be mixed with hot or cold water.

  6년근 고려 홍삼액정  |  6 year-old Korean Red Ginseng Extract

내용량 500g (250g x 2병)

원재료 및 함량 6년근 홍삼추출액15%, 영지추출액, 애엽추출액10%, 고과당 35%, 저당 3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1~2회, 적당량을 그대로 또는 온수 및 냉수에 타서 음용하십시오.

절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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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SAN GINSENG 

COOPERATIVE

Content 100g  (Carton/6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fined sugar, starch syrup, ginseng powder, ginseng flavoring, herb flavoring, L-menthol

Direction Take one candy at a time.

  고려 인삼캔디  |  GUEMBAEK Korean Ginseng Candy

내용량 100g (60봉)

원재료 및 함량 정백당, 물엿, 인삼분말, 인삼향, 허브향, L-멘톨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Content 100g (48 carton)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fined sugar, starch syrup, ginseng powder, ginseng flavoring, herb flavoring, L-menthol

Direction Take one candy at a time.

  고려 인삼캔디 지함 (수출전용) |  GUEMBAEK Korean Ginseng Candy  (for export)

내용량 100g (48통)

원재료 및 함량 정백당, 물엿, 인삼분말, 인삼향, 허브향, L-멘톨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Content 100g, 200g, 300g, 500g, 8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sugar, artificial flavoring, starch syrup, herb flavoring, L-menthol, vanilla powder

Direction Take one candy at a time.

  고려 홍삼캔디 |  Korean Red Ginseng Candy

내용량 100g, 200g, 300g, 500g, 80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설탕, 합성착향료, 물엿, 허브향, L-멘톨, 바닐라파우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고려 무설탕 홍삼캔디  |  Korean Non sugar Red Ginseng Candy

내용량 50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물엿, 말티톨시럽, 아스파탐, 인삼향, 카라멜색소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Content 5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starch syrup, maltitol syrup, aspartame, ginseng flavoring, caramel coloring

Direction Take one candy at a time.

  맛있는 꿀 홍삼 말랭이  |  Delicious Dried Honey Korean Red Ginseng

내용량 4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산)70%, 이소말토올리고당, 벌꿀(국산)1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기호에 따라 1회 2~3편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4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70%, isomaltooligosaccharide, honey(Korean)10%

Direction Take 2-3 slices at a time.

Content 300g (20x15ea), 200g(20x1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70%, fructose25%, Oligosaccharide5%

Direction Take 2-3 slices from one pack at a time.

  고려 홍삼절편  | Korean Sliced Red Ginseng

내용량 300 (20x15개), 200g(20x10개)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내산) 70%, 과당25%, 올리고당5%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팩을 기호에 따라 2-3편씩 적당하게 드십시오

Content 45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70%, , fructose 25%, Oligosaccharid5%

Direction Take one root a day. May eat the root as is or boil it and drink the filtrate.

  고려 홍삼진과골드  |  Korean Honeyed Korean Red Ginseng Gold

내용량 45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내산) 70%, 과당25%, 올리고당5%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하루 적당량을 한뿌리씩 원형 그대로 드시거나 열수에 끓여 여액을 음용 하십시오.

Content 300g (8 root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Korean) 100% Composition of sugar preserved liquid: honey(korean)50%, high fructose corn 

syrup 50%

Direction Take one root a day. May eat the root as is or boil it and drink the filtrate.

  고려 홍삼진과  |  Korean Honeyed Korean Red Ginseng

내용량 300g (8뿌리)

원재료 및 함량 홍삼(국산)100% 당침액조성비: 꿀(국산)50%, 액상과당 5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하루 적당량을 한뿌리씩 원형 그대로 드시거나 열수에 끓여 여액을 음용 하십시오.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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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MSAN GINSENG 

COOPERATIVE

Content 700g (10 bag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jelly, black ginseng jelly, 

red ginseng blueberry jelly, red ginseng pumpkin jelly, red ginseng chlorella jelly

Direction Take one jelly at a time.

  고려 홍삼 종합제리  |  Korean Red Ginseng Multi-Jelly

내용량 700g(10봉)

원재료 및 함량 홍삼제리,흑삼제리,홍삼블루베리제리,홍삼호박제리,홍삼클로렐라제리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씹어 드세요.

Content 300g, 500g, 7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Sugar, starch syrup, corn starch, Aronia concentrate(Polish), Aronia flavoring, red ginseng flavoring, red 

ginseng concentrate(Korean), margarine(soybean), agar(Korean)

Direction Take one jelly at a time.

  고려 홍삼 아로니아 제리  |  Korean Red Ginseng Aronia Jelly

내용량 300g, 500g, 700g

원재료 및 함량 설탕, 물엿, 옥수수전분, 아로니아농축액(폴란드산) 아로니아향, 홍삼향, 홍삼농축액(국산), 마아가린(대두) 한
천(국산)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씹어 드세요.

  홍삼 블루베리 제리  |  Korean Red Ginseng Blueberry jelly

내용량 150g(40봉), 300g(25봉) 700g(10봉)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설탕, 물엿, 옥수수전분, 마가린 ,합성착향료, 합성착향료, 정제염, 블루베리농축액, 합성착색료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씹어 드세요.

Content 150g(40bags), 300g(25bags), 700g(10bag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sugar, starch syrup, corn starch, margarine, artificial flavoring, purified salt, blue-

berry concentrate, artificial coloring

Direction Take one jelly at a time.

진과, 제과, 미용, 그 외

Content 300g x 25ea, 500g x 20ea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refined sugar, starch syrup, corn starch, red ginseng flavoring, margarine, agar

Direction

  고려 흑삼제리  | Korean Black Ginseng Jelly

내용량 300gx25개, 500gx20개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정백당, 물엿, 전분, 홍삼향, 마가린, 한천

섭취량 및 섭취 방법

Content 320g, 5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purified sugar, starch syrup, starch, red ginseng flavoring, margarine, agar

Direction Take one jelly at a time.

  고려 홍삼제리  |  Korean Red Ginseng Jelly

내용량 320g, 500g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정백당, 물엿, 전분, 홍삼향, 마가린, 한천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Content 270g , 8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Black ginseng concentrate, sugar, artificial flavoring, starch syrup, herb flavoring, L-menthol, vanilla powder

Direction Take one candy at a time.

  고려 흑삼캔디  |  Korean Black Ginseng Candy

내용량 270g , 800g

원재료 및 함량 흑삼 농축액, 설탕, 물엿, 합성착향료, 허브향, L-멘톨, 카라멜색소, 바닐라파우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1개씩 입안에서 녹여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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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금백홍삼천연비누  |  GUEMBAEK Red Ginseng Soap

내용량 80g

원재료 및 함량 팜유 비누분, 인삼파우더, 홍삼엑기스, 프로폴리스, 쉐어버터, 알로에 추출물 외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세안 시 물을 묻힌 손으로 비누거품을 충분히 낸 후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미온수로 충분히 
헹구어 냅니다.

Content 8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Palm oil soap powder, ginseng powder, red ginseng extract, propolis, shea butter, aloe extract, etc.

Direction Use wet hands to make sufficient soap foam and massage face gently. Wash thoroughly with lukewarm water.

Content 8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Noni extract, noni powder, aloe vera extract, olive oil, jojoba oil, propolis, shea butter, camellia butter, coco-

nut milk, acacia honey

Direction Use wet hands to make sufficient soap foam and massage face gently. Wash thoroughly with lukewarm wa-
ter and finish with cold water.

 금백노니천연비누  |  GUEMBAEK Noni Soap

내용량 80g

원재료 및 함량 노니추출물, 노니분말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올리브오일, 조조바오일, 프로폴리스, 쉐어버터, 동백오일, 코코
넛밀크, 아카시아꿀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손으로 충분히 비누거품을 낸 후 얼굴을 마사지하듯 거품으로 가볍게 문지릅니다. 미온수로 깨끗이 씻은 후 
마지막은 찬물로 헹궈줍니다.

  진생+허브 마스크팩 | Ginseng+Herb Mask Pack
내용량 25g

원재료 및 함량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소듐하이알룰, 1,2-핵산다이올,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카보머, 알지닌, 인
삼추출물,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인, 잔탄검, 로즈우드오일,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다이소듐이디티에이, 페퍼민트잎
추출물, 티트리추출물, 마트리카리아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카멜그라스추출물, 라벤더꽃추출물, 감국추출물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세안 후 스킨으로 피부결 정돈 후, 시트를 꺼내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밀착시킵니다. 10~20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어느 정도 내용물이 흡수가 되면 떼어내고, 피부에 남아있는 에센스는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Content 25g

Raw Materials and Contents Purified water, butylene glycol, sodium hyaluronate, 1,2-hexanediol,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carbomer, arginine, ginseng extract, ethylhexylglycerin, allantoin, xanthan gum, rosewood oil, dipropylene 
glycol, disodium EDTA, peppermint leaf extract, tea tree extract, Chamomilla Recutita flower extract, rose-
mary extract, camel grass extract, lavender flower extract, chrysanthemum extract

Direction After thoroughly cleansing face, apply toner to dampen skin. Take out mask and place evenly on entire face. Rest for 10-
20 minutes, and take mask off after content is absorbed by skin. Lightly tap excess product into face for absorption.

Content 1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fined sugar, vegetable oil, cacao butter, whole milk powder, lactose), lecithin, artificial flavoring), corn 

flavoring, wheat flour, Hongcheon waxy corn powder, table salt, baking powder, red ginseng powder

Direction Chew a desired amount.

  찰옥수수 홍삼크런치  |  Waxy Corn Korean Red Ginseng Crunch

내용량 100g

원재료 및 함량 정백당, 식물성유지, 카카오버터, 전지분유, 유당), 레시틴, 합성착향료), 옥수수향, 소맥분(밀), 홍천찰옥수수분
말, 식염, 베이킹파우다,홍삼분말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적당량을 씹어 드세요.

  고려홍삼크런치  |  Korean Red Ginseng Crunch

내용량 180g(12봉)

원재료 및 함량 홍삼분말,정백당,정제가공유지,코코아버터,유당,탈지분유,유청분말,레시틴,합성착향료,바닐린,정제엽,소맥분,옥수
수전분,베이킹파우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적당량을 씹어 드세요.

Content 180g(12bags)

Raw Materials and Contents White sugar, vegetable oil, cacao butter, mixed milk powder, lactose, lecithin, artificial flavoring, red ginseng flavoring, 
red ginseng powder, wheat flour, corn starch, table salt, baking powder

Direction Chew a desired amount.

Content 20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60% solid), over 70mg/g red ginseng content, Korean), sugar, ion starch syrup, 

etc.

Direction Chew a desired amount.

  고려홍삼카라멜 | Korean Red Ginseng Caramel

내용량 200g(1박스 x 30봉), 200g(1박스(5 x 10곽, 50봉)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고형분 60%), 홍삼성분 70mg/g이상, 국산), 설탕, 이온물엿 등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적당량을 씹어 드세요.

Content 90g(100bags), 180g(40bags), 430g(20bag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wheat flour, sugar, shortening, starch, processed milk powder, milk powder, egg, 

glucose, edible leaf, black sesame, brown cheese flavored powder, red ginseng powder, vanillin, ginseng 

flavoring, food additives

Direction Chew a desired amount.

 고려 홍삼건빵  |  Korean Red Ginseng Hard Tacks

내용량 90g(100봉), 180g(40봉), 430g(20봉)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액, 소맥분, 설탕, 쇼팅, 전분, 가공분유, 분유, 계란,포도당,식엽,검정깨,황치즈맛분말,홍삼분말,바니린,
인삼향,식품첨가물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적당량을 씹어 드세요.

Content 14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White sugar, vegetable oil, cacao butter, mixed milk powder, lactose, lecithin, artificial flavoring, red ginseng 

flavoring, red ginseng powder, wheat flour, corn starch, table salt, baking powder

Direction Chew a desired amount.

  고려홍삼초콜릿  |  Korean Red Ginseng Chocolate

내용량 140g

원재료 및 함량 백설탕,식물성유지,카카오버터,혼합분유,유당,레시틴,합성착향료,홍삼향,홍삼분말,소백분,옥수수전분,
식염베이킹파우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적당량을 씹어 드세요.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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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 홍삼타블렛  |  GEUMHONG Red Ginseng Tablets

내용량 45g(90정) x 3병(270정)

원재료 및 함량 홍삼분100%(6년근, 국산: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5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15세 이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

Content 45g(90tablets) x 3 bottles(270tablet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powder
6 years old / Ginsenoside Rg1+Rb1+Rg3=5mg

Direction Take one(1) tablet three(3) times daily with water. For children 15 and under, take half serving.

Content 7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Acanthopanax(Korean, 20g) 28.57%, kalopanax(Korean, 20g) 28.57%, milk vetch root(Korean, 15g) 

21.43%, oriental raisin tree(Korean, 5g) 7.15%, jujube(Korean, 4g) 5.71%, garlic(Korean, 4g) 5.71%, Korean 

angelica root(Korean, 2g) 2.86%

Direction Put 3 liters of water and contents of Samgyetang in a container and boil for 30 minutes. Add raw chick-
en and boil for another 30 min~1 hour.

  건강백숙(삼계탕 재료)  |  Samgyetang Ingredient

내용량 70g

원재료 및 함량 오가피(국내산20g)28.57%, 엄나무(국내산20g)28.57%, 황기(국내산15g)21.43%, 헛개나무(국내산
5g)7.15%, 대추(국내산4g)5.71%, 마늘(국내산4g)5.71%, 당귀(국내산2g)2.86%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적당한 용기에 물 3L를 부은 다음 삼계탕재료를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생닭을 넣고 30분~1시간정도 더 끓인 다음 드시면 됩니다.

Content 3,000ml (100mlx30 bottle)

Raw Materials and Contents Carrot(Korean) 20%, broccoli(Korean) 15%, cabbage(Korean) 15%, apple(Korean) 15%, banana(Philippines) 

15%, purified water

Direction For adults, take one bottle at a time.

  천연 해톡 주스  |  Natural Juice

내용량 3,000ml(100mlx30개)

원재료 및 함량 당근(국산)20%, 브로콜리(국산)15%, 양배추(국산)15%, 사과(국산)15%, 바나나(필리핀산)15%, 정제수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 1일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Content 375ml

Raw Materials and Contents Ginseng liquor - alcohol 20%

Direction

  인삼주  | Ginseng Liquor

내용량 375ml

원재료 및 함량 알콜 2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인삼주병  |  Ginseng Liquor Bottle

내용량 0.5 L ~ 50L

원재료 및 함량

섭취량 및 섭취 방법

Content 0.5 L ~ 50L

Raw Materials and Contents

Direction

Content 1,000ml

Raw Materials and Contents Noni extract 99.5%(Vietnam), red ginseng concentrate 0.5%(Korean)

Direction Take 50ml before or after meal with desired method

 에너진 홍삼노니원액  | Red Ginseng Noni a crude liquid

내용량 1,000ml

원재료 및 함량 노니원액99.5%(베트남), 홍삼농축액0.5%(한국)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회 50ml를 식사 전후 기호에 따라 음용

  고려6년근홍삼정환 | 6-year-old Red Ginseng Concentrate

내용량 150g

원재료 및 함량 6년근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 고형분60%이상, 국산)20%, 6년근홍삼분말(국산) 20%, 마(국산)20%, 
전분20%, 쌀가루(국산)20%

섭취량 및 섭취 방법 성인1회 5~10환, 1일 1~2회 복용하십시오.

Content 150g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70mg/g, over 60% solid, Korean)20%, 6-year-old red ginseng powder(Korean) 20%, Chinese 

yam(Korean)20%, starch20%, rice powder(Korean)20%

Direction Adults-take 5-10 pills, 1-2 times daily

Content 90g (1.5g x 60 packets)

Raw Materials and Contents red ginseng concentrate powder(Korean, 6 years old, ginsenoside Rg1+Rb1+Rg3 25mg/g) 100%

Direction take one(1) packet(1.5g) daily. May be mixed with water or other drinks.

  금홍 홍삼정분  |  GEUMHONG Red Ginseng Extract Powder

내용량 90g (1.5g x 60포)

원재료 및 함량 홍삼농축분말 100% (6년근, 국산: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25mg/g)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물 또는 기호성 음료와 합께 섭취하십시오

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