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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추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스트와 
빵크림을 중심으로 한 제과제빵 
재료와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오싸
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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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Cheese

치즈류(코다노)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당사는 모든 제품을 완벽한 Clean Room System에서 생산합니다.
  당사의 Clean Room System은 유가공품 제조업체로서 HACCP 인증을 
  득하여 제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산된 제품은 정확한 콜드체인을 거쳐서 최종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 2.5Kg X 4개 = 10Kg (1BOX)

: 냉장보관제품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냉동보관제품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 포장단위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원산지 특징 용도

모짜렐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남미산

신선하고 순한맛의 자연치즈로 열을 
가하면 잘녹고 잘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 치즈입니다.
잘녹아서 토핑용으로 사용합니다.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등에 사용

체다 미국

아이보리 또는 오렌지 색으로 숙성전에는 탄성이 좋
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유의 숙성취 및 맛을 냅니
다. 모짜렐라치즈와 혼합 사용하거나 가공치즈의 주
원료 치즈로 사용됩니다.

피자,
가공치즈
등에 사용

고다
네덜란드

독일

연한 버터같은 노랑색으로 지방의 함량이 높아 고소
하며,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으며, 숙성이 진행될
수록 고다의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자, 샐러드,
가공치즈
등에 사용

믹스제품 혼합

맞춤형 피자용 제품으로 특정 맛과 색, 가격,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몇가지 치즈를 혼합한 제품을 말하
며,자연치즈 및 모조 치즈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일정
배합으로 혼합 제조합니다.

피자, 파스타
등에 사용

하이멜트
치즈

당사제조
체다치즈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치즈로 높은 온
도에서도 그 형태가 유지되며 제빵, 육가공쪽에 주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빵, 육가공
등에 사용

큐빅치즈 당사제조
작은 사각형 모양의 가공치즈로, 주로 제빵과 육가공 
제품에 이용하는 제품이며, 내열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빵, 육가공
등에 사용

골드 당사제조
모조 치즈의 일종으로 가격이 높은 자연치즈의 대체
품으로 만들어 졌으며, 모짜렐라치즈 처럼 잘녹고,
잘늘어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피자 등에
사용

레이 당사제조
모조 치즈의 일종으로 가격이 높은 자연치즈의 대체
품으로 만들어 졌으며, 모짜렐라치즈 처럼 잘녹고,
잘늘어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피자 등에 
사용

코이 당사제조
레이와 골드의 윗 단계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모짜렐
라치즈의 특성처럼 잘 녹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졌
으며, 자연치즈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피자 등에 
사용



CHOHEUNG Product PDF

4

치즈류 ｜Cheese

치즈블럭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미국산, 유럽산,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 다양한 국가의 모짜렐라치즈외에 
  고다, 체다(레드, 화이트) 등  다양한 치즈 블럭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냉동보관 18개월까지

원산지 및 제조사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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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Cheese

QLC치즈(슈레드 치즈)

제품특징

제품사용 방법

: 미국산 레프리노 모짜렐라 치즈를 제조과정부터 슈레딩(입자상태)하여 
  급속 냉동한 제품으로  냉동 상태 및 해동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냉동실에 보관된 QLC치즈를 2~4℃의 냉장고에서 3일간 해동한 후 사용하고
해동된 치즈는 14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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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Cheese

스트링 치즈

제품 종류 및 특징

: 스트링치즈류 / 2.5Kg X 2개 = 5Kg (1BOX)
  치즈스틱류 / 1Kg X 10개 = 10Kg (1BOX)
  기타 / 1Kg X 5개 = 5Kg (1BOX)

· 포장단위

유형 제품명 특징 및 용도

스트링
치즈류

제이오스트링치즈
(9.11mm)

모짜렐라치즈를 원료로 한 피자 테두리 및 치즈스틱 제조용제품

제이골드스트링치즈
(9.11mm)

프리미엄스트링치즈
(11.14mm)

레프리노스트링치즈

스틱류
제오치즈스틱 자연치즈(55%)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즈스틱

제이골드치즈스틱 자연치즈(93%)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즈스틱

기타

제이에멘탈퐁듀치즈
에멘탈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

제이크림치즈
크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

제이고르곤졸라치즈
고르곤졸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제이퐁듀소스

제이퐁듀소스
고르곤졸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제이퐁듀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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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Cheese

롤 치즈

제품 종류 및 특징

: 1. 제빵 제조시 (식빵, 페스트리, 머핀 등)
  2. 육제품 제조시 (햄등에 이용)
  3. 냉동제품 (만두, 찐빵, 볶음밥 등)
  4. 가정에서 (제과 및 제빵제조시, 계란말이,
       샐러드, 볶음밥 등)

: 1Kg X 5개 = 5Kg (1BOX)

: 냉장보관 (0~10℃),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 적용제품

· 포장단위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유형 제품명 특징 및 용도

스트링
치즈류

제이오스트링치즈
(9.11mm)

모짜렐라치즈를 원료로 한 피자 테두리 및 치즈스틱 제조용제품

제이골드스트링치즈
(9.11mm)

프리미엄스트링치즈
(11.14mm)

레프리노스트링치즈

스틱류
제오치즈스틱 자연치즈(55%)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즈스틱

제이골드치즈스틱 자연치즈(93%)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즈스틱

기타

제이에멘탈퐁듀치즈
에멘탈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

제이크림치즈
크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

제이고르곤졸라치즈
고르곤졸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제이퐁듀소스

제이퐁듀소스
고르곤졸라치즈를 원료로 한 페이스트 상태의 제품으로 원료용 
또는 소스용 제품제이퐁듀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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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Cheese

크림치즈

제품 종류

스위스벨리크림치즈

그린마운틴 크림치즈

: 스위스벨리 (미국)

: 그린마운틴 (미국)

: 1Kg X 5개 = 5Kg (1BOX)

: 1.36Kg X 10개 = 13.6Kg (1BOX)

: 냉장보관 (0~10℃),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 냉장보관 (0~10℃), 제조일로부터 9개월까지

· 제조사

· 제조사

· 포장단위

· 포장단위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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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류 ｜Pizza

냉동피자

제품 종류

불고기피자

콤비네이션피자

-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만 있는 피자가 불고기 피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를 피자에 접목시킨 경우로 오랜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 대표 요리인 불고기의 진하고 깊으며 달
고 Spicy 한 맛에 양파, 새송이, 피망등의 새롭고 신선한 원료를 추가
하여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의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인 불고기와 피자가 절묘하게 만나 부드러우면서도 
매콤, 달콤한 맛을 제공합니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Combination Type Pizza의 대명사로 잘 
발효숙성되어 성형된 도우에 스모크햄, 페퍼로니 등의 육제품과 
양파, 피망, 버섯 등의 야채류 그리고 세가지 치즈가 혼합된 Blended 
Cheese가 잘 만난 영양 만점, 맛 만점의 럭셔리 피자입니다.
토핑 재료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들어가 몇 가지의 맛을 매력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기존의 피자에서 사용하는 열풍(Hot Air)을 아래 위에서 통과시켜 
  Cooking & Baking을 하는 Conveyor Oven식이 아니고 성형 된 피자 
  Crust를 뜨겁게 달구어진 돌판 위에서 구어내는 Stone-baked 방식의  
  Oven에서 피자를 익히고 구워 내 피자 고유의 맛과 조직, 향미를 
  그대로 살려낸 제품입니다.

치즈피자

- 토마토 소스와 담백하고 고소한 치즈만으로 만든 피자마니아를 위
한 피자로써 모짜렐라치즈에 고소한 체다치즈가 어우러져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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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류 ｜Pizza

제품사용 방법 냉동실에 보관된 QLC치즈를 2~4℃의 냉장고에서 3일간 해동한 후 사용하고
해동된 치즈는 14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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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생이스트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1. 발효력이 우수하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2. 빵 반죽 시 이스트의 용해성이 좋으며 분산성이 우수합니다.
  3. 제빵 시 빵의 풍미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미, 이취가 없습니다.
  4. 생지 발효력이 뛰어나 최종제품이 가볍고 다공성 조직을 갖도록 합니다.
  5. 생지를 발전 숙성시켜 신장성을 좋게하고 탄성 변화를 줍니다.
  6. 각종 제빵의 종류, 기능별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5Kg X 4개 = 10Kg (1BOX)

: 1. 일반빵 - 밀가루량에 대해 2~4% 사용
  2. 냉동생지 - 밀가루량에 대해 5~8% 사용
  3. 저당빵 - 밀가루량에 대해 2~4% 사용(저당용)

: 냉장(0~5℃)에서 보관, 제조일로 부터 25일까지

· 포장단위

· 사용방법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용도 비고

생이스트 일반용 식빵, 과자빵, 저당용 용도

생이스트 골드
냉동생지(모든 빵에 사용 가능)

식빵, 과자빵, 바게트빵, 피자도우 등
유지함량이 높은 빵에서 

탁월한 성능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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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드라이이스트

제품특징

: 이스트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수분함량을 생이스트의 약 1/10 정도로 
  건조한 제품입니다.
  식품의 발효(제빵,막걸리등)에 사용합니다.

: 50g X 200개 = 10Kg (1BOX)
  500g X 40개 = 20Kg (1BOX)

: 40~45℃의 물에 녹여서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포장단위

· 사용방법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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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이스트엑기스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1. 효모의 자기소화 특성을 이용하여 효모를 분해한 후 세포벽을 제거하고
      유용 성분만 추출하여 농축한 제품입니다.
  2. 유리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당류,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3. 천연조미료 및 미생물 배지용으로 사용합니다.

: Paste 제품(20Kg) / 냉장보관, 가염(12개월까지), 
  무염(6개월까지)
  분말 제품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24개월까지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용도 비고

이스트엑기스 조미식품용

Paste

식품첨가물 (식염 첨가)

이스트엑기스-Ⅱ
조미 식품용

미생물 배지용
식품첨가물 (식염 無첨가)

이스트엑기스-Ⅲ 조미식품용 혼합제제 (쌀추출물 첨가)

분말이스트엑기스 조미식품용

분말

감칠맛이 뛰어남 천연첨가물 (식염 無첨가)

분말이스트엑기스-Ⅱ
조미 식품용

미생물 배지용
천연첨가물 (식염 無첨가)

분말이스트엑기스-Ⅲ 조미식품용 글루탐산 함량 높음 천연첨가물(식염 無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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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불활성건조효모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효모를 건조시킨 후 분쇄한 제품으로 효모의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말 제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40% 이상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18개월까지  

20Kg 지대

제품의 용도 - 영양제의 원료 (단백질 보충제)
- 미생물 배지 및 발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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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마우리 생이스트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마우리사는 세계 최대의 이스트 제조업체로 최첨단 시설과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냉방보관(0~5℃), 제조일로 부터 40일까지

500g X 40개 = 20Kg(1BOX)

제품의 용도 일반빵 - 밀가루량에 대해 2~4%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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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마우리 인스턴트이스트(중국산)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1. 발효력이 탁월하여 이스트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2. 균일한 내상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24개월까지

500g X 20개 = 10Kg(1BOX)
10Kg X 1개 = 10Kg(1BOX)

제품의 용도
제과 제빵용, 바게트 및 피자용 등
밀가루량에 1~2%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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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류 ｜Yeast

베타글루칸 (글루칸-30)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효모의 세포벽에서 Beta-1,3,D-glucan을 추출한 제품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24개월까지

10Kg

제품의 용도 건강보조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사료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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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크림류 ｜Cream

카스타드크림, 슈크림, 우유크림,
딸기크림, 바나나크림 등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1. 무균 상태에서 제조, 포장 되므로 위생적입니다.
  2. 당사만의 독특한 배합기술로 맛이 우수합니다.
  3. 자동화 된 설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냉장 보관, 10일까지

1Kg, 5Kg

제품의 용도 모든 과자 및 빵, 도너츠 등에 충진 또는 도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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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크림류 ｜Cream

밀크로링쉬트, 치즈로링쉬트,
쵸코로링쉬트, 메이플로링쉬트

제품특징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 과자 빵 및 식빵 생지와 융합이 잘되며, 로링쉬트 한장으로 접는 방법 
  결의수 등  여러가지 형태의 빵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냉장보관,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1Kg X 15개 = 15Kg(1BOX)
1.5Kg X 10개 = 15Kg(1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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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Sauce

피자소스 일체, 고기양념 소스, 
고추장소스, 바베큐소스, 드레싱류

특성

: 1. 고객의 요청에 의한 신속한 제품 개발 진행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3. 다수의 레시피 및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천연 원료 사용 지향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 피자·치킨업체 등

: 주문생산(OEM, ODM), 자사브랜드제조(B To B)

· 주거래처

· 영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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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베이킹파우더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찐빵 완제품에 노란색반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한 제품들입니다.
  밀가루량에 대비하여 1~4%사용하며 연화제, 
  즉 계란, 소트닝의 양이 증가되면 팽창제의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12개월까지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용도 포장단위

베이킹파우더
찐빵, 만두, 케익용, 프리믹스용

(가스발쟁 중간형)

300g X 50개 = 
15Kg(1BOX), 20Kg

지대

베이킹파우더 DO
케익용, 프리믹스용
(가스발생 속효성)

20Kg지대

베이킹파우더 델톤
찜케익용, 케익류, 찹쌀도넛, 프리믹스

(가스발생 속효성)
20Kg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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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제빵개량제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빵의 용적을 크게하며 내상을 좋게합니다.
  밀가루대비 1~2% 정도 밀가루에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12개월까지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용도 포장단위

프로2000
식빵, 단과자빵, 바게트, 피자도우

프리믹스용
20KG 지대

프로3000 식빵, 단과자빵용 20KG 지대

프로5000
다기능 전용 : 냉동생지용, 식빵, 과자빵, 바게트, 

페이스트리, 피자도우용
20KG 지대

프로2000 플러스
식빵, 단과자빵, 바게트, 피자도우,

프리믹스용

500g X 30개 = 
15Kg(1BOX),

20KG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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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뉴슈가, 감미

제품특징

제품별 특징

: 빵의 용적을 크게하며 내상을 좋게합니다.
  밀가루대비 1~2% 정도 밀가루에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12개월까지

: 뉴슈가 / 100g X 100개 = 10Kg(1BOX)
  뉴슈가분말 / 60g X 200개 = 12Kg(1BOX)
  감미 / 10g X 1,500개 = 15Kg(1BOX)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 포장단위

제품명 특징

뉴슈가 삭카린함량 10% (설탕의 50배 정도의 감미도), 과립

뉴슈가 분말 삭카린함량 5% (설탕의 25배 정도의 감미도)

감미 삭카린함량 30% (설탕의 150배 정도의 감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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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100g X 10EA X 12봉 = 12Kg(1BOX)

식소다

제품특징

: 밀가루 반죽 등을 부풀릴때 사용하거나 신맛 제품을 중화시킬때 
  소량사용하는 제품으로  탄산수소나트륨과 옥수수전분의 배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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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300g X 30EA = 9Kg(1BOX)

감자맛 전분

제품특징

: 국내산 감자전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튀김, 부침, 만두, 칼국수 등의 
  분식요리와 탕수육, 자장, 울면 등 중화요리와 하이라이스, 소스류 등에 
  사용하는 감자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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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류 ｜Mixture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꽌한다.(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300g X 30EA = 9Kg(1BOX)

옥수수맛 전분

제품특징

: 양질의 옥수수전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튀김, 부침, 만두, 
  칼국수 등의 분식요리와 탕수육, 자장, 울면 등 중화요리와 하이라이스, 
  소스류 등에 사용하는 옥수수맛 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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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후드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빵의 용적을 크게하며 내상을 좋게합니다.
  밀가루대비 1~2% 정도 밀가루에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12개월까지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명 용도 포장단위

이스트 후드-Ⅰ 식빵, 단과자빵용 20Kg 지대

이스트 후드-Ⅱ 식빵, 단과자빵용 1Kg X 15개

이스트 후드-S1 식빵용 20Kg 지대

이스트 후드-S3 식빵, 단과자빵용 20Kg 지대

이스트 후드-S4 식빵, 단과자빵용 20Kg 지대

혼합제제류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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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스 ｜Natural sweetener

스테비스

제품특징

제품 종류 및 특징

: 스테비스는 국화과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에서 감미성분을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에 고미와 엽취를 제거한뒤 당전이 효소를 이용하여 
  감미질을 높힌 천연감미료로서 설탕에 비하여 200~300배 정도의 감미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제품화한 것입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24개월까지

: 1Kg, 5Kg, 10Kg

- 스테비스의 종류로는 고미와 엽취를 제거한 순수한 스테비오사이드 제품과
   순수정제품에 당전이효소를 작용시켜 스테비올배당체를 알파글리코실화한 효소처리
   스테비오사이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들에 사용방법에 따라 감미도를 조절한
   혼합제제로 구별 됩니다.

·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 포장단위

유형 제품명 함량 감미배수 용도

스테비올
배당제

스테비스 95% 이상 200~250 의약품, 장류, 일반식품, 음료

스테비스 45 45% 이상 60~80 절임식품, 장류, 시즈닝

효소처리
스테비아

스테비스 S-90 55% 이상 110~130 주류, 장류,
의약품, 수산가공품스테비스 S-80 50% 이상 100~120



CHOHEUNG Product PDF

29

기타 ｜Etc.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냉동보관(-18℃ 이하),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5Kg X 2개 = 10Kg(1BOX)

냉동증숙고구마

제품특징

: 위생적으로 증숙시킨 맛이 좋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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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c.

제품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제품포장 단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24개월까지

25KG

렌넷카제인

제품특징

: 프랑스, 뉴질랜드, 인도산 등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