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모델의 
커피스테이션으로

특별한 만족을 경험하세요.

커피스테이션은 원하시는 장소마다 
최상의 커피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물론 부드러운 우유가 첨가된 다양한 커피 메뉴를 서비스합니다.
●청량감있는 에이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폭넓은 결제기능으로 유무상 음료 서비스가 가능하여, 판매는 물론 무상서비스

  장소에도 적합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추출 속도로 바쁜 도심생활 속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청소가 간편하며, 최상의 위생적인 시스템입니다.
●직원 및 병원 휴게실은 물론 다양한 사업장에도 적합합니다.

COFFEE STATION DELUXE
커피스테이션 디럭스

다양한 메뉴로 사용자에게 만족과 이윤을 제공 

제품사양  

서울센터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9길 24(창성동) l Tel 02-3453-5000  Fax 02-3453-5001 l 담당자 : 리키 010-5858-2685

성남센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썬텍시티 1차 105호(상대원동) l Tel 031-282-0754  Fax 031-733-0753 l 담당자 : 폴 010-5858-2641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3-20 502호(회동동) l Tel 051-758-1890  Fax 051-758-1891 l 담당자 : 조셉 010-5858-1729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575 복합건축자재관 16호(2층) l Tel 053-426-6323  Fax 053-423-6324 l 담당자 : 조셉 010-5858-1752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 2로 15번길 16, 203동 110호(매월동) l Tel 062-384-6737  Fax 062-610-5777 l 담당자 : 테리 010-5858-2192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 5길 36, 203호 l Tel 064-759-8839  Fax 062-610-5777(광주센터) l 담당자 : 폴 010-5858-2641

모 델 명 : 커피스테이션, 디럭스

규       격 : W1,300 x D750 x H2,260mm 

전기사양 : 220/1ph, 3kW

급       수 : 직수식 또는 펌프식

메       뉴 : 핫/아이스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아이스라떼, 스파클링 아메리카노, 우유, 에이드 3종  

컵       수 : 종이컵 13oz 75개, 아이스컵 14oz 100개 



커피스테이션은 완벽한 맛의 커피를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제공, 피크타임이 걱정 없습니다.  

●핫커피, 아이스커피를 쉽고 빠르게 서브합니다
●다양한 맛의 티를 서비스합니다. 
●제빙기가 탑재되어 다양한 용도로 얼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서비스 장소마다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피크타임 서비스 관리가 용이합니다. 
●최고의 위생적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호텔 연회장, 웨딩부페, 행사장 등에 적합합니다.

모 델 명 : 커피스테이션, 스탠다드

규       격 : W900 x D710 x H1,970mm 

전기사양 : 220/1ph, 3kW

급       수 : 직수식 또는 펌프식

메       뉴 : 핫/아이스아메리카노, 티 (온수 가능)

모 델 명 : 커피스테이션, 스마트

규       격 : W1,125 x D750 x H2,100mm 

전기사양 : 220/1ph, 3kW

급       수 : 직수식 또는 펌프식

메       뉴 : 핫/아이스아메리카노, 티 (온수 가능) 

컵       수 : 종이컵 13oz 75개, 아이스컵 14oz 100개 

●핫커피, 아이스커피를 쉽고 빠르게 서브합니다
●다양한 맛의 티를 서비스합니다. 
●폭넓은 결제기능으로 유무상 서비스가 가능하여, 

  고객서비스와 직원복지서비스 어느 것도 문제 없습니다. 
●원하는 장소마다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위생적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직원식당, 병원 휴게실, 교회 등에 적합합니다.

COFFEE STATION STANDARD  
커피스테이션 스탠다드

COFFEE STATION SMART
커피스테이션 스마트

빠르고 간편한 사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제품사양  제품사양  

스마트한 서비스와 폭넓은 결제기능

DE DUTCH MORE THAN GREAT COFFEE.
디이 더치커피는 최고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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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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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 더치커피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블렌드를 

리치하게 조화시켜 최고의 맛을 연출합니다.  

독보적인 추출방식과 클로우즈드 커피 시스템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최고의 편리성과 모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

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보장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경비절감 효과로 

최고의 비즈니스 감각을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JDE. JACOBS DOUWE EGBERTS
1753년 전통의 네덜란드 야콥스다우에에그버트 사는 커피 단일 품목으로 현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디이 더치커피는 JDE의 대표 커피 브랜드 입니다. 

최상의 커피를 즐기세요.
디이 더치커피는 첫 잔부터 마지막 잔까지 맛있는 커피를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연속 추출하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커피스테이션은 UTZ 인증 디이 더치커피의  맛과 오랜 기술력, HRS의 이노베이티브 독창성의 결정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