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Service
Warehouse 
Frozen warehouse
Service Center

HRS Customers Service

스톤오븐 구이! 

100% 천연발효 효모! 

설탕&우유&버터 NO! 

방부제 NO!



1. 설탕, 우유, 버터, 계란, 유화제가들어있지않습니다.

2. 유전자변형하지않은 (GMO NO!)

3. 100% 청정호주밀가루, 호밀을사용했습니다.

4. 8시간 ~ 36시간까지발효했습니다.

5. 사워도우 & 스톤베이크입니다.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사워도우브레드
Sour Dough Breads

슬라이스해서발사믹식초나올리브오일에

찍어드시는식전빵으로,샌드위치용으로, 

핑거푸드용등으로손색없는

36시간이상천연발효시킨빵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사워도우 브레드
Sour Dough Bread

EB6238 | 90% Baked | 550g | 1박스 12개

사워도우 반죽을 길고 얇게 만들어 스톤오븐에

구웠으며, 약간의 신맛이 나는 바삭한 식감의

빵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발효가 아

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

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사워도우화이트비엔나
Sour Dough White Vienna

풍부한 사워도우의 맛과 향을 느낄 수있는 플레인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사워도우 브레드
Sour Dough Bread

EB6232 | 90% Baked | 550g | 1박스 12개

깔끔하고 부드러운 사워도우로 적당히

바삭하게 구워진 사워도우 호밀빵은

호밀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빵입

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

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

징입니다.

사워도우라이비엔나
Sour Dough Rye Vienna

호밀이 듬뿍들어 풍미가 좋고 건강한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사워도우 브레드
Sour Dough Bread

EB6230 | 90% Baked | 300g | 1박스 27개

돌로 만든 대형 스톤오븐에 구워내어 깔끔한

브래디 향기가 나는 사워도우 올리브

바타드는, 사워도우 반죽에 넣은 올리브의 맛

과 향이 풍부합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

이 특징입니다.

사워도우올리브바타드
Sour Dough Olive Batard

호밀이 듬뿍들어 풍미가 좋고 건강한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사워도우 브레드
Sour Dough Bread

카라멜화 시킨 샬럿양파의 맛과 파마산

치즈, 사워도우의 부드러운 맛의 조화가

최상인 빵으로 풍부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방부제

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

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사워도우파마산 & 어니언
Sour Dough Parmesan & 

Onion샬럿양파와 파마산치즈의 풍미가 살아있는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EB6234 | 90% Baked | 300g | 1박스 24개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스페셜 브레드
Special Bread

적당히 바삭하게 구워진 빠네디까사는 전통적

인 맛의 홈메이드 스타일 빵

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빠네디까사
Pane Di Casa

홈메이드 스타일의 빵으로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EB6228 | 90% Baked | 500g | 1박스 11개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샌드위치, 핫도그용브레드
Sandwich, Hot dog Breads 

샌드위치, 핫도그, 빠니니등을만들기

알맞은크기의빵으로부드럽고촉촉한

식감이특징이며재료의맛을살려주는

담백한맛이특징인천연효모빵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샌드위치, 핫도그브레드
Sandwich, Hot dog, Panini

EB6224 | 90% baked | 100g | 1박스 56개

바삭한 껍질과 쫄깃한 속의 빠네디까사

런치롤은 이탈리아 스타일에 영감을 받은

빵으로, 미식가들을 위한 핫도그롤입니다. 방

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

하여 소화가 잘되며, 쫄깃하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빠네디까사런치롤
Pane Di Casa Lunch Roll

바삭한 겉과 촉촉한 속의 조화가 매력적인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EB6225 | 90% Baked | 100g | 1박스 55개

샌드위치를 만들기 적당한 크기의 빵으로 부스

러기가 적어 치즈와 고기, 채소

등 여러 재료를 사이에 넣어 쉽게 만들 수 있습

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치아바타샌드위치
Ciabatta Sandwich

샌드위치 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드러운 빵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샌드위치, 핫도그브레드
Sandwich, Hot dog, Panini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s

조식용빵, 식전빵등으로간편하게사용할

수있는작은크기의미니빵으로언제어디

서나부담없이드실수있는빵입니다.



프랑스 바게트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치아바타는 이탈리아 전통 빵 제조법을

응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평평한 모

양, 가볍고 바삭한 껍질이 금빛

갈색으로 빛나는 소박한 빵으로 치즈와

잘 어울리는 샌드위치에도 좋은 빵

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

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

EB1440 | fully baked | 35g | 1박스 160개

치아바타화이트롤
Ciabatta White Roll

가벼운 식감의 빵으로 올리브오일과 잘 어울리는 식전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

EB1253 | fully baked | 30g | 1박스 120개

가볍고 부드러운 통밀로 만든 빵으로 어떤 식

사에 곁들여도 이상적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

이 특징입니다. 

브레드롤홀밀라운드
Bread Rolls Wholemeal Round

호밀이 들어 풍미가 좋고 작은 크기로 부담없는 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

EB1760 | fully baked | 32g | 1박스 90개

진하고 풍부한 호밀이 첨가되어 치즈, 스프와도

더울 잘 어울리는 건강한 롤제품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

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다크라이롤
Dark Rye Roll

진한 호밀의 향이 풍부한 건강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

EB1178 | fully baked | 32g | 1박스 80개

양파와 마늘, 허브로 맛을 낸향기롭고 따뜻한 롤

제품입니다.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 발효가 아닌

100% 천연효모로 오랜시간 발효하여 소화가 잘

되며, 부드럽고 촉촉한 속이 특징입니다. 

프로방스허브롤
Provencal Herb Roll
허브로 맛을 낸향기로운 롤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설탕&우유&버터 NO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

연회장, 뷔페용브레드
Banquet hall, Buffet Bread

EB6750 | fully baked | 35g | 1박스 80개

아침식사나 간식 대용으로 먹는 달콤하고 고소

한 맛이 특징인 프랑스 스타일의 롤로 속이 꽉

차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먹기 좋은 풍부

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빵입니다. 방

부제가 전혀 첨가되지 않고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로렌사의 대표 빵입니다.  

브리오쉬롤
Brioche Roll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프랑스 롤빵

스톤오븐 구이 | 100% 천연효모 발효 | 방부제 NO



로렌천연발효효모빵맛있게드시는법

1. 95% ~ 100% 이상 구워져 급속냉동 된제품입니다.

2. 냉동 보관하시면서 필요한 양만큼살짝 해동하시거나 구워서 사용하세요. 

갓구운 듯한식감과 맛을 느끼실 수있습니다.

3. 스톤오븐으로 구운 빵이므로 해동 후 3~4일간은 봉투에 넣어 냉장보관해도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을권해드립니다.

4. 로렌 천연발효 효모빵은 박스 단위로 판매합니다. (별도문의)

5. 콤비스팀오븐에서 스팀으로 구우시면 더부드럽습니다.

6. 오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온도설정이 다릅니다.



로렌천연효모발효빵배송은?

HRS 냉동탑차가

직접배송해드립니다.

서울센터/부산센터/광주센터/성남센터
(지역별가능여부/수량상이. 상담요망 02-3453-5000)



HOTEL
Sheraton Seoul
Four Seasons
Part Hayatt
Lotte Hotel
…



RESTAURANT
Lotte Peck
...



BUFFET
Amoje Elena Kitchen
...



Our Partners of Laurent - Hotel

…… ETC

http://www.jwmarriottddm.com/index.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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