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asia
커피에 판타지를 담다

Fantasia
Evebot 의 새로운 커피라떼 프린터 시리즈인 Fantasia 로 판타지를 실현하세요.
이 혁신적인 라떼 프린터를 사용하면 거품이 있는 찬 음료나 뜨거운 음료에
순식간에 고해상도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매 포인트

흥미
커피잔 속에서 자신의 셀카를 볼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Fantasia 가
한 잔의 커피에 담아내는 놀라움에
고객들은 분명 열광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유
고객은 개인화된 라떼 이미지를 캡처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리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브랜드를
손쉽게 홍보하고 예기치 못한 기회를
이끌어 내는 입소문 광고의 효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성
독립형 R&D 스프레이 헤드를 갖추고
있으며 Fantasia 의 식용 잉크(특수 배합
식품 성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SGS 식품
안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뛰어난 안전성
독립형
헤드

R&D

스프레이

식품안전표준을 충족하는
특허 받은 독점 Box
식품안전인증(SGS)을
통과한 식용 잉크

제품 특징
독립형 기계
WiFi 지원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안전성.
식품안전표준을 충족하는
특허 받은 독점 Box

독립형 R&D 스프레이
헤드
식품안전인증(SGS)을
통과한 식용 잉크

견고함
APP 불필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URL

고품질의 견고한 재료로 만든 풀 메탈
프레임 및 외부

입력으로 간단히 이미지 업로드

빠르고 멋지게
원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20 초만에 프린트

뜨겁거나 차가운 커피의 거품
위에 자신만의 작품을 디자인

이중 회전 시스템
최상의 시야각을 위해 LCD 터치
스크린을 0°에서 60°로 회전 가능

무드 램프
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 내는 매력적인
무드 램프 디자인

사용방법
거품을 낸 음료 한 컵을 준비한 후
Fantasia 트레이에 놓습니다.
URL 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십시오. 즉석에서 셀카

제품 규격
사이즈 : 27cm x34cm x 41cm

를 찍어도 좋고,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전기 한도: AC 110V ~220V 50/60Hz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한도: WiFi 802.11b/g/n
컵 높이: 5cm ~ 18cm 컵

선택한 이미지를 몇 초 안에 프린트하여

지름 : 4cm ~10cm

개인화되고 흥미로운 사용자 경험을

순중량 : 10kg

즐기세요.

작동 전압: 200W

FancyBox
Fantasia 의 FunBox 는 특허 받은 식품안전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SGS 로부터 승인을 얻은 성분으로 채워진 독점 캡슐로 약 500 잔을
생성/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Fantasia

의

식용

잉크는

SGS

의

식품안전인증을 통과했습니다.

About us
Eve-Innovation 은 기술을 재미있고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고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표면 처리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우리는
맞춤화된 식품, 독특한 상품에서부터 놀라운 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혁신합니다. Fantasia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의 커피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을 널리 퍼뜨리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vebot.cc 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사항은 info@evebot.cc 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