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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from KIM HAI DRAGON FRUIT FARM in Vietnam
Our dragon fruits are grown the natural way,
we produce our own in-house organic fertilizer and using traditional remedies to fight against diseases.
We say NO to bio-stimulants other harmful chemicals. This is why our dragon fruit taste so delicious!

PRODUCTS
www.allesmall.com

WHITE DRAGON FRUIT SLICES
반건조 화이트 용과칩

RED DRAGON FRUIT SLICES
반건조 레드 용과칩

100% PURE DRAGON FRUIT JUICE
용과 100% 착즙주스

Net Weight 65g

Net Weight 65g

Net Weight 255ml

1회 (65g) 섭취시 / 216kcal

1회 (65g) 섭취시 / 224kcal

1회 (225ml) 섭취시 / 104kcal

총 내용량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총 내용량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총 내용량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mg
42.6g
0g
2.4g
0g
0g
0mg
6g

0%
65.6%
0%
3.7%
0%
0%
0%
9.4%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mg
44g
0g
2.5g
0g
0g
0mg
6.3g

0%
67.6%
0%
3.8%
0%
0%
0%
9.7%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0mg
25.09g
0g
2.5g
0g
0g
0mg
0.35g

0%
9.7%
0%
0%
0%
0%
0%
0.9%

About Dragon Fruit
선인장 열매의 한 종류로 중앙아메리카 원산이며, 열매 맺힌 모습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과
흡사하여 ‘용과 (DRAGON FRUIT)라’ 불리우며,
열매 과피와 과육 색으로 품종을 구별하며, 백색종(빨강+흰색), 황색종(노랑+흰색),
적색종(빨강+빨강), 분홍종(빨강+분홍) 등이 있습니다.

용과의 10가지 건강상의 좋은점
뼈와 치아

엄청난 섬유질 함량으로 소화건강에 최적이며, 신진대사율을

칼슘과 인의 위대한 원천

향상시켜 체중감소에 도움이 됨

신경기관

[학명은 Hylocereus.]
몸에 좋은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적으나,
맛이 심심하여 드레싱을 더해 먹는 게 좋은 과일입니다.
종자에는 소화 촉진 기능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며, 열매는 섬유질이 많고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 적색용과는 암, 심장병, 저혈압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그 외의 인,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카로틴,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좋으며, 익은 과일은 잼, 젤리,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와인 등으로도 이용합니다.

소화 및 대사

골격 근량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작용하는

적절한 전도성 신호전달을 위한 신경세포와 건강한 지방의
형성을 돕는 비타민 B가 풍부

심혈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을 저하시킴

시력 지원

안티 에이징(노화방지)

적절한 색조와 야맹증 예방에 필요한 비타민 A가 포함

항산화 물질의 작용으로 피부를 더 팽팽하고 젊게 유지시킴

광이 나는 피부
기미가 없는 깨끗한 피부, 부드럽고 단단하며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위한 산화방지제와 필수지방산을 함유

함염증제

면역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함량이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방을 예방함

암 예방

다량의 비타민 및 무기질함량으로 관절의 염증 및 자극을 줄이고,

피토알부민이라는 항상화제의 역활로 인해 암을 예방하고,

상처 타박상 및 긁힘, 질병예방의 치유능력을 향상시킴

종양 세포의 성장을 차단함

자료 출처: 농촌진흥청 RDA Interrobang (139호)
집필: 성기철 박사 (064-741-2560), 문경환, 김천환, 임찬규, 위승환, 손다니엘 아열대 작물 전람회 2013.12.24 (제 139호)

ABOUT Kim Hai
Dragon Fruit Farm

www.afruit.com.vn

Kim Hai Dragon Fruit Farm
김하이 드래곤 프루트 농장
“Global GAP and HACCP certified Kim Hai Dragon Fruit Farm”
Kim Hai Dragon Fruit Farm is an 80 hectare Global GAP (GGN 4052852217637)
certified farm. It is located in Ham Thuan Nam Commune,
Binh Thuan Province about 3 hour drive from Ho Chi Minh City.�
Currently, Kim Hai produces around 1000 tons of dragon fruit per year.
We have a state of the art factory and packing house onsite producing top quality
pure dragon fruit juice, semi-dried dragon fruit slices using solar energy
and chewy dragon fruit snacks. Our dragon fruits have been exported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globe such as New Zealand, USA and Europe.
We proud to be the pioneer in Vietnam in producing premium dragon fruit juice
and other dragon fruit related products in full commercial scale.

김하이 드래곤 프루트 농장은 호치민에서 북동쪽 해안방향으로 3시간 거리의 Binh Thuan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우수농산물 공급규정인 글로벌 GAP인증 및 해썹(HACCP)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현재 약 8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매년 1,000톤 이상의 용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내부에 자체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확되자마자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가공된 용과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BOUT ALLES
www.allesmall.com

ALLES (is a german word and means all or everything) �
as a global import & export trade company �
is always thinking about customers & business partners and also �
is ready to cooperate with you for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So we promise to provide our best service on our company’s honor.�
�
CEO : SHIN HO JUN (Mr. Shin)
알레스는 글로벌 수출입 협력 회사로
[모든] (alles : 독일어로 all을 뜻함.)면에서
고객과 파트너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 이사 : 신 호준 (辛 昊 駿)

Without reliability and communication, Without ALLES�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알레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Customer reliability and Partner reliability are the most important belief of ALLES.

choice goods

ALLES

shipping & distribution

고객과의 신뢰, 파트너와의 신뢰는 알레스의 가장 중요한 신념입니다.
신뢰와 소통이 없이는 고객도 파트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레스는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엄선된 제품만을 관리, 공급하여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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