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M 제과 세미나 재료 안내
www.bakeplus.com
제품명

재료 설명

트레디션 90

- 끓이는 커스타드 크림 분말. 사용 편리하며, 오븐에서도 안정

Tradition 90

- 커피, 초콜릿등을 넣어 다른 맛을 낼 수 있음

- 부드러운 조직감과 색, 광택, 결착력이 뛰어남. 산뜻한 바닐라향

규격

- 타르트 두세르

5kg/봉

- 쇼콜라티
- 붉은 과일(산딸기, 딸기), 비스킷 조각,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 있어 바삭한
맛을 오래 유지하는 케잌 충전물

- 갸또 드 보야지 아몬드& 레드후르츠

4kg/통

Red Fruits Croquant

레몬 머랭 크로캉

- 타르트 두세르
- 스프링 마운틴

- 머랭, 비스킷 조각, 레몬 페이스트,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어 바삭한
맛을 오래 유지하는 케익 충전물

- 생토노레 다크 쟈도

4kg/통

Lemon Meringue Croquant

뉴트럴 나빠쥬

- 스프링 마운틴
- 생토노레 다크 쟈도

- 끓이는 카스터드 크림 믹스

레드 크로캉

비고

- 레몬 초콜릿 스퀘어
- 쇼콜라티

- 얇게 발라도 효과적인 높은 점도의 광택제로 빠르게 녹으며 사용 후
적절한 젤리 과정을 거침

- 갸또 드 보야지 아몬드& 레드후르츠

5kg/통

Nap'pix Neutral

뉴트럴 미로와

- 얇게 도포되며, 즉시 사용 후 컷팅 후 흘러내리지 않음

Royal Miroir Neutral

- 냉동, 해동에 안정하며 광택이 뛰어남

- 표면이 끈적이지 않으며 아이싱 편리

- 타르트 두세르

5kg/통

- 쇼콜라티

- 과일퓨레, 커피 익스트랙트 등과 섞어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가능

쵸코 미로와

- 초콜릿 맛이 뛰어난 광택제로 지속성이 길고 해동 및 냉동안정성 높음

Royal Miroir Choco

- 케익 및 무스류 광택용

아몬드페이스트22%

- 아몬드 함량 22% 모델링 마찌판

Almond paste 22%

- 색이 밝아 컬러링이 용이하고 작업성이 좋음.

- 색상과 광택이 뛰어남

- 후르츠케익 커버용, 꽃, 동물 등 장식품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생토노레 다크 쟈도

2.5kg/통

- 레몬 초콜릿 스퀘어
- 쇼콜라티
- 갸또 드 보야지 아몬드& 레드후르츠

5kg/통

- 레몬 초콜릿 스퀘어

- 최상급 아몬드 사용

UHT 크림 레스큐어

- 프랑스에서 A.O.P.(원산지 명칭 관리) 등급 제품(우유,버터,치즈)을 취급하는

UHT Cream Lescure

- 무가당 동물성 크림 (유지방 35.1%)

판매단위 : 1L*6팩/박스

- 프랑스의 권위있는 푸드쇼에서 수상하여 요리사 및 미식가들에게 인정받은

- 스프링 마운틴

두 회사 중 하나인 '엘비르'社의 전문기술력으로 탄생한 크림

- 생토노레 다크 쟈도

1L*6팩/박스 - 레몬 초콜릿 스퀘어
- 쇼콜라티

최상급 제품으로 제과용 뿐 아니라 요리용으로도 응용 가능

이탈젤라틴

- 100% 천연 원료(돈피)로 만든 젤라틴 (파우더 타잎)

Italgel fast

- 특허받은 배합의 파우더로 일반 젤라틴처럼 찬물에 불릴 필요없음

레몬 제스트

- 신선한 레몬 껍질을 깍둑썰기하여 그대로 냉동한 제품 (레몬 100%)

- 보존료, 설탕 무첨가, 지방 0%, 글루텐 프리의 순수 단백질

- 타르트 두세르

500g/통

- 스프링 마운틴
- 쇼콜라티
- 레몬 초콜릿 스퀘어

500g/통

Lemon Zest

유기농 마스코바도

-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사탕수수 원액에서

Organic Muscovado

-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여 미네랄, 칼슘 등 영양소 풍부

에콰토리알 누아 55%

- 카카오 함량 55%의 발로나 초콜릿으로 가장 대중적임

만들어진 비정제 원당 (사탕수수 100%, 강한 몰라세스 풍미)

- 코팅용으로 적합

10kg/bag

- 생토노레 다크 쟈도

1kg/봉

- 생토노레 다크 쟈도

3kg/봉

Equatorial Noir 55%

과나하 70%

- 레몬 초콜릿 스퀘어

- 발로나 그랑 끄루 블렌드의 대표 상품으로 시그너처 제품 (카카오 함량 70%)
- 견과류의 풍미가 강하고 진한 초콜릿 맛

3kg/봉

Guanaja 70%

T45

- 비에누아즈리 전용 강력 밀가루

T45 Gruau Rouge

- 버터, 계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배합에 적합

(단백질 함유량과 수율 높음. 회분 함량 ±0.45%)

** 에콰토리알 라떼 35% - 쇼콜라티에 사용, 헤즐넛 프랄리네 50% - 생토노레에 사용

- 생토노레 다크 쟈도
25kg/bag

㈜베이크플러스
T.031-79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