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 블루베리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블루베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 포장업체와 가공업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블루베리를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급 방법별 공급 규모나 보관
방법 및 처리 과정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종합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과
생 블루베리는 샐러드, 아침
식사, 간식 및 음료를 만드는
데 생과 그대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요리에
이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냉동 IQF
“개별급속냉동(Individually
Quick Frozen)”
된블루베리로 냉동된 과실
또는 생과가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디저트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냉동 박스
잼, 필링, 시럽 등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건조
시럽이나 주스에 담근 후
건조시켜 후가공을 한
블루베리입니다. 제빵, 간식,
시리얼 및 샐러드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도 있습니다.

동결건조
무가당의 바삭한 식감으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좋으며,
또한 베이킹, 간식 팩 등
건조된 블루베리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루
순수한 블루베리를 분쇄하여
만든 가루로 블루베리의
향과 색깔, 긴 보관 기간,
건강효능을 원하실 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
스무디, 차, 기능 식품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퓨레
순수한 블루베리를 으깬 후
여과시키지 않은 상태의
블루베리로 천연 또는
농축퓨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소스,
필링, 과일 바 간식, 리큐어,
스무디 등 과육이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 식품으로도
사용됩니다.

과즙
블루베리를 으깬 후 압축시켜
여과한 제품입니다. 바로
음용이 가능한 천연과즙 또는
음료 및 소스 등에 이용이
가능한 농축과즙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요거트 등의
음식에 색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일 필링
감미료와 점증제가 함유된
제품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이, 대니쉬,
디저트 토핑 및 요거트에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센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블루베리
향을 담은 맑은 액체로, 음료에
색을 더하지 않고 블루베리
맛을 첨가하거나 기타 다른
블루베리 제품의 맛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
아주에서 생산된 고당도 블
루베리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골짜기에서 재배된 저희
블루베리는 완벽한 기후와
뛰어난 재배 환경, 그리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과
맛을 지닌 블루베리를
제공하기 위한 저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사
제품과 확연히 차별화된
품질을 자랑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세계 최대의
하이부시 블루베리 생산지
중 하나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800
개의 농장에서 연간 7700
만 킬로그램의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 충족

신선한 BC 블루베리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80년 이상의
블루베리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하이부시 블루베리 생산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저희 800개의 농장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생과, 냉동
및 가공 블루베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헥타르
(27,000에이커) 이상의
부지에서 하이부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BC주에서
생산되는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생산국인 캐나다 전체
생산량의 96 %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블루베리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BC 블루베리는
농장에서 손으로 직접 수확된
후 신선도와 맛, 품질 유지를
위해 포장업체로 이송됩니다.
블루베리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7월 초에서 9
월 또는 10월까지 판매
가능합니다.

환경을 중요히 여깁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블루베리
재배인들은 환경을 중요히
여깁니다. 좋은 농장은 적절한
배수 시설, 높은 식재 둔덕,
잡초와 수분 조절을 위한
관개 시설 및 톱밥 피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베리가 재배되는 골짜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풍부한
산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최적수준의 비료
사용을 위해 토양 및 엽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물 열 사이의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피복 작물을 심어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많은 농장이 병해충 종합관리
(IPM) 체계를 도입하여 정보
수집과 지속 관찰 및 신중한
진단을 바탕으로 작물과
환경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저희 재배 지역은 태평양에 근접한 캐나다 서부의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냉동, 건조 및 가공 제품
달콤하고 건강한 맛의
BC 블루베리를 일 년
내내 즐기기 원하십니까?
저희 가공업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BC의
가공업자들은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또는 기계로 수확된 BC
블루베리는 다양한 등급과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스 냉동, 대용량 냉동 및
IQF(개별급속냉동 –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사이즈별로 등급 분류 가능),
잼 재료, 퓨레 및 농축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에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을 도매물량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BC 건조
블루베리의 도매물량은 펍스,
과육 또는 설탕이 추가된
제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설탕 함유량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를 원하시든지 간에 저희
가공업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 품질의 블루베리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블루베리의 효능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암 및 기타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는 해로운 부산물인 “
활성산소(free radicals)”
를 중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섭취는
인슐린반응을 향상시켜 당뇨병
치료를 돕고 혈압을 낮춰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의
노화와 관련된 기억 상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산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블루베리 형태
제품

처리 과정

포장 형태

특징/용도

보관

생과

생과

생 블루베리 > 포장

소매 포장: 플라스틱 클램쉘,
셀로팩 100 gm - 4.5 kg. 종이
박스: 1.1 kg, 2.3 kg, 4.5 kg,
9 kg

7월부터 10월까지 이용 가능

-0.6°C에서 1°C,
90-95% 상대습도

IQF
(개별급속
냉동)

생 블루베리 > 개별급속냉동 > 포장

소매 포장: 폴리백. 대용량: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4.5 - 681 kg.
폴리 라인 금속 드럼: 122.5 kg.

개별 생과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과일 형태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

-18°에서 -23°C

일반 또는
블록 형태로
냉동

생 블루베리 > 포장 > 급속냉동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13.6 kg.
폴리 라인 금속 드럼: 136 or
159 kg

박스 안에 많은 양의 과일이
담겨있음; 토핑, 시럽, 충전믈 및
수프의 기본 재료로 이용 가능

-18°에서 -23°C

건조

생 또는 냉동 블루베리 > 11-18%
습도에서 공기건조 > 오일코팅,
깍둑썰기 등 원하는 과육의 형태에 따라
후가공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2.25, 4.5,
11.3 kg.

습도: 11-18 % 수분활성도:
0.5-0.6

그늘지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

첨가건조

생 또는 냉동 블루베리에 시럽을 첨가
> 11-18% 습도에서 건조 > 오일코팅,
깍둑썰기 등 원하는 과육의 형태에 따라
후가공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2.25, 4.5,
11.3 kg.

습도: 11-18 % 수분활성도:
0.5-0.6

그늘지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

동결건조

생 또는 냉동 블루베리 > 급속냉동 >
진공챔버에서 수분 제거> 방습백에
포장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4.5 kg 및
기타 맞춤 사이즈.

습도:
무당: 0-2%

상온에서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4°C에서
보관

드럼 건조/
가루

생, 냉동 블루베리 또는 블루베리 퓨레
> 드럼 건조 > 용도에 맞게 가루 또는
작은 조각으로 분쇄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4.5 kg 및
기타 맞춤 사이즈.

습도: 3-5%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 및 과립
종류가 있음. 당과, 음료 및 제빵
믹스에 이용 가능.

직사광선을 피해
21°C 이하의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

천연퓨레

생 블루베리 > 으깸 > 완성 > 용기에
살균 또는 콜드필드 방식으로 채움 >
냉동.

플라스틱 통: 18.9 l; 12.7, 13.6,
25 kg. 폴리 라인 골판지 박스:
12.7, 13.6 kg. 폴리 라인 금속
드럼: 208 l, 181 kg.

브릭스: 8.0 -13.0 pH: 2.8
-3.5 >
소스, 향료, 필링에 이용 가능

-18°에서 -23°C

농축퓨레

생 블루베리 > 으깸 > 열/효소 처리 >
진공 농축 > 살균 > 포장 > 냉동.

플라스틱 통: 15.1, 22.7 l;
12.7,13.6, 27.2 kg. 원하는
브릭스 수치에 맞춘 폴리 라인
금속 드럼.

브릭스 범위: 20, 37, 40, 45
pH: 2.8 - 3.5 > 과즙, 소스,
혼합물

-18°에서 -23°C

천연과즙

생 블루베리 > 으깸 > 압착 > 여과 >
살균 > 포장 > 냉동.

유리병: 12 x 237 ml, 6 x 945
ml 플라스틱 통: 18.9, 22.7 l;
12.7,13.6, 27.2 kg. 원하는
브릭스 수치에 맞춘 폴리 라인
금속 드럼.

브릭스: 8.0 - 13.0 pH: 2.8 3.4 > 천연과즙

유리병: 그늘지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 통 및 드럼:
-18°에서 -23°C

농축과즙

생 블루베리 > 으깸 > 열/효소 처리 >
진공 농축 > 포장 > 냉동.

플라스틱 통: 18.9, 22.7 l.; 22.7,
29.9 kg. 원하는 브릭스 수치에
맞춘 폴리 라인 금속 드럼.

브릭스: 45.0, 65.0 pH: 2.1
- 2.7 > 과즙 및 소스 향료에
이용 가능

-18°에서 -23°C

제빵용 과일
충전물

생 또는 냉동 블루베리 및/또는 기타
형태 > 감미료 및 슬러리 녹말/껌
베이스 첨가 > 가열 > 용도에 따라 포장.

18.9 l 플라스틱 통 및 208.2 l
드럼.

다양한 정도의 과일 필링 >
대니쉬, 과일 필링 및 토핑으로
이용 가능

그늘지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

에센스

과즙 및 농축물 생산 과정에서 증류된
휘발성 향 발산물질 > 포장.

플라스틱 통: 18.9, 22.7 l 및 기타
사이즈.

인공으로 조향이 불가능한 강한
블루베리 향. > 블루베리와 함께
사용해 향을 더욱 배가시키는데
사용. 양조향.

뚜껑을 꼭 닫아 0°C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

냉동

건조

액체

기타 형태

브리티시 컬럼비아
블루베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CBlueberry.com
을 방문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블루베리 의회

전화 +1 604 864 2117
팩스 +1 604 864 2197
이메일 info@bcblueberry.com
www.bcblueber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