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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디자인 하는 사람들
PASSION FOR COFFEE, SINCE 1984

COFFEE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담는 사람들, 쟈뎅입니다.

쟈뎅은 1984년 설립 이래로 30년간, 오직 하나 COFFEE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국내 정통 원두커피 기업입니다. 

다방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에만 익숙하던 1988년, 쟈뎅은 국내 최초로 원두커피 전문점

쟈뎅 커피 타운(JARDIN COFFEE TOWN)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정통 원두커피가 주는 행복함과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쟈뎅의 소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30여 년, 쟈뎅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커피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커피를 만들겠다는 고집, 그 열정이 쟈뎅을 움직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원두를 고집하는 마음, 조금 힘들더라도 수작업 로스팅을 고집하는 열정,

그것은 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선사하고자 하는 쟈뎅의 집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생두 선별부터, 다양한 방법의 블렌딩 기술 연구, COFFEE MASTER의 뜨거운 열정과

Know-how가 담긴 수작업 로스팅, 그리고 수만 번의 커피 테스트와 관능 평가까지 이 모든 과정에

오직 더 나은 커피 한 잔을 창조하겠다라는 단 하나의 마음을 담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마음과 함께 합니다.

가족들과 식사 후 나누는 디저트 타임, 사랑스러운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신나는 수다,

나를 위한 잠깐의 휴식, 그 모든 시간 속에 언제나 쟈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원두커피를 즐기고자 노력해온 쟈뎅은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30년간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쟈뎅은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모든 자리에 커피 그 이상의 감동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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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A N I N G
쟈뎅(JARDIN)은 ‘정원 (庭原)’을 뜻하는 불어로,
커피 한 잔으로 선사할 수 있는 낙원과 풍요
그리고 휴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별화된 커피로 고객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쟈뎅의 노력과 열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M I S S I O N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커피문화 창조 및 커피시장 Trend 선도

C O R E  V A L U E S

COFFEE MASTER

CREATIVE & NEW

CUSTOMER SATISFACTION

열정이 가득한 커피 장인(匠人)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문화 창조

고객 만족 실현

쟈뎅 핵심가치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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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 ㈜영인터내쇼날 설립

1998.04 남양유업㈜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액상커피 생산

2001.01 쟈뎅 인스턴트 커피 3종 개발 출시

           (카푸치노, 모카, 헤이즐넛)

       .09 충남 천안 원두커피 제조공장 설립

2002.12  한국 암웨이 “Cafe de Damon”

            (One for One 브랜드)출시

2005.04  “쟈뎅 리얼” 아이스 2,100ml 제품 출시

설립
도약

확대

1988.12  JARDIN COFFEE TOWN 1호점 OPEN

            (한국최초 원두커피 전문점)

1995.01 ㈜영인터내쇼날 커피사업부를

             ㈜쟈뎅으로 법인화 확대 개편         .11 “쟈뎅 엠카페” 9종 출시

2006.09 “쟈뎅 카페 포드” 출시

       .10  이마트 커피품목 PL 업체 선정

              (스타믹스 모카골드,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원두 제품 등 납품)

2007.05 “쟈뎅 까페리얼” 아이스 150ml 제품 출시

       .12  “포타제 스프인 컵” 스프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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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쟈뎅 모카자바 원두커피백” 출시

.10  “쟈뎅 까페모리” 14종 출시,

      포타제 스프인 컵 스틱  스프 2종 출시

.04  쟈뎅 까페리얼 모델 F(x) 빅토리아 선정

.06 “쟈뎅 까페리얼 스무디” 출시, “쟈뎅 까페리얼” 2종 출시(1500ml),

     “쟈뎅 프라페” 아이스 파우더 출시, 천안-진천 공장 통합 및 증축

.10 “쟈뎅 클래스” 원두커피 신제품 5종 출시

2011

2008

2009 .10 “쟈뎅 마스터즈 원두커피” 6종 출시,
     “쟈뎅 마일드 원두커피백” 2종 출시

.11  쟈뎅 까페모리 광고 모델 원더걸스 선정

.03   “쟈뎅 까페리얼”  아이스 170ml 출시

.04   쟈뎅 리얼 “아이스 워터큐브” 출시 

2010
.04  커피를 디자인 하는 창조적 기업  ‘THE COFFEE CREATOR JARDIN,SINCE 1984’ 

      신규 CI 선포 

     쟈뎅 원두 BI 리뉴얼 및 브랜드 슬로건  ‘Roasted by Coffee Master’  선포 

     “까페모리(CAFÉ MORI)”로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통합

.05 “쟈뎅 까페리얼(Café Real)” BI 리뉴얼 

.06   쟈뎅 벤처기업 확인 인증(중소기업진흥공단)

.09  “쟈뎅 벨류엔”출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02 “쟈뎅 워터커피” 음료 2종 출시

.03 “쟈뎅 까페리얼” NB캔 2종 출시

.05  HACCP 인증(원두, 액상류)

.09 “쟈뎅 모히또 파티” 캔 음료 출시(245ml), “쟈뎅 원두 드립커피 로스트”1,2,3(3종) 출시

2013
.04 쟈뎅 까페리얼 모델 F(x) 설리 선정 

.06  ISO 22000  인증

2014
.03 쟈뎅 까페리얼 모델 고준희 선정

.08 “쟈뎅 핸드 드립커피” 3종 출시

.12 “쟈뎅 디카페인 커피백” 출시

2015 ~
.02 신규 CI 및

      핵심가치 ‘3C’ 선포

.03 “쟈뎅 프리미엄 아메리카노” 5종 출시

      “쟈뎅 피치 아이스티 골드” 출시

.05 “쟈뎅 까페프라페”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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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로스팅 규모

연간 최대 약 5,000톤의 로스팅 설비 보유

국내 원두커피 단일 제조기업 중 최대 로스팅 규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가능

깔끔한 맛을 위한 최적의 열 흐름 시스템

균일한 맛을 위한 로스팅 프로파일 시스템

날씨에 영향 받지 않는 온도감지 시스템   

질소 충전 밸브가 장착된 사일로

크리닝 시스템의 친환경 로스터

▶최신 전자동 설비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 강화

로스팅 기술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 내 MS 1위(70%) 로스터

에스프레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커피 문화에 적합한 유럽형 설비 도입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커피에 최적화된 로스터

에스프레소 최적화 로스터

원두커피 로스팅 라인 생산능력 연간 최대 약 5,000톤

연간 최대 약 3,000톤

연간 최대 약 7,500톤

생산능력

생산능력

원두커피 분쇄 라인

액상 추출액 라인

주요 설비 현황

주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2 /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66

공장대지  약 2,975평(9,837㎡)

주요 생산라인  원두라인, 액상라인, 조제라인의 총 3개 생산라인

생산라인 특징   전 라인 최신 전자동 시스템 도입

                    로스팅추출제품화의 전 과정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커피 공장

                    로스팅 생산량 국내 최고 수준 

주요 특징         위생적인 앞선 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인증 획득

                    ISO 22000 : 2005 획득

회사개요

HACCP 인증 ISO 22000 인증

 HACCP 인증(커피)  HACCP 인증(액상차) HACCP 인증 마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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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현황

■백화점, 할인점, 대형슈퍼

■편의점

구입처

원재료 납품(B2B)

유통망 현황(PB) 유통망 현황(원두커피머신)

■남양유업(프렌치카페, 카와 등), 빙그레(아카페라 아메리카노), 말리커피, 정식품, 아띠제블랑제리 등

■2006 이마트 커피 품목 PL업체 선정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믹스, 원두 제품 납품)

■이마트 피코크 원두제품(브라질 세라도,

   콜롬비아 칼다스, 케냐 오타야,

   에티오피아 예르가체프, 인도네시아 토라자)

   공동 개발

■커피 제품 군 통합 브랜드 Cafe de Damon(까페드다몬)개발

   및 디자인 등 전반적인 브랜드 운영

■원두커피백, 핸드 드립커피, 액상 원두커피부터

   인스턴트 커피, 티라떼까지 다양한 품목 운영

■미니스톱 전 매장, GS25 매장, 세븐일레븐 매장, 개인편의점

■오피스 및 개인사업장 등

쟈뎅 바리스타
클래식 에스프레소 원두커피

500g[1BOX당 6개입]

쟈뎅 바리스타
마일드 에스프레소 원두커피

500g[1BOX당 6개입]

쟈뎅 바리스타
로얄 에스프레소 원두커피

500g[1BOX당 6개입]

■2015 델라페 PB업체 선정(2종)

■2015 POP & CAFE PB업체 선정(3종)

■2015 NPB 2종 출시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아메리카노 블렌드

200g[1BOX당 30개입] [8808024021214]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원두커피머신

에스프레소 블렌드

200g[1BOX당 30개입] [8808024019686]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원두커피머신

원두커피 Know-how를 바탕으로 원재료 및 제품 패키지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B2B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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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로스터리 by 쟈뎅은 신선한 원두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원두 전문 매장입니다.

고품질 원두를 산지별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로스팅 후 2주 이내의 신선한 원두만을 선보입니다.

[EMART 죽전점]

[EMART 월계점]

커피 산지별 특징 강화

핸드드립 즉석 시연

신선한 커피 음료 판매

산지별 원두 및 스페셜 블렌드,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커피를 추출하는 기구로만 점포를 집중

구성하여 로스터리 원두 매장으로서의 명확한 컨셉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개념 로스터리샵입니다

- 위치 : 이마트 죽전점, 은평점, 성수점, 왕십리점, 월계점

생두 수급부터 로스팅, 커피 추출 및

원두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쟈뎅이 선보이는 한국형 로스터리샵

‘The Roastery by Jardin’

좋은 생두를 매주 신선하게

로스팅 원두 전문 매장

더 로스터리 by 쟈뎅

산지별 특징을 잘 살린 쟈뎅의 로스팅 노하우 로

매주 신선하게 볶은 커피를 매장에 신속하게

공급하여 원두ZONE에 진열

현장 고객 주문 시 즉석에서 바리스타가

핸드드립커피를 정성스럽게 추출 하여

커피 전문 매장으로서의 이미지 전달

최고 품질의 에스프레소 샷을 추출하여

합리적인 가격대의 커피음료 판매 를 통해

쇼핑 중 커피음료 구매 및 음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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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2 영B/D 1층

연락처 : 070-4665-8138

영업시간 : 평일 08:00 ~ 22:00 / 주말 및 공휴일 12:00 ~ 20:00

www.facebook.com /coffeefiel

생두 원두 1:1 맞춤 판매

산지별 최고 품질의 생두 거래를 위해

생두 바이어의 지속적인 농장 방문 및 농장별

생두 국내 단독 수입 등 스페셜티 커피 직거래

유통 사업 전개

IMPORT & STORAGE
현지에서 수차례 커핑을 통해,
최적의 생두를 선별하고,
국내 수입 이후
최상의 조건에서 생두 보관

- 진공포장, 항온항습,
   온도/습도 유지

QC
커피 농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좋은 품질의
커피가 생산될 수 있도록 1차 소비자로서 의견을 나누고 개선

DIRECT TRADE
매년 커피 산지를 방문하여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고의 커피를
고객에게 선보임

비즈니스 커핑 및 세미나를 통해 산지별 원두의

특성을 함께 고민하고, 맞춤형 원두 공급을

희망하는 매장의 컨셉과 방향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수석 바리스타의 컨설팅 진행

PROCESS
STEP 1    납품 요청

STEP 2    COFFEE FIEL의 L19, L23 등 기존 원두 맛 test

STEP 3    요청하는 컨셉에 맞는 제품 개발

STEP 4    전문 바리스타의 커피 컨설팅

산지별 생두 선정부터 로스팅 프로파일, 블렌딩 원두를

위한 미세한 조정까지 커피휘엘의 연구원, 로스터, 바리스타가

고객과 함께 공동 참여하여 최상의 원두를 만듭니다.

고유의 맛과 향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스페셜티 커피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로스팅 프로파일 개발 및

안정적인 원두 공급

HEAD ROASTER
로스팅 경력 20년의 쟈뎅 로스팅 플랜트 수석 연구원
COFFEE FIEL 원두 제품 수석 연구원
2013 WCCK 로스팅 부분 2위 수상

COFFEE FIEL 대표 블렌드

L.19 : 개성있는 다크초콜릿 같은 중후하면서도
        쌉쌀한 단맛, 깔끔한 스모키함

L.23 : Citrus한 상큼함과 부드러운 단맛,
        구운 헤이즐넛 같은 고소한 향

ROASTING MACHINE
프로밧 샘플로스터 / 후지로얄 3kg / 기센 W15

*Cupping : 커피가 갖고 있는 향과 맛을 평가하여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를 만날 수 있는 로스터리랩 

‘커피휘엘’은 1988년 국내 최초 원두커피전문점을 선보였던

쟈뎅이 지난 30여 년간 커피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 선보이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입니다.

www.instagram.com/coffeef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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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EAN
엄선된 원두 선별을 통해 정직한 맛을 선보이는 쟈뎅 클래스 원두커피
원두커피 맛의 기본이 되는 품질 좋은 원두와 쟈뎅의 Know-how가 담긴 로스팅과 블렌딩으로
가장 원두커피다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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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뎅 클래스 로얄 헤이즐넛향 원두커피(분쇄/홀빈)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아라비카종 원두에
은은한 헤이즐넛향을 가미하여 보다 부드러운 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1kg[1BOX당 4개입]  분쇄 [8808024018887]  / 홀빈 [8808024014735]

227g[1BOX당 15개입]  분쇄 [8808024018870]  / 홀빈 [8808024014728]

100g[1BOX당 20개입]  분쇄 [8808024014711]

쟈뎅 클래스 블루마운틴 블렌드 원두커피(분쇄/홀빈)

블루마운틴 No.1과 아라비카 커피의 대명사인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한 제품으로 커피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맛을 모두
선사하는 밸런스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1kg[1BOX당 4개입]  분쇄 [8808024018900]  /  홀빈 [8808024014988]

227g[1BOX당 15개입]  분쇄 [8808024018894]  /  홀빈 [8808024014759]

100g[1BOX당 20개입]  분쇄 [8808024014742]

쟈뎅 클래스 모카자바 블렌드 원두커피(분쇄/홀빈)

엄선된 에티오피아산 모카와 중남미의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하여
산미가 풍부하며 부드러운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카만의 상큼한 꽃향이 매력적입니다.

1kg[1BOX당 4개입]  분쇄 [8808024019044]  /  홀빈 [8808024014803]

227g[1BOX당 15개입]  분쇄 [8808024021498]  /  홀빈 [8808024014797]

쟈뎅 클래스 프렌치 바닐라향 원두커피(분쇄/홀빈)

중남미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지에서 생산된 최고급 아라비카종
원두에 바닐라 크림넛향을 가미한 원두커피입니다.
내추럴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0g[1BOX당 20개입]  분쇄 [8808024015244]

쟈뎅 클래스 이탈리안 블렌드 원두커피(분쇄)

콜롬비아 수프리모와 브라질 NY2를 다크로스팅하여
스모키한 향이 특징인 원두커피입니다.
다크초코렛의 느낌을 긴 여운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0g[1BOX당 20개입]  분쇄 [8808024020699]

쟈뎅 클래스 하우스 블렌드 원두커피(분쇄)

브라질 NY2와 에티오피아 시다모를 쟈뎅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블렌딩한 제품으로 단맛과 밸런스가 좋으며, 라임 같은 산미가
매력적인 하우스 블렌드 제품입니다.

100g[1BOX당 20개입]  분쇄 [8808024020682]

쟈뎅 클래스 유기 콜롬비아 원두커피(홀빈)

콜롬비아 해발 1800m에서 적정한 기후와 강수량으로 재배된
콜롬비아 유기농 원두 커피입니다. 유기농인증 기관인 독일 BCS의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 맛과 건강까지 검증된 커피입니다.

227g[1BOX당 15개입]  홀빈 [8808024012861]

쟈뎅 클래스 에스프레소 원두커피(분쇄/홀빈)

진하면서 깊고 풍부한 맛이 조화로운 커피로 스트레이트 커피,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의 메뉴로 사용하기 알맞은 제품입니다. 농밀한 바디감과
커피 본래의 쓴맛이 조화되어 감칠맛과 풍부한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kg[1BOX당 4개입]  홀빈 [8808024014810]

CLASS
원두커피의 명작 '쟈뎅 클래스'

로스팅 단계와 생두 원산지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제품 구성으로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227g[1BOX당 15개입]  분쇄 [8808024021504]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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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바리스타! 차별화된 원두커피 본연의 맛을 내 맘대로
Light하게, Medium하게, Dark하게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핸드 드립커피의 풍부한 맛과 향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로스팅 강도와 원산지에 따른
차별화된 맛이 일품인 프리미엄 커피입니다.

HAND
DRIP
COFFEE

ENJOY DRIP COFFEE

쟈뎅 핸드 드립커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의 남부 지역에서 엄선한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를
100% 사용한 원두커피입니다. 수세식으로 가공돼 산뜻한
산미와 상큼한 감칠맛, 부드러운 단맛이 조화로운 제품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7gx5P[1BOX당 20개입] [8808024021313]

쟈뎅 핸드 드립커피 콜롬비아 수프리모 

콜롬비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커피가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
페레이라 지역의 생두만을 100% 사용한 원두커피입니다.
다크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달콤함이 입안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며,
밝고 깔끔한 산미가 단맛과 어우러져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gx5P[1BOX당 20개입] [8808024021320]

쟈뎅 핸드 드립커피 에스프레소 블렌드

엄선된 최상의 아라비카 원두 100%를 블렌딩한 원두커피입니다.
스모키한 향과 진한 커피 맛이 오일리한 촉감과 만나
중후한 느낌을 주며 쓴맛이 적고 은은한 산미가 느껴지는
풍부한 향미가 특징입니다.

7gx5P[1BOX당 20개입] [8808024021337]

* Roasting Point

Light
medium dark

* Roasting Point

Light medium
dark

* Roasting Point

Light
medium

dark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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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뎅 블루마운틴 블렌드 커피백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NO.1을 블렌딩하여 맛의 조화가
뛰어나며,엄선된 원두에 숙련된 로스터의 노하우가 더해져
블루마운틴의 진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3.8gx15P[1BOX당 16개입] [8808024018122]

쟈뎅 마일드 아메리카노 원두커피백

브라질 산토스 NY-2, 케냐 AA를 사용, 여기에
에티오피아 시다모를 첨가하여 커피의 향을 살렸습니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연한 커피 입니다.

2gx50P[1BOX당 16개입] [8808024017637]

쟈뎅 마일드 헤이즐넛향 원두커피백

브라질 원두에 헤이즐넛향을 가미하여 원두의
풍부한 맛과 향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연한 커피 입니다.

2gx50P[1BOX당 16개입] [8808024017613]

쟈뎅 헤이즐넛향 커피백

브라질 원두를 베이스로 블렌딩한 원두에 헤이즐넛향을
가미한 향커피입니다. 입 안 가득 풍성하게 차오르는
헤이즐넛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3.8gx15P[1BOX당 16개입] [8808024018115]

쟈뎅 에티오피아 모카 블렌드 커피백

에티오피아 모카 시다모와 브라질 원두를 베이스로 블렌딩하여
향기로운 모카향과 깔끔한 산미가 어우러지며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가득한 제품입니다.

3.8gx15P[1BOX당 16개입] [8808024018139] 3.8gx15P[1BOX당 16개입] [8808024021672]

한 잔 분량의 분쇄원두가 들어있는 티백형 원두커피로, 깊고 진한 풍미의 정통 원두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잔 분량의 분쇄원두가 들어있는 티백형 원두커피로, 부드럽고 마일드한 맛의 커피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GIFT SET

1BOX당 5SET
[8808024021917]

쟈뎅 핸드 드립커피 선물세트

1BOX당 5SET
[8808024019631]

쟈뎅 커피백 선물세트

1BOX당 5SET
[8808024019075]

쟈뎅 마일드 원두커피백 선물세트

NEW

쟈뎅 디카페인 커피백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의 디카페인 원두를 블렌딩하여
은은한 달콤함과 깔끔한 여운이 특징이며, 카페인 걱정 없이
커피의 진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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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der가 엄선한 아라비카 원두를 쟈뎅의 수석 Roaster가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후

로스팅하여 정통 Drip식으로 추출한 프리미엄 아메리카노 입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쟈뎅 아메리카노 스위트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고품질 원두를 엄선하여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후 다크로스팅하여 정통 Drip식으로 추출했습니다.
깊고 진한 원두커피의 본연의 맛을 달콤하고 부드럽게 살린
아메리카노 입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771]

1,500ml[1BOX당 8개입] [8808024022068]

쟈뎅 아메리카노 마일드

에티오피아 시다모를 베이스로 고품질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후 미디엄 로스팅하여 정통 Drip식으로 추출했습니다.
기분 좋은 달콤함으로 청량감을 더하는 산뜻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아메리카노 입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795]

쟈뎅 아메리카노 블랙

아라비카 100%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의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후 미디엄 다크 로스팅하여 정통 Drip식으로
추출했습니다. No Sugar의 블랙커피로 프리미엄 원두의
진한 맛과 향을 최상으로 구현한 아메리카노입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818]

1,500ml[1BOX당 8개입] [8808024022082]

쟈뎅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청정지대 천연 탄산수에서 얻은 이산화탄소로 카페인을 제거한
브라질 디카페인 원두를 정통 Drip식으로 추출했습니다.
카페인에 취약한 분, 취침 전에도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메리카노입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801]

쟈뎅 로얄 헤이즐넛향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고품질 원두를 엄선하여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한 후 다크로스팅하여 정통 Drip식으로 추출했습니다.
헤이즐넛의 고소한 너트향이 원두커피와 조화를 이루어
향긋하고 은은한 여운을 선사합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788]

쟈뎅 피치 아이스티 골드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인 스리랑카 우바 고산지대 프리미엄 홍차의
깊고 풍부한 맛을 깔끔하게 추출했습니다. 향기로운 꽃 향이
나는 우바 홍차에 상큼하고 달콤한 복숭아 과즙을
그대로 넣어 기분 좋은 청량감을 더했습니다. 

250ml[1BOX당 50개입] [8808024022037]

Premium

정통 Drip식 원두커피 추출액 100%를 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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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리얼 블루레몬에이드

레몬의 부드러운 새콤함과 산뜻한 달콤함, 그리고 향긋함까지 어우러진
블루 레몬에이드는 특별한 미감을 선사합니다. 새콤달콤한 레몬에이드에
에메랄드 푸른빛이 더해져 시원함과 청량감을 가득 담았습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19976]

까페리얼 청포도에이드

이탈리아산 포도과즙을 넣어 청포도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기분까지 산뜻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청포도에이드로,
청포도 본연의 향긋한 풍미와 상큼한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20750]

까페리얼 복숭아 아이스티

영국식 홍차와 신선한 국내산 복숭아 농축액이 잘 어우러져, 달콤한 향과
상큼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정통 홍차 스타일을 그대로 표현한 아이스티 입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19952]

1.5L[1BOX당 12개입] [8808024022075]

까페리얼 카라멜 마끼아또

원두커피와 신선한 국내산 우유, 달콤한 생 카라멜이
매력적인 카라멜 마끼아또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코끝에서 전해오는 달콤한 카라멜이 진한 커피맛과
우유의 고소함과 함께 어우러져 달콤함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20828]

까페리얼 아메리카노

커피의 본고장 에티오피아 모카와 커피왕국 브라질,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인 콜롬비아 등에서 엄선한 원두만을 블렌딩하여 Drip식
정통 추출법으로 내렸으며, 기존 제품대비 커피함량을 강화(고형분
대비 15% 증가)하여, 정통 아메리카노 커피의 맛과 향을
더욱 잘 살린 제품입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19938]

1.5L[1BOX당 12개입] [8808024022051]

까페리얼 헤이즐넛향

커피의 본고장 에티오피아 모카와 커피왕국 브라질,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 콜롬비아 등에서 엄선한 원두만을 블렌딩하여 Drip식
정통 추출법으로 내린 원두커피 추출액에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헤이즐넛향과 원두커피 본연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제품입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19945]

1.5L[1BOX당 12개입] [8808024019914]

까페리얼 골드애플에이드

100% 국산 사과 과즙을 넣어 신선함과 향긋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사과의 달콤한 맛과 청량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금빛의 애플에이드입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832]

까페리얼 망고에이드

신선한 망고 퓨레가 들어있어 망고 본연의 달콤함과
열대과일의 산뜻함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태양의 노랑빛을 닮은 진한 달콤한 스타일의 망고에이드입니다. 

까페리얼 워터큐브

지하암반수를 큐브형식으로 냉동해 얼음 상태로 즐기는 제품입니다.
까페리얼 전용컵에 워터큐브를 넣은 후 까페리얼을 부어서 드시면,
더욱더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90ml[1BOX당 50개입] [8808024021825] 110ml[1BOX당 50개입] [8808024019907]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NEW NEW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음료가 생각 날 때 Take-out  CAF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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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340ml[1BOX당 24PET] [8808024019051]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신선한 원두의 깊고 진한 맛을 담은

캔커피 음료 까페리얼!  

까페리얼 아메리카노

‘아라비카 커피의 대명사’인 콜롬비아와 커피왕국
브라질 등 품질 좋은 원두를 블렌딩해 다크로스팅
했습니다. 정통 Drip식으로 추출해 커피 고유의
깊은 풍미가 진하게 살아있는 아메리카노입니다. 

240ml[1BOX당 30개입] [8808024020736]

까페리얼 까페라떼

‘커피의 왕국’이라 불리는 브라질 커피에 신선한
국내산 우유를 최적의 비율로 더했습니다.
향긋하고 진한 커피와 부드럽고 고소한 우유가
달콤하게 어우러지는 까페라떼입니다. 

쟈뎅 워터커피

부드러운 커피 스타일의 0 kcal 워터 타입으로
향긋하게 수분밸런스를 충전할 수 있는 커피음료입니다.
브라질산 커피를 은은하게 담아 카페인 걱정 없이
(Low Caffeine) 물처럼 가볍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새로운 타입입니다.

240ml[1BOX당 30개입] [8808024020743]

물처럼 가볍게 마시는 부드러운 커피 스타일

워터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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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뎅 까페프라페 민트초코

청량하고 달콤한 맛의 민트초코와 신선한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진 민트초코 Coffee 프라페입니다.
코코아분말에 민트추출분말을 더해 풍부한 초코의
달콤함과 은은한 상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쟈뎅 까페프라페 리치카라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의 카라멜과 신선한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진 카라멜 Coffee 프라페입니다. 카라멜시럽분말과
콜롬비아 원두분말이 들어있어 깊은 달콤함과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샷(22mlx8P) & 리치카라멜 믹스(33.5gx8P)
[1BOX당 24개입] [8808024002107]

에스프레소 샷(22mlx8P) & 퓨어바닐라 믹스(33gx8P)
[1BOX당 24개입] [8808024002114]

에스프레소 샷(22mlx8P) &  민트초코 믹스(36gx8P)
[1BOX당 24개입] [8808024002121]

쟈뎅 까페프라페 퓨어바닐라

깊고 향긋한 맛의 바닐라와 신선한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진 바닐라 Coffee 프라페입니다. 천연 바닐라빈
시드와 콜롬비아 원두분말이 들어있어 깔끔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NEW NEW NEW

이제 쉽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맛있는 COFFEE 프라페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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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갓 Take-out한 듯한 까페라떼, 원두커피와 티라떼를

까페모리 전용컵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23gx2P[1BOX당 16개입] [8808024021719]

까페모리 그린티라떼

이른 봄 첫 수확한 어린잎 녹차분말을 사용해 부드럽고 진하며,
녹차의 풍부한 향과 우유의 깊은 맛과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23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21412]

까페모리 핫초코

깊고 진한 벨기에산 프리미엄 초콜릿과 부드러운 우유 맛이
조화롭게 믹스되어 진하고 달콤한 풍미의 최고급 핫초코 제품입니다.

29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132]

29gx2P[1BOX당 16개입] [8808024021702]

까페모리 화이트초코 모카

엄선된 고급 커피에 은은한 향과 풍부한 맛의 화이트 카카오버터가
더해져 무겁지 않고 마일드하게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24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21399]

24gx2P[1BOX당 16개입] [8808024021696]

까페모리 까페라떼

커피전문점에서 갓 뽑아낸 듯한 부드러운 커피와 고소하고
진한 우유가 조화를 이뤄,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일품인 제품입니다.

18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088]

18gx2P[1BOX당 16개입] [8808024021689] 20gx3P[1BOX당 20개입] [8808024017736]

까페모리 까페모카

엄선된 고급 커피에 벨기에산 초콜릿 파우더를 더하여, 깊고 진한
커피와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20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026]

18gx3P[1BOX당 20개입] [8808024017750]

까페모리 프렌치바닐라 라떼

고품질의 커피와 천연바닐라 추출물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
바닐라 라떼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부드럽고 향긋한 제품입니다.

18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040]

까페모리 카라멜 마끼아또

생카라멜 분말을 사용하여 내추럴한 카라멜의 달콤함과
마일드한 커피의 부드럽고 순한 맛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18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033]

18gx3P[1BOX당 20개입] [8808024017743]

까페모리 아메리카노 원두 커피백

엄선된 콜롬비아와 브라질산 원두를 숙련된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
블렌딩해 초콜릿 같은 단맛과 꽉 찬 바디감이 좋은 원두커피입니다.
 

4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21436]

4gx2P[1BOX당 16개입] [8808024021726]

까페모리 헤이즐넛향 원두 커피백

프리미엄 원두 커피의 깊고 풍부한 맛과 은은한 헤이즐넛 향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헤이즐넛 원두커피입니다.

4gx12P[1BOX당 24개입] [8808024017101]

4gx3P[1BOX당 20개입] [880802401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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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MORI는 원두커피에서부터 까페라떼,
핫초코와 티라떼까지다양한 종류와 우수한 품질의 음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Take-out 브랜드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커피를 추구하는 개성 넘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세련된 컬러의 감각적인 패키지에

쟈뎅의 정성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종이컵 또는 작은 머그컵에

딱맞는 용량의 스틱 제품으로

다양한 커피와 티라떼 메뉴를

가정과 사무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홈스타일 까페모리 프렌치바닐라 라떼

13gx60P[1BOX당 8개입] [8808024019655]

홈스타일 까페모리 까페모카

13gx60P[1BOX당 8개입] [8808024019679]

홈스타일 까페모리 카라멜 마끼아또

13gx60P[1BOX당 8개입] [8808024019662]

홈스타일 까페모리 헤이즐넛향 커피믹스

12gx80P[1BOX당 8개입] [8808024019648]

홈스타일 까페모리 핫초코

19gx50P[1BOX당 8개입] [8808024019693]

19gx12P[1BOX당 16개입] [8808024020460]

홈스타일 까페모리 그린티라떼

15gx12P[1BOX당 16개입] [8808024012694]

홈스타일 까페모리 헤이즐넛향 인스턴트 커피 

150g[1BOX당 20개입] [8808024011819] CAFE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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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머신용 홈스타일 까페모리 커피믹스

홈스타일 까페모리 녹차라떼
1kg[1BOX당 12개입] [8808024012830]

홈스타일 까페모리 핫 초코렛
1kg[1BOX당 12개입] [8808024012847]

홈스타일 까페모리 프렌치 바닐라향 카푸치노
1kg[1BOX당 12개입] [8808024018207]

프라페 아이스 파우더

여름철에 얼음을 갈아 넣어 시원하게 즐기는
프라푸치노의 베이스가 되는 파우더 제품입니다.

프라페 아이스 파우더 베이스
1kg[1BOX당 8개입] [8808024019457]

쟈뎅 클래식 모카 커피믹스

아라비카 커피와 부드러운 밀크, 달콤한 설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커피믹스 입니다. 브라질산 동결건조 커피에
우유성분 함유 크리머를 더해 부드럽고 깔끔한 모카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11.8g x 20Sticks[1BOX당 24개입] [8808024021528]

쟈뎅 에스프레소 화이트 모카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에 우유성분 함유 크리머를
넣은 자판기용 커피믹스입니다. 쟈뎅의 황금비율로
커피믹스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900g[1BOX당 10개입]

11.8gx160sticks[1BOX당 4개입] [8808024022044]

쟈뎅 스위트 블랙 커피믹스

아라비카 커피와 달콤한 설탕이 부드러운 밸런스를 이루는
블랙커피믹스 입니다. 쟈뎅의 노하우로 엄선하여 블렌딩한
동결건조 커피에 은은한 달콤함이 가미되어
부드럽게 드시기 좋습니다.

3.7g x 20Sticks[1BOX당 24개입] [8808024021535]

쟈뎅 클래식 블랙 커피믹스

아라비카 커피와 깊은 풍미와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커피믹스 입니다. 쟈뎅의 노하우로 엄선하여
블렌딩한 커피 본연의 풍부한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1g x 20Sticks[1BOX당 24개입] [8808024021511]

NEW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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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쟈뎅
[본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2
[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66
[고객 상담실]  (02)546-3881 www.jardin.co.kr         www.jardinsh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