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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자박은 언제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손길로 

엄선된 원료만을 골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자박의 제품에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삶의 질이 높아짐과 함께

더 좋은 먹거리, 건강 식품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게 저희 온자박 역시 언제나 고객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건강한 식품으로

바른 먹거리를 앞장서 선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점  식 Jeomsik Lee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 좋은 재료와 정성을 아끼지않고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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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자박의 엄격한 위생 관리 시스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식품을 만든다는 자 부 심

땅에서 나고 자라 손 수 키운 원재료가 건강하다는 신 념

이를 나누고픈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온자박의 마 음

모두, 하나의

‘금덩어리’의 순 우리말

온

자 박

원료의 입고 조리 및 가공라인출입자 위생관리 미생물 검사전처리 제품의 출고

원료의 입고 때부터 철저히 
검사하여 신선한 재료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품질 관리 작업을 통해
제품을 조리/가공하고
완벽한 제품을 추구합니다.

토탈 위생 시스템으로
출입자 전원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식중독 균 등 고객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단계별 세척 과정을 통해
깨끗한 상태의 원재료를 
사용합니다.

최종 검수 완료된 제품으로
고객님들에게 찾아갑니다.

Cl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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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 구축으로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www.onjabak.com   |   www.onjabakmall.com



온자박의 도라지는 특허 받은 자사 도라지 가공법으로
어떠한 인공 첨가물 없이 3년근 이상 약 도라지보다

약 2.2배 높은 사포닌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라지 사포닌(3년근)
사포닌 함유량 검사성적서

사포닌 증대 조리법 특허번호 : 10-2021-0039675

온자박 자사특수가공법 도라지
(특허, 한달숙성)

사포닌 함유량 검사 성적서

여러분은 오직 온자박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사포닌 2배 프리미엄 도라지를 보고계십니다!

‘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은 약도라지,

오직 온자박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도라지는 왜 온자박 일까요? 사포닌이란?

사포닌 49.6mg사포닌 23mg

약
2.2배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몸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배출하여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신체 대사를 활성화 시켜
체지방 축적을 막고

빠르게 연소 되도록 해줍니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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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독소 제거

심혈관질환 예방

다이어트에 도움

각종 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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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 고급 디저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품질 좋고 신선한 국내산 도라지와 배를

엄선하여 오랜 시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섭취 및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자연에서 손 수 키운 건강한 원재료

CHECK POINT 02

CHECK POINT 01

CHECK POINT 03

철저한 품질과 위생.생산관리

도라지정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도라지청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국내산 도라지와 배의 맛과 영양을 최대로!

정성 담긴 온자박 도라지식품,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최우선!
품질 좋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에서 제조합니다.

커피, 차와 함께
영양간식으로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풍미 UP

아이스크림과 함께
고급 디저트로

식빵이나 빵의 잼
대용으로

콩고물과 함께
전통 디저트로

몸이 으스스할 때,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차로

디저트와 함께
달콤한 간식으로 

빙수 위에 올려
남녀노소 좋아하는 

도라지빙수로

사포닌이 풍부한 국내산 도라지를 자사 특수 가공법을 이용하여
사포닌 함량을 더욱 높였으며, 인공 첨가물과 물 대신 
국내산 배를 사용하여 맛과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힘든 하루,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분들께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목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누구나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건강선물을 찾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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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자박 도라지식품은 어릴 때부터 기관지와 몸이 약해 

힘들어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만든 식품입니다.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를 여러 번 찌고 말려가며

정성껏 만들어 먹였던 어머니의 12년 노하우가 담긴 식품을

온자박에서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온자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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