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이 준 유효성분을 그대로 담아낸 건강식품의 명가

참유원
자연재료 그대로를 정직하게 담은



참유원은�일반�즙이�아닌�특허�받은�활(㓉) 즙을�만듭니다.
깨끗하고�위생적인�시설에서�일체의�인공�첨가물�없이�국산 
최상급�원재료를�엄선하여 20시간�이상�특허�공법으로�활즙
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재료�본연의�영양이�우리�몸에�제대로 
흡수될�수�있도록�정성과�노력을�기울이며 20시간�특허�공법 
활즙은�참유원에서�최초로�특허�출원하여�오직�참유원에서만 
만들고�참유원에서만�드실�수�있습니다.

참유원은�내�몸과�가족의�건강을�위한�정직한�제품을�만들기 
위해�항상�노력하고�있습니다. 항상�믿을�수�있는�제품으로 
고객에서�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즙 연구와 생산에 진심을 다한

CHAMYOUWON

참유원 대표이사    이  강  수



㓉자연이 준 유효성분을

그대로 담아낸 건강식품의 명가

무안의�양파�재배지는 4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어�해풍과�해무를�맞고�자라 
당도가  높고�각종�미네랄이�풍부한�양파를�생산할�수�있습니다.

바닷물을�뿌려주는�농법으로�농약�살포를�최소화하고, 토양속의�미생물을 
활성화시켜�맛�좋고�품질�좋은�양파를�생산합니다. 

명품�양파로서의�가치를�인정받아�전용비료�사용과�무안�농민들의�전문적인 
재배기술을�더하여�최상급의�양파를�생산합니다.

알리신�성분이�가득하고�흠집�없이�깨끗한�최상품의�무안�마늘만을�사용하여 
정성으로�만듭니다.

참유원이�전남�무안의�농산물만�고집하는�이유!

20시간�이상 
저온�추출공법 

특허기술

위생적인
생산시설에서�제조

원물을�뿌리와 
껍질까지�통째로�추출

국산�최상급
원재료�엄선

인공�첨가물無
(무방부제/무색소
/무설탕/무향료)

4無



참유원 제품소개 20시간 이상 저온 추출공법으로 원재료의 
유효성분을 극대화한 참유원 활즙 

1. 활력여주�여주진액 2. 토종민들레즙

3. 활력양파�순수양파즙 4. 활력양파�솔잎양파즙

여주차

여주환

5. 활력양파�자색양파즙

7. 마늘�진액 8. 흑마늘�진액 9. 3배�양파활즙 10. 피쉬콜라겐

6. 마늘�자색양파즙



여주즙
직접 키운 유기농 여주를 그대로 담아낸

참유원의 대표제품 소개



진공 압력 상태로 로스팅 하여 쓴맛을 줄이고, 고소함을 더해 
섭취하기 편한 여주차! 친환경으로 재배한 유기농 여주와 자연을 
생각한  생분해 티백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찹쌀, 꿀 같은 첨가물 없이 순수 유기농 여주로만 제조한 여주환! 
작은 알갱이 타입으로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간편하게 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유원의 여주 제품은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무안의 최상급의 유기농 여주를 사용합니다.

Let’s drink a vigorous balsam
 apple!

진액 1팩에 여주 150g을 가득 담았습니다. 
20시간 이상 저온 추출 공법으로 쓴맛은 잡고 깊은 맛은 더했습니다. 

활력여주
여주진액

01

활력유기농
여주진액

02

참유원 여주차

참유원 여주즙

참유원 여주환



참유원 토종민들레즙

국산 토종 흰민들레만을 사용한
100 % Real

귀화 생물인 노란 민들레가 아닌 뿌리가 일직선으로 자라는 
오직 국산 토종 흰민들레만을 사용하여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피로감에 
좋은 실리마린

(밀크시슬)
성분�함유

면역력 
필수�시대!

베타카로틴 
성분�함유

토종
흰민들레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D
andelinon Extracted



Let’s drink a vigorous onion!

참유원 순수양파즙

참유원 자색양파즙

참유원 솔잎양파즙

명품 무안양파 100%를 껍질과 뿌리까지 통째로 넣어 
만들었습니다.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역한 냄새
없이 부드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의 영양소와 솔잎의 은은한 향이 감도는
솔잎양파즙! 참유원은 상처 난 하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뿌리부터 껍질까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상품의 무안양파만을 엄선하여 만듭니다.

껍질을 넣고 추출할 경우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껍질을 제거한 채 속만 넣은 즙은 진정한 
활(㓉)즙이 아니기에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통째로 넣고 오랜 시간 정성으로 생산
합니다.

참유원 3배 양파활즙
양파의 유효성분을 3배로-



㓉

참유원 마늘진액

참유원 흑마늘 진액

참유원 마늘자색양파즙

발효숙성�공법으로
유효성분을�온전히 

섭취�가능

국내�최대�브릭스를
자랑하는�흑마늘을

아낌없이�넣어 
진합니다.

어린아이도 
먹을�수�있는�참유원 

흑마늘�진액

알리신 성분이 가득하고 흠집 없이 깨끗한 

최상품의 무안 마늘만을 사용하여 96시간을 정성으로

우려냅니다...



안전한 원료 사용으로 특유의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나지 않는

참유원 국내 가공 저분자 피쉬콜라겐



참유원�상표등록�특허증 건강음료제조법�특허증 FDA 잔류농약�검사서 FDA 영양성분�검사서

해썹교육훈련�수료증 남도미향�인증서 수질검사�성적서 유기가공식품�인증서

배상책임보험가입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정직하게 생산한 
참유원의 건강즙으로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

A.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팔방길 30                E. help@oksun.kr                T. 061- 452-2360               H. www.cuw.co.kr

참유원
자연재료 그대로를 정직하게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