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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원두를 사용해 콜드브루 판매하는
프레시카페
류창현 프레시 대표 (아이디어팩토리)

프레시카페는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류창현(29) 대표가 2019년에 오픈했다.

양하게 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주메뉴는 콜드브루 제품이다. 콜드브루는 차갑다는 뜻의 ‘콜드(Cold)’와 끓이다·우려내다는 뜻의

프레시카페의 콜드브루는 고객들이 정기 배송을 할

‘브루(Brew)’의 합성어로, 차가운 물을 이용해 커피를 추출한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일반 커피

만큼 인기가 좋다. 광주대학교에 100여개를 정기 납

와 달리 차가운 물을 사용해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다.

품한다.

콜드브루 커피는 제조하는데 500mL 기준 8시간이 걸릴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만

창업 후 보람을 느끼는 순간으로 류 대표는 “단골손

큼 정성이 필요한 음료다. 프레시 카페는 콜드브루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원두의 종류를 다양화했

님이 늘어갈 때”라고 말했다. “하루 이틀 방문하던 고

다. 류 대표는 “일반적인 콜드브루가 1가지 원두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프레시는 원두 종류를 다

객들이 어느 순간 단골손님이 돼 있어요. 그때 무척
흐뭇해요. 그뿐 아니라 커피에 대한 호평이 이어질 때
도 뿌듯해요.”
직장 생활을 하던 류 대표에게 창업은 새로운 도전이
었다. 평소 창업에 대해 생각을 하던 류 대표는 과감
히 직장을 그만두고 용기를 내 대출받고 창업에 도전
했다. 창업 전 2년 동안 카페에서 일하며 준비과정도
거쳤다.
프레시카페가 위치한 광주 북구가 도시재생 사업 지
역으로 선정되면서 호재도 생겼다. 류 대표는 지난해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에 맞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
까 생각을 해봤어요. 카페를 활성화해 누구나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 그 생각을 정리해 아이템으로 제출했죠.”
류 대표는 최근 디저트를 공부하며 메뉴를 확대할 예
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류 대표는 “식당, 호프
집 등 다양한 창업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업종의
매장을 개점하고 하나로 묶어 법인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한 만큼 기업을 만
든다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싶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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