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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우기술은 가상화, 오픈소스 Database 등 IT 분야의 핵심 솔루션과B2B/B2C 분야를 아우르는 10여개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게임/영화/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 다우키움 그룹 ]
“86년 다우기술에서 출발한 다우키움그룹은 키움증권, 다우데이타, 사람인HR 등 IT, 금융, 서비스, 건설분야의

국내 외 2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그룹입니다.”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키움증권㈜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저축은행

㈜이머니

키움에셋플래너

Finance

(주)사람인HR

㈜알바인

㈜멀티비츠이미지

㈜키다리스튜디오

Content & Service

(주)다우와키움

Construction

(주)다우인큐브

한국정보인증㈜

㈜미래테크놀로지

다우대련, 다우재팬㈜

바로북

IT Solution

(√KOSDAQ)

(√KOSPI) (√KOSPI)

(√KOSPI)

(√KOSDAQ)

다우기술 소개 운영사 소개

회사 명 주식회사 다우기술 대표이사 김 윤 덕

업종 S/W 개발용역, 광고 외
주요사업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SI) 및 컨설팅,
IT 아웃소싱,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 수 600여 명

회사 설립일 1986년 1월 9일 (1997년 8월 27일 KOSPI 상장) 2015년 매출액 2,5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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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365 서비스 소개 What is 배달 365?!

배달365는 사용자 주변의 배달 음식점 정보를 쉽게 찾고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기반 생활 편의 서비스 입니다

APP, WEB, SK B TV, KT olleh TV, LG U+G TV 등

국내 최대 서비스 제공 채널

주문부터 결제까지 ONESTOP으로!!

배달365 할인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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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배달365?!배달365 할인주문 서비스

매장 이용수수료 4.5% ~ 9.9% (VAT포함)

업체 최저 수수료 실현!

• 배달365에서 매장의 음식 선택 및 결제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한 One-Stop 온라인 주문 시스템!

• 타사 대비 최소 2% 할인 지원을 하는 배달앱 최저가 서비스

배달365는 타사 대비 최소 2% 할인 지원을 하는 배달앱 최저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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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배달365?!서비스 업데이트 기록

• 출시일 : 2012년 3월 30일 (배달맛집 시즌1 출시)

• 누적 다운로드 : 400만건 (2016년 04월 기준)

하루 방문자 수 50,000명!

하루 주문 발생건수 18,000건!

T스토어 1위! PLAY스토어 최상위 랭크!

2012.03.30
배달맛집 APP 서비스 오픈

2012.07.02
배달맛집 APP 100만 다운로드 달성 (배달어플 최단기간)

2012.10.11
배달맛집 WEB 서비스 오픈

2012.12.10
배달맛집 APP 시즌 2 오픈

2013.10.14
배달맛집 빠른결제 오픈 (ONESTOP 주문결제 서비스)

2014.07.01
“㈜다우기술” 배달맛집 사업 양수 (KOSPI 상장사)

2014.10.27
배달맛집의 새로운 이름 배달365 APP 오픈

2015.03.27
맛집 배달대행 서비스 ‘부탁해’, 전국 택배맛집 ‘맛집만나요’ 전격 오픈

2015.06.04
‘최대할인, 최대적립’ 서비스 고객 리워드 혜택 개편 오픈

2016.02.15
배달앱 최초 현금주는 매장 서비스 오픈

2012년 출시 해 누적 다운로드 400만건 배달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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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365 장점

[할인주문] [100% 당첨룰렛] [카카오톡로그인][조르기결제]

• 할인주문 첫결제 시 2,000원
할인 및 최소 2% 기본 할인, 
최대 5% 리워드 적립 적용

• ARS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 수
단 제공

• 매일 매일 복불복 룰렛 이벤
트를 통해 최신노트북, 상품
권, 할인주문 쿠폰 등 다양
한 상품 제공

• 배달앱 최초 조르기 서비스, 
메뉴 선택 후 지인이 대신
결제해 주는 흑기사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계정으로 간단하
게 클릭만으로 로그인이 가
능한 기능 제공

적립,할인 기능 외 간편한 로그인, 조르기 결제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365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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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365 현금주는 매장
배달책자와의 만남, 현금보상 시스템을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배달365 서비스 기능

현금주는 매장 • 현금주는 매장에 동일한 번호로 3회,5회,7회(택1) 주문 시 현금으로 교환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 주문 1회당 스탬프 1개가 적립되며 , 스탬프 현황 문자 발송

•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로 배달 앱 최초 도입

※텔패스 이용 매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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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365 광고 노출배달365 PUSH 메시지

타겟 PUSH 메시지

① 메시지 영역

• (광고) 타이틀 문구 노출

② 이미지 영역

• 임펙트 있는 안내 문구

및 쿠폰명 노출 가능

• 노출 예시

<배너샘플>

회원들에게 PUSH 메시지를 통해 광고/쿠폰/이벤트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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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365 팝업&배너

메인 팝업 플러스 메인 배너 플러스 매장 리스트 배너

배달365 광고 노출

배달365 첫 접속 시, 
무조건 노출!

배달365 모든 사용자에게
고정 노출!

특정 지역 및 카테고리
타게팅 가능

배달365 앱 내 팝업, 배너를 통해 광고/쿠폰/이벤트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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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자료

배달365 언론 보도 자료(2016)

▶ 매일일보 (2016/02/15) ▶ CCTV뉴스 (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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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자료

배달365 언론 보도 자료(2015)

▶ 아주 경제 (2015/06/03) ▶ 조선일보 (201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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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자료

배달365 언론 보도 자료(2014)

▶ 이데일리 (2014/12/23) ▶ 동아일보 (2014/11/04 )



Thank you

지역정보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