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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대째 피스타치오 재배, 가공업자 및 전세계적으로 피스타치오 및 견과류 수출/무역을 전문하여, 수직적 통합이 

이뤄진 회사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5,000 에이커의 피스타치오 농장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재배농장의 물품을 가공 및 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역회사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호두, 헤이즐넛, 피칸, 캐슈 

및 각 종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rimex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 은 1989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설립되었습니다. Primex의 목표는 

최대의 정직함과 최상의 서비스로 객관적이고 시기 적절한 시장정보,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Primex는 

매년 수백만 파운드의 견과류 식품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공급업체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관련 사실 및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지사인 Primex Trading GmbH 는 1966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에도 

있습니다. 이 곳 Primex에는 19개 이상의 언어 구사력을 통해 무역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 상황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캘리포니아 산 호아킨 밸리에 더 넓게 확장을 가능케 하는 최신식 모듈러 및 

유선형 방식의 디자인으로 피스타치오 가공시설인 Primex Farms 를 설립했습니다. 

1,500만 파운드의 가동율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재배자와 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Primex Farms 는 환경 보호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장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2022년 8월까지 1억 5천만 파운드의 피스타치오를 공급받고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Primex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맛, 식품 안전, 품질에서 최고 기준을 준수하고 HACCP 인증 프로그램을 현장에 개설하였으며, 

USDA의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대한 아플라톡신 분석연구 인가 및 ISO 17025와 더불어 기타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견과 가공업자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연구실도 운영 중입니다.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주 DFA로부터 품질과 전체부문 최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2015 Pinnacle Club 올해의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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