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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아름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의 다짐이 지속되도록, 

아름이 함께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GAP(우수관리인증)

무농약 인증

(주)아름 (AREUM)은

Ace : 아주 좋은, 친환경제품을

Real : 진짜, 원물로

Exactly : 정확히, 꼭, 지켜야하는 원칙에 따라

Us :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함을

Mom : 엄마의 마음으로...

건강 한아름을 전해드립니다. 

주요연혁

2016. 농업회사법인 (주)아름 설립

2017. 농진청 교육농장 지정

2018. 여성농촌관광 해설사, 교육농장 교사,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2019.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 인증, 농산물 제조/가공 및 체험시설 완공

2020. 베리토리 제품 출시, HACCP 인증

CONTACT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3길 73-1

Tel. 010-5176-2789

Fax. 053-584-2789

E-mail. areum73-1@naver.com

Homepage. www.areumfarm.com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의 다짐이 지속되도록, 

아름이 함께합니다.

건강을 위한 아름의 다짐은, 

무농약 NON PESTICIDE 인증을 통한 친환경재배를 시작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으로 

안전한 제품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인증으로 빈틈없이 채워갑니다.



아름 제품 생산 과정

01 농산물 재배 및 수확 03 착즙

04 충진 05 포장 및 출고 06 판매

02 세척

무농약 NON PESTICIDE 인증 친환경재배

원료의 영양과 맛을 한팩에 자동 포장 파우치 상태로 박스 포장되어 출고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인증



㈜아름은 3자녀를 기르는 여성농업인 대표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배부터 가공/생산, 판매까지 

엄마의 그 마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아름 여성기업인 대표 김혜연입니다.

아름은 언제나 건강하고 신선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100% 과채주스를 만들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채주스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사무실이나 야외에서 인스턴트 커피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름농장의 과채주스는 첨가물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100% 천연과즙으로 만들어 집니다.

과채주스는 과즙의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식품의 유형을 과채주스로 분류

합니다. 과채음료는 10~95% 사이에 포함되는 경우이며, 과즙 함량이 10% 미

만인 경우 추출액, 농축액, 분말 등으로 만든 제품은 액상차 또는 혼합음료로 

분류합니다.

아름농장의 과채주스는 100ml로 소포장되어 드시기 편한 

스파우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대신 건강을 생각한 과채주스로 바꿔보는건 어떨까요?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고 싶은데 믿을 수 있나요?

아름농장의 과채주스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아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부터 세척, 가공, 포장까지 일괄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접 만들어 마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아름농장 과채주스는 어떨까요?

아름농장의 과채주스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함께 마시기 좋도록 아로니아, 미나리, 연근으로 만든 과채주스입니다.

아름농장은 원재료가 되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어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과채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리의 킹, 아로니아

항산화의 왕입니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100g 당 1480mg으로 높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항암효과가 좋고 당뇨병 예방, 체중 감량, 간 손

상 예방, 염증 완화, 눈의 피로 해소 등의 효과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춰주어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로왕은, 항산화의 힘으로 사람들의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휴대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을 건강하게 해줘요.

총 내용량 100ml 당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45
kcal

5%
12g

4%
11g

0%
0g

0%
0g

0%
0g

0%
0g

0%
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 아로니아 30% 사과 70%

아름나라에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능력을 가진 슈퍼영웅이 있어요.
슈퍼 푸드 아로니아의 힘을 가진 영웅, 아로왕!
몸속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혈관청소 영웅, 나리여왕!
외부에서 몸으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영웅, 근이장군!

아로왕, 아로니아주스
ARONIA BERRY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아로니아 30% 사과 70%

나리여왕, 미나리주스
WATER PARSLEY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미나리 30% 사과 70%

근이장군, 연근주스
LOTUS ROOT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연근 30% 사과 70%



총 내용량 100ml 당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38
kcal

4%
9g

3%
7g

0%
2.04g

0%
0g

0%
0g

0%
0g

0%
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 미나리 30% 사과 70%

총 내용량 100ml 당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45
kcal

4%
10g

3%
7g

0%
1.07g

0%
0g

0%
0g

0%
0g

0%
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 연근 30% 사과 70%

뮤신을 가득 품은, 연근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장군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미나리

혈관 청소의 여왕입니다.

연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성분이 많은 연근은 비타민 C가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어 연근 100g으로 하루 비타민 C 필요량의 절반 이

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자주 코피가 나는 아이들의 지혈을 도

와주며 피로 회복과 각종 염증 완화, 눈의 충혈에 효과적이며, 피부

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미나리

현대인들에게 건강채소로 각광받는 미나리는 해독 및 중금속 정화

작용에 탁월하며, 간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의 운동에 좋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혈관을 맑게 정화시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근이장군은, 끈적끈적한 뮤신으로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하고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에도 힘을 발휘,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나리여왕은, 해독작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품에 있는 독성 및 숙취해소에 최고의 힘을 발휘해요.



석류 / 레드자몽 / 타트체리 / 레드비트

100% 천연과즙

아름다운 
One Pick
레드 시리즈!

석류농축액10%, 사과농축액10%

총 내용량 200ml 당

열량 70 kcal

탄수화물 8% 포화지방 0%

당류 7% 트랜스지방 0%

단백질 0% 콜레스테롤 0%

지방 0% 나트륨 0%

레드자몽농축액20%

총 내용량 200ml 당

열량 80 kcal

탄수화물 8.5% 포화지방 0%

당류 9% 트랜스지방 0%

단백질 0.6% 콜레스테롤 0%

지방 0.1% 나트륨 0.001%

타트체리농축액5%, 사과농축액15%

총 내용량 200ml 당

열량 90 kcal

탄수화물 10% 포화지방 0%

당류 17% 트랜스지방 0%

단백질 0% 콜레스테롤 0%

지방 0% 나트륨 3.5%

레드비트농축액15%, 사과농축액5%

총 내용량 200ml 당

열량 68 kcal

탄수화물 8.7% 포화지방 0%

당류 7.2% 트랜스지방 0%

단백질 1.5% 콜레스테롤 0%

지방 1% 나트륨 0.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areumfarm.com

areum farm
농업회사법인 (주)아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3길 73-1     Tel. 010-5176-2789     Fax. 053-584-2789     E-mail. areum73-1@naver.com

아로왕, 아로니아주스
ARONIA BERRY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아로니아 30% 사과 70%

나리여왕, 미나리주스
WATER PARSLEY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미나리 30% 사과 70%

근이장군, 연근주스
LOTUS ROOT AND APPLE JUICE

100ml / 1BOX 10EA

연근 30% 사과 70%

아름다운 One Pick

레드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