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고 맛있는 DE 커피를 즐기세요~!

사용이 간편한 DE COFFEE TO GO

��������
내부 커버를 뜯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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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을 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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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료를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야외활동 현장에서

     기차 안에서

     이동하는 차량에서

     각종 스타디움에서

     한정된 작업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최고의 커피와 음료를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753년 전통의 네덜란드 야콥스다우에에그버트 커피는 최고의 블렌딩과 냉동건조 방식을 
사용한 프리미엄 커피로 깔끔한 맛과 향이 우수합니다. 

또 다른 자랑, 코코아 판타지 제품은 진하고 리치한 코코아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DE COFFEE TO GO 로 언제 어디서나 최고급의 브랜드와 맛을 선사하세요!!

Coffe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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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센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썬텍시티 1동 105호(상대원동) l Tel 02-3453-5000  Fax 02-3453-5001 l 담당자 : 아놀드 010-5858-2381 

부산 센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6(광안동) 6층 l Tel 051-758-1890  Fax 051-758-1891 l 담당자 : 조셉 010-5858-1729

대구 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92-1(칠성동2가) l Tel 053-423-6323  Fax 053-423-6324 l 담당자 : 조셉 010-585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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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 1길 10, 408동 505호(화북일동) l Tel 064-759-8839  Fax 062-610-5777(광주센터) l 담당자 : 폴 010-5858-2641 

제품사양  Technical data paper opercule cups

제 품

디이 에스프레소

디이 아메리카노

디이 카푸치노

디이 코코아 판타지

수량/봉지

25컵

25컵

10컵

10컵

수량/박스

12봉지

12봉지

12봉지

12봉지

수량/박스

300컵

300컵

120컵

120컵

판매가격[VAT 별도]

1,000원/컵 ㅣ 25,000원/봉지

1,000원/컵 ㅣ 25,000원/봉지

1,500원/컵 ㅣ 15,000원/봉지

1,500원/컵 ㅣ 15,000원/봉지

DE COFFEE TO GO 특징
겹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Stackable : 공간절약기능 Space-saving shape

고품질입니다.   High Quality : 내구성의 종이컵 사용 Durable paper cups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Premium products : 1753년 전통의 풍미로운 JDE 브랜드 Full-�avoured JDE brands 

디이 에스프레소
DE Espresso

깊고 다크한 맛과 향의

리얼 에스프레소

디이 카푸치노
DE Cappuccino

고소한 우유와 진한 고품질의

커피가 조화로운 카푸치노

디이 아메리카노
DE Americano

깔끔하고 퓨어한 맛이 

향기로운 아메리카노

디이 코코아 판타지 
DE Cocoa Fantasy

최고 품질의 코코아를 사용, 

리치하고 완벽한 맛의 핫초코

Coffee 
      to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