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 카페 제안서

‘꽃’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피고 지는 ‘꽃’
그 꽃이 너무 예뻐서
너무 향기로워서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한송이의 꽃차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120시간
꽃 본연의 색, 향,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손과 온도만으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꽃차를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성과 노력을 당신께 선보입니다.

꽃을담다는 안전한 꽃을 사용합니다.

매년 꽃을담다는 직접 발로 뛰며 농가를 찾아갑니다.
철원, 홍성, 공주, 포항, 제주, 포천 등
생산지에서 직접 확인한 국내산 꽃만을 선별하여
경기도 구리 소재의 꽃을담다 Mini Factory에서 가공합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꽃차를 만들어갑니다.

꽃을담다는 우리땅에서 자란 우리 꽃을
사람의 손과 온도만으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茶
茶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꽃을담다 미니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든 꽃차는
품목별 식약청 등록은 물론 제품별 식품안전검사까지 마친
믿을 수 있는 Flower TEA입니다.

Flower Teastick
플라워티스틱

꽃을담다는 아름다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플라워티스틱은 꽃을담다가 자체개발한 상품으로
제조기술특허 및 디자인특허 등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국내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국내산 꽃과 ‘꽃을담다’만의
제조 노하우를 통해 꽃을담다가 직접 제조하며
연간 한정된 수량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꽃을담다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약 500 여개의 파트너 카페들과 함께 하며 꽃을담다 꽃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artner Hotel

Online Partner Company

Partner Foreign Country

Supporting Agency & Organization

꽃을담다
Certification

벤처기업인증, PMS인증, 메인비즈 인증
기술특허 1건 (메리골드 분말의 제조기술)
상표권 4건 (꽃을담다 (1류, 21류, 40류, 43류))
디자인등록 4건 (음료용 가공 차 플라워티스틱(5개류), 차포장상자)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인증
FDA 승인 플라워티스틱 5건 (국화, 조팝나무꽃, 쑥꽃, 방아꽃, 생강나무꽃티스틱)

꽃을담다
파트너스 카페
꽃을담다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카페 및 꽃집과 함께
우리 땅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꽃차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고객이 주신 사랑을
우리 농민과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나눕니다.
100% 국내산 꽃을 취급하여 우리 농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0년째 임금상승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함께 의미있는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카페와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꽃을담다
파트너매장 가입절차

파트너스 입점 문의

개인카페가 ‘꽃을담다’를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사업자전용 사이트 : http://kkokdampartners.com
이메일 문의 : cs@kkokdam.com
카카오플러스친구 : “꽃을담다 파트너스” 검색 후 친구추가
#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이메일 견적서 수령

꽃을담다 3가지 견적서 이메일로 수령
(1.음료용견적서 2.MD상품견적서 3.옵션견적서)

담당자 유선상담 및

유선상담을 통해 개별 카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제품제안
(지역, 음료가격, 카페 형태에 따른 세부사항 상담)
사업자전용 사이트 회원가입 후 등급결정

사업자전용 사이트 회원가입

- 파트너스 플라워 등급 : 음료파우치 및 MD제품을 모두 사용하는 파트너스
- 파트너스 리프 등급 : 음료파우치 만을 사용하는 파트너스

사업자전용 사이트에서
구매 및 입금 후 택배수령

온라인 재발주

사업자전용 사이트 내 파트너스 스토어 탭에서 제품구매 후 무통장입금
- 모든상품은 CJ택배로 발송되며 영업일기준 2~3일 내 수령가능

별도 추가상담없이 사업자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별 탭에서 재발주
www.kkokdampartners.com

꽃을담다의 아름다운 TEA를
‘차메뉴’로 사용해보세요

“4,000원 받고 티백 하나 나가기가 민망할 때가 많았는데,
꽃을담다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손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구요”
대부분의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화된 TEA메뉴를 소개해드릴께요.
눈, 코, 입을 만족시키는 꽃을담다의 프리미엄 꽃차를 통해
차 한잔에 감성과 퀼리티를 담아보세요.
월 500잔 이상 꽃차스틱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카페로고도 함께 인쇄해서 특별 제작해드릴게요.
꽃을담다와 함께 보다 높은 퀄리티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세요.

꽃을담다의 아름다운 TEA를
내 카페에서 ‘선물’로 판매해보세요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음료 판매 이외에 MD상품군을 두어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료만으로 수익구조를 만들기엔 인건비도, 월세도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꽃을담다 파트너스 카페는 제품판매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꽃을담다의 제품을 파트너스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꽃을담다의 전 제품은 식약청 및 위생검사 기관의 안전검사를 마친
안전한 제품이며 미국FDA와 ISO22000등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제품판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후 파트너스 입점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글 작성해주시면 유선을 통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제공 혜택

0. 꽃차 활용법 교육
개별 카페에 적합한 메뉴 및 제품 교육을 통해 꽃을담다 활용 가이드를 드립니다.

1. 디자인 작업 대행 (메뉴판, POP, 입간판배너)
디자이너가 없어 메뉴판, POP 제작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도움드리고자
꽃을담다의 전문 디자이너가 가벼운 디자인 작업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2. 시즌별 선물세트 전용 띠지 제공
꽃을담다는 특별한 선물로 고객분들의 높은 사랑을 받고있는 브랜드입니다.
매년 1월(설날), 5월(스승의날,어버이날), 9월(추석) 등 시즌에 맞는 선물세트를
특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띠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카페관련 전시회 입장권 제공 (한정수량)
꽃을담다는 매년 8회 이상 국내 외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카페쇼, 커피엑스포, 카페앤베이커리쇼등
전시회의 입장권을 한정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4. 오프라인 선물구매 희망 고객 지역 매장 매칭
오프라인 구매 희망고객 지역매칭 통해 파트너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리스트 Q&A

0. 파트너스 가입절차가 어떻게되나요 ?

6. 꽃차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초도거래는 파트너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도와드립니다.

꽃차는 제조일 기준 24개월 보관가능하시며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이후 재구매부터 파트너스 사업자 전용 사이트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별도 가입비용 없음)

*과일이 포함된 리프레시플라워 워터는 제조일 기준 12개월 입니다.

1. 판매 가격의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

7. 상품 수령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음료메뉴의 경우 상권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파트너스님 기준으로 가격책정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수령하고 3일 이내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회수처리 및 새제품 변경 가능합니다.

MD상품의 경우 꽃을담다 선물세트 소비자가 기준으로 가격책정 부탁드립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은 어렵습니다.

2. 플라워티스틱 로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

8. 등급에 따라 납품가도 다른가요 ?

월 500잔 이상 구매 가능 시 한쪽면에 해당 카페로고로 변경가능합니다. (상세내용문의)

납품가는 동일합니다. 다만 MD상품까지 판매하시는 플라워등급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계좌이체만 가능한가요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현재 계좌이체로만 진행하고있습니다.

9. 사업장 주변의 꽃을담다 납품업체를 알 수 있나요 ?
파트너스 전용 사이트 내의 매장현황 탭에서 가능합니다.

4. 별도 필요한 꽃차 이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꽃을담다 인스타 및 공식사이트 이미지 중 원하시는 이미지 말씀주시면 전달드립니다.

5. 꽃차 종류별로 맛을 알 수 있을까요 ?
인기가 많은 꽃차 종류는 상담 시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맛은 사업자용 샘플키트를 통해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꽃을담다 파트너스’ 친구추가를 통해 문의주세요.

꽃을담다 제품가이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용도의 제품

제품 상세

미니꽃차 (3g)

오리지널꽃차 (10g)

플라워티스틱 세트

꽃차 선물세트

-

-

-

-

소비자가격 : 14,000원

소비자가격 : 28,000원

소비자가격 : 25,000원

소비자가격 : 28,000원~

제품수 : 8종

제품수 : 8종

제품수 : 4종

제품수 : 8종

국화, 쑥꽃

국화, 쑥꽃

국화, 쑥꽃

메리골드, 맨드라미

메리골드, 맨드라미

구절초, 방아꽃

아카시아, 목련,

아카시아, 목련,

구절초, 벚꽃

구절초, 벚꽃

미니꽃차 2종세트
미니꽃차 3종세트
미니꽃차 4종세트
2+1 미니세트
2+1 오리지널세트
2+2 미니세트
꽃차 나비티백 6종세트
꽃차 나비티백 3종세트

28,000원
42,000원
56,000원
30,000원
40,000원
45,000원
36,000원
18,000원

제품 상세

나비티백 (3개입)

나비티백 (10개입)

리프레시플라워워터 (10개입)

-

-

-

소비자가격 : 6,000원

소비자가격 : 18,000원

소비자가격 : 25,000원

제품수 : 6종

제품수 : 6종

제품수 : 3종

목련, 구절초

목련, 구절초

레몬 & 국화

메리골드, 맨드라미

메리골드, 맨드라미

자몽 & 맨드라미

아카시아, 국화

아카시아, 국화

오렌지 & 메리골드

제품 상세
미니꽃차 Mini Flowertea

14,000원

MINI
FLOWERTEA
꽃을담다 미니꽃차는
국내산 꽃만을 선발하여 가공되었으며
품목별 식약청 등록은 물론 제품별
식품안전검사까지 마친 믿을수 있는
Flower Tea 입니다.

맨드라미꽃차

메리골드꽃차

아카시아꽃차

Cockscomb

Marigold

Acacia

쑥꽃차

국화차

목련꽃차

Mugwort

Chrysanthemum

Magnolia Kobus

구절초꽃차

벚꽃차

Siberian Chrysanthemum

Cherry Blossom

제품 상세
오리지널꽃차 Original Flowertea

28,000원

ORIGINAL
FLOWERTEA
꽃을담다 오리지널꽃차는
국내산 꽃만을 선발하여 가공되었으며
품목별 식약청 등록은 물론 제품별
식품안전검사까지 마친 믿을수 있는
Flower Tea 입니다.

맨드라미꽃차

메리골드꽃차

아카시아꽃차

부드러운 향과 고소한 맛

특유의 향과 달달한 맛

싱그러운 향과 달콤한 맛

쑥꽃차

국화차

목련꽃차

시원한 향과 깔끔담백한 맛

산뜻한 국화향과 편안한 맛

알싸한 향과 달콤한 맛

구절초꽃차

벚꽃차

야생화의 향과 은은한 맛

은은한 향과 달달한 맛

제품 상세
플라워티스틱 Flower Teastick

FLOWER
TEASTICK
꽃을담다 플라워티스틱은
꽃을담다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연간 한정된 수량만 생산됩니다.
전량 수작업으로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꽃차입니다.
(디자인등록, 기술특허 출원)

국화티스틱 세트

25,000원

국화티스틱 5개입 | 음용설명서

구절초티스틱 세트

25,000원

구절초티스틱 5개입 | 음용설명서

쑥꽃티스틱 세트

25,000원

쑥꽃티스틱 5개입 | 음용설명서

방아꽃티스틱 세트

25,000원

방아꽃티스틱 5개입 | 음용설명서

25,000원

제품 상세

PREMIUM
GIFT SET
소중한 사람을 위한 꽃을담다만의
특별한 꽃차 선물세트

미니꽃차 2종 세트

28,000원

미니꽃차 3종 세트

미니꽃차 4종 세트

42,000원

56,000원

1.구절초+쑥꽃+메리골드

1.메리골드+쑥꽃+구절초+아카시아

2.구절초+아카시아

2.맨드라미+벚꽃+국화

2.목련+벚꽃+맨드라미+국화

3.맨드라미+벚꽃

| 대나무집게 & 음용설명서

| 대나무집게 & 음용설명서

1.메리골드+쑥꽃

| 음용설명서

쑥꽃차

아카시아꽃차

메리골드꽃차

목련꽃차

맨드라미꽃차

구절초꽃차

국화차

벚꽃차

제품 상세

PREMIUM
GIFT SET
소중한 사람을 위한 꽃을담다만의
특별한 꽃차 선물세트

꽃차 나비티백 3종세트

티스틱&꽃차(오리지널) 세트

40,000원

18,000원

꽃차 나비티백 6종세트

1. 메리골드, 목련,국화

티백 6종

2. 맨드라미,구절초,아카시아

| 나비티백홀더6종

티스틱&꽃차(미니) 세트

30,000원

티스틱&꽃차(미니)2종 세트

36,000원

45,000원

오리지널꽃차 1개 (메리골드,쑥꽃)

미니꽃차 1개 (메리골드,벚꽃)

미니꽃차 2개(메리골드+쑥꽃,목련+벚꽃)

| 플라워티스틱 2개 & 음용설명서

| 플라워티스틱 2개 & 음용설명서

| 플라워티스틱 2개 & 음용설명서

제품 상세
나비티백 3EA Butterfly Teabag

6,000원

BUTTERFLY
TEABAG
꽃을담다 나비티백은
꽃에 나비가 앉는 모습을
표현한 디자인제품입니다.
나비가 앉은 꽃차 한잔과 함께
바쁜 하루, 작은 ‘쉼’을
느껴보세요.

메리골드꽃차 티백

6,000원

아카시아꽃차 티백

6,000원

국화차티백

6,000원

메리골드꽃차 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아카시아꽃차 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국화차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참 좋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꽃 한 잔’

‘아직 나는 순수한걸’

목련꽃차 티백

6,000원

맨드라미꽃차 티백

6,000원

구절초꽃차 티백

6,000원

목련꽃차 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맨드라미꽃차 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구절초꽃차 티백 3개입, 나비티백홀더 3개입

‘너가 많이 보고싶어’

‘사랑해, 정말 많이’

‘꽃처럼 예쁜, 나’

제품 상세
나비티백 10EA Butterfly Teabag

18,000원

BUTTERFLY
TEABAG
꽃을담다 나비티백은
꽃에 나비가 앉는 모습을
표현한 디자인제품입니다.
나비가 앉은 꽃차 한잔과 함께
바쁜 하루, 작은 ‘쉼’을
느껴보세요.

메리골드꽃차 티백

18,000원

아카시아꽃차 티백

18,000원

국화차티백

18,000원

메리골드꽃차 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아카시아꽃차 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국화차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참 좋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꽃 한 잔’

‘아직 나는 순수한걸’

목련꽃차 티백

18,000원

맨드라미꽃차 티백

18,000원

구절초꽃차 티백

18,000원

목련꽃차 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맨드라미꽃차 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구절초꽃차 티백 10개입, 나비티백홀더 10개입

‘너가 많이 보고싶어’

‘사랑해, 정말 많이’

‘꽃처럼 예쁜, 나’

제품 상세
리프레시 플라워워터 Refresh Flower Water

자몽 맨드라미 워터

오렌지 메리골드 워터

1ea

1ea

2,500won

1box

25,000won

2,500won

1box 25,000won

레몬 국화 워터
1ea

2,500won

1box 25,000won

25,000원

꽃을담다 음료제품가이드
카페에 판매되는 음료용도의 제품

FLOWER
TEA SAMPLER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카테고리별 소량포장
샘플 패키지입니다.

플라워티스틱
샘플러

오리지널꽃차
샘플러

리프레시 플라워워터
샘플러

나비티백
샘플러

(국화티스틱 외 4종*2개입 총 8개입)

(메리골드 외 8종*1개입 총 8개입)

(자몽맨드라미 외 3종*2개입 총 6개입)

(메리골드 외 6종*1개입 총 6개입)

파트너스 카페 음료 전용 패키지

FLOWER
TEASTICK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개별포장된 음료용
패키지입니다.

플라워티스틱
20개입 벌크형 파우치
(4종 중 선택)

국화티스틱

쑥꽃티스틱

구절초티스틱

방아꽃티스틱

국화티스틱 20개입

쑥꽃티스틱 20개입

구절초티스틱 20개입

방아꽃티스틱 20개입

파트너스 카페 음료 전용 패키지

ORIGINAL
FLOWERTEA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개별포장된 음료용
패키지입니다.
맨드라미
맨드라미꽃차 20개입

메리골드
메리골드꽃차 20개입

쑥꽃
쑥꽃차 20개입

국화
국화차 20개입

벚꽃
벚꽃차 20개입

구절초
구절초꽃차 20개입

오리지널꽃차
20개입 벌크형 파우치
(8종 중 선택)

아카시아
아카시아꽃차 20개입

목련꽃
목련꽃차 20개입

파트너스 카페 음료 전용 패키지

REFRESH
FLOWER WATER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개별포장된 음료용
패키지입니다.

자몽&맨드라미 워터
자몽&맨드라미 20개입

레몬&국화 워터
레몬&국화 20개입

오렌지&메리골드 워터
오렌지&메리골드 20개입

파트너스 카페 음료 전용 패키지

BUTTERFLY
TEABAG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개별포장된 음료용
패키지입니다.

메리골드꽃차 티백

아카시아꽃차 티백

국화차티백

메리골드꽃차 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아카시아꽃차 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국화차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참 좋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꽃 한 잔’

‘아직 나는 순수한걸’

목련꽃차 티백

맨드라미꽃차 티백

구절초꽃차 티백

목련꽃차 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맨드라미꽃차 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구절초꽃차 티백 20개입, 나비티백홀더 20개입

‘너가 많이 보고싶어’

‘사랑해, 정말 많이’

‘꽃처럼 예쁜, 나’

파트너스 카페 음료 전용 패키지

MUGWORT
MALCHA
POWDER
파트너스 카페 전용으로
제공되는 개별포장된 음료용
패키지입니다.

프리미엄 쑥말차 파우더
어린쑥 100%
180g (약 45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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