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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 문화를 선도하는 코코랩
코코랩(Cocolab)은 기능성 식품 소재 및 첨가물로

국내 식품가공업계와 외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40여 년 역사의
서도비엔아이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F&B 브랜드로서,

100% 천연 원료만을 엄선하여 연구·개발한 제품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문화를 제시합니다.



온 가족이 만족하는 건강한 단맛! 풍부한 비타민C와 필수 미네랄 성분! 코코 S1으로 누리는 다채로운 풍미 

이런 분들에게 코코 S1을 권해드립니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혈당지수
[Low GI - 55이하]

(mg / 100g)

코코랩 코코 S1 - 240g
코코넛 나무의 꽃봉오리에서 채취한 100% 코코넛 꽃 수액을

어떠한 첨가물 없이 가열만으로 건조시킨 제품으로 풍부한 영양성분
(비타민 C, 칼륨, 철,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등)이 그대로 살아 있어,

온 가족이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천연에서 온 감미료입니다. 출처ㅣInternational table of glycemic index 2002 / FNRI

· 이 외에도 총폴리페놀(121.36mg/100g), 아스파라긴산(29.94mg/100g),
글루탐산(28.75mg/100g) 등의 기능성 성분 및 아미노산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 한 스푼!

GI 지수
낮은 식품

혈당
상승

인슐린
분비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코코넛 설탕 고구마 설탕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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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코코넛 
설탕

아가베
시럽 꿀 메이플

시럽
브라운 
슈가

정제,
백설탕

질소(N) 202 N/A N/A N/A 10 0

인(P) 79 7 4 2 3 0

칼륨(K) 1,030 1 52 234 65 2.5

칼슘(Ca) 8 1.5 6 67 24 6

마그네슘(Mg) 29 1 2 14 7 1

나트륨(Na) 45 1 4 9 2 1

염소(Cl) 470 N/A N/A N/A 16 10

황(S) 26 N/A N/A N/A 13 2

붕소(B) 0.6 N/A N/A N/A 0 N/A

아연(Zn) 2 0.2 0.2 4.2 0.2 0.1

망간(Mn) 0.1 0.1 0.1 3.3 0.2 0

철(Fe) 2 1 0.4 1.2 1.26 0.1

구리(Cu) 0.23 0.1 0 0.1 0 0

Vitamin C 23.4 0.5 0.5 0 0 0

혈당(GI) 지수가 낮은  코코넛 설탕천연 코코넛의  건강한 달콤함 을 느껴보세요!

과일토스트 요리커피

과체중 / 복부비만이신 분
여드름 치료, 예방 및 피부관리에 신경쓰시는 분
성인병 및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 (당뇨병 환자)

· 
· 
· 

기존 설탕 사용 비율을 1 : 1 비율로 대체하여 커피, 차, 과일, 빵, 토스트,
조림, 액기스, 음식 등에 사용하세요.

커피나 물에 용해 시 검은 입자가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코코넛 꽃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꽃가루로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항상 밀봉하고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세요.

본 제품은 천연 코코넛 수액에 수분과 이물만 제거한 제품으로써 수분감에
의해 약간의 뭉침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제품 이상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