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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ISTORY
Founded in 2011 basing on trust, sharing and passion.
Built on the background and knowledge of a strong team on 
Agriculture in Vietnam
Long term experiences in agriculture and production
Our history is built on strong relationship to be a family 
company

신뢰, 나눔 그리고 열정에 기초하여 2011년 설립
강력한 베트남 농업 전문가 팀의 배경과 지식.
오랜 농업과 생산 경험.
우리의 역사는 한 가족 회사가 되기 위한 튼튼한 관계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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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Focus on Agriculture considering
  • Building strong partnerships with farmers to be able to man 
  age all the process of production
  • Limited use of chemicals and think at other production process  
  using natural method (biological control; natural fertilizer…)
  • Global Gap Certification during 3 years and Organic Certification 
during 5 years for all our products.
Focus on quality and quality controlled 
  • Analysis of water&soils 
  • Analysis of our raw materials 
  • Analysis of our finish products
Focus on responsibility 
  • For our employees; for our customers/partners and suppliers
  • Reach the SMETA certification for first quarter 2020
  (already in process)
  • Social impact for farmers
Personalized services focus on our customers 

초점을 농업에 – 중점 고려 사항:
 • 농부들과의 강한 동반자 관계 구축 - 모든 생산 공정 관리 목적
 • 화학제품의 제한적 사용과 생물학적 관리/천연 비료 등 대체 천연 농법 적용
 • 당사의 전 제품 3년 이내 GLOBAL GAP 인증 획득, 5년 이내 유기농 인증
초점을 품질과 품질 관리에-
 • 물과 토양 분석
 • 원자재 분석
 • 최종 제품 분석
초점을 책임에 - 
 • 당사의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고객/협력사와 공급자들에 대한 책임
 • 2020년 일사분기 중 SMETA 인증 획득 (진행 중)
 • 농부를 위한 사회적 영향력
당사 고객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당사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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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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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FRESH 신선
MANGO 망고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Brix: As natural
Color: Green
Packing: 10 kgs/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브릭스: 천연 상태
색상: 녹색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DRIED 건조
MANGO 망고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Size: Slice thickness 1/4 inch, 3/8 inch or Buyer’s 
requirement
Moisture: Max 20%
pH: Natural value  
Vacuum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규격:  Slice 두께 1/4”, 3/8”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수분함량: 최대 20%
pH: 천연상태 그대로  
포장: 진공포장/ 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mango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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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MANGO DICE 망고다이

MANGO PUREE 망고 퓨레

MANGO PUREE CONCENTRATE 

MANGO STICK 망고스틱/바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Size: 10x10 mm, 15x15 mm, 20x20 mm, 25x25 mm
Brix: 12° up
Color: Natural yellow
Storage :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규격: 10x10 mm, 15x15 mm, 20x20 mm, 25x25 mm
브릭스: 12° 이상
색상: 천연의 노란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Brix: 12° up
Color: Natural yellow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브릭스: 12° 이상
색상: 천연의 노란색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Ghep
Brix: 28° - 30° 
Acidity: 0.8 - 1.2
Color: Light to dark-yellow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Ghep
브릭스: 28° - 30°
산도: 0.8 - 1.2
색상: 연한 ~ 짙은 노란색 (과육)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Ghep
Size: 60-90 g/ stick to up
Brix: 12° up
Color: Natural yellow 
Storage :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Ghep
규격: 60-90 g /stick 
브릭스: 12° 이상
색상: 천연의 노란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IQF 급속냉동
MANGO HALFCUT 망고하프컷(반절)

망고 퓨레 농축액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Cat Chu/ Kaew
Size: Halfcut
Brix: 12° up
Color: Natural yellow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Cat Chu, Kaew
가공: 하프 컷 (반절)
브릭스: 12° 이상
색상: 천연의 노란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s/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OUR PROJECT:
BUILD THE FUTURE OF A

RESPONSIBLE AGRICULTURE
IN VIETNAM

15OUR PROJECT:
BUILD THE FUTURE OF A
RESPONSIBLE AGRICULTURE
IN VIETNAM

14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FRESH
DRAGON FRUIT 용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Various
Type: Red/ White
Size: 350 gr - 650 gr/ piece
Brix: 10° up
Acidity: As natural
Color: Natural, red/ white, black seed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다양
구분: Red/White
규격: 350 gr - 650 gr/ piece
브릭스: 10° 이상
산도: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과육(백색 / 적색), 검은 씨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dragon fruit
용과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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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IQF
DRAGON FRUIT DICE 용과 다이스

DRAGON FRUIT FUREE 용과 퓨레

DRAGON FRUIT PUREE CONCENTRATE
DRAGON FRUIT 용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Various
Type: Red/ White
Size: 10x10mm, 15x15mm, 20x20mm, 25x25mm
Brix: 10° up
Acidity: As natural
Color: Natural, red/ white and black seeds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다양
구분: Red/White
규격: 10x10mm, 15x15mm, 20x20mm, 25x25mm
브릭스: 10° 이상
산도: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과육 (백색 / 적색), 검은 씨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Various
Type: Red/ White
Brix: 10° up
Acidity: As natural
Color: Natural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다양
구분: Red/White
브릭스: 10° 이상
산도: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Various
Type: Red/ White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다양
구분: Red/White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SPECIFICATION  규격
Variety: Various
Type: Red/ White
Moisture: Max 20%
Color: Natural
Packing: Vacumm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품종: 다양
구분: Red/White
수분함량: 최대 20%
색상: 천연 그대로
포장: 진공포장/ 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JUICE - PUREE - 
CONCENTRATE

DRIED 건조

급속냉동 

주스-퓨레-농축액

용과 퓨레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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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passion fruit
패션 프루트

FRESH
PASSION FRUIT 패션 프루트 
SPECIFICATION  규격
Size: 8 - 12 pieces/ kg
Brix: 13° up
Color: Natural purple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크기: 8~12개/kg
브릭스: 13° 이상
색상: 천연 보라색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IQF
PASSION FRUIT CUBE 패션 프루트 큐브
SPECIFICATION  규격
Shape: Cubes (10±1 g) or according to Buyer’s requirement
Brix: 13° up
Color: As natural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모양: 정육면체(10±1 g) 또는 고객요청
브릭스: 13° 이상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

신선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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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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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IQF
WHOLE PASSION FRUIT 통 패션 프루트 

PASSION FRUIT JUICE 패션 프루트 주스

PASSION FRUIT JUICE CONCENTRATE PASSION FRUIT PULP 패션 프루트 펄프 

SPECIFICATION  규격
Brix: 13° up
Acidity: 2.5 - 5
Color: As natural
Storage: A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3° 이상
산도: 2.5 - 5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Brix: 13° up
Acidity: 2.4 - 5.0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3° 이상
산도: 2.4 - 5.0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SPECIFICATION  규격
Brix: 50° up
Acidity: 10.5 - 15.0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당도: 50° 이상
산도: 10.5 - 15.0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SPECIFICATION  규격
Shape: Block or Buyer’s requirement
Brix: 13° up
Color: As natural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형태: 블록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브릭스: 13° 이상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급속냉동 

패션 프루트 주스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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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pumpkin
호박

IQF
PUMPKIN DICE 호박 다이스
SPECIFICATION  규격
Size: : Thickness: 1 – 1.5 cm, Length: 4 – 6 cm
Brix: As natural
Color: Natural orange pumpkin color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nt

규격: 두께: 1 – 1.5 cm, 길이: 4 – 6 cm
브릭스: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주황 호박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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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26  PRODUCT LIST BOOK

pineapple
파인애플

FRESH
PINEAPPLE  파인애플
SPECIFICATION  규격
Brix: 10° up
Acidity: As natural
Color: Natural yellow
Packing: 10 kgs/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0° 이상
산도: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노란색
포장: 10 kgs/ 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신선

OU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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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IQF
PINEAPPLE TIDBIT 조각 파인애플

PINEAPPLE DICE 파인애플 다이스

SPECIFICATION  규격
Thickness : 1 cm up
Brix: 10° up
Size: 1/12 cut from ring diameter 60 – 75cm or Buyer’s
requirement
Color: Natural yellow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두께: 1 cm 이상
브릭스: 10° 이상
규격: 직경 60 - 75mm를 12 조각 절단,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색상: 천연 노란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Brix: 10° up
Color: Natural yellow pineapple color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12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0° 이상
색상: 천연의 노란 파인애플 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 개월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PINEAPPLE JUICE CONCENTRATE

SPECIFICATION  규격
Brix: 65° up
Acidity : 2.0 - 4.0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65° 이상  
산도: 2.0 - 4.0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급속냉동 

파인애플 주스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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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IQF
WHOLE RAMBUTAN  람부탄 통과일
SPECIFICATION  규격
Brix: 12° up
Acidity: 0.4 - 0.6
Color: As natural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2° 이상
산도: 0.4 - 0.6%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rambutan
람부탄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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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papaya
파파야

IQF
PAPAYA DICE 파파야 다이스
SPECIFICATION  규격
Brix: 8° up
Size: 10x10 mm, 15x15 mm, 20x20 mm, 25x25 mm
Color: Natural orange to red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8° 이상
규격: 10x10 mm, 15x15 mm, 20x20 mm, 25x25 mm
색상 : 천연 주황에서 붉은 색 사이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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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avocado
아보카도

IQF
AVOCADO DICE 아보카도 다이스
SPECIFICATION  규격
Brix: 6.5° - 9°
Acidity: As natural
Color: As natural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6.5°~9°
산도: 천연 그대로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AVOCADO PUREE 아보카도 퓨레
SPECIFICATION  규격
Brix: 6.5° - 9°
Acidity: 0.05 – 0.2
Color: As natural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6.5°- 9°
산도: 0.05 – 0.2
색상: 천연 그대로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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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watermelon
수박

IQF
WATERMELON STICK 수박 스틱 

WATERMELON BALL SEEDLESS

SPECIFICATION  규격
Brix: 8° up
Weight: 100 gr or Buyer’s requirement
Color: Natural red color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8° 이상 
무게: 100 gram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색상: 천연의 빨간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s/PE bag/ 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Brix: 8° up
Diemeter of ball: 15-18 mm or Buyer’s requirement
Color: Natural red color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8° 이상 
볼 직경: 15-18 mm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색상: 천연의 빨간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급속냉동 

씨 없는 수박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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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WATERMELON JUICE 수박 주스

WATERMELON PUREE 수박 퓨레

SPECIFICATION  규격
Brix: 8° up
Acidity: as natural
Color: Natural red color
Specification: Buyer’s requirement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8° 이상
산도: 자연 그대로
색상: 천연의 빨간 색
규격: 고객 요청에 따라
보관: 상온보관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SPECIFICATION  규격
Brix: 8° up
Acidity: As natural
pH :  5.0 – 6.0
Color: Dark red
Storage :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8° 이상
산도: 자연 그대로
pH :  5.0 – 6.0
색상: 짙은 빨간색
보관: 상온보관
포장: 무균 백 또는 드럼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OUR PROJECT:
BUILD THE FUTUR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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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banana
바나나 FRESH

BANANA 바나나
SPECIFICATION  규격
Brix: 16° up
Acidity: 0.4 - 2.0
Color: Natural green to yellow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6° 이상
산도: 0.4 - 2.0
색상: 녹색에서 노란색 사이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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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IQF

DRIED

BANANA SLICE

BANANA 바나나

SPECIFICATION  규격
Brix: 16° up
Color: as natural
Size: Diameter 22-32 mm, thickness 8-10 mm or Buyer’s 
requirement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15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16° 이상
색상: 바나나 고유 색상 
두께: 직경 22-32 mm, 두께 8-10 mm 또는 고객요청
보관: - 18°C 이하에서 15개월까지 
포장: 10 kgs/PE bag/Carton 또는 고객 요청

SPECIFICATION  규격
Brix: as natural
Size: Length & width:  8-10 mm or Buyer’s requirement
Moisture: Max 20 % 
Packing: Vacuum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천연 그대로  
크기: 8-10 mm 또는 고객 요청
수분함량: 최대 20%
포장: 진공포장/ carton 또는 고객 요청

BANANA PUREE 바나나 퓨레
SPECIFICATION  규격
Brix: 23° up
Acidity: 0.35 - 0.45
Color: Natural white Banana
Storage: Ambient
Packing: Aseptic bag or drum or Buyer’s requirement 

브릭스: 23° 이상
산도: 0.35 - 0.45
색상: 천연 백색
보관: 상온 
포장: 무균 bag 또는 drum 또는 고객요청

JUICE - PUREE - 
CONCENTRATE
주스-퓨레-농축액

건조

급속냉동 
바나나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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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vegetables
채소

IQF
EDAMAME/ GREEN SOY BEAN 완두콩 

BROCCOLI  브로콜리 

WHOLE BABY CORN 베이비콘 

SPECIFICATION  규격
Color: Green
Size: 3-5 cm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색상: 녹색
규격: 3-5 cm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Size: according to Buyer’s requirement
Color: green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크기 : 구매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색상: 녹색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SPECIFICATION  규격
Size: Length (60-90 mm), diameter: 20 mm max or Buyer’s require-
ment
Color: natural white to light yellow
Storage: at - 18°C or below for up to 24 months
Packing: 10 kgs/ PE bag/ Carton or Buyer’s requirement

규격: 길이 60-90 mm, 직경 20 mm 이하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색상: 천연 그대로 백색에서 연노랑 사이
보관: - 18°C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포장: 10 kg/PE bag/carton 또는 고객요청에 따라

급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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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These specification are for reference only. The fixed specification according to Buyer’s request.
*  Specification reference only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PASSION FRUIT 패션 프루트

CALAMANSI 깔라만시

MULTIVITAMIN TROPICAL 열대 종합 비타민 

MANGO 망고

PINEAPPLE 파인애플

SPECIFICATION  규격
Fruit content: 100%
Ingredients: Passion fruit juice or mixed with other juice as
Buyer’s requirement
Net content: 200 ml or 250 ml PET bottle,
24 bottles in carton

과일함량: 100%
성분: 100% 패션 프루트 주스 또는 기타 과일 과 혼합 주스
(고객 요청에 따라)
순중량: 200 ml 또는 250 ml 페트병
포장: 박스 당 24 병

SPECIFICATION  규격
Fruit content: 100%
Ingredients: Calamansi juice or mixed with other juice as
Buyer’s requirement
Net content: 200 ml or 250 ml PET bottle, 
24 bottles in carton

과일함량: 100%
성분: 100% 깔라만시 주스 또는 기타 과일 과 혼합 주스
(고객 요청에 따라)
순중량: 200 ml 또는 250 ml 페트병
포장: 박스 당 24 병

SPECIFICATION  규격
Fruit content: 100%
Ingredients: Mixed more kinds of juice as Buyer’s
requirement
Net content: 200 ml or 250 ml PET bottle,
24 bottles in carton

과일함량: 100%
성분: 고객 요청에 따른 과일 과 혼합 주스
순중량: 200 ml 또는 250 ml 페트병
포장: 박스 당 24 병

SPECIFICATION  규격
Fruit content: 100%
Ingredients: Mango juice or mixed with other juice as
Buyer’s requirement
Net content: 200 ml or 250 ml PET bottle,
24 bottles in carton

과일함량: 100%
성분: 100% 망고 주스 또는 기타 과일 과 혼합 주스
(고객 요청에 따라)
순중량: 200 ml 또는 250 ml 페트병
포장: 박스 당 24 병

SPECIFICATION  규격
Fruit content: 100%
Ingredients: Pineapple juice or mixed with other juice as
Buyer’s requirement
Net content: 200 ml or 250 ml PET bottle,
24 bottles in carton

과일함량: 100%
성분: 100% 파인애플 주스 또는 기타 과일 과 혼합 주스
(고객 요청에 따라)
순중량: 200 ml 또는 250 ml 페트병
포장: 박스 당 24 병

병입
PET

bot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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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격은 참고용입니다. 확정 규격은 고객의 요구에 따릅니다.
*  참고 규격.

Address: Eva Building, 92-94-96 Phan Khiem Ich Street,
Tan Phong Ward, District 7, Ho Chi Minh, Viet Nam 
Hotline: (+84) 76699 6655 
Website: www.alba.vn  Email: kien.nt@albacare.co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