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북 모바일쿠폰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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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북 서비스 제안배경
‘모바일 쿠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할인혜택 또는 선지불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전자티켓을 모바일 기기로 전송받아 사용
하는 형태의 쿠폰입니다.

 모바일 쿠폰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
1) 스마트폰의 확산
2) SNS 서비스의 활성화로 쿠폰서비스 판매 증대
3)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의 할인 구매 욕구 증가
4) 결제 및 사용 편의성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7,000억원

“마케팅 활동 증가”

4,000억원
1,000억원

2011

2013

2015

※ 국내 주요 모바일 쿠폰 거래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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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북 서비스 소개

도넛북
www.donutbook.co.kr

도넛북은 ㈜다우기술에서 선보이는
모바일쿠폰 서비스입니다.
도넛북은 MMS서비스를 기반으로 실물상품의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서비스로 각 제휴사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를 이용하여 POS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브랜드 제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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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북 서비스 소개

1. 신개념 모바일 커머스

2. 무선 메세지 기반

3.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Mobile Marketing Power

MMP지수
UP

실물상품을 유/무선에서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오프
라인 매장에서 즉시 교환

수신 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MMS로 장문의 메시지 및 이미지 등
컨텐츠 첨부 가능

모바일 기반의 마케팅툴로써
고객 유형별로 특화된 프로모션 가능
투자 비용대비 마케팅 효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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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북 서비스 특장점 - 문자발송 서비스
 안정성이 확보된 문자발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1일 최대 20만 건 이상의 모바일 쿠폰 발송 가능(MMS기준)
사이트 발송 (B2C)

01. 도넛북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 선택 후 발송

02. 휴대폰으로 MMS 바코드 수신

03. 매장에서 실상품 교환

대행발송 (B2B)

01. 개별당당자 배정 후 상담

02. 발송 요청서 작성/대행발송

03. 발송완료 후 발송결과 전달

02. 고객사 연동시스템 개발 지원

03. 실시간 발송 시스템 연동

연동발송 (B2B)

01. 연동시스템 요청 및
개발 가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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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북 서비스 특장점 – 다양한 브랜드 상품
도넛북은 80여개 브랜드의 1,85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상품은 물론 B2B 전용 상품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대표 브랜드 상품
식음료 – SPC, CJ 등 대표 브랜드 상품

엔터테이먼트

쇼핑상품권

편의점 교환권

주유권

7/ 12

도넛북 서비스 특장점 – 효과적인 마케팅 툴
빠르게 변해가는 마케팅 시장에서 도넛북 모바일쿠폰은 많은 고객사의 담당자들이 편리한 마케팅 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모바일 사이트 지원 가능

배송상품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고객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 공급 가능
(오후 6시 이후는 CS의 관계로 지양)

고객사 담당자들이 편리하게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 최고의 개발 기술력 제공

마케팅 활동 진행 및 절차 간소화
고객 유형별 타겟 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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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용 발송 서비스

B2B 전용발송 서비스는 그 동안 축적된 모바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B2B
고객사

다우기술

발송 요청

대상확인 및 협의

대행발송 – 발송신청서 작성

2

연동발송 – 발송시스템 연동

3

사이트 구축 – 전용 발송시스템 구축

고객

쿠폰수령 및 교환

B2B 전용발송 서비스 혜택

대량발송에 따른
할인혜택

연동발송
개발지원

대량발송시
도넛포인트 적립

법인카드결제

발송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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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용 발송 서비스 - 구축사례

 금융사 전용 모바일 쿠폰 발송 시스템 구축

구축 범위

구축 효과

- 모바일 쿠폰 판매 페이지

- 발송 프로세스 개선

- 모바일 쿠폰 발송 페이지

- 실시간 결과 확인 및 CS관리 가능

- 발송캠페인 및 정산 관리

- 시스템을 통한 정산관리를 통해 미수금 발생 방지
- 상품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10/ 12

주요 고객사 – B2C
 B2C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우기술 운영팀이 직접 운영
쇼핑몰

오픈마켓

카카오톡

이베이코리아

복지몰

신한금융투자

위메프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GS 홈쇼핑

키움증권

삼성생명

금융

NHN 몰

BC카드 라운지몰

SC은행

일반기업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천재교육

전자랜드

윤선생영어교실

인터파크비즈마켓

11/ 12

주요 고객사 – B2B
 B2B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전용 발송 사이트 개발 및 대행발송으로 진행
일반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나눔로또

NHN

씨티은행

르노삼성자동차

삼성SDS

삼성메디슨

KBS

위메프

사람인HR

교원

SBS골프

BC카드

SC은행

키움증권

IBK 기업은행

금융

신한금융투자

통신사

SKT

LG U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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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설 립 일 : 1986년 1월 9일
대표이사 : 김 윤 덕
상 장 일 : 1997년 8월 27일 증권거래소
자 본 금 : 224.3억 원
자산총계 : 6,632억 원
종 업 원 : 536명
매 출 액 : 2,513억 원 (2015년)
사업분야 : 기업용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통합 및 컨설팅
홈페이지 : www.daou.co.kr
주 소 :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 6층, 7층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19층
연 락 처 : 070-870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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