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된 음식점들과 함께
기업의 음식복지문화를개선시키고있습니다.

배송부터수거까지.

늘새롭고 더편리한 ‘푸딩‘서비스가 직장의식사를 책임집니다.

한결여유롭게 식사시간을즐기세요.

정기서비스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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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특성 및 소비자의선호도를

반영하여최적화 된 메뉴를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컨설팅

푸딩은고객사의 피드백을분석하여

공급사에게전달합니다.

매일 매일우리 기업의입맛에 맞추어

발전된음식을 만나볼수 있습니다.

조리

푸딩의전문 배송기사가특별 제작된

보온백으로안전하게 배송합니다.

배송

직원들의식사 시간이달라도 식은 밥을

먹지 않아도됩니다. 푸딩의 온장고에서

언제든지 따듯한 식사를 만날 수있어요.

식사

식사 이후뒷처리는 푸딩에게

맡기세요.식사 중발생한 쓰레기는

푸딩이깨끗하게 수거해갑니다.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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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비빔밥
전주비빔밥

소반애찬
소불고기정식

고피자
페페로니 1인피자

질할브로스
랩오버라이스

약 300여개의맛집브랜드의

1000여가지메뉴를만나보세요.

고객사의피드백을 반영한 1:1 맞춤 관리가 이루어지며,

푸딩의큐레이션 시스템을통해 도출된다양한 메뉴가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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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 BOX 상품안내

고객사의환경에 맞게도입할 수 있도록다양한 상품을제공합니다.

가벼운가격에, 든든한한끼

비용 부담없이저렴하게즐기세요.

• 최소 주문인원 50명

• 배송 서비스

• 수거 서비스

• CS 서비스

다양한브랜드, 개성있는음식

합리적인가격의 푸딩큐레이션.

푸딩만의특별한 큐레이션에

신선한디저트까지 제공됩니다.

₩6,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50명

• 최소 주문인원 10명

• 맛집 큐레이션서비스

• 온장고서비스 무상 제공

• 고객 피드백서비스

• 고객사입맛 분석 데이터제공

• 전문 CS 상담

• 1:1 방문 CS 상담

• 배송 서비스

• 수거 서비스

₩8,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 최소 주문인원 10명

• 프리미엄맛집 큐레이션서비스

• 온장고서비스 무상 제공

• 디저트포함

• 고객 피드백서비스

• 큐레이션데이터 제공

• 전문 CS 상담

• 파트 별전문가 상담

• 배송 서비스

• 수거 서비스

₩10,000 ~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인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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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가격에, 든든한한끼

비용부담없이저렴하게즐기세요.

푸딩이특별하게 엄선한브랜드에서 맛있는식사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나맛있는 메뉴를만나보세요.

구성 – 밥, 국, 메인찬1, 반찬4

₩6,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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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브랜드, 개성있는음식

합리적인가격의푸딩큐레이션.

맛집들의수 많은 음식을기업의 특성에맞는 메뉴 큐레이션을통해제공합니다.

합리적인가격으로 다양한외식 브랜드를만나보실 수있습니다.

₩8,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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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만의특별한큐레이션에

신선한디저트까지제공됩니다.

푸딩이가진 프리미엄메뉴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때때로즐기는 신선한과일, 달콤한디저트까지.

매일 매일특별한 이벤트,푸딩과 함께식사 시간을즐기세요.

₩10,000 ~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더담쟁이
연잎밥&언양불고기

정정식
횡성한우육회비빔밥

아시안테이블
아시안테이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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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리미엄서비스의특별한선물!

다양한디저트메뉴와함께해요.

오늘은어떤 디저트를먹게 될까? 

식사의시작과 끝을 책임지는다양한 디저트를함께할수 있어요.

푸딩과함께 세상의 다양한디저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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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맛있는음식을제공하는것은이제그만!

푸딩만의특별한큐레이션을통해맞춤형식단이제공되고있습니다.

기업의특징을 분석하여꼭 맞는 식단을제공해드립니다.

피드백을통해 매일 매일업그레이드되는음식들을 만나보세요.

기업정보취합 선호도분석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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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푸딩과 함께만나보세요
기업의점심 시간,

300여개 맛집, 1000여가지 메뉴를

푸딩과함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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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푸짐하게.

푸딩뷔페식을즐겨보세요.

한식, 양식, 중식, 분식 등다양한 메뉴의 식단을제공합니다. 

식사 메뉴부터디저트까지, 다양하게구성된 메뉴를제공받으세요.

₩가격협의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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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한식사시간이될수 있도록

다양한식단을제공해드려요.

매일 먹던평범한 뷔페식과는다른 푸딩만의메뉴 구성!

다양한외식브랜드의 메뉴를기업에서도즐길 수 있습니다.

1동 101호
돼지불고기정식

지구밥
치킨스테이크 &
파스타

르베지왕
연어장 &
신선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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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옵션으로

풍성한식탁을만들수있어요.

신선한과일, 샐러드바, 달콤한디저트까지!

구성원입맛에 맞게 다양한옵션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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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사공간의동선까지고려하여

최적의식사환경을구성해드려요.

푸딩의정기 배송 서비스는단순히 음식을제공하는 것으로끝나지 않아요.

식사 공간을최적화하여즐거운 식사를만끽할 수 있게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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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한끼,

조식 ·샐러드 ·과일정기서비스

매일 아침준비되는 따듯한음식부터 싱싱한샐러드, 과일까지!

활기찬하루를 푸딩과함께하세요.

₩4,000 ~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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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활기찬아침을준비할수 있도록,

푸딩이특별한음식을제공합니다.

외식 브랜드의전문가들이음식의 맛 뿐만아니라,

칼로리, 건강까지 생각하여특별하게만드는 음식입니다.

활기찬아침을 위해 푸딩과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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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특별한음식
푸딩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

기업 특성에맞는 다양한외식 브랜드의

특별한날, 푸딩과함께 특별한 음식을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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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를배정해 기업행사의 특징에 맞추어

알맞는형태로 메뉴들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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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특별함을 느낄수 있도록

시즌별, 컨셉별로 이벤트를꾸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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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특별함을 느낄수 있도록

시즌별, 컨셉별로 이벤트를꾸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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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특별함을 느낄수 있도록

시즌별, 컨셉별로 이벤트를꾸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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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특별함을 느낄수 있도록

시즌별, 컨셉별로 이벤트를꾸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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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맛, 간, 양, 가격에대한 만족도 조사

서비스 : 푸딩 서비스에대한 전반적인만족도 조사(메뉴, 배송, 수거 등)

이외 피드백

설문항목

메뉴/고객사 A고객사 B고객사 C고객사

닭가슴살버거 3.8 4.3 3.2

전주비빔밥 4.2 3.3 3.9

토마토파스타 4.0 3.8 3.7 0

2

4

6

맛 간 양 가격

분석결과

위표는데이터예시로매일쌓이는데이터에따라

분석되어정교한큐레이션이가능합니다.

한식선호도가높음

푸딩의피드백시스템을활용해

기업의취향을정확히파악하여큐레이션합니다.

한식위주의식단으로큐레이션서비스

직원들만의실제메뉴별 평점확인가능

분석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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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을도입한누적고객사수 206개

푸딩으로 식사하는 누적소비자 수 21,560명

푸딩에서 제공 된 누적 인분 수 336,720분

많은 기업들이푸딩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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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셋팅, 수거가비용추가 없이저렴한 비용으로직원들에게최상의 복지를제공할 수 있게되었어요.

“꿈의 회사구글못지않죠!” [43세/회사대표]

푸딩을이용한 뒤로는 ‘점심으로 뭘먹을까?’라는 고민에서 ‘점심 먹고 뭘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점심 메뉴를고민하지않는게 이렇게 좋은일인지 이제서야알았네요.

“메뉴 고민 NO!” [25세/직장인]

식당까지갔다 올 필요가없고 바로 식사를하 수 있어서 점심 시간의여유가 늘어났습니다.

“점심 시간이늘어났어요!” [29세/직장인]

정기 서비스

평균 만족도

4.3/5

푸딩 오피스푸드 서비스를이용하면
평범했던 식사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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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2길 21

mailto:service@fooding.io
http://www.fooding.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