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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연 재료만을 이용하여 자연 곡물 그대로의 색과 맛을 담아, 자연 그대로의 풍미를 최대한 

살려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동남한과입니다. 

예로부터 ‘한과’는 과자의 단순한 맛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 재료를 몸에 이로운 약이 될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된 

약식 동원의 개념 즉, ‘음식이 곧 약이라는 선조들의 사상을 사훈으로 삼아서 드시는 분의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한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처음 한과 제조를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담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한과 본연의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드시는 분의 건강과 품격까지 지켜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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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nam Hangwa realizes natural flavors by using natural ingredients and expressing the color and 

taste of nature.    

From ancient times, Hangwa (Korean Sweets) has been known as more than a snack. Keeping the 

ancestral concept of foods as medicine,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certain ingredients serve as 

medicinal stuff beneficial to the human body, the company is endeavoring to make Korean Sweets that 

can help improve health. 

The company sticks to family-oriented traditional methods applied when it first started manufacturing, 

and uses the best ingredients to realize the deep and strong taste of Korean Sweets in an effort to help 

customers keep their health and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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