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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굴적장미를 담은 프리미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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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Conté
Espresso Rose Blend Capsule

고대로부터 사랑받아온 향기와 미의 원료 

신들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다고 알려진

붉은장미는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오랜시간 자리해 왔습니다. 

진홍빛의 화려한 외형 때문에 

화장품과 향수의 품격을 높여주는 고급 향료로써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장미를 

이제는 건강을 위한 음료로 만나보세요.

중국의 고서 '수당가화'에는 

"꽃을 먹으면 부녀자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고 얼굴이 

늙지 않게 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꽃의 효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한 많은 고대 궁정여인들이 

꽃을 피부에 바르거나 먹었다고 합니다. 

3만여 장미 품종 중 60여 가지 국산장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붉은 덩굴장미의 새로움, 

커피콩테'Conte'로 느껴보세요.

Coffee Conté
커피콩테



Coffee Conté

제품소개

Coffee Conté

제품판매처

Coffee Conté 
Capsule 6 ea / 1 box

제품명 : 커피콩테 에스프레소 블렌드 캡슐
식품의 유형 : 커피
원재료명 및 함량 : 커피원두[에디오피아산(시다모) 95%], 
                                덩굴적장미추출물 5%
내용량 : 30g (5g x 6개입)
포장재질 : [내포장]알루미늄호일,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외포장] 종이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품목보고번호 : 20140415009345
제조업소명 : ㈜천마하나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107)
책임판매원 : ㈜디자인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B101)

오직 커피콩테만의 특허물질

덩굴적장미 추출물

덩굴적장미의 체지방 개선 효과

커피콩테'Conte'는 누구나 접하기 쉬운 커피에
복부지방개선 특허로 입증된 ‘덩굴적장미 추출물＇을 담았습니다.
(10-2019-0142578; 장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만 또는 알레르기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다량의 비타민C,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으로
노화방지와 세포재생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현대인의 큰 고민인 복부체지방 개선효과까지…

지방세포의 지질합성을 차단하고 알러지도 완화해 준다는 사실이 
특허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과 정열의 꽃으로부터
이너뷰티의 상징으로,

Coffee Conté
국내산 덩굴적장미의 새로운 이너뷰티 푸드

연인에게 꽃다발과 향수로 사랑과 정열을 전하던 장미,

이제는 건강과 이너뷰티의 상징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해외 장미보다 탁월한 유효기능의 국내산 장미를

커피콩테'Conte'로 부드럽고 향기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페 감각을 담아낸 고풍스러운 커피와

붉은 덩굴장미의 놀라운 이너뷰티 효과까지 함께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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