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프로세스

접수문의

구매협의

계약확정

Open~6.27 한 (조기 마감 가능)

계약서&
보증보험

상품제작
8월

상품결제
납품전

포장납품
8.26~30

케리어파우치
(size : 225mm x 175mm / strap width : 8mm)

텀블러&워터보틀

서니워터보틀 500ml 랜덤 1종 (세트A)

2019 하반기 출시 예정 매장 미판매 상품

SS 파나마 사이렌 텀블러 355ml (세트공통)

◈ 대표문의
구분

내용

단체 및 기업구매란?

조건1. 구매처와 실 사용처가 동일한 기업/단체 (개인의 대량구매는 단체 할인 적용 불가)
조건2. 필수 서류 제출 완료 (사업자등록증/당사양식 발주서) 조건3. 50만원 이상 구매
▶상기 조건 1~3 모두 충족 시 단체 기업 구매 진행
▶발주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할 수 없는 개인(모임)의 대량구매는 주문이 불가합니다.
※ 당사 상품 구매 후 실수요처에 납품하는 형태의 재판매 영업/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starbucksb2b@istarbucks.co.kr 하기 내용 필수 기재 시 1차 상담 가능. 유선 접수 불가
▶ 카드결제 시 : 해당 매장에서 선결제 후 상품 준비가 되면 매장 수령만 가능. 배송不
: 결제&픽업매장명 (택배 배송 불가), 결제 방문 일시, 상품명 및 수량, 구매단체 명
* 텀블러 카드결제 시 1회 최대 85개/bill 결제 가능 (예시 87개 구매 : 2회 분할 결제)
▶ 현금결제 시
: 입금예정일,입금자명, 상품명 및 수량, 택배수령지 주소, 구매단체 명
▶ 세라믹 머그 등 파손우려 상품은 결제수단과는 상관 없이 매장 수령만 가능/배송불가
▶ 당사 정책으로 교환권은 지급되지 않으며, 환불이 불가하니 구매간 참고바랍니다.

E-mail 발주서
작성간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당사 양식 발주서 (법인 인감날인 필수)

구매 확정 제출서류

구매는 첨부 리스트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시즌한정 / 프로모션 상품 구매 불가)

구매가능 품목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자체 진행이 불가하며, 모든 특판은 당부서의 서류확인 후 진행합니다.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며, 모든 단체/기업구매는 스타벅스 B2B 를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 대량구매 특판 지침 : 발주가 확정된 기업/단체의 대량 구매에 대한 절차(개인x)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 할인
1천만원 이상
10% 이상
할인
1천만원
구매 시 10% 할인

※ 현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270-244969-18-168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카드결제 매장 = 상품 수령 매장 동일

◈ 구매 프로세스

no show 방지를 위하여 선 결제를 원칙으로 함 / 관공서,공공기관 별도 문의

※ step6배송 :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매장에서 픽업만 가능. 택배 불가. 머그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매장 수령만 가능 (픽업 용이한 매장 선정)

◈ 포장 / 텀블러 쿠폰
/

텀블러

머그

머그

※ 텀블러 단품포장에는 박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직포 포장만 제공합니다.

◈ 발주서 양식

6개 항목 전체 기입 필수

날인 필수

※발주서 양식 excel 은 상품소개서 보기 하단에서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후
양식의 훼손 없이 작성 날인된 발주서를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 starbucksb2b@istarbucks.co.kr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단가) 은 소비자가격 VAT 포함 입니다.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발주서는 계약구비서류로 사용이 불가하며, 위조된 날인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

머그

아이코닉 사이렌 머그 355ml
 가격: 10,000원 설명: 하얀 바탕에 그린색 로고로
깔끔하게 디자인 되어 스타벅스를 가장 심플하게
나타내고 있는 머그입니다. 일상 생활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품목

머그

SS 헤리티지 핸들 머그 355ml
 가격: 15,000원
 설명: 더블월 구조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머그입니다. 캠핑 시 사용하기에 적합한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머그상품 중 유일하게 택배 배송 가능상품임

품목

머그

블랙 헤리티지 머그 355ml
 가격: 11,000원

 설명: 내부는 글로시한 블랙, 외부는 매트한
블랙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매트한
표면은 기름 때나 스크래치에 민감하므로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합니다.
품목

머그

마블 화이트 머그 355ml
 가격: 11,000원
 설명: 고급스러운 대리석 느낌으로 디자인 된 톨
사이즈 머그입니다. 사이렌 로고를 음각으로 표현
하였고 바닥면을 글로시한 로즈골드 컬러로
세련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마블 자체 고유의 느낌이 머그 내외부에 표현되어
있으며, 얼룩이나 불량이 아닙니다. 해당 머그 구매
희망 시 사전에 매장 방문 실물 확인 선행바랍니다.

품목

텀블러

크로스비 블랙 골드 뱃지 텀블러 473ml
 가격: 14,000원
 설명: 스타벅스 워드마크 새겨져있는 골드 뱃지가
포인트인 플라스틱 텀블러입니다. 이중 벽 구조로
제작되어 보온 효과가 우수하며, 외벽 하단에는
사이렌 로고가 있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상품입니다.

품목

콜드컵

화이트(매트블랙) 플랫 콜드컵 473ml

찬음료
전용

화이트
품목

워터보틀

매트블랙

 가격: 17,000원
 설명: (화이트)내부 삽지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
안의 음료 색상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콜드컵입니다. (블랙)매트한 질감의 블랙 색상
콜드컵입니다. 스트로우까지 블랙 색상을 매치하여
시크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화이트 서니 스트랩 워터보틀 500ml
 가격: 18,000원

찬음료
전용

 설명: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가 프린팅 된 플라스틱
서니 워터보틀로 찬 음료 전용 상품입니다. 중앙이
분리되어 세척이 용이하며, 리드에 스트랩이
달려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품목

텀블러

마블 화이트 아이코닉 텀블러 473ml
 가격: 18,000원
 설명: 고급스러운 대리석 느낌으로 디자인 된
그란데 사이즈 텀블러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슬라이드형 리드를 매치하여 실용성을
우수합니다.

품목

텀블러

SS 블랙 헤리티지 뉴턴 텀블러 355ml
 가격: 31,000원
 설명: 절제된 블랙에 골드색의 헤리티지 로고를
멋스럽게 디자인 한 뉴턴 텀블러입니다.
사각 손잡이를 매치하여 시크한 느낌을 주며 리드

상단에 사이렌 로고를 음각으로 새겨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품목

텀블러

SS DW 클래식 투고 텀블러 473ml
 가격: 31,000원

 설명: 은은한 로즈골드 컬러가 돋보이는 DW 투고
텀블러입니다. 레터로고와 리드의 컬러를 크림색
으로 매치하여 더욱 심플합니다.
시즌 구애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콜드컵

SS 카퍼/실버 사이렌 콜드컵 473ml
카퍼

실버

찬음료
전용

품목

 가격: 31,000원
 설명: 카퍼/실버 색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콜드컵입니다. 글로시한 바디가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더블월 구조로 텀블러를 잡았을 때
차가움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텀블러

SS 엘마 클래식 화이트 텀블러 355ml
 가격: 31,000원
 설명: 깔끔한 크림색 바탕의 톨 사이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텀블러입니다. 사이렌 로고를 음각으로
표현하였고 바닥면을 글로시한 로즈골드 컬러로
세련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품목

텀블러

SS 에치드 실버/블랙 텀블러 473ml
 가격: 33,000원
 설명: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더블 월 구조로 보냉/보온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실버

SKU

보온병

블랙

JNO 마블 화이트 보온병 500ml
 가격: 38,000원
 설명: 고급스러운 대리석 느낌으로 디자인 된 500ml
사이즈의 JNO 보온병입니다. 사이렌 로고와

로즈골드 리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외부 마개를 열면 내부 마개가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품목

VIA MATCHA

VIA 말차 5입
 가격: 8,800원
 설명: 곱게 분쇄한 후 설탕과 믹스한 프리미엄
말차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린 티 라떼를 이제 VIA로 만나보세요
품목

VIA

VIA 12입
 가격: 12,800원
 설명:

품목

상품

설명

하우스 블랜드

중간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며 깨끗하고 깔끔한 맛과 너트향의 풍미가 잘
조화된 아메리카 혼합커피입니다.

콜롬비아

촉촉한 감촉과 진한 풍미가 있는 이 경이로운 콜롬비아산 커피는 달지 않은 호두 및
부드러운 견과류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파이크 플래이스
로스트

호두, 캐러멜 풍미를 가진 콜롬비아의 독특한 견과류 풍미를 가진 중간 정도
무게감의 거피입니다.

이탈리안 로스트

라틴 아메리카의 혼합 커피로 중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며, 에스프레소 로스트보
다 좀 더 진하게 로스팅 된 커피입니다. 달콤한 맛과 약간의 스모키향이 특징입니다.

티바나

티바나 티 패키지 12입 제주녹차
 가격 : 20,000원
 설명 : 화학비료 대신 유기 비료만을 사용하여

재배한 것이 특징인 유기 녹차
품목

오리가미

스타벅스 오리가미 6입
 가격: 9,000원
 설명:
상품
베란다 블랜드

설명
특별히 선택한 고품질의 라틴 아메리카 원두 블랜드를 단시간 로스팅하여
부드러운 코코아의 섬세한 뉘앙스와 살짝 볶은 견과류 향이 살아있습니다.

파이크 플래이스
로스트

크림과 설탕이 첨가된 커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고객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카페 베로나

깊이 있고 달콤함이 특징인 이탈리안 로스트의 풍미와 부드러운 라틴 아메리
카와 매혹적인 인도네시아산 원두가 블랜딩 되었습니다.

품목

‘2+1’ 기획 보온병

JNL 스타벅스 스토리 블랙(화이트) 보온병 500ml
 가격: 47,000원
 설명: 글로벌 스타벅스의 스토리를 담아낸 스테인리스
소재의 보온병입니다. 210g의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보온 효과가 강점이며, 고급스러운
보온병입니다스타벅스 브랜드 유래부터 로고의 변천사,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원두 및 음료의 종류 등 다양한

스타벅스의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단체/기업대상 전용 행사입니다. 일반 판매 상품과
2+1 상품과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준비된 수량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MOQ : 구매수량 기준 품목별 100개 이상 (예시 : 100개 구매 + 50개 증정)
◈ 명시가격 : 구매단가
◈ 할 인 : 2+1 할인 기본 적용 / 중복 할인 불가 (ex. 1천만원 이상 10% 할인 불가)
◈ 증정분에 대해서도 무료음료 쿠폰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