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

2 3엄마의 정성으로
완성된 철학



처음 세발자전거를 탈 때처럼 배울 필요도 없이 바로 탈 수 있고

한번 타기 시작하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 마냥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는 어린시절 세발자전거처럼 

즐겁고 재미있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어릴 적 아침부터 밖으로 놀러나가면 해질 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항상 내 곁에 함께 하는 친구같은 

소울 메이트였던 세발자전거처럼

친근하고 믿음직스럽게 평생의 습관처럼 자리잡는 친환경을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뉴얼라이프가 추구하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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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쌀도정 

친환경 재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친환경 벼전용미곡처리장에서 
최신식 정미기를 사용하여 
도정합니다.

STEP

01

STEP

05

STEP

06

HACCP기준의 제조시설
완제품이 생산되는 시설에는 
헤파 필터를 이용해 미세 먼지를
포함한 오염원을 차단하고 있으며
생산에 사용되는 물, 공기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을 원료로 
ISO 국제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6 7

수매 

저온저장 

안전성 검사
친환경 벼 수매 이전에
잔류 농약을 전수 검사합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인증 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에 통과한
친환경인증 벼만 수매합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가 자동 관리되는 
저온 저장실에서 최적 상태의 신선함을 
유지하며 저장됩니다.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7

자동시스템
자동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포장합니다.

최종검사
생산된 제품은 최종적으로 금속검출기와 
x-ray검사로 빈틈없는 품질 관리 후 
소비자에게 배송합니다.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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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리뉴얼라이프는

물 맑은 친환경 농업 특구 양평에서 생산되고

친환경 벼 전용 미곡처리장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도정한 쌀을 공급받습니다. 

신선한 친환경 햅쌀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 간식 ‘또또맘＇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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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튀기기 않고 열과 압력만으로 퍼핑하여

입에서 잘녹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만들었습니다.

(20g x 20ea)(20g x 20ea)

(20g x 20ea) (20g x 20ea)

(20g x 20ea)

쌀이 좋아야 우리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쌀이 좋은, 좋은 과자 또또맘!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쌀과자를 위해 양평 친환경 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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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 x 20ea) (20g x 20ea) (20g x 20ea)

생산하는 곳이 믿을 수 있어야 우리아이게게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 쌀과자를 만들어 온 노하우로

아이들이 쥐고 먹기 딱 좋은 모양과 

부드러움을 찾아냈습니다.

제조 시설을 믿을 수 있는 또또맘!

모든 것이 소중한 우리 아이가 먹는 믿을 수 있는 쌀과자를 

ISO국제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에서 생산합니다.



14 15
(20g x 20ea)

먹기 편해야 우리아이에게도 좋습니다.

(20g x 20ea) (20g x 20ea)

(20g x 20ea) (20g x 20ea)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10g 씩 소량 포장하여 

맛있는 과자를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우리아이 첫과자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으로 만든 건강간식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영양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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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치즈키킼

(25g x 20ea)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강한 퍼핑스낵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개발된 스낵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강한 퍼핑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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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세다버그 산맥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에 속하는 침엽수로 잎을 잘라 발효시킨 고급 발효차입니다.

허니
루이보스티

(25g x 50ea)

온세계 아이들이 함께 마시는 차

카페인이 전혀 없고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루이보스티

(25g x 50ea)

우리아이 유기농
루이보스티

(40g x 40ea)

유기농
루이보스티

(300g x 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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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라이프는

우리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원료는 신선한가?', '제조과정은 안전한가?' 를 

항상 되새기며 부모의 마음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리뉴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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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자극이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고려해 
개발하였으며, 기름에 튀기지 않고 첨가물을 
넣지 않은 쌀과자입니다.

영양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영양소와 
다양한 부재료로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합니다

다른 곡물 보다 
쌀을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합니다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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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치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지만 
씹는 운동 능력을 미리 길러 주고 
입안에서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제조합니다

놀이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과자를 보며, 
잡고 맛보는 모든 것들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감성을 형성합니다.

색상

원료 그대로에서 온 색상 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색상을 구별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형태

쌀과자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아이들이 과자를 집는 운동과 함께 관련된 
근육들이 발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먹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는 엄마의 마음

또또맘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은, 

‘내 아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모든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 

엄마의 마음, 또또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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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인성 형성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

모든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옳고 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행복한 인생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평생을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또또맘 입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환경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

친환경 제품 선택은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또또맘 입니다.



 

우리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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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롭고, 더 어렵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며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HACCP, ISO, 유기가공인증

-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사용

- 제조부터 포장까지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

건강한 리뉴얼라이프

- 물 맑은 양평지역 농산물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 고용

 

함께하는 리뉴얼라이프

- 지역 생산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모두 상생

- 몸에 좋으면서 맛도 좋은 먹을 거리 생산

-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행복한 리뉴얼라이프



■ 말레이시아 수출

■ 인도네시아 수출 

■ 싱가포르 수출 

■ 베트남 수출 

■ 태국  수출

■ 스페인  수출

■ 미국 수출

■ 캐나다 수출

■ 중국 수출

■ 일본 수출

■ 홍콩 수출

■ 대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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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대상수상

■OHSAS 18001

■HACCP

■ISO 22000

■유기가공식품 

■ISO 14001

■물 맑은 양평

■C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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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816-3

t  031-772-7200   f  031-775-0132
www.renewalli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