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ndolac SL - 우유농축분말                     독일 / 25kg

•	 높은	단백질 (28%) 과	미네랄 (18%) 함량으로	완제품의	풍미	향상

							( 특히 ,	치즈 · 우유	풍미	↑ )

•	 유당을	줄여 (Lactose	48%)	저당	제품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
				

		ν		국내	적용제품	:	가공치즈 ,	스틱커피 ,	호상	발효유 ,	우유	풍미	아이스크림

		ν		해외	적용제품	:	저지방우유,	녹차라떼,	바닐라&초코아이스크림,	우유맛	캔디,

																														감자스낵 ,	치킨너겟 ,	햄버거	패티

 Mix Fruit Powder Organic - 유기농 과일혼합분말      프랑스 / 25kg

•	 영양소가	풍부한	유기농	과일혼합분말로	높은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

•	 유기농	5 종	:	레몬 · 블랙커런트 · 파인애플 · 비트 · 아카시아식이섬유

		ν		국내	적용제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 칼슘	구미 &멀티비타민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ν		해외	적용제품	:	유기농	과채음료 ,	비타민	음료

Tonalin Powder - 토날린파우더               독일 / 10kg

•	 최초의	분말	타입의	CLA( 수용성 ),	지방은	빼주고 (-),	근육은	더해주고 (+)

•	 지방	세포가	재생되거나	축적되는	것을	막으며 ,	사용되지	않는	지방을

							근육세포	성장에	활용

		ν		국내	적용제품	: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 ( 연질캡슐 ,	Dairy,	음료 )

		ν		해외	적용제품	:	기능성	에너지바 ,	영양젤리 ,	간편식

Aquamin Mg TG - 아쿠아민 마그네슘 -TG          영국 / 20kg

•	 아일랜드	청정	해수를	이용해	제조한	마그네슘 ( 수산화 )

•	 마그네슘	함량	33%이상 ,	72 여종의	미네랄	함유

		ν		국내	적용제품	:	칼슘 &마그네슘	섭취	비율	2:1	컨셉의	건강기능식품 ( 타정 )

		ν		해외	적용제품	:	관절	건강	컨셉	영양제 ,	수면소재 ,	에너지	Boost	컨셉	제품



Pea Protein Powder - 완두단백분말              독일 / 20kg
 
•	 식물성	완두단백분말	( 단백질	함량 :	84%	이상 )

•	 일반점도 (E86)	/	고점도 (E86HV)	2 가지	Type

•	 물리공정을	통한	단백질	추출로	Non-GMO,	Allergen	free

		ν		적용제품	: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 ,	쉐이크	타입의	식사대용식품 ,	파우치

																						형태의	단백질	음료 ,	기능성	두유 ,	과채	음료

Rice Protein Powder - 쌀단백분말              베트남 / 25kg

•	 쌀에서	유래한	식물성	단백질	급원 ( 단백질	함량 :	80%이상 )

•	 가수분해	단백질로	비교적	높은	아미노산	조성과	소화	흡수	탁월

		ν		적용제품	:	환자 &성인	식사대용제품 ,	완두단백분말과	함께	믹스한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 ,	레토르트	죽 ,	제과 ( 스낵 )

요즘 대세 , 식물성 단백질 & 베이스

Coconut Milk Powder - 코코넛밀크분말     인도네시아 / 15kg

•	 완숙한	코코넛의	과육	및	워터에서	채취 ,	망간 ·인 ·마그네슘	등	전해질	풍부

•	 고소한	맛과	높은	용해성으로	다양한	식품에	적용	가능 ( 인스턴트	타입 )

		ν		국내	적용제품	:	제과 (스낵 ,	샌드 ,	웨하스 ,	영양바),	스틱형	영양	간식 ,	유제품

		ν		해외	적용제품	:	기능성워터(코코넛+마그네슘	컨셉),	커피 ,	플레인	호상발효유

Almond Protein Powder - 아몬드단백분말
                       미국 / 24.95kg
 
•	 Allergen	Free,	Non-GMO,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원

•	 콩 ,	쌀 ,	Whey 와	함께	완전단백질	배합	구성에	적합

		ν		국내	적용제품	: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제,	곡물맛	두유&요거트,	제과(비스킷)

		ν		해외	적용제품	:	식물성단백질	컨셉의	시리얼	제품 ,	아몬드	식물성	음료



맛 , UP!   

Sweet Corn Powder - 스위트콘파우더      뉴질랜드 / 20kg

•	 뉴질랜드산	NON-GMO	스위트콘	사용

•	 Roasting	&	Drum	Dried을	통하여	구운옥수수맛	구현 (조제&구운	2가지	종류 )

		ν	적용제품	:	제과 (어린이용	초기과자 ,	스낵 ),	컵스프 ,	유제품 (맛우유&우유죽),

																					프랜차이즈	음료&빙수 ,	가공빵 ,	임산부용	영양파우더 ,	치킨용	시즈닝

Pumpkin Powder - 단호박파우더                         뉴질랜드 / 20kg

•	 베타	카로틴	함량과	당도가	높은	개량종	호박을	사용

•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단호박	분말

		ν	적용제품	:	다이어트용	쉐이크	제품 ,	헬스	보충제 ( 마스킹	소재 ),	레토르트

																					스프 &죽 ,	스틱형	차 (Tea),	제과 ( 소프트캔디 ,	영양갱 )

Greenpea Powder - 그린피파우더                       뉴질랜드 / 20kg

•	 100%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천연	초록	파우더

•	 기존	완두에	비해	비린취가	없으며 ,	관능과	색상이	매우	우수

		ν		적용제품	:	레토르트	스프 &죽 ,	천연	색상	컨셉의	스낵 ,	과채음료 ,	유제품

Mushroom Extract Powder - 양송이추출분말  네덜란드 / 5kg, 20kg

•	 100%양송이	분말

•	 천연의	감칠맛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ν		적용제품	:	프랜차이즈	햄버거&피자	소스 ,	샐러드	드레싱,	식사대용식(스프&죽)

Kaya Coconut Jam - 카야브라운                         싱가포르 / 15kg

•	 싱가포르산	카야잼

•	 코코넛	밀크 ,	계란 ,	판단잎	첨가

		ν		적용제품	:	샌드위치 &토스트용	쨈 ,	제과 ( 샌드류 ),	베이커리	빵 ,	가공치즈



Organic Agave Syrup - 유기농아가베시럽    멕시코 / 25kg 

•	 살미아나 /	블루	종의	우수한	감미도와	감미질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가능	:	Low	GI,	알러지無

		ν		적용제품	:	홍삼제품 (스틱&파우치 ),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	과채음료 ,

																						플레인	요구르트 ,	아이스크림 ,	소분	판매용	완제품

Manuka Honey - 마누카꿀                           뉴질랜드 / 14kg                         

•	 남태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차나무에서	채집된	뉴질랜드	천연	특산꿀

•	 천연	항생제	효과 :	보통	꿀보다	다량의	메틸글리옥 (MGO+83)	함유

		ν		적용제품	: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Ex.	뷰티젤리 ,	여성	갱년기	제품 ,

																						면역	컨셉	제품 ),	숙취해소제 ,	선물용	고급	완제품

Rose Honey - 장미꿀                                      불가리아 / 14kg

•	 장미	오일이나	잎을	넣지	않은	청정지역	불가리아의	장미꽃에서	채집된

							100%	장미꿀

•	 장미	특유의	아로마	맛과	향

		ν		적용제품	: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Ex.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	액상형

																						차 (Tea)	제품 ,	캔디류	제품

Rice Syrup - 라이스시럽                                  베트남 / 25kg

•	 베트남산	백미	100%	/	DE28

•	 흐름성이	좋고 ,	가성비	높은	라이스	시럽

		ν		적용제품	:	고점도	타입의	건강기능식품 (Ex.	홍삼스틱 ,	홍삼엑기스 ),

																						기능성	스틱젤리

프리미엄 당류 !  



바다에서 온 칼슘 & 마그네슘 !  

Aquamin F, Litho, TG, Soluble 

아쿠아민 에프 , 리도 , 티지 , 수용성

Aquamin MagneisumTG

아쿠아민 마그네슘

영국 ( 원물 : 아이슬랜드 ) 

20kg( F, Litho ), 25kg( TG - 타정용 ), 10kg( Soluble )

영국 / 20kg

•	 해조	유래	비소성	칼슘 (본래의	미네랄과	구조를	파괴시키지	않음 )

•	 칼슘	32%(Aquamin	F,	Litho)/30%(TG)/12%(Soluble) 이상

•	 다양한	미네랄	함유 ( 약 70 가지 )

		ν		적용제품	:	칼슘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 칼슘	:	마그네슘	=	2:1),	스낵용

																							시즈닝 ,	기능성	두유

•	 아일랜드	청정	해수를	이용해	제조한	마그네슘 ( 수산화 )

•	 마그네슘	함량	33%이상 ,	72 여종의	미네랄	함유

•	 식용	마그네슘	중	가장	높은	용해도와	생체이용률

		ν		적용제품	:	칼슘&마그네슘	섭취	비율	2:1	컨셉의	건강기능식품 (타정 ),

																									관절	건강	컨셉	영양제 ,	수면소재 ,	에너지	Boost	컨셉	제품

Coral Powder - 산호칼슘                                 미국 / 25kg 

•	 Caribbean	Islands 의	청정해역의	오염이	안된	해수면	위의	산호	사용

•	 칼슘 35%이상 , 다양한	미네랄	함유 ( 약 70 가지 )

		ν		적용제품	:	칼슘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중장년	타겟	제품,	천연유래	컨셉),	

																							비소성	칼슘의	장점을	살린	미네랄	함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Acacia Fibre - 아카시아식이섬유                          프랑스/ 25kg

•	 아카시아나무의	삼출액으로	만든	천연	식물성	식이섬유 ,	일반	/	유기농	2	Type

•	 장의	끝부분까지	도달하여	Prebiotic	효과를	낼	수	있는	식이섬유	

							( 저분자	식이섬유와의	차별점 )

		ν		적용제품	:	배변활동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발효유 ,	

																						프리바이오틱스 ,	제과 ( 곡물바 ,	스낵 ),	유기농	과채음료

Greencera F - 그린세라 -F                                         국내산 / 10kg

•	 개별인정형	클레임	'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 '

•	 특허	' 소화성	궤양 · 역류성	식도염 · 위장관	운동	장애	치료	및	예방 '

•	 식품원료로도	사용	가능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일일	섭취량	:	250mg/ 일

Joinsist - 구절초추출물               국내산 / 10kg

•	 개별인정형	클레임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

•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에서의	연골파괴	억제	효과	기대

•	 일일	섭취량	:	250mg/ 일

Evening Primrose Oil - 달맞이꽃종자유                    영국 / 20kg

•	 감마리놀렌산	7.5%	이상	함유한	건강기능성	오일	

•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행 ,	피부상태	개선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	 철저한	품질관리 ( 산가 ,	과산화물가 )	/	높은	용해성 :	인스턴트	타입

		ν		적용제품	: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행	개선을	컨셉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	여성	타켓	제품

Bulgaris Kor-91 - 장수 유산균                                 국내산 / 2.7kg

•	 장수	마을인	장수군 ,	순창군	등에서	찾아낸	한국인의	순수	국내	유산균

•	 수입	유산균과	달리	장에	쉽게	정착하고	장세포에	쉽게	부착하여	오래	살아남음

		ν		적용제품	:	프로바이오틱스	완제품 ,	국내	장수	유산균	컨셉을	접목시킨	중장년

																						타겟	건강기능식품 ,	장	기능성	발효유

Lab4 - 프로븐 복합유산균                                             영국 / 5kg

•	 영국	Cultech 社의	Lab4( 성인용 )	Lab4b( 영유아용 )	복합유산균

•	 908 명의	임산부 ,	신생아를	대상으로	면역	임상	진행 ,	GNC	유산균

		ν		적용제품	:	프로바이오틱스	완제품 ,	요거트

건강기능식품 - 고시형  



영양 & 기능 , UP!  

Soy Lecithin - 대두레시틴                       독일 / 액상 25kg, 분말 20kg

•	 NON-GMO	대두레시틴	100%

•	 신경전달물질	구성성분 ,	두뇌영양공급 ,	체내지방용해

		ν		적용제품	:	유화제 ,	분진	조절 ,	습제 ( 점도	완화 ,	결정	생성	조절 ),	식물성	콩

																						발효	소스	제품

M-Gard - 베타글루칸                                              노르웨이 / 5kg

•	 1,3/1,6	베타글루칸	75%	이상	함유

•	 NON-GMO,	Allergen-Free,	Gluten-Free

•	 빵효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자연유래	면역증진	성분

		ν		국내	적용제품	:	건강기능식품 (다양한	타입의	제형 ),	유제품 ,	영양간식

		ν		해외	적용제품	:	식사대용식품 ,	베이커리	제품

Taurine - 타우린                                                           중국 / 25kg

•	 전세계	타우린	점유율	1 위의	제조사	제품 (Redbull,	Danone 社	등	공급 )

•	 간	해독 ,	담즙산	분비	촉진 ,	치매예방 ,	항산화	효능

		ν		적용제품	:	간	기능개선	제품 ,	피로회복제품 ,	에너지음료 ,	기능성	젤리 &껌 ,

																						제과 ( 웨하스 ,	영양갱 )

Lemon Concentrated - 레몬농축과즙                        독일 / 23kg

•	 풍부한	칼륨 ,	비타민 P,	수용성	비타민인	펙틴	함유	/	56Brix

•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	등	함유로	천연	항산화제	역할

		ν		적용제품	:	합성구연산	대체제 ,	육가공품	연화제 ,	비타민워터 ,	캔디

Omega 0525 - 오메가 0525       독일 / 액상 25kg, 국내산 / 분말 20kg

•	 오메가	3	분야에서	150 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세계적인	기업	BASF 社제품	

•	 DHA 와	EPA	합	285mg/g	/	특허기술을	통한	품질	관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을	검출	한계의	수준까지	관리	)

		ν		적용제품	:	연질	타입의	건강기능식품 ,	가공소시지 ,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영양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