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지역 불가리아에서 온 웰빙간식01 100% only Fruits and Nuts



전 세계의 푸드 트렌드

건강하고 맛있는 3B!

3Bites



모든 것은 홈메이드 음식을 만들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B bar는 설탕과 다른 화학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영양을 가득담은 간식입니다. 

About EXQ l 건강한 프리미엄 간식



RAW VEGAN GLUTEN 
FREE

식재료의 가공을 거치
지 않은 자연 그대로
의 깔끔한 맛과 식감

깨끗한 환경에서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먹거리

건강에 좋은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한


웰빙간식

글루텐 무첨가로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가능



휴대가 간편한 소형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과일 섭취가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이

영양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프리미엄 간식

30g 한 봉지에 100칼로리 내외로

부담없는 웰빙 간식

가장 트렌디한, 영양간식

Raw, Vegan, Gluten Free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엄마아빠

건강한 몸으로 100세시대를

살고자 하는 어르신

바쁜 시간을 쪼개 공부하는

영양이 필요한 수험생

웰빙 트렌드에 맞게

식물성 식품을 즐기는 베지테리안

Who�loves�3B�bars?



7가지 프리미엄 레시피 : 3B bar02 Trendy Food from Nature, Better Life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온몸에 기운이 없을 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살구가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펙틴, 라이코벤, 비타민C등

각종 영양성분들이 풍부한

사과가 면역력에 좋습니다.


고지베리의 비타민 B2가

지방의 연소를 도와주며


치아씨드가 포만감을 줍니다

체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가

노화방지에 도움을줍니다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HDL이 함유되어 혈관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인삼

시력 강화에 좋은

애프리코트&타히니

활발한 장운동에 도움

무화과

면역강화에 좋은

애플&시나몬

다이어트에 좋은

고지베리&치아

항산화에 좋은

체리

혈관을 튼튼하게

크렌베리



 Made in Bulgaria

생산설비 / 수출국03



최신 생산기술과 설비를 갖춘 공장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Factory l 생산설비

Iso 9001 /  Iso 22000 HACCP 인증

50,000pcs/day , 18,250,000pcs/year

Capacity l 생산량

1.  MOQ 1 carton per product - 32 boxes x 12 pcs. = 384 pcs. 
per product. shipped by Air.


2.  Logistic data: 1 pallet = 40 cart. = 640 boxes = 15 360 Units



현재 수출되고 있는 국가

HERE

•Bulga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Romania

•Sweden

•UK

•Israel

•USA

•China

•Korea



ssback@exqfoods.co.kr

제품문의

담당자 : 백선숙

+82-2-757-1420

mailto:dyslee@exqfood.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