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ANTUM 핫 앤 아이스

커피 솔루션 제안 PACKAGE 

A great cup every time you taste it.

DE 독점 수입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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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에취알에스

 대표자 : 정홍식

 설립일 : 1987년 12월 7일

 기업이념 : 커피&푸드 서비스 문제해결의 동반자

 265년 역사, 세계 제1의 네덜란드 커피 회사 Jacobs Douwe Egberts(JDE)의 한국 독점 에이전트

HRS 소개



 서울센터, 성남(물류 및 서비스)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직영 운영

서비스
(Service)

재료
(Ingredients)

장비
(Equipment)

“커피서비스 분야에
최고의 재료와 서비스, 장비를 제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HRS 소개

서울센터
-디자인센터(아트밀)

대구센터

부산센터

성남센터
- 물류 및 서비스

광주센터 제주센터



 Market Share No.1
세계에서 커피 단일품목으로 점유율 1위

 Global Brand
세계 80개국에서 사용

 Full Service
1년에 2억6천만 잔 서브

 Environment-friendly
UTZ인증된 원두를 사용, 커피생산 농가와 상생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DE 브랜드 소개



DE 더치커피 시스템이란?  

원두 그

라인딩

향 분리
커피농축

액 축출

향,농축

액 혼합

특수포장
더치커피

완성

머신으로

커피추출



더치커피 시스템 – Cup by Cup 

미리 추출하여 준비할필요 없이언제든
지 원하는 커피를버튼만누르면 OK!

첫잔 부터 마지막 잔까지 균일한
커피를 연속 추출하여바쁜
피크타임에 더욱효과적!

[커피메뉴는 장비의종류에따라 상이합니다]

Café Crème
Espresso
Coffee
Hot Water

Cappuccino
Café Latte
Latte Macchiato
Hot Milk
Ice Coffee



더치커피 시스템– 유지관리 & 위생

커피 및 재료의 유지관리가 쉽고

간편하며, 위생적입니다!

포장에 포함된 도우징시스템은 산소와접촉이 차

단되어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균일한 커피 맛을 유

지합니다. 사용 후버리기만 하면 되는 Bag-in-

Box 포장입니다. 

누구나 사용이 간편합니다.

HACCP 기준에 적합한 커피 시스템입니다. 

커피와 우유는내장 냉장고에서신선하게보관되

어항상 프레쉬한 커피를 추출합니다. 

커피 찌꺼기가 남지않습니다. 

청소시간은 1주에 10분 이내로 간단합니다.

최고의 위생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더치커피 시스템 원가관리– 빙산이론

20% (원두가격)

80% (숨겨둔 비용)

Labor/training(인건비/교육비)

Wastage(낭비)

Pilferage(도난)

추출시간 경과에따라 커피 맛의변화

커피의 손실률이높음

미리 추출하므로 커피 추출이번거로움

부피가 크므로 보관이 용이하지못함

상온에 보관되어 커피 질저하

업장마다 다른 맛

커피 추출 관리 인력낭비

소모품 커피필터, 커피 찌꺼기 처리비

커피 원가에는 보이지않는 가격, 
보이지않는 손실이 존재합니다!



시스템 소개 - 퀀텀 핫앤아이스 (Hot and Iced)

다양한 메뉴
 핫커피, 아이스커피, 핫워터

가장 빠르고효율적인 커피머신
 한 잔 추출에 5초 미만

고급스러운 디자인
 프론트파트에 적합

손쉬운 사용방법
 원터치 추출 기능

위생적인 시스템
 HACCP 인증

 심플한 구조로 청소 관리가 용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선택한 커피 시스템입니다!

규격 W260mm x D521mm x H770mm

소비전력 220V, 단상/ 3.4KW, 380V,삼상 / 8.4KW 

시간당 용량 220V,단상 / 300 잔, 380V,삼상 / 650잔

중량 31 kg

추출속도 5 초.

메뉴 핫커피, 아이스커피, 포트 커피, 핫워터



핫앤아이스 (Hot and Iced) 솔루션

뜨거워지는 지구촌! 
골프장에서 빠르고 쉽게, 위생적으로 아이스커피를 서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스 커피 솔루션!

퀀텀 Hot and Iced 커피머신은 최고의 속도로 최상의 Hot and Ice 커피를 함께 서브합니다!



재료 소개- 더치커피 블렌드

향기롭고 균형잡힌맛의 더치커피 블렌드

최고 품질의 추출된 더치커피는 100% 퓨어커피입니다. 
DE만의 독자적인 커피 기술로 생산된 DE frozen liquid 
Dutch coffee 는 산패되지않는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cup-by-cup으로 연속해서 마실수 있는 최상의 커피 솔
루션입니다.  

인텐스로스트 Intense Roast

초코렛향이 감도는 진하고 향기로운 풀바디의
100% 아라비카 블렌드로, 밀크베이스 커피와 시
원한 아이스커피 메뉴에 적합합니다. 

품질 UTZ , 100% Arabica, 2L

강도 Intensity

최상의 커피 Most Optimal for

미디엄로스트 Medium Roast

소프트한 로스팅포인트로 부드럽고 균형잡힌맛
의 블렌드로, 다양한종류의 커피메뉴에잘어울
립니다. 

품질 Arabica & Robusta, 2L

강도 Intensity

최상의 커피 Most Optimal for



더치커피 주요 설치처(호텔)



더치커피 주요 설치처(리조트,골프클럽)



더치커피 주요 설치처(골프클럽)



더치커피 주요 설치처(컨벤션웨딩)



더치커피 주요 설치처(기업체)



커피 파트너로서,

HRS는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드릴것을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