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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인터내셔널은

최상의원두커피맛과최고의

서비스를추구하는

“기업전문 렌탈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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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매장 만 구해 놓으세요!!

커피와 음료,�현장실습 교육,�카페용품, 원두커피,

인테리어, 냉난방기,�POS까지

국내 특허 등록한 장비와 친환경 세정제로

국내 가맹 사업과 해외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ONE�STOP 카페창업

스케일제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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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YTN노동조합 계약, MBC노동조합 계약, 우리투자증권 계약, KT Dom계약,

신촌 세브란스 노동조합 계약, 강남 세브란스 노동조합 계약

2013년 Lam research, 한국Lam research 거래,

덴소코리아 계약, 서울삼성병원 계약, 조마루감자탕 수도권 설치

2015년 네슬레코리아 계약, 연세대학

경영대학원 계약

2016년 KLA 텐코코리아 계약, 현대그린푸드 계약,

서울 아산병원 계약, 강릉 아산병원 계약, 홍여사 친환경 세정제 독점 계약

2019년

2020년 파나소닉 계약 외 다수, Lam research, 한국 Lam research 거래 11년차,

주식회사 YK 업무협약, 베트남 메콩링크(MEKONGLING)사와 업무협약

특허등록 “10-2019-0016893” 커피머신의 스케일 제거 장치 및 방법상표출원 “닥터스케일” “Dr_Scale” 

“카페디스케일“ “Café Descale”

YK코퍼레이션 “노하우이전 계약 체결“

1. Introduction

연혁 및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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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연혁 및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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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커피머신은 없었다!
바리스타가 내린듯한 커피 맛!!

2. 머신종류

Coffee factory office

조건 (시중가 : 770,000원)

계약기간 : 2년이상

월사용량: 3kg 이상

원두사용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10~30인 사용 시적합

크기(cm): 가로(28) X세로(44) X 높이(60)

대용량트레이 (약100개)

다양한 셋팅 (큰컵 /�작은컵.�연한맛 /�진한맛)

다양한 급수방법(정수기,직수,하부 물통)

음료:�아메리카노,�연한아메리카노, ICE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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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LX-700

조건 (시중가 : 1,49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5kg 이상

원두사용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30~50인 사용 시적합

크기(cm): 가로(32) X세로(47) X 높이(75)

대용량트레이 (약50개)

다양한 셋팅

다양한급수방법 (정수기,직수,하부물통)

음료: 아메리카노 , 연한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전지분유사용)

7



2. 머신종류

DSK-118�FB

조건 (시중가 : 1,83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5kg 이상

원두사용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30~50인 사용 시적합

크기(cm): 가로(43) X세로(54) X 높이(72)

대용량트레이 (80잔)

종이컵내장(머그컵 사용불가)

다양한급수방법 (정수기,직수,하부 물통)

음료: 아메리카노2종, 에스프레소, 핫초코, 모카, 라떼 (전지분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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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닥터커피 F11-Big

조건 (시중가 : 3,19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5kg 이상

원두사용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30~50인 사용 시적합

크기(cm): 가로(41) X세로(50) X 높이(50)

터치스크린

대용량트레이 (약50개)

다양한 셋팅

다양한급수방법 (정수기,직수,하부물통)

음료: 아메리카노, 연한아메리카노,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우유) 모든메뉴더블샷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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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닥터커피 F11

조건 (시중가 : 3,30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5kg 이상

원두사용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30~50인 사용 시적합

크기(cm): 가로(27) X세로(47) X 높이(56)

터치스크린

대용량트레이 (약50개)

다양한 셋팅

다양한급수방법 (정수기,직수,하부물통)

음료: 아메리카노, 연한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우유)

모든메뉴더블샷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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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닥터커피 F2

조건 (시중가 : 8,000,000원)

계약기간 : 3년 (만기 소유권 이전, 머신 대금의 40% 선 결제)

월 사용량: 15kg

원두 사용 금액 외 추가 비용 없음.

※ 머신설치후교체불가

특징

카페사용가능,  상업용커피머신

크기(cm): 가로(34) X세로(50) X 높이(80)

터치스크린

2호퍼, 2그라인더

다양한셋팅

급수방법: 직수,정수기

음료: 아메리카노, 연한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우유)

모든 메뉴더블샷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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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제미니

조건 (시중가 : 2,53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600개 (약 526,2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캡슐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56) X 세로(40) X 높이(37)

커피연속추출 : 300잔연속가능

3L 물통2개 & 대형캡슐컨테이너 2개장착

아메리카노는기본 !

밀크 솔루션제공 : 라떼 & 카푸치노제조

커피추출구 :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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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제니우스

조건 (시중가 : 699,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300개 (약 224,400원)

캡슐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19) X 세로(40) X 높이(31)

커피연속추출 : 50잔연속가능

물통 2.3L

아메리카노는기본 !

커피추출구 :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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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모멘토200

조건 (시중가 : 2,970,000원)

계약기간 : 5년이상

월사용량: 800개 (약 576,0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캡슐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56) X 세로(50) X 높이(42)

커피 연속추출 가능

직수연결 / 탈착시물탱크 2L

커피캡슐인식으로최적의레시피제안

커피추출구 :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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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모멘토100

조건 (시중가 : 1,650,000원)

계약기간 : 3년이상

월사용량: 500개 (약 360,0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캡슐금액외추가비용없음.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30) X 세로(50) X 높이(42)

커피연속추출 : 40잔연속가능

직수연결 / 탈착시물탱크 2.8L

커피캡슐인식으로최적의레시피제안

커피추출구 :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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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아길라420

조건 (별도문의) 시중가 : 24,200,000원

계약기간 : 6년 (만기 소유권 이전, 머신 대금의 50% 선 결제)

월 사용량: 4,000개 (약 2,880,0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년 유지보수 비용: 1,800,000원

※ 머신설치후교체불가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100) X세로(62) X 높이(63)

전력:3,800W 

보일러 6개 & 직수연결

캡슐컨테이너용량:�250개

밀크 솔루션제공 : 라떼 & 카푸치노제조 .(Hot/Cold)

커피추출구 :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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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아길라220

조건(별도문의) (시중가 : 13,200,000원)

계약기간 : 5년 (만기 소유권 이전, 머신 대금의 50% 선 결제)

월 사용량: 2,000캡슐 (약 1,440,0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년 유지보수 비용: 1,800,000원

※ 머신설치후교체불가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65) X세로(69) X 높이(64)

커피 연속 추출 가능

자동급수시스템

아메리카노는기본 !��카푸치노,�라떼.(Hot/Cold)

커피추출구 :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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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종류

네스프레소-타워

조건(별도문의)  시중가 : 8,510,000원

계약기간 : 5년 (만기 소유권 이전, 머신 대금의 50% 선 결제)

월 사용량: 1,700개 (약 1,224,000원) 매월 주문일자동배송

캡슐 금액 외 추가 비용 없음.

※ 머신설치후교체불가

특징

다양한맛 13가지캡슐

크기(cm): 가로(76) X세로(47) X 높이(199)

결제솔루션: 현금및신용카드, 사원증, NFS, 모바일(별도추가)

3L 물통2개 & 대형캡슐컨테이너 2개장착

컵,�캡슐,�스푼,�액세사리 수납기능

밀크솔루션제공 : 라떼 & 카푸치노제조

커피추출구 :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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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0년째 원두커피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오직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원두커피 한잔에 400원도 안돼요~^^   

결정하기어려우신가요?�����

직접 시음해보시고결정하세요!���무료입니다!

♣시음 기간: 2~5일.

♣시음 원두: 아래 원두 커피 중 4종류 각각 500g씩.�

(2kg 약 100,000원 상당) 

3. Type�and�unit�price

원두종류및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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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종류 1kg 500g 잔당/원
(7g 기준)

BOX 구성 BOX 단가
(Vat포함)

최고급
(single
Origin)

콜롬비아슈프리모100%

55,000원 27,500원 393 500g x  6봉 = 3kg 165,000원
과테말라 안티구아

탄자니아AA

케냐AA

고급
(Arabica 
100%)

스타 50,000원 25,000원 358 500g x  6봉 = 3kg 150,000원

와우골드

44,000원 22,000원 315 500g x  6봉 = 3kg 132,000원블루하우스

스카이

선 42,000원 21,000원 300 500g x  6봉 = 3kg 126,000원

문 40,000원 20,000원 286 500g x  6봉 = 3kg 120,000원

엘커피 36,000원 18,000원 258 500g x  6봉 = 3kg 108,000원

일반
(Blend)

레귤러 30,800원 15,400원 220 500g x 6봉 = 3kg 92,400원

3. Type�and�unit�price

원두종류및단가

가장 선호 하시는 커피는 굵은 글씨로 표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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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주문 BOX 구성 (vat포함)

핫초코 1kg�x�12봉 =�85,000원

전지분유 1kg�x�12봉 =�70,000원

시럽 병당 5,500원

스틱 봉당 5,500원

당사는 10년째 원두커피가격을인상하지않고맛과서비스로승부하고있습니다.

3. Type�and�unit�price

파우더 및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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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품명 강도 단가 구성수량 총액 비고

1 리스트레토 오리진인디아 10 750 50 37,400

- 캡슐은단순반품,�교환 환
불이 되지 않습니다.�

- 1종류 당 50개 단위로
주문가능합니다.

- 계약조건
기간:�2년 이상
약정수량:기종 별차등

- 추가비용없음

- A/S무상
(고객파손시 비용발생)

2 리스트레토인텐소 12 671 50 33,550

3 리스트레토 9 671 50 33,550

4 에스프레소오리진브라질 4 750 50 37,400

5 에스프레소포르테 7 671 50 33,550

6 에스프레소레제로 6 671 50 33,550

7 롱고 오리진과테말라 6 750 50 37,400

8 롱고 포르테 4 671 50 33,550

9 롱고 레제로 2 671 50 33,550

10 에스프레소디카페나토 7 671 50 33,550

11 디카페나토롱고 2 671 50 33,550

12 에스프레소카라멜 4 750 50 37,400

13 에스프레소바닐라 4 750 50 37,400

14 비앙코델리캍토 715 50 35,750

15 비앙코인텐소 715 50 35,750

3. Type�and�unit�price

캡슐커피종류및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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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는 Full�City Roasting상태가가장맛있습니다.

아래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 Full�City Roasting 하였을때
원두의가장다양한맛을찾을수있습니다.�

4. Roasting�point

로스팅포인트란?

라이트로스트
밝고연한황갈색

신향,
강한 신맛

시나몬로스트
연한황갈색

강한 신맛
약한 단맛

미디엄로스트
밤색

신맛
중간 단맛

하이로스트
연한갈색

풀시티로스트
진한갈색

미디엄로스트
밤색

약한 단맛
매우 강한 쓴맛

중볶음약볶음 강볶음

약한 신맛
강한 단맛

쓴맛이 생성되기
시작

약한 신맛
중간단맛
중간쓴맛의 조화

스모키향
에스프레소용
베리에이션용

미디엄로스트
밤색

약한 단맛
강한 쓴맛
스모키향이
강하게 남
베리에이션용

시티로스트
갈색

약한 신맛
강한 단맛
중간쓴맛의 조화

한국인 선호
아메리카노용
에스프레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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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맛을 좌우하는 원두 고르는 방법

Full�City Roasting
커피를고를것.

일반적으로
원두커피의색이
밝을수록커피의
산미가많이
느껴집니다

강한볶음 (까만색)
커피는피할것

커피본연의맛을
찾을수없으며

탄맛만느껴집니다.

까만색으로유분이
많이보이는커피는 X

원두표면에유분이
많으면커피맛이

빨리산패되어묵은맛
또는담뱃재맛이
느껴지며커피머신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원두커피구매는한달
사용할만큼만.

많은 양을 구매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커피 맛도 줄어듭니다

4. tip

원두커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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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age�Estimation

커피 사용량 예상

약 123,200원 ~�220,000원

(14명 x�2잔 )�x�7g�=�196g�
196g�x�20일 =�3,920g�(약 4kg)

*동일사이즈기준

스타벅스 4,100원

투썸플레이스 4,100원

이디야커피 3,200원

블루보틀 4,800원

한잔평균가격

직원수 20명

커피음용인원 약 14명

근무일수 월 20일

1잔당 소모량 7~10g

한잔평균가격

*�커피의농도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14명 x�2잔) x�월 20일 x�약 4,050원

약 2,2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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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ntal condition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원두커피 머신,다같지않습니다.

렌탈기간: 무료시음해보신후결정하세요. 

월원두사용량: 보통 8인 이상인 경우 3kg이상 사용하십니다.
(상주 인원이 8인 이하이신 곳은 커피 머신 구매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A/S 저희와거래하시는동안평~~생무상

관리및세척: 월 1회 정기적인 관리, 세척을 해 드리며
추가 세척 요청 시 추가비용 33,000원이발생합니다.

급수방법은모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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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인터내셔널 임직원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0

2021-07-09

와우인터내셔널 (닥터스케일)

1577-9545

www.wow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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