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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 블록체

인 기술에서 모티브를 삼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밋업을 개최하

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합니다.

또한 최상급의 원두와 숙련된 바리스타가 추출한 커피

홈메이드 스타일의 밀크티등 특별한 메뉴와 고객의 다

양한 니즈에 맞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카페소개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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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만나서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맛있고 
특별한 커피를 
만나는 공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세상를 
만나는 공간

밋업과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와 지식을 

만나는 공간

1.2  카페 슬로건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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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의 심볼은 DECENTRALIZE

(탈중앙화)의 D,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하는 자물쇠, 카

페를 의미하는 머그컵 이 3가지의 조형적 특징을 결합

한 형태로 블록체인&가상화폐를 경험할 수 있고 맛있

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상징합니다. 

1.3  브랜드 심볼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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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는 심볼과의 조화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

었으며 고딕체를 사용하여 신뢰감을 전달 합니다.  

심볼마크에 사용한 브라운 컬러는 직각이 주는 딱딱한 느

낌을 중화시켜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1.4  브랜드 로고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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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2O 체험공간 

암호화폐 교환 및 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업과 대중 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암호화폐의 실시간 시세정보 및 주요 업계 동향 등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전달합니다.

ATM  I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MEET UP 운영 및 교육

디스플레이  I  전문매거진

SERVICE

암호화폐가 운용될
미래를 체험하며 
지식과 정보 교류의 
네트워킹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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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B PART

SERVICE

MENU SYSTE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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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MEMU

엄선한 원두를 고유의 향과 달콤한 맛을 완벽하게 구현하

여 로스팅한 시그니처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싱

글오리진 커피빈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노하

우를 전수받은 숙련된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와 필터 브로

잉커피를 만듭니다.

10시간 동안 냉장 콜드브루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우려내어 

더욱 섬세하고 깊은 맛의 홍차. 신선한 1등급 우유, 비정제 

설탕을 혼합하여 홈메이드 스타일의 건강한 밀크티를 만들

어 제공합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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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YSTEM

고품질 커피, 전문 바리스타의 기술과 노하우, 과학적으로 구

현하는 레시피와 더불어 최적화된 시설과 명품장비는 커피의 

맛과 품질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의 에스프레소 머신인 달라코르테DC 

PRO XT는 섬세한 추출 압력조절과 마이크로 플로우메터가 장

착되어 커피 한방울까지 완벽하게 무게측정으로 제어합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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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ERFORMANCE

오픈되고 간결화된 바구조는 바리스타의 역동적인 작업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며, 고객에게 무언의 소통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별한 목적으로 카페 공간이 활용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맞게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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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AFE MENU

14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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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Coffee

Espresso

Café Latte

Cold Brew Coffee Cold Brew Latte

Vanilla Café Latte Caramel Café Latte Café Mocha

Long Black Café Americano Flat White
에스프레소 플랫 화이트

카라멜 카페 라떼

콜드 브루 라떼 

롱블랙

카페 라떼 카페 모카

카페 아메리카노

바닐라 카페 라떼

콜드 브루 커피

원두 3종 미디엄 로스팅
산뜻하고 깨끗한 미디엄 바디의 에스프레소 블랜딩 

원두 4종 미디엄 로스팅
최상의 밸런스와 깊은 플레이버의 풀바디 에스프레소 블랜딩

DECENTRE BLOCKCHAIN CAFF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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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Signature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만의

노하우와 레시피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

최적의 비율로 만든 베이스를 저온 숙성하여 

깔끔한 맛의 스페셜 밀크 
블랙 카카오 모카 카페 아인슈페너블랙 카카오 라떼 밀크소프트 아포카토

SERVICE

Non Coffee 논 커피
 

허니 레드 자몽티 얼그레이 밀크티허니 레몬 티

녹차 라떼

로얄 밀크티

더블 초콜릿

Black Cacao
Mocha

Honey Red
Grapefrut Tea

Green Tea Latte Double Chocolate

Honey Lemon Tea Royal Milk Tea Earl Grey Milk Tea

Black Cacao
Latte

Café
Einspänner 

Milk Soft Icecream 
Affoga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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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ing Coffee일정기간 각 산지별로 엄선된 원두를 

소량 로스팅하여 원두 본연의 풍미가 가득한 

필터브로잉 핸드드립

브루잉 커피 

SERVICE

케냐 사토시 나카모토
풍부한 향과 감귤류 산미. 과일의 단맛과 깊은 바디감

에티오피아 부테린
꽃향과 새콤한 과일 산미, 달콤한 단맛과 청량한 바디감

브라질 머스크
친숙한 향과 달콤한 산미. 고소한 단맛과 중후한 바디감

과테말라 탭스캇
중후한 향과 산뜻한 산미, 은은한 단맛과 묵직한 바디감

콜롬비아 투링
가벼운 향과 고풍스러운 산미. 그윽한 단맛과 부드러운 바디감

Keya Satoshi Nakamoto

Ethiopia Buterin

Brazil Musk

Guatemala Tapscott

Colombia 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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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테리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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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 카페에 주어진 설계 과업은 개별적인 만남을 수용하

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밋업이라는 집단적인 만남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수월하도록 하는것과 블록체인이라는 개

념을 카페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평소에는 커피를 즐기며, 가벼운 모임이나 스터디 공간으

로 활용 할 수 있고, 밋업이나 세미나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그 

기능과 성격이 바뀌는 공간의 가변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

습니다.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착안한 정사각형의 큐브를 상징 요소 활

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하였습니다.

건축가 유진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커뮤니티 공간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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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글자를 입체 큐브를 활용하여 제작 하여 블록체

인을 시각적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큐브가 모여 전

체를 이루는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커

뮤니티 공간인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를 상징합니다.    

블록이 모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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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간 구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월넛 계열의 차분한 브라운과 블루 컬러로 구성하여 밋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환되는 정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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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페에서 볼 수 없는 Display placement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보

제공 및 Meetup의 장소임을 주지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많은 공간을 차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로에 대한 대

안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코쿤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코쿤 공간

블록체인을 형상화 한 큐브 형태의 조명 

천정 조명은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의 대표 상징요소로써 블록체인을 형상

화 한 500여 개의 큐브형태의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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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되고 간결화된 바구조는 바리스타의 역동적인 작업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며, 

고객에게 무언의 소통과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오픈되고 간결화된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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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의 블록체인 이념과 기술 발전을 리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호화페 플랫폼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명예의 전당



27

좋은 커피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경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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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건강한 

커뮤니티 정착을 선도합니다.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
10F. 702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www.decentre.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