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2 Manatee Ave #256 Bradenton, FL 34209
International +1 941-417-2019
Domestic 813-331-3333
SKYPE FlavorLaboratories
email: flavorlabsi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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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부분의 맛을 낼 수 있는 향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축된 향료를 제공하는 얼마 안되는 향료회사 중 하나로서, 향료의
배송에 드는 상당한 비용과 배송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것을 최대로 농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1 갤런(약 3.7kg)짜리 농축향료로
일반적인 기초제품의 맛을 내려면 10% 정도를 혼합해야 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실제로 맛을 내려는 제품에 따라 이 향료를 20%까지 혼합해야
합니다. 원두나 물과 같은 일부 제품은 향료를 훨씬 적게 요구합니다. 향료의 약
1% 정도입니다.
저희는 대형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균적인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10~20% 제조법 대신 보통 1~2%, 지어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제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희 제품의 무게를 줄이므로 배송시간이 짧아지고 배송 비용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저희는 느리고 값비싼 배송방식이 아니라
표준적인 우편배송이 가능할 정도로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향료는 아니지만, 대부분 향료는 가능합니다. 일부 향료는 전반적인 맛을
내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향료 농축액의 전형적인 갤런은 여전히
1 갤런(3.7kg)이어야 합니다. 솜사탕은 향료가 전체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감소될 수 없는 향료의 일례입니다.
제조업체가 향료비율을 줄이려는 다른 이유는 CBD 기름 등 값비싼 작은
제품들로 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에스테르나 추출물로 처리하면
당연히, 향료가 제조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조법의 작은
부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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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갤런 단위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농축"향료로 저희 산업의 강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향료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8 온스짜리 설탕물 한 잔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 시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물은 설탕(사탕), 식물성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등 큰 크기를 가지는 분자보다 맛을 내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의 향료 "화합물"은 이쑤시개 끝으로 슬쩍 찍어 8 온스짜리 물잔에 휘저어도
그 맛이 너무 강합니다. 대부분 향료는 8 온스짜리 설탕 물잔으로 시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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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저희가 "화합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향료를 다른 휘발성 화합물처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향료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제약등급을
가집니다. 이 향료는 너무 강하고 농축되어 있으므로 맛을 내기 전에 희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좋은 재료로는 기름이나 프로필렌 글리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향료 화합물은 수용액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기유로 희석해야 합니다. 희석제는 제품에 따라 다른데, 원두의 경우에는 유기농
캐놀라유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법 대부분이 유기농 캐놀라유로
처리되면 향료도 "유기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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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매우 값비싼 향료 재료를 사용하며 이것이 저희의 강점이고 약속입니다.
대부분 향료업체는 수익을 핑계로 가장 저렴한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통해 이전에 경험한 적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제 및
복사방지는 저희가 향료 재료에 기꺼이 돈을 투자하는 기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잘 팔리면 경쟁자들이 여러분의 제조법을 복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비싼가를 깨달았을 때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소유하려는 업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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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주문을 48 영업시간 안에 배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맞춤형 제조법의 경우 배송기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고객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세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액체는 관심 밖이므로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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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휴일 기간의 국제배송은 보통 실망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11 월 20 일부터 새해까지는 국제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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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제송금 또는 PayPal 을 통한 지급에 동의합니다. 저희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전환수수료 때문에 은행 송금을 선호합니다.
--- ☆ --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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