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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ck off
 Discovery & Collaboration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을 통하여 브랜드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Setup & Tooling
Production-ready sample
2단계에서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 구현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 제작을 준비합니다. 

Production
 Built to order
 공정에 맞게 제작을 진행 및 포장하여 브랜드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합니다. 

Design
Definitive Concept & Design Sketch
브랜드와 컨셉을 확정짓고, 2D 시안을 작업하여 전달합니다.

ABOUT DOCHWI

당신만의 이야기를 담는 방법

도취는 주류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장하는 맥주 시장에서 당신만의 효율적인 프로모션을 위해 도취와 함께 
고민해보세요. 마케팅 기획부터 제품과 공간 기획, 창의적인 디자인, 
공학적 설계, 맞춤 주문 생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취는 홀로 맥주를 즐기고 싶은 단 한명의 고객부터 멋진 펍을 운영하는 사장님.
소규모 크래프트 양조업체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대기업 맥주 회사까지 
수 많은 고객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맥주 시장에서 
멋진 문화를 선도하는 도취와 함께하세요.

BEER
맥주시장

DOCH
한국맥주소품 도취

자,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BUSINESS PROCESS



POCM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모두 담아낸 효과적인 POCM을 기획합니다. 
도취의 기획은 디자인과 생산 설계, 그리고 합리적인 견적까지 제공합니다. 

도취와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판매 성과를 경험하세요.

· · · · · ·



· · · · · ·TAP HANDLE

맥주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결정체! 탭 핸들을 원하시는 형태와 소재로
 제작해드립니다. 또한 강한 마찰로 탭 핸들 조립 방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FLS(FRICTION LOCKING SYSTEM) 타입의 탭 핸들을 함께 문의해보세요. 

Moonbear Brewing 제주맥주 가나다라 브루어리 Pilsner Urquell Magpie Brewing TSINGTAO

Asahi Carlsberg Fundamental Brewing Vaneheim REDROCK Rein Deutsch

The Booth Brewing Moo and Beber SK D&D KABREWCaligari Bavaria

최소주문수량

MOQ
소재

나무
수량

50EA
소재

레진
수량

100EA
※ 3D형태 기준※ 단순 로고 및 형태 기준

소재

복합
수량

300EA
※ 3D기준 레진+나무

안동맥주 Fuller’s Galmegi Brewing Gorilla Brewing BREITBACH Whasoo Brewery

The Born Seoul Brewery Praha993 Hand&Malt Kozel Okinawa

FASTFIVE Holiday Brewery 거제맥주 Moonbear Brewing 아리랑브루어리 The Whot



LED PANEL GOODS

메뉴판, 제품포스터 어느 이미지라도 가능합니다.
빛나는 액자에 당신의 브랜드를 담아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볼까요? 

LED PANEL은 가장 선호하는 사인물입니다.
맥주를 즐기는 다양한 소품에 당신의 브랜드를 담아 고객에게 선사하세요. 



GLASS SAMPLER

어떤 잔에 따르냐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맥주.
우리 브랜드의 맥주에는 어떤 잔이 어울릴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로고를 표현할 수 있는 당신만의 글라스를 선택해보세요.

여러가지 맥주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고급스러운 샘플러 세트로 다양한 맛을 제안해보세요. 



COASTER OPENER & KEG COLLAR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맥주잔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고객의 눈길은 당신을 향합니다.

병을 따는 고객의 손에도, 맥주를 구분하는 한 장의 종이에도
당신의 브랜드를 쥐여주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세요.



CLIENT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