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빈 제안서

내 가족이 먹는 특별한 커피,

JAMES BEAN
S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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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ERVICE

SPECIAL JAMES BEAN
We are different to. .

ONE – STOP SYSTEM
기존의 업체들과 다르게 제임스빈은 공정무역을 통해 고품질의 생두가 수입되어 로스팅 후, 원두 납품.
원두 머신 렌탈 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GRADER

가 직접 생산하는 프리미엄 원두

제임스 빈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Q-GRADER가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와 원두의 맛, 특성 등을 감별
하여 최고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RANTAL 사용료. 의무수량. 관리 비용 전면 FREE
타 업체들과 다르게 제임스 빈에서는 3가지부분들에 전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AMES SERVICE

SPECIAL SERVICE
매달 다 먹지 못하는 의무구매.. 관리안되는 커피 머신.. 맨날 똑같은 커피맛..
JAMES BEAN 에서 해결 해 드릴께요 !

SPECIAL ONE

원두 머신 전문가의 정기 머신케어 서비스&클리닝 서비스 제공

SPECIAL TWO

철저히 교육된

SPECIAL THREE

매 달 색다른 원두를 맛볼 수 있는

JAMES BEAN A/S

기사 출동 서비스 24시간 이내 방문

JAMES – Q

서비스 (5가지의 블랜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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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JAMES BEAN
JAMES BEAN 에서는 100% 아라비카 프리미엄 원두만을 사용합니다
1. KIND JAMES 콜롬비아의 수프리모, 인도네시아의 만델링, 브라질의 세라도 를 블랜딩한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 된 맛. 다크초콜릿의 달콤 쌉사름한 맛과 향미, 넛트류의 깊은
고소함과 풀바디를 가진 커피. 전체 80%의 협력사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괭장히
높은 제임스 빈의 대표 블랜드
2. FUNNY JAMES

브라질의 세라도와 콜롬비아의 메델린의 절묘한 조화로, 마일드하면서도

적당한 바디감으로 마무리를 주는 커피. 약간의 단맛과 균형잡힌 벨런스가 일품인 블랜드
3. JAMES MOON 콜롬비아의 고소함, 브라질의 단맛, 에디오피아의 엘레강스한 산미,과테말라
의 스모키한 후미가 조합된 최고의 블랜드. 최고급 산지의 생두로 제조
4. FALL IN LOVE

JAMES

과일의 상큼함과 커피의 꽃향기를 가장 잘 느낄수 있도록 케냐AA

와 에티오피아 G2, 콜롬비아의 수프리모를 블랜딩하여 이상적인 비율로 블렌딩한 아름다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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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OFFEE MACHINE

DELICO – DS501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딜리코 고급 머신으로 성능이 뛰어나며

445(W)x265(H)x560(D) / 11.4KG

30명

내외의 사업장에 적합

- 고급스러운 헤어라인 전면 풀메탈 바디와 고압펌프&퓨리인퓨징 ULKA 이탈리아 19기압(19BAR)
- 한국어 지원 풀터치 스크린 버튼 사용과 워터스위칭 기능으로 크레마 추출
- 대용량 확장통과 슬러지 박스로 업소용으로 사용 (최대 100잔용량)

JAMES COFFEE MACHINE

DG - NEW TORO

270(W)x370(H)x565(D) / 12KG

기존 여러 업체에서 렌탈하는 머신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성능이 향상되고 관리가 용이함

50명

내외의 사업장에 적합

- 원두입자 조절장치로 기호에 따라 원두입자를 수동으로 조절 할 수 있음

- 현재 여러 사무실 등 에 설치되어있는 DG 머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풍부한 크레마와 맛을 느낄 수 있음

- 그라인더 및 진동펌프 작동시 소음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자가진단기능이
있어 에러발생시 발생부위를 LCD창을 통해 알수 있음

JAMES COFFEE MACHINE

DG – 118 FE
8가지메뉴로

430(W)x715(H)x535(D) / 36KG

다양한 음료를 할 수 있고 현재 여러 컨벤션, 대형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모델

60명

내외의 사업장에 적합

- 8가지 음료 버튼으로 다양한 커피메뉴를 즐길수 있고, 간편한 그라인더와
물조절 시스템을 조절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가능
- 고성능 감속 모터와 대형그라인더 시스템으로 고속회전 모터에서 생기는
분진을 최소화하여 균일한 원두량과 분쇄입자을 만들어줌

- 그래픽 타입의 LCD장착으로 국문, 영문표기가 가능하여 간편한 세팅값
조절은 물론 물없음, 컵없음, 가열중 등 제품상태에 따라 그대로 표기하여
알려줌

JAMES COFFEE MACHINE

DR.COFEE – F11

300(W)x580(H)x500(D) / 17KG

7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제한 프리미엄 모델로 현재 여러 공유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고급머신

80명

내외의 사업장

- 뛰어난 유럽형 디자인과 전면의 7인치 터치패널을 통해 한번의 터치만으로
최상의 품질의 커피 제공

F11 프로그램을 사용자 쉽게 모두 설정가능 하여 사용자만을 위한
맞춤모드 가능

- 내장된 세라믹 플랫버는 커피맛을 더욱더 균형있고 풍부하게 만들고,
고퀄리티의 크레마 추출이 가능

JAMES COFFEE MACHINE

VENUSTA MASTER

405(W)x685(H)x523(D) / 32KG

현재 생산되는 DG 모델중 최고급 사양이며 만족도가 높은 DG의 프리미엄 모델

80명

내외의 사업장

- 크리스탈 3D 입체패턴의 고급형 디자인으로 고급 가전에 사용하는
고광택 펄과 UV코팅으로 은은한 광택과 데코 효과를 느낄 수 있음

- 원두량에 따라 5~12g 까지 자동조절하여 추출하며, 이중 미세필터
설계로 풍부한 크레마 생성과 최적의 에스프레소 추출

- 10 bar 이상의 고압 온수를 Brewer Mech으로 일정하게 공급하여
깊은 향과 풍부한 크레마가 생성되어 최상의‘에스프레소’커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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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빈 의 원두 생산과정을 함께하세요 !

THE SPECIAL BEAN , JAMES BEAN

JAMES BEAN

공급 현지 커피농장입니다

JAMES BEAN에서 수입되는 생산지 중 인도네시아 현지 커피농장에서 재배중인 만델린
입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재배되는 원두들은 까다로운 선별기준을 거친 후, 가공 - 건조과정을
거친 뒤 수입됩니다

THE SPECIAL BEAN , JAMES BEAN

JAMES BEAN ROSTING FACTORY

선별 과정을 거친 원두들은 안전하게 배송되어 로스팅 공장으로 입고됩니다

THE SPECIAL BEAN , JAMES BEAN

JAMES Q-GRADER를 통해 수입된 생두의 품질을 확인 검수하며 로스팅합니다

Q-GRADER 란?

커피 원재료인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고 커피의 맛과 향을 감별하는 커피 감별사로, 커피의
등급(grade)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큐그레이더는 먼저 생두를 관찰하면서 커피 품질을
평가하고, 생두를 볶아 만든 원두(로스팅 과정)의 향 등을 체크한다. 이후 원두를 분쇄한 뒤
뜨거운 물어 부어 커피를 만들고, 완성된 커피를 테이스팅(tasting, 시음)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THE SPECIAL BEAN , JAMES BEAN

JAMES BEAN ROSTING PLANT

JAMES Q-GRADER

가 직접 수입한 생두를 검수 – 품질을 세밀히 확인 후

국내에 몇 안되는 120 kg 급 스위스뷸러 로스팅 플렌트에서 수입된 생두는 로스팅 됩니다

THE SPECIAL BEAN , JAMES BEAN

내 가족이 먹는 특별한 커피,

JAMES BEAN 에서 프리미엄 커피를 만나보세요 !

JAMES BEAN 은 귀사와 한 가족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명 JAMES BEAN
담당자 김현민 과장
문의전화 010-3997- 9622
E-MAIL hskim360@naver.com
Web site http://jamesbe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