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영양 간식

떠먹는 군고구마 !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es The Convenient and 
Nutritional S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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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유)더고은

대표 : 김기수

창업일 : 2013년05월22일

업태 : 제조업, 도소매 / 업종: 고구마가공품, 농산물

TEL. 063-841-9803 / FAX. 063-842-9803

2013
 2013.05  유한회사 농업법인  더고은 창업

 2013.09  생산공장 준공(대지면적 : 1,396m3, 건물면적 : 99.16m3)

 2013.11  생산시설 완료

 2013.12  초도 제품 생산 ( 1일 기준 : 100개 생산)

 2013.12  코엑스 “창조경제박람회” 참가

 2013.12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사랑 패스티발 참가

             “떠먹는 군고구마” 제품 300개 납품

2014
 2014.02  201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참가

 2014.03  고구팜샵 온라인 쇼핑몰 운영 

              www.gogufarmshop.com

 2014.04  갤러리아 명품관, 수원점 오프라인 판매

특허출원 2건, 상표출원 2건, 디자인출원1건

ISO9001 인증

The Background of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es.

They are made for my beloved wife and family. 

In 2001, I started to grow sweet potatoes after my family moved 

from Seoul to Iksan, Jeonbuk province. For the last 12 years, my 

family has produced sweet potatoes in Shinhwa town, 

Sinseong-ri, Hwangdeung-myeon, Iksan-si, Jeollabuk-do.

I was always so touched by my wife, who has been devoted to 

farming- washing, baking, and peeling, and mashing sweet 

potatoes for children and me and that's why I started to produce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es" to ease my wife's work. 

Though I have no luxurious life, high income in major corpora-

tion, an o�ce in skyscraper, or a gorgeous house, I couldn't feel 

happier producing Sweet Me now. 

Our products can be trusted by its taste and food security. I will 

keep working toward for producing healthy and delicious food. 

Kim Ki-soo from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2001년 서울에서 전북 익산으로 계획없이 귀농하여 고구마 농사를 손수

지었습니다. 12년동안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신화마을에서 고구마

를 가족과 함께 재배하며 함께 웃고 함께 고생했습니다. 

아내가 농사일에 바쁜 가운데도 아이들 간식과 저의 건강을 생각하여 고구마를

씻고, 굽고, 껍질을 벗겨 으깨서 아이들과 저에게 챙겨주는것이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간단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떠먹는 군고구마”란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도, 좋은 직장에 많은 연봉, 고층 사무실, 호화로운 집도, 아니지만

오늘도 가족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정성스럽고 맛있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맛과 건강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농업법인회사 김 기 수 

떠먹는 군고구마 를 
               만들게 되었냐구요?



제 품 명

제 조 사

원 재 료

식품의유형

총 중 량

스위트미

(유)농업회사법인 더고은

국내산 호박 고구마 100%

서류가공품

110g

용기크기 지름110mm, 높이 32mm

제품특징 무설탕,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음.

국내산 호박고구마 100%, 

실온에서 유통기한 10개월

떠먹는 고구마

* 무설탕으로 군고구마 특유의 신맛이 살짝 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간혹 보이는 검은색은 고구마의 표피층, 섬유조직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는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세요

* 고온 살균 처리 기법으로 실온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드세요. 

15
5K

ca
l

ON    
YOUR 

ENERGY110g

군고구마외 어떠한 첨가물, 방부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영양 간식

떠먹는 군고구마 !

건강식 대용, 운동시 간식

이유식으로도  좋아요 !~

날씬한

국내산
군고구마 100%

헬스, 다이어트  

체중조절 식단3無
3편

무설탕
무화학첨가물
무방부제

편의성
보관성
달콤한맛

음식물 섭취 후 혈당치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수로 GI 지수가 낮으면 포만감이 오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저GI식품입니다.

100% 국내산
호박고구마 만을담아 

알라핀엑기스 
액상이 자연 발생 됩니다.

100% 국내산 고구마만으로 정성들여 담았습니다무첨가

REAL 100% SWEET POTATO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es!



The Convenient and Nutritional Snack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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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REAL 100% SWEET POTATO

Healthy Alternatives, 
Great Snacks for Exercising, 
and Baby food

무첨가 No Additives ; 100% Sweet potatoes only

   · Sugar-free, 
  Non-preservative, 
Non-chemical additives

· No additives
·10 month of 
     expiration date 
       in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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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Your Energy

Weight-Control Diet for Those Who Work Out and Try to Lose Weight

Product : Scoop-up Type Baked Potatoes
Product Type : Processed Food of Root and 
Tuber Crops (Sterilized)
Weight : 110g
Ingredients and contents : 100% domestic 
sweet potatoesExpiration date: by designated 
date on products. 
Please keep the product in a cool place avoid-
ing the direct light and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Recommendable to eat as soon as 
possible after opening. 

* Sweet me(Product)=(135kcal/110g)
* 1Box(120ea)-1box size:340*450*310mm

· Sugar-free, Non-preservative, Non-chemical additives
· No additives
· Available to eat right after the opening with convenient storage
· 100% Domestic Pumpkin Sweet Potatoes
· 10 months in any season in room temperature (1~35°C)



3
안전하게 100% 호박고구마만을 

넣었습니다. 개봉 후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손질과 조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스위트미는 시간을 아껴줍니다.

스위트미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무설탕,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몸에 좋고 

국내산 100%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GI식품인 고구마만을 넣어 만들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비타민A는 피부미용과 노화를  예방합니다. 

식이 섬유와 알라핀은 변비해소 작용을 도와주고

프로게스테론은 폐경기 여성에기 아주 좋습니다.

스위트미예뻐집니다.날씬해집니다.2

삶은 고구마 군고구마

맛

식감

편의성

보관성

만의  차별성

만의  특징

삶은 고구마 떠먹는 군고구마

맛

식감

편의성

보관성

수분이 많아 입에 달라붙는 느낌

고구마향 ?

거칠고, 딱딱함(고구마스틱, 말랭이)

조리시 번거러움

과한 조리시간

손에 뭍는 끈적거림

여름:12시간,겨울:7일, 냉장15일

깊은 군고구마의 구수한 맛과향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좋아함

개봉 후 즉시 시식 가능, 간편용기

계절 상관 없이 실온(1~35도) 10개월



Boiled Sweet Potatoes Baked Sweet Potato

Flavor

Texture

Convenience

Storage

Boiled Sweet Potato Scoop-up Type Baked Sweet Potato

Flavor

Texture

Convenience

Storage

Stick to mouth with too 

much moisture

Rough and hard (sticks, dried slice)

Time consuming 

cooking 

Difficult handling with peels

Summer: 12 hours, Winter: 7 days,

Cold storage: 15 days

Sweet flavor and taste of savory 

baked sweet potato

Suit for everyone with tender texture

Available to eat right after the 

opening with convenient storage

10 months in any season in room 

temperature (1~35°C)

1. Healthy Ingredients without any Additives

With sugar-free, non-preservatives and 
chemical additives, Sweet Me contains 
only 100% domestic sweet potatoes, 
providing healthy food.

2. Diet Food
Its only ingredient is sweet potato, one of the 
key foods with low GI, to let customers feel 
full for a long time and help their diet. The 
vitamin A is helpful for skin care and anti-
aging, dietary �ber and jalapin avoids consti-
pation, and progesterone is good for meno-
pausal women. 

3. Time Saving Food

Sweet Me contains 100% pumpkin sweet pota-
toes only and is available to eat right after 
opening the container, to save cooking tim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weet Me,

* Sugar free baked sweet potatoes may taste sour slightly. 

The black color shown in the product is the skin layer and 

fibrous tissue of sweet potatoes, completely safe to eat. 

* Through its high temperature sterilization method, it can 

be kept in room temperature. Please enjoy Sweet Me when-

ever and wherever you want. 

Features of Baked Sweet Potato (Sweet Me)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

이유식을 먹이는 유아들

식사가 불편한 노인, 환자분들

간식을 즐기는 수험생

간편한 식사는 원하는 등산객, 여행객

다이어트와 미용을 생각하는 여성분들

체중 조절 중인 운동인, 헬스, 요가 회원 

떠먹는 고구마 추천해 드립니다.

Females who seek to diet and beauty 

Hikers and travelers who need simple meals

Students enjoying snacks

Elderly people and patients with difficulty to eat

Infants with baby food

Office workers who skip breakfast

Anyone who are controlling their weight, 
working out, and yoga class students



위생적인 환경과 유통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한 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품질관리로 100% 안전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포장재질: 내면(용기):리드(폴리프로필렌)  반품및교환장소: 판매원 및 구입처  본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또는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조 및 판매원:(유)더고은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황등서로 324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선도하는 “2013년” 창조경제박람회 참여



Hygienic Environment and Distribution

We are maintaining th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nd 
quality management through self production facilities to provide per-
fectly safe food. 
Packaging material: inner side (container): lid (polypropylene), returning 
or exchange: where products are bought, these products can be 
exchanged or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 
Unsanity food can be registered at 1399, Manufacturer: The Goeun Co., 
Ltd. / 324, Hwangdeungseo-ro, Hamna-myeon, Iksan-si, Jeollabuk-do, 
Korea

Packaging material: inner side (container): lid (polypropylene), returning or exchange: where products are bought, these products can be exchanged or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 

Unsanity food can be registered at 1399, Manufacturer: The Goeun Co., Ltd. / 324, Hwangdeungseo-ro, Hamna-myeon, Iksan-si, Jeollabuk-d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