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유기농녹차라떼

◈ 레시피(10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품 설명 : 

  ① 제주산 유기농 녹차 10%가 함유된 녹차라떼 베이스

  ② 유기농 사탕수수 100%로 만든 세계적인 품질의 브라질 

     유기농 설탕 사용한 제품

  ③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760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스팀밀크 200 65℃, 스티밍 전 180g 360

400

유기농녹차라떼HOT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20유기농녹차라떼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유기농녹차라떼

◈ 레시피(14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품 설명 : 

  ① 제주산 유기농 녹차 10%가 함유된 녹차라떼 베이스

  ② 유기농 사탕수수 100%로 만든 세계적인 품질의 브라질 

     유기농 설탕 사용한 제품

  ③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유기농녹차라떼

유기농녹차라떼ICE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20
잔에 담아
혼합 희석

우유 150 300

얼음 150 0

400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00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유기농녹차라떼

  ② 토라니화이트초콜릿소스

◈ 레시피(12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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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를 더욱 부드럽고 달콤하게 제조하고 싶으신 경우, 

   유기농녹차라떼 10g을 줄이고 토라니화이트초콜릿소스

   10g을 첨가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우유

유기농녹차스무디ICE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120 블렌더 볼에
함께 투입 후

블렌딩
유기농녹차라떼 45 900

얼음 180 0

휘핑크림 30 휘핑 완료 무게 기준, 토핑 97

말차 0.5 100% 말차 제품 50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287

240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유기농녹차라떼

◈ 레시피(14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테이스팅 포인트 : 녹차라떼의 달콤하고 담백한 맛과

   에스프레소의 진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메뉴.

유기농녹차라떼

에스프레소그린티라떼ICE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25
잔에 담아
혼합 희석

500

우유 150 300

얼음 150 0

에스프레소 1샷(30g) 160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60



◈ 활용 세미기업 제품

  ① 베버시티피스타치오

  ② 유기농녹차라떼

◈ 레시피(11oz) ※ 재료 구입, 소비자가격 기준

◈ 메뉴 설명

 • 제조 TIP : ① 제공할 잔(11oz)에 말차, 유기농녹차라떼, 

      베버시티피스타치오를 넣는다.

   ② 차선 등 도구를 활용하여 재료를 잘 풀어준다.

   ③ 우유(220g)를 약 65℃까지 스티밍한 후 붓는다.

      (※ 스티밍시,용량증가 220g→250g)

   ④ 바 스푼으로 혼합하여 완성한다.

말차 1 100% 말차 제품 100

말차피스타치오라떼HOT

재료 투입량(g) 비고 단가(원)

유기농녹차라떼 5 100

베버시티피스타치오 35 805

스팀밀크 250 65℃, 스티밍 전 220g 440

잔당 제조 원가(※ 재료구입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