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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탐방

제주 건강기능식품 6종 FDA승인 후 미국 출시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수입 전문기업 <KJC America>

원료로 사용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 마그

네슘, 칼슘, 인, 구리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제주 굼벵이환’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간’기능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피로 회복, 혈액 순환, 부인병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흰점박이 꽃무지 굼벵

이를 분말 가공하여 환으로 만든 제품이다.

‘제주 벵주야’는 굼벵이환으로 만든 프리미엄 숙

취 해소제이며, 제주 산삼비타와 감귤비타는 하루

를 활기차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게 캔디형으로 만

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현재 LA는 갤러리아올림픽약국, 플러

튼약국, 세리토스약국에서, 산호세는 교포마켓, 시

애틀은 부안마켓, 애틀란타는 메가마트에서 판매하

고 있다. 

미 전역으로는 중앙일보‘핫딜’에서 판매 중이다.

고경진 <KJC America> 대표는“원재료에 대한 데

이터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 건강기능식

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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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수입 전문기업인 <KJC 

America>는 신제품 6종을 FDA승인 후 미국에 출

시해 건강기능식품시장에 도전한다고 지난 30일 밝

혔다. 

말은 서서 잔다!

굼벵이는 ‘간’에 최고로 좋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기력 증진에 좋은 제주 마력

정’,‘관절에 좋은 제주 토마환’,‘간에 좋은 제주 굼

벵이환’,‘프리미엄 숙취 해소제 제주 벵주야’,‘제주 

산삼비타’,‘제주 감귤비타’등 총 6종이다.  <KJC 

America>는‘제주도다’브랜드로 미국 전역에 식품

을 유통하고 있으며, 한국 서울과 제주도에 회사를 

각각 두어 식품 연구 및 개발, 무역 그리고 유통을 전

문으로 하는 회사다. 

<KJC America>는 기존 원재료 및 식품 유통 사

업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줄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JC America> 회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이번 

제품 6종 출시를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

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마력정’은 중년 남성의 기력 증진, 원기 회복

이 필요한 학생과 직장인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에게 면역력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제주 

말뼈 추출물, 홍삼 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제주 토마환’은 남녀노소 관절, 골절상, 골다공증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제주 말뼈 추출물을 주

제주 마력정, 토마환, 굼벵이환, 벵주야, 산삼비타, 감귤비타(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사진=KJC Ame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