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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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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031-663-1985 / 031-664-1985

E-mail    1985coffee@naver.com

온라인    www.1985coffee.com

계좌번호    우리 1005-202-817933 (예금주 : 1985커피)

* 생두 시세에 따라 원두 가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포함 (5kg 이상 배송비 무료 / 시외 배송료 3000원)

* 매월 말일 계산서 발행

- -

에티오피아

34,900           

케냐 키암부 AA
케냐

하와이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 153,700      167,500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탄자니아 노스 AA 킬리만자로

28,300           

★에티오피아 아리차 내추럴 G1 33,200        36,100           

30,800           

28,900           

34,000           

28,900           

★ 예멘 모카 마타리 61,600        67,200           

27,500           

★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1 코케 허니 33,900        37,000           

에티오피아 시다모 G4 네츄럴 - -

28,100           

27,500           

35,300           

★ 파푸아뉴기니 아고가 블루마운틴 A

32,700           

30,600           

28,500           

188,700         

167,500         

30,100           

콜롬비아
콜롬비아 수프리모 메델린 안티오키아

자메이카

파나마

르완다 르완다 인조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아체 만델링 G1

남
아
메
리
카

브라질
브라질 NY2 세하도 내추럴

★ 브라질 NY2 옐로우 버번 알타 모지아나 내추럴

콜롬비아 엑셀소 CO2 디카페인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글로리아

니카라과 니카라과 히노테가 SHG EP

중
앙
아
메
리
카 과테말라

멕시코

인도

★ 인도네시아 발리 킨타마니 내추럴 G1 TP

26,900           

25,000        

26,100        

24,600        

25,700        

27,200           

28,500           

26,800           

28,100           

30,800        

26,900           

29,500           

28,900           

29,700           

33,600           

33,600           

24,700        

27,100        

26,500        

27,200        

30,800        

25,200        

30,000        

28,100        

원두 납품 가격표 (1회 주문량 기준 kg 당)

2020-03-02

국가 이름

온두라스 ★ 온두라스 핀카 엘 카르멘 SHG EP 28,000        

28,000        

25,700        

25,300        

32,400        

26,500        

31,200        

28,200        

24,600        

10kg 이상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재규어

★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재규어 허니

엘살바도르

5kg 이상

30,500           

과테말라 우에우에테낭고 SHB EP 26,1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2길 84

★ 인도네시아 망쿠라자 G1 IAM M97

인도네시아

묵직한 다크초콜릿 맛

주문 문의
1985는 커스텀 로스팅 회사 입니다.

커피 교육 / 카페 창업
장비 판매 / 원두, 더치 납품 지원해 드립니다.

오시는 길

우간다 ★ 우간다 엘곤산 부기수 AA

1985
블렌드

블렌드 골렘 구수하고 깔끔한 맛

블렌드 와이번 균형잡힌 대중적인 맛

블렌드 서큐버스

아
시
아

블렌드 스켈레톤

산미가 있는 깔끔한 맛

아
프
리
카

케냐 키리냐가 AA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프리미엄

에티오피아 시다모 구지 G2

30,500           

엘살바도르 샤스타 SHG EP

파푸아뉴기니 레나 플렌테이션 AX 26,500        

예멘

★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NO.1

★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프라이빗 컬렉션 워시드

멕시코 치아파스 자피로

인도 몬순 말라바 AA

173,200      

153,700      

27,600        

26,000        

32,000        

35,500        38,700           


	납품가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