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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푸드

ORGANIC FREEZE DRIED
BERRY POWDERS

동결건조 유기농 베리 분말

ORGANIC ARONIA PRODUCTS
유기농 아로니아 제품



ORGANIC ARONIA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

OTHER FREEZE
DRIED POWDERS
IN OUR OFFER: 
• elderberry
• sea buckthorn 
• cranberry
• raspberry 
• strawberry

ORGANIC BLACKCURRANT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블랙커런트 분말

ORGANIC BLACKBERRY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블랙베리 분말

ORGANIC BILBERRY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빌베리 분말

ORGANIC LINGONBERRY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월귤 분말

Yagoody Freeze Dried Berry Powders provide the boost of 
nutritional values essential to keep your body in a great condition.

We freeze dry berries in modern machinery park, the technology we use let 
us evaporate water from fruits but at the same time all nutritional values, 
vitamins and minerals stay safely untouched. After freeze drying fruits are 
gently milled to make the perfect texture of Yagoody Powders.

Yagoody Powders are ideal to use at home or on the go. You will find various 
ways to use them in an everyday kitchen. Simply mix the powder with water, 
juice or any smoothie. Also try sprinkling the powder on your morning oatmeal, 
salad or any of your favorite food to add some health and color boost.

YAGOODY 동결건조 유기농 베리 분말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계를 이용해서 베리를 동결건조시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기술 덕분에 물을 증발시켜도 영양과 비타민, 미네랄이 다 열매에 
남아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시키기 후에 YAGOODY 
분말의 완벽한 감촉을 달성하도록 열매는 부드럽게 제분됩니다.

YAGOODY 분말은 집에서도 밖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요리에서 사용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이나 주스, 
스무디에 넣을 수 있고 요구르트나 셀러드 등에 넣어 보시면 음식의 
건강 가치와 색깔을 증가시키는 것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Organic Freeze Dried
Berry Powders

동결건조 유기농
베리 분말

기타 판매하는
동결건조 분말:
• 엘더베리
• 산자나무
• 크랜베리
• 산딸기
• 딸기

30 g / 100 g 30 g

30 g30 g

30 g

ORGANIC CAMU
CAMU POWDER
유기농 카무카무 분말

30 g

ORGANIC
CACAO NIBS
유기농 카카오닙스

Custom packaging
지정 패키지

BREWER’S YEAST
POWDER
양조 효모 분말

Custom packaging
지정 패키지

ORGANIC
HIBISCUS POWDER
유기농 하비스쿠스 분말

30 g / 100 g

More Organic Superfood
키타 유기농 슈퍼푸드



ORGANIC ARONIA JUICE NFC
(not from concentrate)

유기농 아로니아 NFC (농축하지 않음) 주스

ORGANIC ARONIA JUICE
CONCENTRATE

유기농 아로니아 농축액 주스

ORGANIC ARONIA
JAM

아로니아 유기농 잼

NATURAL ARONIA
HONEY

아로니아 천연 꿀

ORGANIC ARONIA
FREEZE DRIED POWDER
동결건조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

30 g / 100 g

Organic Aronia Products
유기농 아로니아 제품

300 ml / 700 ml / 3 L 100 ml

225 g 250 g

MEGA

ANTIOXIDANT

PL-EKO-04
Poland Agriculture



ORGANIC DRIED
ARONIA BERRIES
유기농 아로니아 건과

ORGANIC DRIED ARONIA
BERRIES IN DARK CHOCOLATE
유기농 아로니아 건과일 다크 초콜릿

ORGANIC ARONIA
FIBRE

유기농 아로니아 섬유질

90 g 90 g 150 g

ORGANIC CANDIED
ARONIA BERRIES

유기농 아로니아 설탕에 조린 열매

We manufacture our Aronia Products from the very beginning to 
the very end to make sure you get only highest quality products. 

Aronia Berries come exclusively from our family organic farm where they 
are grown with due care and commitment. We closely evaluate each 
fruit’s freshness, taste as well as its appearance. Berries are gently 
processed in a low temperature so all nutritional values contained in fresh 
berries stay safely locked in Yagoody Aronia Products.

Now you can enjoy aronia unique taste and its priceless health benefits all 
year round.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도록 저희 아로니아 제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회사에 의해 제조됩니다.

저희 제품은 유기농 가족 농장에서 신중하게 재배된 
아로니아만으로 만듭니다. 각 열매의 신선도와 맛, 모양을 철저한 
검토를 받습니다. 저희는 신선한 베리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성분이 YAGOODY 아로니아 제품에 있도록 베리를 부드럽게 
저온가공합니다.

지금은 아로니아의 독특한 맛과 그의 필수적인 건강 혜택을 
사시사철 즐기실 수 있습니다.

Custom packaging / 지정 패키지

ORGANIC HIBISCUS
ARONIA TEA

유기농 하비스쿠스 아로니아 차

Custom packaging / 지정 패키지

ORGANIC FROZEN
ARONIA BERRIES

유기농 아로니아 냉동열매

25 kg bags / 25 KG 봉지



Slows down mental aging process,
improves memory and learning

정신 노화를 막고 기억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킵니다

Fights off free radicals which in excessive number harm
DNA and may transform normal cells into cancer cells

수량 초과되면 DNA를 피해하고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유리기를 싸우도록 돕습니다.

Prevents accumulation
of cholesterol in arteries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Reduces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을 낮춥니다

Slows down skin
aging process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Helps to regulate sugar level
and has anti-diabetic properties

혈당치를 개선합니다

Helps in eye regeneration, recommended
for people working in front of a computer

시력과 눈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MEGA ANTIOXIDANT
We know how essential role 
antioxidants play in a daily diet, 
Yagoody is not only a healthy 
but also a very tasty way to 
supply them to your body.

메가 방지제
저희는 방지제가 다이에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YAGOODY는 몸에 
방지제를 공급하기 위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방법입니다.

ORGANIC
Yagoody Superfood Products 
are certified organic, fruits 
come exclusively from 

organic farms, no pesticides. 
Pure nature!

유기농
유기농 보장된 YAGOODY 
슈퍼푸드 과일은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저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 

자연입니다!

NATURAL
We want you to enjoy only 
100% natural products, 
with no additives, no 

preservatives and no sugar.

천연
100% 천연물을 즐겨 보세요! 
식품 첨가물과 방부제, 설탕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슈퍼푸드

CONTACT DETAILS / 연락처:

P.P.H.U. Bio Juice Piotr Michalak
Dabie 108a, 21-400 Lukow, POLAND

LET’S MEET AT
WWW.YAGOODY.COM
WWW.BIOJUICE.PL
에 만나 봅시다!

  +48 510 551 552
  biuro@biojuice.p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