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청소개서

www.nicewellbeing.co.kr

사람이 만든 꿀이라고 불리우는  "조청"은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히고 조려서 
꿀처럼 만든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입니다. 

‘사랑나눔’ 조청은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재료로 우리의 전통 그대로 제조된 제품으로 

꿀이나 설탕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익한 웰빙제품입니다.

일체의 화학 첨가물, 응고제 등을 섞지 않고 국내산 원

료로만 사용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기법으로 만들었으며 각 제품별 재료

가 함유된 조청입니다

수제 조청이므로 직사광선이나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해

서 보관, 개봉된 제품은 빠른 시일 내 섭취하는 것이 좋

으며 냉장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이물질, 침이 묻은 숟가락등을 이용하시면 쉽게

변질될 수도 있으니 조청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밀봉하

여 공기와 접촉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happy Call로 문의바랍니다.

조청을 생산하는 에덴동산은

1993년 복지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은 조청, 엿으로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웰빙과 에덴동산은 복지법인 사랑나눔에덴복

지(www.edengarden.or.kr)의 계열사로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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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주의사항

www.nicewellbeing.co.kr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 50-33, 2F

Tel:1661-3349
제조: 에덴동산/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1

HappyCall 
1661-3349, 02-423-4653

email: nice@nicewellbeing.co.kr

판매처



조청

Healthy,Wellbeing Food
Natural

Fresh Clean

품질 좋은 국내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식품은 재료가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조청은 사람이 만든 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곡물만을 사
용하여 단맛을 내는 감초식품이므로 더더욱 재료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안전하게 재배생산된 재료로만 사용,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웰빙 식품입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대신 순수 곡물로 만들어진 조청.
설탕대용으로 각종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삼채, 도라지, 인진쑥, 무우, 호박
등과 함께 음료나, 잼으로 간편하게 드시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전통 그대로 이어 온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응고제나 화학첨가제, 인공 감미료 등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우리 농산물로
만 만들어진 수제 조청입니니다.

www.nicewellbe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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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는 드시는 
방법방법

사랑나눔 조청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나눔 조청은 기호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v 차로 따뜻하게 복용하시거나 배, 생강, 대추즙과 함께 음용하셔도 좋습니다.

v 여름에는 차가운 아이스티로 드셔도 좋습니다.

v 떡에 조청을 찍어 드시거나, 식빵이나 바게트 등 빵에 잼으로 사용하여 드셔도

됩니다.

v 각종 조림이나 무침 볶음등에 설탕 대신 조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v 삼채, 인진쑥, 도라지, 무우, 호박, 갯똥쑥 등 각 재료가 지닌 특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