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직접 구워서 만드는 수제 도넛 까페 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빵은, 인디언 소녀가 화살을 쏘아서 우연히 도넛이 탄생되었다는 이야
기로  ADOTTE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BRAND - Motive 



BRAND – Symbol Design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글레이즈 도넛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개발과 외국 유수업체들과 기술제휴를 통해 

전용 프리믹스 및 자동 도넛 머신을 자체 개발하여 탄생시킨  

프리미엄 즉석 글레이즈 도넛 전문 브랜드 입니다. 

기본적인 맛의 원걸프 글레이징 외에 한국적인 맛을 살린  

단호박 향의 도넛, 쫄깃한 식감을 살린 츄잉마블 등  

꾸준히 새로운 맛의 도넛을 연구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즉석 글레이징 도넛 

Donut 



Donut 



Domestic Doughnut Market - Analysis 

 
• 외식산업 침체와  웰빙 바람에도 불구 최근 수년간  연 30~40%의 고속성장 
 

• 현재 국내 도넛 시장의 규모는 약 8,000 억원 이상으로 추정 
 

• 던킨도넛의 독주체제에서, 후발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로 경쟁 가속화 

2011년 기준 
도넛 브랜드 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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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automatic machines! 
 

•시간당 500개 생산  

•공정의 자동화 

• 에코 그린화 (전기 절약) 타사 대비 35% 절약. 

• 위생적 설계 (전체 스테인리스사용) 

• 보수 유지가 간편함 

• 전세계 온라인 애프터 서비스 

• #4m의 소형화, 전 매장 설치 가능. 

   모든 백화점 및 대형, 중형 슈퍼 마켓 가능 



  준비기 

 확산기 

-전국 망 구축 

(150개 매장) 

-해외브랜드 수출 

-코스닥상장 

 (3차년도 이후) 

- 컨셉 보완 

- POS 구축 

- PR 강화 

- 매뉴얼강화 

  도입기 

-지역가맹점 확산 

-브랜드 인지향상 

-이익실현 체계화 

  정착기 

-가맹점 증폭 

-브랜드파워 강화 

-유통다각화 

-기술개발 

1차년도 
2차년도 

 Vision 



 3rd year expected sales 

-3차년도 달성시 

 > 총매출 264억 

 > 순이익 80억원 

단위: 백만원 



  브랜드 매장 수 연 매출 

국내 

1,000개 약2,000억원 

60개 600억원 

국외(일본) 
  

1,300개 1조원 

Strong Players of Domestic Doughnut Market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장 수 
21개 

매장 수 
50개 

매장 수 
90개 

300
억 

48억 
600억 130억 

1000억 260억 



Brand Essence 



BI 



Signboard Overviw & Extra interior 



Signboard Overviw & Extra interior 



Brochure (Front) 



Brochure (Back) 



Package Art work 



Package Art work 



Cup Carrier 



Paper Bags for Doughnuts Mug Cups (for coffee) 

Paper Cups_Take out (Christmas ver.) 

Paper Bags / Mug & Paper Cup Design 



Uniforms / Paper Finger Tongs 



Vehicles Application 



Franchise Opened Conditions 

가맹점개설 9천100만원 
도넛 기계 포함 

* 부동산 보증금 제외한 순수 가맹점 개설비 

X X 

 (15평 이상기준)        
 본사보증금             10,000,000            15,000,000            5,000,000  
 가맹비              5,000,000  

          13,000,000     기획 관리비              3,000,000  
 교육비              1,500,000  
 인테리어 (15평)             45,000,000            44,500,000          30,000,000  
 간판             15,000,000            15,000,000          10,000,000  
 메인장비           100,000,000          113,000,000          16,000,000  
 기타장비             45,000,000            39,500,000          10,000,000  
 도넛기계              20,000,000  
 총계           224,500,000          240,000,000          9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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