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츠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더치커피를 

사용합니다.

Great co�ee in even
Greater quantity.

GREAT
SPEED

GREAT
CAPACITY

CONSTANT
GREAT QUALITY

빠른 추출 속도
시간당 

효율적인 용량
균일한 맛과 
완벽한 품질

아메리카노는 3.5초 만에, 
한 포트의 커피를 23초 만에, 
피크타임을 넘길 수 있는 빠른 
속도입니다.

커피를 서브하는 사람없이도
시간당 300잔에서 650잔까지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고객들
에게 이상적인 시간에 완벽한 
커피를 서브합니다.

간단한 작동만으로 지속적
으로 균일한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100%아라비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슈페리어 다크 엑설런스 커피
프리미엄 블랜드 100%아라비카 

중앙 아메리카(코스타리카or과테말라)와 브라질의 고산지대에서
재배하여 풍부하고 달콤 쌉싸름한초콜릿 향과 깊고 강한 맛을 가진
진한 향의 프리미엄 커피 

다크 로스트 커피
아라비카 & 최상급 로부스타

쌉싸름하고 흥미로운 맛과 강렬한 끝 맛의 파워풀한 커피로 에스프레소,
뜨거운 카푸치노는 물론 풍부한 맛의 아이스 커피에 적합한 블렌딩 프리
미엄 커피

Quantum

1팩 추출 잔수 컵 사이즈와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oz 컵 기준)

퀀텀
서울 센터 HRS Seou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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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과 빠른 속도가 결합되어 3.5초안에 잔을 채우고 23초만에 포트를 
준비하며 적게는 시간당 300잔에서 650잔의 전례없는 양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커피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엑설런스 퀀텀의 속도와 
용량은 탁월한 품질로만 선택되어 모든 잔이나 포트에 항상 프리미엄 커피를 
보장합니다. 또한 엑설런스 퀀텀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손쉬운 작동.. 그리고 
빠르고 간단한 청소를 보장하면서 최대 가동시간을 제공합니다.

D·E는 새로운 엑설런스 퀀텀이 도입됨에 따라 프리미엄 커피만큼 완벽한 
NG시리즈의 후속모델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시스템에는 이제 그 
장점을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뷔페, 유원지, 프랜차이즈, 카페등..
복잡하고 힘든 피크타임을 해결할 수 있는 커피 시스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최고의 속도로 최상의 커피를 서브합니다.

Hotel

Golf Club & 
Resort

bu�et & 
convention 

맛있는 커피만이 맛있는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디이 엑설런스는 신선한 

커피를 고객분들이 원하는 품질수준 이상의 퀄리티로 제공하며 맛과 향이

좋습니다. 또한 추출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직원이 손님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최고의 뷔페, 컨벤션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서브하고 계시
나요? 커피는 추출 후 30분이 지나면 맛과 향이 50%이상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용량의 커피를 미리 추출하여 서브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떨어지는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나 디이 엑설런스는 
다양한 메뉴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여가시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커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리조트, 카지노 등에서 프리미엄 커피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몰리는 피크타임 시간에도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완벽한 커피를 서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설런스 커피는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커피입니다.

터널 방식으로 로스팅한 원두의 더치 커피는 스모크레스 프레쉬 커피여서 쓰지않습니다.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더치 커피

   Great 
ease of 
    use

   Great
variety

엑설런스 퀀텀은 많은 양의 

프리미엄 더치 커피를 제공합니다. 

엑설런스 커피는 262년간 커피만으로 명성을 떨친 네덜란드 
D·E 회사의 커피 엑스파트들이 만들어낸 건강을 생각한 뉴 
컨셉의 커피입니다. 커피로스팅 중 발생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터널식 방법으로 생두를 바람에 날려 로스팅하고, 바로 
추출하여 즉석 프로즌하는 D·E 회사의 이노베이티브 방식
입니다.

이 프로즌 방법은 산패되지 않는 방법의 커피로 커피의 맛과 
향을 가두는 방법은 물론,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클로
로겐산 등 1,300여 가지의 컴포지션을 우리 몸에 그대로 섭취
하게 하는!! 새로운 탄생의 비밀을 가진 더치 커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커피 기계

시간당 용량

230V 400V

300잔 650잔

가능한 메뉴

Co�ee
Co�ee pot
Hot water

Hot water pot

1단 몇 초만으로 완벽한 커피 추출
기본 아메리카노가 3.5초로 추출이 되며, 업장에서
피크타임을 넘길 수 있는 하이 스피디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매니저

호텔의 아침식사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직접 
커피머신에서 본인이 
원하는 카푸치노,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 등을 
즐길 수 있어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고장이 적고, 사용
하기 쉬워서 바쁜 업무 
속 스탭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호텔 연회장 
매니저

결혼식, 컨퍼런스 때 
대량 커피 서비스 전후 
준비에 큰 불편이 많았
는데, 디이 엑설런스 
시스템은 커피를 위한 
준비가 필요 없고 필
요할 때 바로 포트에 
추출해서 서브가 가능
합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탭
들이 다른 업무에 전념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멀티 플렉스 
지배인

아르바이트 스탭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언제나 맛있고 
일정한 품질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빠른 추출, 하이
스피디는 고객들이 줄
서는 시간을 절약해
주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균일한 맛을 빠르게 제공한다면...」, 「커피 머신의 청소가 간단 할 수 있다면...」

이런 소리들을 디이 엑설런스 커피는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D·E 엑설런스 커피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리퀴드 커피로 산화가 없음 커피 빈으로 추출하여 워머로 데워놓은 형식이 아니므로 커피 맛이 산화
되거나 오래두어 찌든 맛이 없어 프레쉬한 상태로 서브 가능

커피 로스 없음 한 잔의 추출, 포트 추출도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씩만 추출 할 수 있음

냉동보관으로 장기 보존 가능 고품질 커피 팩은 냉동상태로 1년간 보존이 가능하며, 머신세팅 후에도 
3주동안 교환할 필요 없이 사용 할 수 있음

찌꺼기가 나오지 않아 쉬운 청소 리퀴드 커피 팩을 사용함으로써 청소 작업시간의 단축

쓰레기처리의 번거로움이 없는 시스템으로 환경문제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커피 추출 찌꺼기 제로 

카피테스 퀀텀은 사용 패턴을 기억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바뀝니다.
스텐바이 모드에 있을 때 에너지가 30%까지 절약됩니다. 

6 에너지 효율적인 커피 기계 |

3,5 sec/cup - 23 sec/pot 

300 cups

650 cups

1,25 L / 2 L

H770mm x W260mm x D521mm

31 kg

230 V - 3,4 kW

400 V - 8,4 kW

추출속도

시간당
용량

커피용량

규      격

230V

400V

무      게

소비전력

2 23초 만에 풀 포트
1.5L 기준으로 23초만에 포트를 추출할 수 있으며,
별다른 준비없이도 바로 서브가 가능합니다.

3 시간당 300잔 또는 650잔
시간당 300 - 650잔 추출을 하며, 누구나 바리스타처럼
추출을 하여 균일한 최상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빠르고 간단한 청소(커피 추출 찌꺼기가 제로)

찌꺼기가 나오지 않으며 간단한 청소법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5 LCD 화면으로 옵션선택 확인가능
LCD 화면으로 커피 농도부터 컵 크기까지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여 고객 맞춤형 서브가 가능합니다.

냉장고에서 해동된 
더치 커피 팩의 
포장을 뜯는다

개봉후 모서리 끝부분을 
살짝 자른 후 용기에 
더치 원액을 보관한다.

준비해둔 용기에 
더치 원액을 붓는다.

준비해둔 컵에 
1(원액):20(물) 비율로 
넣어주고 섞어준다.

 D·E 엑설런스 아이스 더치 커피 레시피!

모서리는 집게로
묶어주시면 다시
머신에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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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추출속도

CUP POT

3.5초 23초

Quantum
퀀텀

1 2 3 4

TIP

커피 머신없이 맛있는 아이스 더치 커피 만들기



기존의 TAP(수동)으로 추출하는 장비로 바리스타의 기술과 감각으로 스파
클링 커피를 제조하는 방식에서 버튼 하나로 스파클링의 황금비율을 맞춰 
고객들게 빠르게 서브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장비투자 비용

새로운 스파클링 테크놀로지

ICE & HOT 메뉴

머신 한 대로 버라이어티한 메뉴

머신 한 대만으로 정확한 컴퓨터 셋팅으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정확한 
양으로 나누어 기존 TAP으로 추출하는 장비보다 손실이 적고 빠르게 추출
해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치 없이 한 머신에서 버튼 하나로 따뜻한 커피와 차가운 커피를 
한 번에 서브하실 수 있습니다.

ICE/HOT 커피 추출이 가능하고 별도로 스파클링이 나와 다양한 메뉴
(에이드, 칵테일 등..)로 접목시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추출 속도

시간당 300잔에서 650잔을 추출하며, 누구나 바리스타처럼 추출하여 균일한 
최상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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