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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
HAPPY VALENTINE’S DAY!♥

보기만 해도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레시피 3종을 소개합니다.

NEW ARRIVALS
베이킹 질 상승되는 브레드가든 신상템

체 망 필요 없는 프리미엄 파우더 2종과

데코&코팅용 초콜릿 3종을 만나보세요!

VALENTINE'S
PACKAGING ITEMS

Valentine s DayFEB 14th

발렌타인데이 초콜릿하면 생각나는 바크초콜릿과 파베초콜릿!

초콜릿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포장템과 포장 꿀팁을 알려드려요.



취향에 따라 파우더를 뿌려
다양한 파베 초콜릿을 만들어보세요!

초콜릿유산지컵
(28mm)

초콜릿 박스에 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포장 완성!

추가팁

파베초콜릿

재료

1 2 3

냄비에 생크림, 연유, 바닐라빈을
함께 넣고 가장자리가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

냄비를 불에서 내린 후 바닐라빈은
빼고 다크커버처초콜릿을 넣어 

녹이고 초콜릿술을 넣는다.

사각틀에 ②의 초콜릿을 붓고
냉동고에 넣어 1~2시간이상 굳힌다.

4

굳힌 초콜릿을 2.5cm 크기의
정사각 모양으로 자른다.

5

초콜릿 위에
코코아파우더를 뿌린다.

6

초콜릿 위에
슈가파우더를 뿌린다.

생크림 60ml, 연유 40g, 바닐라빈 1개, 다크커버처초콜릿 180g,

초콜릿술 1큰술

장식

BG 프리미엄 슈가파우더, BG 프리미엄 코코아파우더

분량: 종이 가나슈틀 1개

난이도: ★☆☆

·바닐라빈을 반 갈라서 칼끝으로 씨를 긁어낸다.

미리준비하기

Pave Chocolate
파베초콜릿

Recipes

관련상품

코인트로
(오렌지술/30ml)

[코지아트]
크라프트사각틀
(16.5x13cm)

[발로나]
다크커버처초콜릿
과나하(180g/70%)

[발로나]
화이트커버처초콜릿
이보아르(180g/35%)

바닐라빈
(3g/타히티종)

[브레드가든]
BG 프리미엄
코코아파우더(180g)

체망 없이 간편한
 프리미엄 코코아파우더!



관련상품

Linzer Heart C�kie
재료

7 8

1 2 3 4 5

6

볼에 실온 상태의 버터를 넣고
핸드믹서 거품기의 가장 약한

단계에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도록
30초간 휘핑한다.

슈가파우더와 바닐라설탕, 소금을
2번에 나누어 넣으며 핸드믹서
거품기의 가장 약한 단계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섞는다. 

박력분과 아몬드가루를
체에 내려 넣고

실리콘주걱으로 가볍게 섞는다.

반죽을 비닐에 넣고 손으로
눌러가며 한 덩어리로 뭉친 뒤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한다.

반죽의 두께가 3mm가 되도록 밀대로
얇게 밀어 펴고 쿠키커터로 모양을

찍어낸다.

베이킹페이퍼를 깐 쿠키팬에 반죽이
서로 붙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띄워 올려 예열한 오븐에 12분간 굽고
식힘망에 얹어 식혀준다. 

윗면에 올라가는 쿠키에 
슈가파우더를 뿌려 장식한다.

아랫면 쿠키에 산딸기 잼을 바르고
쿠키를 마주 붙여 완성한다.

반죽

버터 60g, 슈가파우더 40g, 바닐라설탕 1개, 소금 1/8ts,

박력분 60g, 아몬드가루 30g

장식

BG 프리미엄 슈가파우더

필링

산딸기잼

Recipes

린처하트쿠키

· 버터는 실온 상태가 되도록 냉장고에서 꺼내 30분 이상 둔다.

· 쿠키팬에 베이킹페이퍼를 깐다.

· 오븐은 180℃에서 10분간 예열한다.

미리준비하기

원형주름커터
(6종)

[루프]
바닐라설탕(8gx10)

[MESSE]
코팅좋은 논스틱 식힘망
(40.5×25cm)

[MESSE]
오븐팬
(42×33cm)

반영구적
테프론시트

[브레드가든]
BG 프리미엄
슈가파우더(210g)

난이도: ★☆☆

분량: 샌딩 쿠키 10개

체망 없이 간편한
 프리미엄 슈가파우더!



반죽

재료

코팅용밀크초콜릿 200g, 코팅용화이트초콜릿 200g,

코팅용핑크초콜릿 200g, 핫초코(설탕 150g + 코코아가루 20g),

마시멜로우 60~80g, 초콜릿진주펄, 진주크런치

장식

스프링클 (넌파레일스 화이트, 핑크레이디)

Recipes

포장팁

7 8 9 10

1 2 3 4 5

6

코팅용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핑크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다.
이때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실리코마트 7cm 반구 몰드에
①의 초콜릿을 스패츄라
또는 숟가락으로 바른다.

차가운 곳에서 5분 이상 (냉동고 2~3분)
굳힌 후 가장자리 위주로 초콜릿을

덧발라 다시 굳힌다.

몰드에서 굳은 초콜릿을
천천히 떼어낸다.

설탕과 코코아가루를 섞어
핫초코 가루를 만든다.

④의 반구초콜릿 단면을 살짝 녹인다.
약한 불에 데운 프라이팬에 초콜릿을

살짝 녹여 붙이면 좋다. 

⑥의 안에 ⑤의 핫초코, 마시멜로우,
초콜릿진주펄, 진주크런치 등을 넣는다.

남은 반구초콜릿 단면을 살짝 녹이고
⑦의 초콜릿 위에 붙여 볼 모양의

초콜릿을 완성한다.

녹인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넣어
볼 위에 지그재그로 모양낸다.

 장식 초콜릿이 굳기 전
스프링클을 뿌려 완성한다.

Point.가장자리를 두껍게 발라야
꺼낼 때 깨지지 않아요

[코지아트]
퓨어화이트 머핀박스(1구)

티라미수용기
(밑지름 5.5cm) 

[코지아트]스티커-핸드메이드
(블랙＆크라프트/2장입)

Hot Chocolate Bomb
코코아 밤

관련상품

[브레드가든] 스프링클
(넌파레일스 화이트, 핑크레이디)

[브레드가든] 코팅용
밀크, 화이트 (200g)

딸기맛 초콜릿
(코팅용/200g)

[실리코마트]
SF002(반구형/ø70)

Hot

분량: 지름 약 7cm 밀크, 화이트, 핑크 초코볼 각 4개

난이도: ★★☆

[록키마운틴]
마시멜로우
(미니/150g)

글씨쓰기용 삼각형유산지
(20매입)



게 졌 요?

 활용 레시피!

좋은 원료, 고품질 코코아 100 %

무가당 코코아로 진한 본연의 맛

음료.티라미수.생초콜릿 등에 활용

흰 눈처럼 소복이 쌓인 데코용!

다쿠아트.케이크.초콜릿 등에 활용

각종 베이킹에 톡톡, 감초역할

더스팅캡

특허출원
완료!

1. 더욱 견고해진 더스팅 캡 2. 좌우로 돌려 골고루
촘촘해진 구멍으로 품질과 편의성 UP! 일정한 양으로 뭉침 없이 고르게!

3.여유로운 용량
더 많은 용량으로 다양하게 사용해요!

up-gradeup-grade

데코레이션이 필요할 때, 체 망 없이 톡톡!

밀봉카스테라 딸기다쿠아즈 연유생초콜릿 얼그레이티라미수 티라미수마들렌

브레드가든�프리미엄�슈가파우더&코코아파우더브레드가든�프리미엄�슈가파우더&코코아파우더
비앤씨마켓 애용자라면 알고 계실 브레가든의 체 망 필요 없는 코코아파우더&슈가파우더!

이번에 기존 제품에서 품질, 편의성은 물론 용량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BG프리미엄 슈가파우더 250 g    |    BG프리미엄 코코아파우더 180 g

프리미엄 슈가파우더
바로 보러 가기

프리미엄 코코아파우더
바로 보러 가기

250 g
180 g
Size up!

딸기쇼트케이크

코코아파우더 추천!슈가파우더 추천!



바로 녹여 그대로 사용하는

브레드가든 데코&코팅용 초콜릿
(다크, 밀크, 화이트 / 180 g)

베이킹은 아이템빨! 여러분들의 베이킹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켜 줄 초콜릿이 출시되었어요!

미니 파우치 형태의 코팅용 초콜릿은 중탕용 짤주머니, 스텐볼 NO!

물이 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크
-밀크
-화이트

50~60℃

Q. 초콜릿이 남았어요! 이미 녹였는데 어떡하죠?

A. 파우치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대로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녹여 사용해요. 만약 잘랐다면 밀봉해 보관해주세요.

Q.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파우치 속 초콜릿이 녹아 말랑말랑해지면

파우치 모서리를 원하는 범위만큼 잘라 그대로 뿌려주세요.

Q. 도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A. 네! 파우치를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녹여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파우치가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편 사용 꿀팁!

Dipping Coating Driz z leDipping Coating Driz z le
과일/견과류/미니 초콜릿을

살짝 담가 디핑하세요
디저트에 초콜릿을 코팅해

맛과 광택을 더하세요
초콜릿을 가늘게 뿌려
드리즐 데코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해요!

초콜릿 모양 고민될 땐?

비앤씨마켓에서 다양한 초콜릿 몰드를 만나보세요!

정사각 바크 몰드 직사각 바크 몰드

하트 모양 몰드 불꽃 모양 몰드 초코 쿠키 몰드

초콜릿 몰드 추천템
브레드가든 베이킹믹스로 다양한 디저트 만들고

취향대로 데코레이션 해보세요!

홈베이킹 머핀믹스 뉴욕와플믹스 팬케이크믹스

초코칩머핀믹스 하트쿠키믹스 퍼지브라우니믹스

디저트 데코 추천템

브레드가든 데코&코팅용 초콜릿 3종

NEW
ITEM



Bark Chocolate Pave Chocolate

더 달콤한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포장템 추천!

[코지아트] 프리미엄 기프트박스 화이트 색화지 공단리본 (자주색)
쿠키띠레터스티커
(화이트&크라프트)

바크 초콜릿 편바크 초콜릿 편 파베 초콜릿 편파베 초콜릿 편

심플함을 원한다면?
무지 비닐에 담아 세련된 스티커로 포인트!

은은한 베이지 박스와 레드 컬러의 노끈으로
러블리 지수 UP!

작게 조각 내서 투명 정사각형통에 담아
리본만 둘러줘도 굿!

사랑스러운 크림색 초콜릿박스로
포장 한번에 끝내기

VALENTINE’S
PACKAGING ITEMS

메르시 스티커 (실버) OPP포장 비닐 초콜릿박스 (크림카카오)

정사각쿠키통 공단리본 (자주) 파베 초콜릿박스 (네이비) 파베초콜릿 트레이

파운드케이크박스
(미니베이지)

트위스트노끈
(레드)

영문 유산지로 감싼 파베초콜릿을
잼병에 차곡 차곡!

영문유산지 잼병

엔틱한 느낌 가득한 초콜릿박스에
쏙~ 들어가는 파베트레이와 함께 해요!

‘발렌타인데이’ 하면 생각나는 초콜릿, 바크초콜릿과 파베초콜릿!

비앤씨마켓이 초콜릿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포장템과 포장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유산지가
들어있어요!

함께하면 좋은 아이템

Tip 1. 초핑이나 구깃한 유산지를 깔고 전달하고 싶은 선물을 담아주세요!

Tip 2. 고급스러운 공단 리본으로 마무리!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 싶다면,

코지아트 프리미엄 기프트박스
선물을 한층 더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다용도 기프트박스입니다.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코지아트 프리미엄 기프트박스로 정성을 가득 담아 품격 있는 선물을 해보세요.

발렌타인데이
포장템

더 보러가기

프리미엄
기프트박스

보러가기

NEW
ITEM
NEW
ITEM
NEW
ITEM



Valentine s Baking DIY SET

누구나 시청 가능! 2월 베이킹 클래스 일정누구나 시청 가능! 2월 베이킹 클래스 일정

곰손이라 발렌타인데이 걱정되신다구요?!

비앤씨마켓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 만들기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레시피부터 셰프님만의 베이킹 꿀팁을 얻어 갈 수 있는 기회!

매주 화요일 낮 12시, 비앤씨마켓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베이킹 클래스 본방사수 하세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앤씨마켓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초코글라세마들렌

2/7(화) 2/14(화) 2/28(화)
초코딸기롤케이크 당근빵

2/21(화)
스페셜 라방

SPECIAL
LIVE

로투스바크초콜릿
만들기세트

달고나바크초콜릿

만들기세트 투톤베리바크초콜릿
만들기세트

프레첼초콜릿
만들기세트

Tip 1. Tip 2. Tip 3.

통딸기 파베 생초콜릿
만들기세트

생크림믹스미니하트 딸기다이스드 라즈베리홀핑크레이디 넌파일레스
화이트

스프링클로 러블리한 비주얼 완성 동결건조 과일로 초콜릿에 상큼함 더하기 생초콜릿 만들기 필수템!

발렌타인데이 한번에 준비하기♥
초콜릿 만들기세트

더 보러가기

인스타그램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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