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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RESH TIME

HEALTH  BUSINESS 
TOGETHER  WITH 
OUR  CUSTOMER

Vision Philosophy

A company that leads 
a new food culture and 
contributes to human health 
by advanced technology.

선진 기술로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에 공헌하는 기업.

The foods made from Freshbellt 
are oriented to natural foods, 
safty foods and a healthy foods
minimizes processing.

인공첨가물은 배제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식  

프레쉬벨이 만드는 식품의 지향점입니다.



Client

Department store
Private Brand

Organic Jeju Tangerine
유기농 제주 감귤

Apple & Carrot
사과·당근

Organic Grapes
유기농 포도

Cheongsong Apple
청송사과

Pear & Platycodon
배·도라지

NFC Juice
It is a juice made by sterilizing the juice 
after squeezing the fruit without 
concentrating the juice.
과즙을 농축하지 않고 과일 그대로 짜낸 후 살균과정을 
거쳐 제조한 주스입니다.

Finding farmers across 
the countryand selecting 
fruits directly from the farm
전국의 농가들을 찾아 산지에서 직접 과일을 선별

Shine Muscat
샤인머스캣

 Red orange
레드향



PAPA I wants to give a good
It was born with the heart of my father.

Research and develop products that exclude
artificial additives through the principle of no additives.

파파아이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무첨가 원칙을 통해 인공첨가물을 배재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www.papai.co.kr

official.papai

A he
althy c

hild with a father's love



Pear & Platycodon
배 ·도라지

Pear & Luffa cylindrica
배 · 수세미

PaPa Zoo’s
파파주스
Papa juice is heathy, funny and tasty beverage, 
included fine quality nutrient for baby.
파파주스는 아가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과일과 야채에서 찾아내어 맛있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든 건강한 음료입니다.

Freshbell Squeeze Juice
프레쉬벨 착즙 주스
A healthy fruit drink that can fill 
fruits that are hard to eat every day. 
It is better to take out the taste 
as well as the nutrition.
매일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 과일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과일 음료.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Juicetopia
주스토피아
A secret juice topia that drinks more funny. 
You can induce children’s interests 
with different stories for each animal, 
and you can drink more fun and interesting drinks. 
음료를 더욱 재밌게 마시는 비밀 주스토피아. 
동물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Pure Nature Chip & 
Yogurt Pongdang
순수자연칩 & 요거 퐁당
Pure Nature Chip & Yogurt Pongdang are 
the healthiest food with flavor and taste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that do not contain 
any sugar, not to mention of additives and 
preservatives. 
순수자연칩 & 요거퐁당은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맛을 가진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Grape & Blueberry
포도·블루베리

Kiwi & Green Grape
키위·청포도

Apple Chip
사과칩

Strawberry Chip
딸기칩

Plain
Yogurt

플레인 요거트

Strawberry
Yogurt
딸기 요거트

Blueberry
Yogurt

블루베리 요거트

Tangerine
감귤 

Apple
사과

Grape
포도

Pear & Platycodon
배 ·도라지

Apple & Cabbge
사과 ·양배추

무첨가원칙

어린이
기호식품인증

Additive-
free!

Fruit
Chip

Water
jelly
워터젤리

Yogurt
Cube

Pear 
Squeeze Juice 

more than 82.8%
배착즙액

82.8%이상



내 몸을 위한 좋은 습관

When healthy habits are
built up, Everyday changes begin.

like a daily meal
Now, take care of your

daily health.

건강한 습관이 매일매일 쌓이면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하는 식사처럼
이제, 일일건강 하세요.



Pomegranate 
Low-molecular Collagen
석류여신 석류 저분자 콜라겐

Organic 
Pomegranate 
Juice 100
유기농 석류즙 100
It was filled with no water.
물 한방울 없이 오롯이 담았습니다.

Pomegranate and Collagen for women
여성을 위한 석류와 콜라겐
Size that fits comfortably in the bag.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Easy to carry, you can enjoy anytime anywhere.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Powder Series
분말 시리즈
Easy to eat even 
hard-to-eat ingredients !
먹기어려운 재료도 먹기 쉽게 !
Tartcherry, Lemon balm extraction, Vitamin tree fruit, 
Yeoju, Stevia, Artichoke, Sprout oats, Moringa leaf, 
Boy tea extraction, Hibiscus, Chajeonpy, 
Stir-fried frostbite, Milky root, etc.
타트체리, 레몬밤 추출, 비타민나무 열매, 여주, 스테비아, 아티초크, 새싹귀리, 
모링가잎, 보이차 추출, 히비스커스, 차전자피, 볶음서리태, 유근피 등.

100mL

20g

100mL X 10

20g X 10

100mL X 30

20g X 60

Hibisoo
히비수
Hibiscus and Pomegranate 
Came together to create 
A daily Inner-beauty beverage.
히비스커스와 석류가 만나 매일 마시는 
이너뷰티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500mL

Pouch

Stick

In Box

In Box

Out Box

Out Box

Tartcherry
NFC
Pure Juice
타트체리원액
NFC 착즙주스
1,000mL

비농축과즙

NFC

100%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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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ND PHILOSOPHY

1111, R&DB Center, Dae-
gudae-ro,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Freshbell shares with 
our partner.
프레쉬벨은 협력사들과 나눔의 소명을 
실천합니다.

We make an effort with 
our partner for win-win.
파트너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Tel: +82_70_8670_9249
Fax: +82_53_289_7765

We are d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 new recipe that is what 
costumer wants.
프레쉬벨은 고객이 원하는 레시피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E-mail: 
thefreshbell@gmail.com

We will do our best for 
provide with the best 
quality foods at home 
and abroad by growing 
together with our partner.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최고 품질의 식품을 
국내외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