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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LL 
ABOUT

THE 
MOMENT

when you can focus on the final detail  
instead of the coffee machine.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는 궁극적으로 고객 로열티를 더욱 성장시키며 
호텔과 레스토랑 산업에서 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과 함께 소비자를 유치하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음을 제공하는  공간을 점점 더 많이 찾음에 따라 기회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닿을 시간 입니다.

 

A RISE IN COFFEE CONSUMPTION 
AND CONSUMER EXPECTATIONS

CHOICE
오늘날 커피 소비자들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음료를 기대합니다. 

QUALITY 
성장하는 스페셜티 카페 시장은 고객이 보다  고퀄리티의 
커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PERFORM AT YOUR VERY BEST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면, 군중에서 돋보이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음료 품질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커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가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Franke는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의
측면에서 귀하가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하의 파트너로서, 저희는 커피 머신 상담부터 납품 그 이후에도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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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MENT

IT’S ALL 
ABOUT

Franke에서, 커피의 의미란 커피 콩과 머신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하거나 재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놀라운 커피 경험을
선사하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직원들이 커피 머신보다 마지막 디테일에
집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균일한 높은 컵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귀하의

비즈니스를 새로운 지역에 더욱 확장하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러한 순간들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귀하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커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It’s all about the moment.
We can help you make it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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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레스토랑 업계에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귀하의  
특정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하고 귀하의 당면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커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VIDE YOUR CUSTOMERS  
AN EXPERIENCE THEY  
WON’T FORGET

OPERATE YOUR MACHINES WITH EASE 
독특하고 직관적이며 매력적인 UI와 터치스크린 덕분에 Franke A라인 커피 머신을
쉽게 운영하고 세척하며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INCREASE SALES WITH THE HIGHEST IN-CUP-QUALITY 
소비자를 이끌기 위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커피의 품질입니다. 
Franke의 iQ Flow 기술로, 커피 준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실시간 추출 제어를
통해 메뉴 개별 맛 프로필을 설계하고 컵마다 지속적으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RVE YOUR CUSTOMERS EFFICIENTLY
Franke 커피 머신이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직원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음료를 제공하는 시간은
더욱 빨라지며 고객 만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REDUCE CHANGING COSTS 
Franke A라인 커피 머신은 모두 같은 플랫폼,  UI 및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변경되더라도 직원을 재교육할 필요가 없어 다운 타임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WORK WITH A PARTNER YOU CAN ALWAYS RELY ON 
MADE IN SWISS 커피 머신과 고 퀄리티의 커피부터 
Franke가 제공하는 모든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 이 모든 우리의 솔루션은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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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our bestselling A1000  
– our most advanced machine yet. 

The A1000 is just one model within our outstanding A-line portfolio. To find out more please visit coffee.franke.com.

KEY FEATURES  
TO SUPPORT 
YOUR BUSINESS

동급 최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터치스크린
사용자 친화적 UI와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누구나 쉽게 원하는 음료를 찾아 선택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메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더욱 높이며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유연한 솔루션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 A1000의 폭넓은 범위의 
옵션 사항으로 각 지역의 개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느 지역의 매장을 방문하든 특별한
커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유 냉장고, 컵워머 혹은 셀프-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든 
더 작은 보급형 머신이 필요하든, 
Franke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유와 우유 거품 선호도 충족  
전자동 우유 냉장고를 통해 우유 혹은 우유 대체품을 
활용한 다양한 커피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FoamMaster™ 기능 덕분에, 제한 없이 다양한 우유 거품
메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

 모두를 포함하며, 사용자마다의 선호도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손쉬운 세척
업계 최고의 자동 세척 시스템을 갖춘 Franke로, 
귀하의 직원들은 A1000이 엄격한 위생 기준 내에서
세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청소가 편리한 커피 머신은 
가동 시간을 늘리고 관리 비용을 낮춰 줍니다.

SWISS-MADE QUALITY
최고의 품질, 뛰어난 신뢰성 및 최고의 기술 표준,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스위스 커피 솔루션이 의미하는 
바이며 투자에 대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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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우리는 커피 머신을 만들 때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만큼 보기에도 좋은 커피 머신이 
탄생했습니다. 커피 머신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거나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컵 퀄리티
iQFlow™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컵 퀄리티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혁신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시스템보다 전체 추출 과정에서 더 많은 
풍미를 추출하고 아무리 많은 압력을 받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높은 컵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더 많은 다양성 제공
Franke 고유의 시럽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최대 6가지 맛의 시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주입 스테이션 덕분에 모두 동일한 수준의 품질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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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 Digital Services는 컵 품질, 수익성 및 기계 가동 시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와 

TRANSPARENCY – ANYTIME AND ANYWHERE
음료 판매, 청소 수행 및 재고 수준과 같은 영역의 상업 및 운영 성과에 대한 주요 커피 머신의
운영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및 가상 지원을 통해 커피 비즈니스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OUTSTANDING PERFORMANCE AND EXPERIENCE
커피 머신을 원격으로 관리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십시오. 
Franke를 사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 음료 메뉴를 변경하고 계절별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Franke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로열티 프로그램 및 모바일 결제와 같은 부가 가치 서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Franke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구성을 통해 귀사와 귀사의 고객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YOUR COFFEE MACHINE FLEET 
– DIGITALLY ENHANCED

YOUR AMBITIONS ARE OUR 
SERVICE BENCHMARKS
우리는 귀하의 커피 비즈니스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훌륭한 커피 머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 여정의 모든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A SMOOTH START TO A BETTER FUTURE
고객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커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엔지니어들은 커피 머신을
귀하의 니즈에 맞추어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커피 머신을
세팅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CUSTOMER SERVICE AVAILABLE FOR YOU WHATEVER YOUR NEEDS
우리의 커피 머신은 오랜 기간 사용하도록 내구성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인증 파트너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기적인 유지 보수 점검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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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능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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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franke.com

Franke Kaffeemaschinen AG
Franke-Strasse 9
4663 Aarburg
Schweiz
Tel. +41 62 787 31 31
www.franke.com

Franke Coffee Systems GmbH
Franke Strasse 1
97947 Grünsfeld
Deutschland
Tel. +49 9346 9278 0
Fax +49 9346 9278 100
www.franke.de

Franke Coffee Systems
UK Limited
6A Handley Page Way,
Old Parkbury Lane,
Colney Street,
St Albans,
Hertfordshire, AL2 2DQ
England
Tel. +44 1923 635700
Fax +44 1923 635701
www.franke.com

Franke Coffee Systems
Americas
800 Aviation Parkway
Smyrna, TN 37167
USA
Tel. +1 615 462 4265
Fax +1 615 462 4400
www.fran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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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7길 4, 1층(자곡동, 아세아ICT센터)
Tel : 02-6254-0101 www.wonin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