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딩머신 & 대성 에프앤비 은?
2001년 설립이래 약 20년 간 고객이 더 맛있는 커피를 더 흥미롭고 편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로 독자적 방법을 찾아내고 널리 공급하여 왔습니다.
고객별 최상의 결정을
도출하여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딩머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창립한 벤딩머신은 “고객에게 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한다”는 사
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머신 렌탈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09년 부터 국내 커피
머신 렌탈을 선도하여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커피머신
렌탈회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뷔페, 프랜차이즈식당, 대형식당, 웨딩홀, 고속도로 휴게소, 사내카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오피스 채널 등에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롯데네슬레㈜, 네슬레유한책임회사, 동서식
품㈜, 오뚜기, 움트리,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롯데칠성음료 등 전문 판매 대리점을 체결하여 맛
있고 품질 높은 제품만 취급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파트너사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커피머신 제공과 무엇
보다도 빠른 A/S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커피머신 정기관리 서비스, 365일 A/S 당직 근
무제, A/S 24시간 내 처리 서비스의 노력을 통해 당사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우며 노력하고 있
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경영'을 통해 파트너사에게 확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국내 제일의 커피머신 렌
탈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커피 문화와 제품을
꾸준히 연구합니다.

Our Business Area =

[

연구소 + 백화점 + 컨설턴시
COFFEE

발전해 나가는 벤딩머신과 늘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VENDING MACHINE = Coffee Culture Cre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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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Why VENDING MACHINE?

Company Overview
커피를 연구하고, 컨설팅을 통해 커피원두/캡슐과 커피머신을 공급하는 커피전문 기업입니다.

회사명

VENDING MAC HINE (벤딩머신)
Daesung F&B (대성에프앤비)

설립일

2001. 1. 7

대표자

신동진

사업자등록번호

204-06-10378

주요사업

커피원두/ 캡슐 및 커피머신 공급
/ 온라인 쇼핑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21

전화

02-4949-4000

팩스

02-6007-1832

이메일

marketing@okvending.com

웹사이트

http:/ / okvending.com

Business Area
기업∙기관의 커피문화 향유와 업무환경 제고,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카페/ 음식점)

기업∙기관

판매

커피원두
&
커피캡슐

판매 or 무상대여
+ 구내카페 위탁운영

원두커피머신
&
캡슐커피머신

(컨설팅을 통한)
판매

커피원두
&
기타 원부자재

(컨설팅을 통한)
판매 or 무상대여

커피머신
&
기타 머신

History

2021.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카카오모빌리티, 경기콘텐츠진흥원(판교), 풀무원, 무
인카페 직영1호점 오픈, 대통령경호처, 대전광역시경찰청, 램리서치, 엔씨케이,
에이블리코퍼레인션, 육군사관학교, SKC, 일신석재 외 252건(12월기준)

20년 동안 커피를 연구하여 ‘벤딩머신’에서 ‘커피문화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0.

한국타이어, 하나대체투자본사, 마이크로소프트, CJ E&M, CJ 캐스트,
SK브로드밴드, 대교 계약체결 외 187건

2019.

LG인화원, NH투자증권본사, 위메프, 현대캐피탈, 씨제이엠디원, 경기도청북부
청사, 파주경찰서 계약 체결 외 166건

2018.

현대자동자, 기아자동차, SKT, 벤츠파이낸셜, LG전자 계약 체결 외 133

2017.

한국 생산성본부 네스프레소 기업용 캡슐머신 렌탈 공급 계약 체결
서울 노원경찰서 카페 장비 납품 계약 체결 외 131건

2016.

삼성증권/삼성생명 네스프레소 기업용 캡슐머신 렌탈 공급 계약 체결
SKC 원두커피머신 무상렌탈 계약 체결, 웅진플레이도시 원두 공급 계약 체결 외
122건

Coffee
Culture
Company

2015.

한화화학/한화토탈, ING 생명 본사 원두커피머신 무상렌탈 계약 체결
롯데카드 네스프레소 기업용 캡슐머신 렌탈 공급 계약 체결 외 99건

2014.

벤딩머신 사업장 이전
홈플러스/위드미/CU편의점 머신 공급 계약 체결 외 101건

2013.

네슬레코리아 동반성장 파트너 선정
한국GM 아이서비스 계약 체결 외 53건

2012.

원앤원/샤브향 프랜차이즈 본사 커피머신 무상렌탈 계약 체결 외 다수

2011.

한화손해보험본사 원두커피머신 무상렌탈 계약 체결 외 다수

2008.

고속도로 휴게소 자판기납품계약 체결 외 다수

2004.

자판기 설치 50개사 운영계약 체결

2002.

싱가폴 자판기 수출계약 체결

2001.

벤딩머신 설립

Organization
글로벌 유수 커피전문기업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고의 전문가 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관리팀

물류팀

온라인사업팀

마케팅팀

커피LA B

경영지원팀

기업체 영업
유지보수 서비스

원두/ 머신 유통
제품발굴 및 평가

온라인몰 운영
온라인 문의 응대

자체 홍보채널 운영
제휴 마케팅 추진

커피제조 연구
커피문화 연구

경영 기획
재무 회계

30+ Partners

Clients
현재 2,000개 이상 고객사에서 벤딩머신의 커피원두/캡슐과 머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 제조

자동차

금융

IT/ 통신/ 게임

식품

외식

공공/ 기관

숙박/ 엔터테인먼트
건축/ 건설

유통

방송/ 언론

Business Details

② 커피머신 판매 또는 무상대여

강력 추천하는 커피머신을 전국 365일 설치/관리하고, 매칭이 좋은 커피원두와 부자재를 함께 공급합니다.
매월 일정량의 원두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최신형 머신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기업/ 기관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호텔/ 리조트/ 펜션

#골프장/ 경기장

전자동 캡슐 머신

#예식장/ 행사장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외식업체(음식점)

#구내카페

#일반카페

기타 머신(그라인더 / 블렌더 / 온수디스펜서 등)

Business Details

③ 구내카페 위탁 설치/운영

기업∙기관의 구내카페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위탁 수행합니다.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면 일반 카페에 버금가는 구내카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Business Details

④ 카페 창업 컨설팅

일반 카페
숍인숍 카페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카페 창업/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 예측, 최적설비 구축, 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획 단계

세팅 단계

판매 예측 및 전략 수립
(예상매출, 손익분기, 이벤트 등)
현황 분석
(가용예산, 입지, 고객 등)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메뉴, 가격, 컵사이즈 등)

시설 구축
(커피/ 음료머신, 쇼케이스 등)

운영 단계

소모성 원부자재 공급
(커피원두, 음료재료 등)
운영 지원
(기초 교육 + 수시 컨설팅)

벤딩머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의 커피원두와 머신 공급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카페 창업을 지원하여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Why VENDING MACHINE?

약 20년에 이르는 커피에 대한 오랜 연구와
다양한 현장의 수많은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커피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과
노하우
방대한
공급력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커피원두와 머신을
공급 가능하며, 엄격한 테스트와 선별을 거친
우수한 제품만을 맞춤형으로 추천합니다.

무결점
서비스

전국 각지의 네트워크와 풍부한 전문인력 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문화창조기업 벤딩머신은 ‘ 커피 한 잔’ 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개인의 행복, 기업의 문화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Contact Info.
Address.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21
Tel. 02-4949-4000 / Fax. 02-6007-1832
Email. marketing@okvending.com
Website. okvend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