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프리미엄홍차라떼

◈ 레시피(10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품 설명 : 

  ① 잉글리시블랙퍼스트 홍차 10%가 함유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스리랑카 최고 브랜드인 딜마 홍차 사용 

  ② 고풍스런 영국황실의 밀크티를 재현 한 제품으로 

     섬유질이 풍부한 프락토 올리고당 5%를 함유했으며

     맛과 향 유지를 고려한 고급 이중 용기 사용 

프리미엄홍차라떼HOT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프리미엄홍차라떼 20 523

40065℃, 스티밍 전 180g

923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스팀밀크 200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프리미엄홍차라떼

◈ 레시피(14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조 TIP : 1. 프리미엄홍차라떼(25g)와 뜨거운 물(25g)을 

   동량으로 혼합 희석하여 잘 용해합니다.

   2. 우유(150g)와 얼음(150g)을 넣고 한번 더 잘 섞어 음료를 

   완성합니다.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54

얼음 150 0

잔에 담아
혼합 희석

뜨거운 물 25 0

우유 150 300

프리미엄홍차라떼 25 654

프리미엄홍차라떼ICE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프리미엄홍차라떼

◈ 레시피(14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조 TIP : (바이타믹스 콰이어트원 블렌더 #6 사용 권장)

   블렌딩 마친 내용물을 잔에 담은 후 휘핑크림, 홍차분말

   등을 토핑하여 완성합니다.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684

휘핑크림 30 휘핑 완료 무게 기준, 토핑 97

홍차분말 0.5 토핑 19

프리미엄홍차라떼 50 1,308

얼음 180 0

블렌더 볼에
함께 투입 후

블렌딩

우유 130 260

프리미엄홍차스무디ICE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프리미엄홍차라떼

◈ 레시피(10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조 TIP : 1. 잔에 프리미엄홍차라떼(10g), KAV다크시핑

   초콜릿(15g)을 넣습니다.

   2. 스팀피쳐에 우유(180g)을 계량하여 스티밍합니다.

   3. 완성된 스팀밀크(200g)를 잔에 붓고 파우더와 용해 

   혼합시킵니다.

   4. 기호에 따라 초콜릿파우더를 토핑하여 완성합니다.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72

초콜릿파우더 0.5 토핑 20

KAV다크시핑초콜릿 15 331

스팀밀크 200 65℃, 스티밍 전 180g 360

프리미엄홍차라떼 10 262

프리미엄홍차초코라떼HOT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