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식이섬유 솔루션 NOVELOSE®  W

Ingredion의 고식이섬유 솔루션 노벨로스® W와 함께
소비자에게 헬시플레저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세요!

노벨로스 W® (NOVELOSE® W)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를 강화하고,  순탄수화물 
함유량을 낮추며 오리지널 그대로의 맛과 식감을 구현합니다. 



섬유질 강화를 통해 F&B 시장 주도권 확보 

고식이섬유 트렌드에 대응

라벨 클레임 강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가능한 옵션

문제점 해결 솔루션

여전히 음식에 섬유질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인데요, 섬유질이 맛과 질감, 외관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그리디언의 노벨로스® W(NOVELOSE® W)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 함량을 강화하고, 칼로리를 낮춰주면서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맛과 식감을 선사하는 고식이

섬유 솔루션입니다. 노벨로스® W 가 가진 아래의 다양한 이점을 활용해보세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갖

는 건강상 이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노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2개월 간 아시아 지역 소비자  2명 중 1명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증

가했습니다.1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까지 세계 식이섬유 시장의 

17% 이상을 차지하며 식이섬유 수요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스마트슈머’, ‘체크슈머’ 가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며,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라벨과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식이섬유 함량을 강화한다면, 식

료품 가게에서 이뤄지는 라벨 간 경쟁에서 귀사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건강한 섬유질’, ‘섬유질 강화’, ‘고식이섬유’, ‘저탄수화물’ 을 표기해 

똑똑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보세요.

출처:	 ①	2021	INNOVA	Fiber	in	Asia	Pacific	

	 ②	Mordor	Intelligence,	Global	Dietary	Fiber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s	(2016	-	2021),	August	2016.

일반 베이커리류

케이크, 머핀 및 구운 제품

시리얼 및 과자류

파스타와 국수류

인그디리언의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건강 & 영양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용이한 노벨로스 W 를 사용해 기

존 제품의 섬유질 함유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제품에 섬유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인그리디언의 Idea Labs® 혁신 센터와 함께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베이커리 

제품, 과자, 파스타, 라면, 아침 식사용 시리얼, 인스턴트 수프 , 으깬 감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유질이 갖는 이점을 제공해보세요.



노벨로스 W 적용시 기대 효과 

제품의 특징

미세하고 부드러운 흰색 분말

깔끔한 맛과 냄새

밀가루와 1 : 1 상용성

Non - GMO,  코셔,  할랄,  글루텐 프리 옵션

FDA 승인된 식이섬유원

원료 밀 (Non - GMO)

분류 변성전분 (RS4 저항전분)

원산지 미국

총식이섬유 75% (90% By AOAC 991/43)

열량 215.7 Kcal/100g

식이섬유 강화를 통한
장내 미생물 활성화 및
장 건강 강화

당질을 저감해 혈당 및
인슐린, 혈중 콜레스테롤,
체지방율 감소에 기여 

식감, 품질을
해치지 않으며
오리지널 맛 구현

노벨로스 W 저항성 전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브로셔에	명시된	정보는	귀사의	고려,	조사,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서만	제공되며,	본	정보를	사용할지	여부와	사용방법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Ingredion	Incorporated	및	Ingredion	그룹은	본	문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한	용도에	

대한	해당	제품의	적합성	또한	보증	하지	않습니다.	비침해,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또

한	부인됩니다.	Ingredion	Incorporated	및	Ingredion	그룹은	전송한	내용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이나	손해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pac.ingredion.com l apac@ingredion.com

Start at ingredion.co.kr l 1566 - 7847문의하기

고식이섬유 솔루션 노벨로스 W



NOVELOSE™ W는 총 식이섬유 75%(d.b.)를 제공하는 저항
성 전분으로, 제품에서 식이섬유를 강화해주고 오리지널 그대로의 

촉촉한 식감과 색상, 풍미를 더해줍니다. 노벨로스 W는 식이섬유 
강화를 위해 베이커리류, 파스타, 국수, 시리얼 등에 사용될 수 있으

며,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영양 제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조리 방법

영양정보

① 믹싱볼에 밀가루, NOVELOSE™ W, 

 설탕, 분유,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혼합해줍니다.

② 혼합물에 조각 낸 버터를 넣고 스크래퍼를

 이용해 잘 섞어줍니다.

③ 계란과 물을 넣고 천천히 넣고 섞어줍니다.

④ 반죽을 4~6℃에서 2시간 휴지 시켜줍니다.

⑤ 오븐 팬 위에 반죽을 올려 놓고 적당한

  사이즈로 커팅 합니다.

⑥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 줍니다.

 (180℃에서 약 20분)

⑦ 상온에서 냉각 후 보관 합니다.

아이디어 솔루션

식이섬유 강화 스콘(13%)

100g 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295kcal

NOVELOSE® W를 사용해
오리지널 식감을 구현한
고식이섬유 스콘 제작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재료 비율 %

밀가루 (박력분) 36.59 

NOVELOSE™ W 17.18

버터 12.89 

설탕 11.17 

계란 6.87 

분유 2.23

소금 0.34

베이킹 파우더 1.03

향신료 (바닐라) 0.34

물 11.34

합계 100.00

나트륨 660 mg 33 %

탄수화물 40 g 12 % 

당류 11 g  11 % 

지방 13 g  24 % 

포화지방   8 g 53 %

 트랜스지방 0.4 g

콜레스테롤 25 mg 8 %

식이섬유 13 g 52  %

단백질 4 g 7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플레인 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