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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구매고객에게 커피나무 모종을 증정하여, 고객이 직접 커피나무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상용으로 

키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커피나무 성장과정을 관찰하는 재미와 커피열매를 통해 커피믹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체험마케팅안을 말한다. 본 커피나무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의 구매욕구와 

감성을 자극하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고객사은품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모션 개요INTRODUCE PROMOTION

커피나무
프로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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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PROMOTION

커피나무
프로모션 소개

02
대형마트 프로모션 진행: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프로모션 채널 (권장) 대형마트 부동의 매출 1위 품목: 커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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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무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다년생 쌍떡잎 식물이다. 열대성 상록교목(perennial evergreen)

으로 꼭두서니(rubiaceae)과의 코페아(coffea) 속(屬)에 속한다. 파치먼트(parchment)라 불리우는 커피 씨앗을 

심은 후 40~60일이 지나면 싹이 튼다. 9~18개월이 지나면 50~70cm 정도로 성장하며, 3~4년이 지나면 

커피를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다. 커피나무는 기후나 토양 등 성장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는데, 보통 아라비카의 경우 2~4m, 로부스타의 경우 4~6m 정도 성장하게 된다. 수확을 위해 경작된 

커피나무의 종류는 2m의 작은 나무부터 3m의 중간크기, 5m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아라비카 커피나무의 

꽃은 곁가지의 잎겨드랑이에 맺히며, 5~6개의 꽃잎을 가진 2~19개의 흰색 꽃송이가 개화된다. 가루받이 후 

꽃은 시들고 체리(cherry)라는 열매가 맺힌다. 처음 녹색을 띄고 있는 체리는 기후와 환경에 따라 아라비카는 

7~9개월, 로부스타는 9~11개월 동안 익어가며, 지름 1.5cm정도 크기의 붉은색 열매로 성숙된다.

커피나무 개요

03

PRODUCTS PROPOSAL

커피나무
상품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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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패키지 구성: 커피나무 + 커피컵상품구성안

PRODUCTS PROPOSAL

커피나무
상품기획안

+ =

커피나무 모종 커피컵 패키지구성



02 상품구성안

PRODUCTS PROPOSAL

커피나무
상품기획안

일조조건:  직사광선은 가급적 피하고, 약간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따듯한곳

1. 브랜드/제품광고, 홍보 (포장박스)

재배온도: 상온 15~25도 유지

             (5도 아래의 추운온도에 취약)

물 주 기: 물은 3일에 한번 충분히 주고 배수를 잘해줄 것

7



01 마케팅 차별성

EXPECTED EFFECTS

커피나무
기대효과

감 성 마 케 팅

체 험 마 케 팅

경쟁회사 대비 마케팅 우위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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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무 포장박스겉면표지광고 활용

02 광고·효과

9

EXPECTED EFFECTS

커피나무
기대효과



EXPECTED EFFECTS

커피나무
기대효과

SNS를 통한 커피나무
이용후기 작성유도

커피나무를
Marketing Remind
고객경품행사 진행

03 Remind 마케팅

10

열매사진/개화 및 재배후기 마케팅



01 납품일정 및 방법

EXPECTED VALUE

커피나무
예상견적

납품일정
발주 후 10 일이내 상품공급

납품방법
지정장소 일괄배송/입고

T E 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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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VALUE

커피나무
예상견적

02 비용견적

1. 커피나무 공급가
₩ 1,000원 (부가세 별도)

2. 포장박스 제작가
₩ 250원 (부가세 별도)

총 합계금액
₩ 1,250원 (부가세 별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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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회사연혁

회사명 : 모비웍스 

대표이사 : 신 현 복 

본사/물류센터 소재지 : 경기도 여주준 흥천면 귀백리 86번지 

대표전화 : 031-883-0303

09 1110 1312

2011.1. KT 임직원 복지폐쇄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1.2. 교직원공제회/

          교총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1.3. 대한송유관공사 복지폐쇄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1.4. 한화그룹 임직원특판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1.5. 공무원 복지폐쇄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2. 3. 모바일 커머스

           컨텐츠 공급/판매 

2012. 5. 모바일 마케팅 및

           프로모션 대행

2012. 9. 모바일 광고대행

2010. 1. 새마을금고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0. 2. 신협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0. 3. 삼성그룹 임직원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0. 4. 동원 F&B 상품공급계약체결

2010. 5. KT&G KGC 라이프앤진/이체

           복지폐쇄몰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0. 6. 하림 상품공급계약체결

2010. 7. 푸드머스 상품공급계약 체결

2010. 8. 삼성에버랜드 

           상품공급계약체결           

2009. 7. 회사설립

2009. 8. 인터넷쇼핑몰 사업 출범

2009.10. 여주물류센터(120평규모) 구축

            - 냉동/냉장설비 완비



COMPANY ORGANIZATION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영업본부 경영지원 본부

영업지원팀영업팀 재경팀

복지폐쇄몰/종합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쇼핑몰 입점/
판매상품소싱/
쇼핑몰MD/
기업특판

모바일 상품권/
할인쿠폰 마케팅 대행

웹디자인 

주문/발주관리 

물류/배송관리 

고객센터

회계관리

정산관리

인사관리

총무

임직원 복리후생



LOGISTICS CENTER

물류센터소개

물류센터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86번지

물류센터 규모

물류센터 전경

상온창고냉동창고-10평*2동

냉장창고-5평*1동

1) 60평*1동
2) 50평*2동
3) 30평*1동



MOBIWORKS

모비웍스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86번지

대표전화 : 031-883-0303

F    A    X  :  031-88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