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벨커피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ONE STOP

Coffee roasting factory

ONE STOP from development to design

咖啡烘焙工厂

항온/항습, 생두 저온관리시스템
Avionics/Abidity, Saengdu Low Temperature
ManagementSystem
恒温/恒湿,生豆低温管理系统

온,습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신선한 생두 관리 보관
Minimize the impact of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a temperature and humidity management
system to keep fresh fresh peas in storage
通过温,湿度管理系统将外部环境的影响最小化,新鲜
的生豆管理保管。

식품 안전을 위한 HACCP 인증
HACCP certification for food safety
食品安全HACCP认证。

연간 48ton 생산라인 가동
48 ton production line operation per year
年产48ton生产线投产。

선별시스템
Screening system
筛选系统

원료 입고시 1차, 제품 계량시 2차 제품 포장시
금속검출기를 통한 3차 선별을 통해 각종
이물질 및 먼지들을 선별, 제거하여 고품질의
위생적인 커피를 제조
Prepare high-quality, hygienic coffee by selecting
and removing various foreign substances
and dust through the metal detector dur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product packaging
upon receiving the raw material.
原料入库时1次,产品计量时2次产品包装时,通过金属
检出器的3次筛选,筛选和去除各种异物及灰尘,制成
高品质的卫生咖啡。

GRAVEL COFFEE

커피 로스팅 공장

开发到设计一站式（one stop)

㈜피엔에스는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자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위탁 생산(OEM, OD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EM,
ODM, PB상품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PNS Co., Ltd. has its own production lines based on
long-term technology. We are working with foreign companies
in Korea to implement consignment production (OEM,
ODM). Please contact us about OEMs, ODMs and PB
products.
(株)PNS拥有以长久的技术力量为基础的自主生产线。

*(원두커피, 액상커피, 드립백커피, 차류 등)
*(Coffee beans, Liquid coffee, Drip bag coffee, Tea, etc.)
*(咖啡豆,液态咖啡,滴滴涕咖啡,茶等)

그라벨 블렌드

HIGH LEVEL, GRAVEL BLENDED
Gravel Blending 咖啡

그라벨은 훌륭한 원두를 선별하여, 독자적인 블렌딩
기술과 노하우로 매력적인 커피를 만듭니다. 내 취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커피를 아직 못 찾으셨다면, 그 해답은
그라벨에 있습니다.
Gravel selects great beans and makes attractive coffee with
his own blend technology and know-how. If you haven't
found a perfect coffee for my taste, the answer is in
Gravel.
GRAVEL 筛选出优质的阿拉比卡咖啡,根据烘焙方法制造出不同
魅力的咖啡。如果还没有找到完全符合自己口味的咖啡,那么答
案就在GRAVEL。

그라벨 싱글오리진

ANOTHER LEVEL, GRAVEL SINGLE ORIGIN
Gravel 单鸭脂咖啡

산지와 품종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다양한
원두의 종류! 그라벨은 각 산지 별 훌륭한 커피를
선별하여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원하는 원두를 고른
후 원하는 맛을 그려 보세요. 그라벨 만의 로스팅
테크닉으로, 선택하신 원두를 당신의 입맛에 딱 맞게
로스팅 해 드립니다.
Any of various kinds of beans that have different charm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variety! Gravel offers you a
selection of excellent coffee from each locality. Choose the
desired beans and draw the desired flavor. With the
roasting technique in Gavel Bay, your choice of beans will
be roasting to your taste.

www.coffeefriend.co.kr

根据产地 和品种的不同,具有不同魅力的各种原豆种类!
Gravel为各位挑选出各产地最好的咖啡。选择想要的原豆,然后
画出想要的味道。采用 GRAVEL 独有的烘焙技术,将您选择的原
豆按您的口味进行烘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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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벨 커피
GRAVEL COFFEE

액상커피

Liquid Coffee

液态咖啡

프레시빈 액상커피 오리지널

FRESH BEAN Liquid Coffee Original

FRESHBEAN原装液态咖啡

고압력 추출방식으로 추출한 순수 에스프레소 원액 100%, 무색소, 무방부제로 간편하게
희석해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를 즐길 수 있음, 티라미스 등 베이커리 원료로도 선호도 높음
100% pure espresso undiluted solution extracted with high pressure extraction, Colourless and
preservative-free dilute to enjoy Americano and Café latte, Preferred even as ingredients for
bakery such as tiramis.
用高压力提取方式提取的100%纯浓缩咖啡原液无色素, 无防腐剂, 可方便稀释为美式咖啡, 咖啡拿铁来享用。
作为提拉米苏等西点的原料，优选度也很高。
●

Packaging unit : 1.5L x 6ea (BOX)

프레시빈 액상커피 헤이즐넛

FRESH BEAN Liquid Coffee Hazelnut

FRESHBEAN液态榛果咖啡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 고소한 헤이즐넛 향으로 은은하고 부드러움
Use only best-of-breed arabica beans, Soft with savory hazelnut scent.
只使用最上等的阿拉比卡原豆醇香的榛子香, 幽香而柔和。
●

Packaging unit : 1.5L x 6ea (BOX)

프레시빈 액상커피 스위트

FRESH BEAN Liquid Coffee Sweet

FRESHBEAN新鲜液体咖啡甜点

오리지널 추출액에 당을 첨가하여 스위트 아메리카노로 즐길 수 있음
Add sugar to original extract to enjoy as Sweet Americano.
原味提取液中加入糖, 可作为甜味美式咖啡享受。
●

Packaging unit : 1.5L x 6ea (BOX)

그라벨 프리미엄 액상커피

GRAVEL PREMIUM LIQUID COFFEE

GRAVEL高级液态咖啡

스페셜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블렌딩 되었으며 직화 로스팅으로 풍부한 맛과 향, 첨가물
0%, 에스프레소 추출액 100%, 간편한 1회용 개별 스틱 포장, 스틱 액상커피 타입으로
OEM가능
Special Colombia and Brazil are blending and rich in direct roast, Additives 0%, Espresso
extract 100%, Easy stick packaging, OEM as stick liquid coffee type.
特别的哥伦比亚和巴西咖啡混合, 用直火烘焙方法赋予了丰富的味道和香气添加物0%, 浓缩咖啡提取液100%
简便的一次性个别包装棒状咖啡类型, 可O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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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unit : 20ml x 6ea (BOX)

PNS CO.,LTD.

에스프레소 블렌딩 커피
Espresso Blending Coffee

그라벨커피 골드

GRAVEL Coffee Gold

浓缩咖啡

GRAVEL 咖啡 GOLD

고소하면서 쌉쌀한 맛과 그윽한 향, 에스프레소 추출시 풍부하게 올라오는 골드빛 크레마
The bitter taste and mellow scent of a complaint, A richly raised gold Crema in the
extraction of espresso.
味道浓郁幽香带有一点点苦味提取浓缩液时, 产生丰富的金色泡沫
●

●

Packaging unit : 1kg x 6ea(BOX)

Cupping note
Good body and Acidity, Sweet aroma, Fruit notes, clean cup, mild body, chocolaty Flavor

그라벨커피 실버

GRAVEL Coffee Silver

GRAVEL 咖啡 SILVER

달콤한 초콜릿 맛과 진한 카라멜 향으로 커피 베리에이션 메뉴와 잘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바디감
A balanced body feel that blends well with the coffee buffet menu with sweet chocolate
flavor and strong caramel flavor.
浓郁的焦糖香和醇厚的味道,与其他咖啡饮品相融合，富有均衡的口感
●

●

Packaging unit : 1kg x 6ea(BOX)
Cupping note
Good body and Acidity, Sweet aroma, caramel Flavor

프레시에또 메디아 커피

FRESHETTO MEDIA Coffee

FRESHETTO MEDIA 咖啡

황금비율의 케냐AA, 콜롬비아의 블렌딩과 최적의 로스팅 포인트, 밸런스가 잘 잡힌
상큼하고 기분좋은 프리미엄 커피, 특허받은 캡커피 패키지로 편리성과 보관성을
최대한 높여 실용적
Golden Ratio KenyaAA, Blending of Colombia and Optimal Routing Point, Wellbalanced fresh, pleasant premium coffee, Patent-certified cappee package for maximum
convenience and storage practicality.
黄金比例的肯尼亚AA,哥伦比亚的混合和最少化的烘焙均衡清爽, 令人愉悦的高级咖啡使用获得专利
认证的盖子咖啡包装, 最大限度提高便利性和保管性, 非常实用
●

●

Packaging unit : 1kg x 6ea(BOX)
Cupping note
Bright, Vibrant, Winy with Nice Body, Dark-Chocolate

그라벨커피 프리미엄

GRAVEL Coffee Premium

GRAVEL 咖啡 PREMIUM

모든 원료를 최고 등급의 스페셜티를 사용, 고급스러운 산미와 아로마를 느낄 수 있음.
상큼하고 경쾌하게 다가오는 기분 좋은 새콤 달콤함이 매력적.
Use top-grade specialty coffee to enjoy premium acidity and aroma. Fresh and light,
pleasant sour, sweetness attractive.
所有原料均使用最高等级的特别咖啡, 可感受高级的酸味与芳香。清爽轻快, 令人心情愉悦的酸甜，
很有魅力
●

●

Packaging unit : 1kg x 6ea(BOX)
Cupping note
Good body and Acidity, Sweet aroma, caramel Flavor

www.coffeefri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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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와 산지별 커피

Specialty Coffee & Single Origin

特别咖啡和原产地咖啡

브라질 산타 리타 레드 버본 내추럴 NY2 FC
Brazil Santa Rita Red bourbon Natura NY2 F.C.

巴西桑塔丽塔红波旁自然俱乐部

딸기와 라즈베리의 싱그러운 달콤함에 더해지는 아몬드의
고소함
Almond's complaint added to the sinksy sweetness of
strawberries and raspberries.

●

●

●

草莓和树莓的甜蜜加上杏仁的醇香

콜롬비아 산타로사 수프리모
Colombia Santarosa Supremo

GRADE : Microlot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Raspberry, Chocolate milk, Almond

哥伦比亚 圣罗萨 苏帕摩

안티오키아의 꽃향기와 아몬드의 고소함
The scent of flowers in Antioquia and the complaint of almonds.
安蒂奥基亚的花香和杏仁的醇香

●
●
●

GRADE : Specialty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Floral, Jasmine, Caramel, Milk Chocolate

에티오피아 아리차내추럴 G1
Ethiopia Aricha natural G1

埃塞俄比亚 阿里扎-自然 G1

싱그러운 과일의 풍미와 복합적인 아로마의 향연
Feast of fresh fruit and a combination of aromas.
清新水果的风味和复合芳香的结合

케냐 키암부 AA

Kenya Kiambu AA

●

●

●

肯尼亚 基安布 AA

갈색설탕의 달콤함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과일의 산미와
묵직한 바디감
The sweetness of brown sugar and the acidity and heavy body
texture of fruit that feels silky.

●

●

●

能感受到褐色糖的甜蜜，隐隐的水果酸味和厚重的口感

과테말라 안티구아
Guatemala Antigua

Sweet and sour chocolate, savory walnuts, softness spreading
from the mouth.
甜而微苦的巧克力, 醇香的核桃, 蔓延口中的柔和口感

에티오피아 코케허니G1
Ethiopia Coke honey G1

●

●

●

GRADE : Premium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Dark Chocolate, Walnut, Smoky

埃塞俄比亚 COKE HONEY G1

알맛게 숙성된 블랙베리와 달콤한 꿀의 풍미
Savory flavor of blackberries and sweet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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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 Premium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Brown Sugar, Cacao, Orange

危地马拉 安提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고소한호두, 입안에서 퍼지는 부드러움

熟透的黑莓和香甜蜂蜜的风味

GRADE : Specialty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Berry, Chocolate, Apricot, Prune

●
●
●

GRADE : Premium
Packaging unit : 100g, 200g, 500g, 1kg
Cupping note
Honey, Grape, Chocolate, Jasmine

PNS CO.,LTD.

Espresso's rich flavor

Ice Americano

Gravel Coffee

Delicious
Brown Sugar Bubble Tea

FRESH ETTO

Natural beverage Base
Food for life Food for mind

프레시에또는 신선한 과일로 만든 식음료를 즐기는
현대인들을 위해 탄생 했습니다. 개성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음료 베이스를 위해 자연 그대로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그대로 담았습니다. 프레시에또가 월등한 이유는
실제 과일의 맛과 향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에또

It was created for modern people who enjoy fresh fruit and food.
For the individuality and nutritious fruit drink base, the taste,
aroma and texture are intact. The reason why FRESH ETTO is
superior is because it is most faithful to the taste and aroma of
real fruit.

FRESH ETTO是为喜爱用新鲜水果制成饮料的现代人而诞生的。为拥有丰富个性
和营养的水果饮料打底, 将自然的味道和香，还有口感，原封不动地装入其中。
FRESH ETTO之所以更胜一筹, 是因为重视水果原有的味道和香气。

FRESH ETTO

다채(多彩)로운 5색 프레시에또

Various five-color FRESH ETTO 多彩的五色 FRESH ETTO

Fresh

Restaurant

Eyes

다채로운 신선함

다채로운 메뉴

다채로운 시각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 원재료를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에이드, 주스, 스무디, 칵테일, 티 등
다양한 메뉴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음료에 창의성을
더해줍니다.

Increase the amount of fruit to
the maximum, providing a
harmonious sweetness like the
taste of real fruit.

It can be used in a variety of menus
including ade, juice, smoothie,
cocktail, tea, etc.

Colorful sweetness 多彩的新鲜感

最大限度地增加水果含量, 像实际水果的
味道一样, 带来和谐甜蜜。

Colorful menu 丰富多彩的菜单

可应用于Ade, 果汁, 果昔, 鸡尾酒, 茶等多种
菜单。

Colorful view 多彩的视角

Add creativity to ordinary drinks.
为普通饮料增添创意。

Sweet

Health

다채로운 달콤함

다채로운 건강함

과일 함유량을 최대한으로 늘려 실제 과일의
맛처럼 조화로운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자연그대로 몸에 유익한 영양성분으로 칼라별
과일의 클렌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Colorful sweetness 多彩的甜蜜

Increase the amount of fruit to the maximum,
providing a harmonious sweetness like the taste
of real fruit.

最大限度地增加水果含量, 像实际水果的味道一样, 带来协
调的甜蜜。

www.coffeefriend.co.kr

Colorful health 多彩的健康

As a natural nutrient, you can experience the
cleansing of color-specific fruits.

天然对身体有益的营养成分, 可体验不同颜色水果的天然味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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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에또

음료베이스
FRESH ETTO

BEVERAGE BASE

프레시에또 자몽농축액

FRESH ETTO Grapefruit concentrate

西柚浓缩液

자몽농축액 99.9%의 고함량 제품으로 자몽 고유의 쌉쌀하면서 달콤한
맛과 향, 빛깔을 그대로 표현하였고 풍부한 과육이 특징
It is 99.9% high-sweet product of grapefruit concentrate. It expresses the taste,
aroma and color of grapefruit unique to it. It features rich pulp.

西柚浓缩液99.9%的高含量产品, 原封不动地表现了西柚固有的苦涩, 甜蜜的味道和香气,
颜色, 还有丰富的果肉。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레몬농축액

FRESH ETTO Lemon concentrate

柠檬浓缩液

레몬 농 축액 99.6%의 생 레몬을 갓 짜낸듯한 풍부한 맛과 향,식 감을
느낄 수 있음
99.6% lemon concentrate tastes and tastes like freshly squeezed fresh lemon.
柠檬浓缩液99.6%, 如用新鲜刚榨出般, 富有丰富的味道, 香气和口感。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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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S CO.,LTD.

프레시에또 오렌지농축액

橙子浓缩液

FRESH ETTO Orange concentrate

오렌지농축액 91.8%의 고함량 제품으로 풍부한 과육과 오렌지 고유의
맛과 향, 빛깔을 그대로 표현
91.8% of orange concentrate is high-sweetened product. It is rich in pulp, orangespecific flavor, aroma, and color.
橙子浓缩液91.8%的高含量产品, 原封不动地表现丰富的果肉和橙子固有的味道, 香味和颜色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사과농축액

苹果浓缩液

FRESH ETTO Apple concentrate

사과농축액 81.5%의 고함량 제품으로 상큼한 사과의 맛과 향, 식감을 고려한
과육까지 함유
It is a high-sweet product with 81.5% of the apple concentrate and contains pulp
considering the taste, aroma and texture of fresh apples
苹果浓缩液81.5%的高含量产品, 清爽的苹果味道和香气, 含有考虑到口感的果肉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청포도농축액

FRESH ETTO Green grape concentrate

青葡萄浓缩液

청포도농축액 78%의 국내 최고 함량 제품으로 상큼한 청포도의 맛과 향,
과육을 함유
It is the highest-concentration product in Korea with 78% of the green grape
concentrate and contains fresh green grapes with flavor, aroma, and pulp
青葡萄浓缩液78%的国内最高含量产品, 含有清爽的青葡萄的味道和香气, 果肉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블루베리농축액

FRESH ETTO Blueberry concentrate

蓝莓浓缩液

블루베리 농축액 97.6%의 고함량 제품으로 새콤달콤 블루베리 과육이 그대로
함유되어 풍부한 식감이 특징
97.6% of blueberry concentrate. It is high-sweetened blueberry pulp and has
a rich texture
蓝莓浓缩液97.6%的高含量产品, 原封不动地含有酸甜的蓝莓果肉, 具有丰富的口感特点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www.coffeefri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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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에또 애플망고농축액

FRESH ETTO Apple mango concentrate

苹果芒果浓缩液

애플망고농 축액 79%의 고함량 제품으 로 달콤하고 진한 애플망고를
표현하였으며 애플 과육이 함유되어 풍부한 식감까지 고려한 제품
It is a high-sweetened product with 79% concentration of apple mango, and it
contains Apple pulp, which takes into account rich texture.

苹果芒果浓缩液79%的高含量产品, 表现甜蜜浓郁的苹果芒果, 含有苹果果肉, 兼顾丰富口
感的产品。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패션프루트농축액

FRESH ETTO Passion fruit concentrate

时尚水果浓缩液

패션프루트농축액 98.8%의 고함량 제품으로 씨앗까지 함유되어 생과
고유의 맛과 진하고 상큼한 향이 특징
98.8% high-sodium product of the passion fruit Enrichment. It even contains
seeds. It has life, unique taste, and strong, refreshing scent
时尚水果浓缩液98.8%的高含量产品, 含有种子, 以生与固有的味道和浓郁的清爽香气
为特征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딸기농축액

FRESH ETTO Strawberry concentrate

草莓浓缩液

딸기농축액 80%의 고함량 제품으로 딸기 고유의 맛, 향, 빛깔을 고려하여
최대한 생과에 가깝게 표현하였으며 딸기의 과육까지 함유
It is a high-concentration product of 80% strawberry concentrate. It is presented
as close to raw fruit as possible considering the taste, aroma, and color of
strawberry. It also contains pulp of strawberry
草莓浓缩液80%的高含量产品, 考虑草莓固有的味道, 香气, 颜色, 最大程度地贴近生果, 含
有草莓的果肉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프레시에또 체리농축액

FRESH ETTO Cherry concentrate

车厘子浓缩液

체리베이스중 비교적 높은 함량으로 향과 맛, 빛깔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체리 과육까지 함유
It is relatively high in the cherry base. It expresses the fragrance, taste, and color
as naturally as possible. It also contains cherry pulp
车厘子基本产品中较高的含量, 最大程度自然地表现香味, 味道和颜色, 含有车厘子果肉
●

보관방법 : 냉장보관
Storage method : Refrigerated storage

●

Packaging unit : 1.8 kg x 6ea (BOX)

保管方法 : 冷藏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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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온은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온전하고 신선하게 담아냅니다.
The Allon captures the original taste and aroma of all raw materials in
a clean and fresh way.
Allon 将所有原材料的本来味道和香气完整,新鲜地装入其中。

올온 레드 블렌딩티

ALLON Red Blending Tea

ALLON混合型红茶

히비스커스, 로즈힙 등이 블렌딩 되어 아름다운 붉은빛 수색이 매력적
Blends of selected hibiscus, rosehips, etc. make a beautiful red search attractive.
严选的木槿花, 玫瑰果等混合而成, 茶色为美丽的红色，很有魅力。
●

Packaging unit : 1.2~1.5g x 20ea

올온 그린 블렌딩티

ALLON混合型绿茶

ALLON Green Blending Tea

최상급의 우롱티와 제주산 녹차 블렌딩으로 그린빛 싱그러움
Green-colored blending with top-class oolong tea and Jeju horse tea.
最顶级的乌龙茶和济州产马车混合的绿色清新。
●

Packaging unit : 1.5~2.0g x 20ea

올온 옐로우 블렌딩티

ALLON黄色混合茶

ALLON Yellow Blending Tea

최고급 우롱티와 플라워티 블렌딩으로 향긋함이 깊어집니다
High grade Oolong Tea and flower tea blending deepens the flavor.
最上等的乌龙茶和花茶混合而成, 茶香更加浓郁。
●

Packaging unit : 1.5~2.0g x 20ea

올온 클래식 우롱티

ALLON Classic Oolong Tea

ALLON经典乌龙茶

올온

엄선된 최고급 우롱티의 깊고 부드러운 맛
the deep, soft taste of select premium oolong tea.
严选的上等乌龙茶制作而成, 茶香醇厚而柔和。

Packaging unit : 1.5~2.0g x 20ea

올온 현미 우롱티

ALLON Brown rice Oolong Tea

Allon

●

ALLON玄米乌龙茶

최상급 우롱티의 부드러움과 구수한 현미의 조화
The Softness of High-Quality Oolongti and the Harmony of Spotted Beauty.
高品质乌龙茶的柔和与醇香玄米的组合。
●

Packaging unit : 1.5~2.0g x 20ea

www.coffeefri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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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온 녹차라떼

ALLON green tea latte

ALLON绿茶拿铁

제주산 말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과 진한 녹차빛깔
Smooth and dark green tea colors using Jeju Green Tea Powder
使用济州产马茶, 具有柔和的味道和浓郁的绿茶色
●

Packaging unit : 500g x 12ea (BOX)

Recipe

steam milk
200ml

milk
200ml
●

Green tea
latte powder
25g

HOT latte

ICE latte

●

Green tea latte powder25g
+ steam milk200ml

Green tea
latte powder
30g

Green tea latte powder 30g
+ milk 180ml + ice

올온 프리미엄 제주말차100%

ALLON Premium Jeju Green Tea Powder
ALLON高级济州绿茶粉100%

제주 한라산 기슭의 맑은 공기와 새벽 이슬을 머금고 현무암 화산 토양에서
자란 찾잎으로 만든 깊고 깔끔한 순수 가루녹차
Deep, clean, pure powdered green tea made of found leaves grown in basalt
volcanic soil with clear air and early morning dew at the foot of Mt. hanla in
Jeju Island.

由吸收了济州汉拿山麓清新空气和晨露的，在玄武岩火山土壤中生长的茶叶制作而
成，是味道浓郁干净的纯粉绿茶。
●

Packaging unit : 200g x 10ea (BOX)

프레시에또 요거트파우더

FRESH ETTO Yogurt powder

FRESH ETTO 酸奶粉

프랑스산 요거트 분말을 첨가하여 깊고 진한 요거트의 풍미와
프레시에또 과일 농축액을 이용한 레시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
Flavor of deep, dark yogurt with the addition of high-quality French yogurt powder.
Recipe is well-coordinated using FRESH ETTO fruit concentrate
添加了高品质的法国酸奶粉末, 富有浓郁的酸奶风味
●

Packaging unit : 1kg x 10ea (BOX)

Recipe

FRESH ETTO
concentrate 30g
milk
120ml
yogurt powder
50g

14

●

Plain yogurt
yogurt powder 50g
+ milk 120ml + frozen cup
+ mixer blending

milk
120ml
yogurt powder
50g

●

Fruit yogurt
yogurt powder 50g
+ FRESH ETTO concentrate 30g
+ milk 120ml + frozen cup + mixer blending

PNS CO.,LTD.

커피세트/답례품

GIFT SET 答谢品/礼品套装
간편하고 맛있는 커피 답례품

SIMPLE AND DELICIOUS COFFEE GIFT 方便美味的咖啡答谢品

그라벨 프리미엄 블랙골드 1호

GAVEL Premium Black Gold No. 1
●

GAVEL高级黑金1号

그라벨 액상커피 2박스 : 20ml씩 6개가 1박스로 포장된 액상커피 스틱

Gravel Liquid Coffee 2 Boxes : Liquid Coffee Stick with 6 boxes of 20ml each is
composed.
2箱Gravel液态咖啡 : 6个包装为1箱（每个20ml）

●

더블에이 블랙골드 드립백 20P : 스페셜 케냐AA와 콜롬비아가 블렌딩
되어 강렬하고 풍부한 커피 맛과 향, 편리한 수제커피

Double-A Black-Gold Dripbag 20P : Special KenyaAA and Colombia Blend to
Blend Strong and Rich Coffee Taste, Convenient Handmade Coffee.

Double-A黑金挂耳滤包咖啡 20P : 特别的肯尼亚AA和哥伦比亚混合,强烈浓郁的咖啡味
和香气,方便的手工咖啡

그라벨 프리미엄 블랙골드 2호

GAVEL Premium Black Gold No. 2
●

GAVEL高级黑金2号

그라벨 액상커피 2박스 : 20ml씩 6개가 1박스로 포장된 액상커피 스틱

Gravel Liquid Coffee 2 Boxes : Liquid Coffee Stick with 6 boxes of 20ml each is
composed.
2箱Gravel液态咖啡 : 6个包装为1箱（每个20ml）

●

더블에이 블랙골드 드립백 10P : 스페셜 케냐AA와 콜롬비아가 블렌딩
되어 강렬하고 풍부한 커피 맛과 향, 편리한 수제커피

Double-A Black-Gold Dripbag 10P : Special KenyaAA and Colombia Blend to
Blend Strong and Rich Coffee Taste, Convenient Handmade Coffee.
Double-A黑金挂耳滤包咖啡 10P : 特别的肯尼亚AA和哥伦比亚混合,强烈浓郁的咖啡味
和香气,方便的手工咖啡

●

온도에 로고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머그컵1개

Chameleon mug with different logo colors depending on temperature.
随温度变化而变色的变色龙马克杯1个。

그라벨 프레시세트
GAVEL Fresh Set
●

GAVEL FRESH套装

그라벨 액상커피 2박스 : 20ml씩 6개가 1박스로 포장된 액상커피 스틱

Gravel Liquid Coffee 2 Boxes : Liquid Coffee Stick with 6 boxes of 20ml each is
composed.
2箱Gravel液态咖啡 : 6个包装为1箱（每个20ml）

●

아트컬렉션 에티오피아 코케허니250g : 스페셜티 원두의 예술적인 맛 구현

Art Collection Ethiopia Coke honey 250g : Artistic Taste of Specialty Coffee.
艺术收藏品埃塞俄比亚coke honey 250g : 特殊咖啡的艺术味道

●

온도에 로고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머그컵1개

Chameleon mug with different logo colors depending on temperature.
随温度变化而变色的变色龙马克杯1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