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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힐(Koala Hill)은 질 좋은 호주의 공기의 농축한 산소를 중국에
제공합니다.
일주일 전 온라인 스토어에 런칭을 한 이후로, 코알라 힐(Koala Hill)은 초과 근무를 하며
중국으로부터 받은 주문인 병에 담긴 순수 호주 공기 호흡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 호주에 본사를 둔 자사는 농축된 공기 산소인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호흡 공기를 수출합니다.
29 세 카일 윌리엄스(Kyle Williams)는 호주 사회적 기업가이자 코알라 힐(Koala Hill)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젊은 나이에, 그는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연결이 호주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청정 공기는 건강을 유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저희의 목표는 가난한
공기의 질을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 분들
사이에서 입 소문이 나서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며,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첫 주에 받은 자사 제품에 관한 큰 지지에 대해 겸손하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는 현재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라며 윌리암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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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힐(Koala Hill)의 제품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적당량의
순수 공기와 간단하게 누를 수 있는 트리거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품질 테스트를 거쳤으며, 코알라 힐의 금장으로 된 진품 보증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포장이 된 제품은 친지 가족 및 친구들의 선물로 적합합니다.
코알라 힐의 범위는 자연적으로 38%의 산소 수준으로 농축된 두 가지로써, 매일 호흡하는
공기, 건강을 위한 호흡 공기 및 스포츠용 호흡 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기는 21%의 산소를 갖고 있으나, 나쁜 공기의 질을 가진 도시는 14-17%
정도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 좋은 공기는 38%의 산소를 함유하고 완전히
안전합니다.
"저희의 모든 공기는 호주의 표준 인증을 받았으며, 남 호주의 자연 그대로의 유칼립투스
숲에 위치한 현대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며 신선한 공기의 페라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

현재 코알라 힐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 www.koala-hill.com.au 또는 자사 공식 위챗
스토어인 @KOALAHILL 考拉山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Images and videos are available for download at www.koala-hill.com.au/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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