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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gra Foods Limited”  

콩 단백질을 이용한 계란 대체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lleggra? 

1. 케이크, 파스타 및 일반식품에 들어가는 계란 액의 100%를 대체할 수 있는 계란 대체품이다. 

2. 식품 제조업자 및 공업용 제빵업계에 원가 절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3. 첫 번째 제품은 유니레버에서 개발하여 2005년부터 상용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 육군과 국방부

에 납품되고 있다. 

4. 제빵, 드레싱 및 식품 서비스를 포함한 다 방면에서 30개의 인증 받은 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다. 

5.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제조한다. 

6. Alleggra Foods Limited 는 Unilever Ventures 와 그 관리팀 소유하고 있다. 



제품 사용처 

제빵 적용 예시 

Cakes Muffins Loaf Cakes Bri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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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이외의 예시 

Mayonnaise Quiche Scrambled Egg Dressings 



제품 포트폴리오 

Alleggra  제품 제품 코드 적합한 용도 기능 분량 장점 

계란 

대체재 

다목적 계란 대체 재 FS74 오믈렛, 패스트리, 키쉬, 글레이징, 바인딩 계란 기능 22% - 광범위한 제품 사용처를 

가진 100%  계란 대체재 

- 큰 원가 감소 

- 가격 안정성 

- 콜레스테롤 , 포화 지방 , 

소금 량이 낮음. 

- 건조 혼합물 제품 

제빵 계란 대체재 B136 
머핀, 케이크, 도넛, 팬케이크, 페어리 케이크, 

쿠키, 브라우닝 
계란 기능 19% 

제빵 계란 대체제 B119 
머핀, 케이크, 도넛, 팬케이크, 페어리 케이크, 

쿠키, 브라우닝 
계란 기능 21% 

파스타 계란 대체재 P100 모든 파스타와 스프링 롤 계란 기능 20% 

계란 누른자 대체재 
D120/D170/

B129 
마요네즈, 핫 소스, 샐러드 드레싱, 커스터드 노른자 기능 33% 

제빵용 

혼합제품 

머핀용 농축물 MC129 
오픈 텍스쳐 머핀, 케이크 슬라이스, 트레이 

베이크, 유닛 케이크, 로프 케이크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5%-6% 

- 다양한  제품  사용처를 

가진 다양한 원재료 

-원가 절감을 최대화 하기 

위한 낮은 주입 비율 

- 계란 기능 포함 

- 큰 반죽 원가 절감 

- 가격 안정성 

- 낮 은  콜 레 스 테 롤 , 

포화지방, 소금 

저 염 머핀용 농축물 MC130 MC129의 염분을 줄여서 만든 것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5%-6% 

크렘 케이크용 농축물 CR129 
습기 있는 로프 케이크 , 컵 케이크 , 케이키 

머핀, 유닛 케이크, 케이크 슬라이스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6%-7% 

저 염 크렘 케이크용 

농축물 
CR130 CR 129의 염분을 줄여서 만든 것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6%-7% 

저지방 크렘 케이크용 

농축물 
CR151 

로프 케이크, 머핀, 트레이베이트용 저 지방 

크렘 케이크 농축물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9%-10% 

저염 케이크용 농축물 CC130 
단단한 텍스쳐의 로프 케이크, 제노아 쉬트, 

컵케이크, 패어리 케이브 및 축하 케이크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7%-8% 

저 염 케이크용 농축물 CC135 유화제를 넣지 않은 CC130 계란 기능,   유화제  6%-7% 

스폰지용 농축물 SC119 
스폰지 케이크, 스위스 롤, 스폰지 드롭 , 컵 

케이크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10%-

12% 

도넛용 농축물 DC129 도넛, 염염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8.5% 



제품 포트폴리오 

Alleggra  제품 제품 코드 적합한 용도 기능 분량 장점 

제빵용 

믹스 

크렘 케이크용 믹스 

CM 129 

CH 129 (choc) 

  

오픈 텍스처 머핀, 케이크 슬라이스, 트레이 

베이크, 유닛 케이크 로프 케이크 

오일 및 물 이외의 모든 

것 
50%-60% 

- 다재 다능한 완전 믹스 

- 계란 기능 포함. 

- 큰 반죽 원가 감소 

- 계란 기능 +가격 안정성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소금 

비율이 낮음. 
스폰지 케이브용 믹스 

SM 119 

SH 119 (chic) 

스폰지  케이크 , 스위스폴, 스폰지  드롭 , 컵 

케이크 
물 이외의 모든 것 55%-67% 

100% 

무계란 

제품 

무계란 제빵용 계란 

대체재 
B229 

머핀, 케이크, 도넛, 팬케이크, 패어리 케이크, 

쿠키, 브라우니 
계란 기능 22% 

- 100% 무계란 제품 

- 광범위한 제품 사용처를 

가진 100% 계란 대체재 

- 큰 원가 감소  

- 계란 기능 +가격 안정성 

- 낮 은  콜 레 스 테 롤 , 

포화지방, 소금 

- 경화유지 없음 

- 건조믹스 제품 

무계란 제빵용 농축물 

SC219 스폰지, 스위스롤 
계란 기능, 팽창제 및 

유화제  
5%-6% 

MC230 머핀, 케이크     

CR229 케이크, 패어리 케이크     

BW229 브라우니     

무계란 제빵용 믹스 

SM219 스폰지, 스위스 롤 물을 제외한 모든 것 50%-60% 

CM229 머핀, 케이크, 패어리 케이크 
오일과  물을  제외한 

모든 것 
  

계단 노른자 대체재 

D120 마요네즈, 핫소소, 샐러드 드레싱, 커스타드 계란 노른자 기능 33% 

D170       



Alleggra 제품으로 반죽 구성 예시  

팽창제 

밀가루& 설탕 

물 & 오일 

방부제 유화제 

계란 

계란 

• Alleggra은 건조한 형태로 계

란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전체 반죽 용적의 3%를 차

지한다. 

• 일반 계란 액: 

 반죽 전체 중량의   

        12%-25% 차지  

 반죽 전체 원가의    

        20% 차지 

• Alleggra의 계란     대체재는 

계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농축액 

• 반죽 용적의 6%차지

(원가는50%) 

• 계란 대체품 뿐만 아

니라 Alleggra 농축액

을 같이 사용하면 성

분 중복 방지 가능 

믹스 

• 반죽 용적의 50%차지 

       (원가는 80%) 

• Alleggra의 믹스를 사용하

면 제빵 기술이 없는 사람

도 제빵이 가능하다. 

• 케이크 제조자는 오일과 

물만 첨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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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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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절감 

• 영국에서 평균 원가 28% 감소되었다. 

• 농축물은 밀가루 반죽의 전체 원가를 10%-20% 감소시킨다. 

 

건강 증진 

• 계란보다 포화지방이 65% 적다. 

• 콜레스테롤이 없다. 

• 저염 제빵 농축물 (소금 200mg/100g 이하) 

• 저지방 머핀 및 케이크 농축물 (최종 제품에서 지방이 3% 감소) 

 

가격 안정성 

• Alleggra의 주요 성분은 계란보다 식품 원가상승률이 4배나 적다  

고객들에게 원가가 더욱 안정된 원재료를 제공 가능. 



제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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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 건조 

• 상온 보관 

긴 유통기한 

• 유통기한 12개월 

• 습도가 높은 제빵 환경에서도 긴 시간을 보관 가능 

단백질 일관성 

• 다양한 단백질을 사용하여 일관적인 품질을 유지 

무계란 식품 

• 채식주의자, 인도식 채식주의자, 또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무계란 식품 제공   



원가의 장점 

page 9 

“Alleggra 원가의 장점” 

계란 원가 절감 / 가격 안정성  

믹스에 성분 (밀가루/설탕만 혼합하면 됨) 

머핀 제조 회사 지역 케이크점 일반 제빵 회사 

제품 찹칩 머핀 일반 케이크 로프 케이크 

xxxx 제품 농축물 농축물 믹스 

Alleggra 제품 MC 129 CR129 CM129 

xxxx 반죽 원가 870파운드/t  1,056파운드/t 1.53 파운드/kg 

Alleggra 반죽 원가 580파운드/t 829파운드/t 1.27 파운드/kg 

반죽 절감% 33.3% 21.5% 17.0% 

Alleggra (용적 %) 5.8% 9.5% 55.0% 

Alleggra (금액 %) 34.2% 49.0% 89.0% 



건강상의 이점 

Alleggra 영양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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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액 

(100g) 

희석된 핵심 제품  Alleggra  

B119(100g) 
차이 

불포화 지방 5.9% 4.8% -18% 

포화 지방 3.3% 1.2% -64% 

총 지방 9.3% 6.1% -35% 

트랜스 지방 5.9% 0.0% -100% 

칼로리 (kCal) 144 110 -24% 

콜레스테롤 (mg) 400 0 -100% 

• Alleggra의 계란대체 기술은 몇 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보이고 있다. 

– 포화지방  64% 감소 

– 총 지방 35% 감소 

–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을 완전 제거  

• 계란 함유량이 높은 레시피에서 콜레스테롤 낮춰준다. 

• 2012 영국 소금 섭취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믹스를 개발했다. 



현재 고객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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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gra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빵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 로프 케이크 

- 레이어 케이크 

- 도넛 

- 축하 케이크 

- 머핀 

- 브라우니 

- 컵 케이크 

- 스위스 롤 

• 영국에서는 Alleggra가 소매, 제조 및 식품 주요 브랜드 4개 중에 3개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Alleggra은 영국 국방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CEO: Sungwon Choi 
Tel.:+82)-10-9345-0470 

Email: sungwon.choi@bbnworld.com  

BBN Corporation InnoCSR Group 

CEO: Sam Lee 
Tel.:+82)-10-8788-7056 

Email: sam.lee@innocs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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