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선된 음식점들과 함께
기업의 음식 복지문화를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배송부터수거까지.

늘새롭고 더편리한 ‘푸딩‘서비스가직장의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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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장소, 원하는시간에 맞추어따듯

하게 즐기실수 있도록세팅합니다.

식사

식사 이후뒷처리는 푸딩에게

맡기세요.식사 중발생한 쓰레기는

푸딩이깨끗하게 수거해갑니다.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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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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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담쟁이
육회비빔밥



• 비용지원으로비효율적인식대지원복지

• 반복되는점심스트레스로구성원의만족도하락

• 외부식사시 CODIV-19로인한불안감

• 점심시간을활용한휴식및자기계발불가

• 점심시간배달주문시 90분이상의배달시간소요

• 정해진예산으로효율적인식대관리

• 맛집큐레이션을통한구성원의취향식단제공

• 별도의투자없이사내식운영

• 여유로운점심시간을활용한사내문화형성

• 매월데이터리포트제공으로구성원의입맛성향확인가능

오늘은뭘먹을까? 

또고민이네...

점심마다줄서는시간이

10분.. 내아까운점심시간!

배달시켜먹을까,    

근데 90분후도착!?
시간딱맞춰배달왔네,

수거도깔끔히정말편하다!

점심뭐먹을지 고민끝!

음식도내입맛에딱맞네!

점심시간이여유로워졌어!

새로운취미를가져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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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가장고민하는점심시간
기업상황에맞는점심복지, 푸딩을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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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형태로오피스푸드정기배송서비스를제공합니다.

합리적인가격으로푸딩을만나보세요.

MEAL BOX
도 시 락 서 비 스

다양한브랜드, 질리지않는 음식

합리적인식사 서비스

• 최소 주문인원 10명

• 큐레이션서비스

• 배송, 수거 서비스

• 임직원전용 앱(12월 중 출시예정)

• 관리자전용 관리페이지

• 월별 데이터리포트

• 실시간 CS 상담

₩8,000 ~ ₩12,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10명

영양과맛이 함께 고려된

자율 식사서비스

• 최소 주문인원 20명

• 큐레이션서비스

• 배송, 수거 서비스

• 임직원전용 앱 (12월중출시예정)

• 관리자전용 관리페이지

• 월별 데이터리포트

• 실시간 CS 상담

₩11,000
1인기준 / 최소주문인원 20명

비용 협의

기업 특성에최적화된

맞춤형식사 서비스

• 최소 주문인원협의

• 큐레이션서비스

• 배송, 수거 서비스

• 현장 상주서비스

• F&B 컨설팅서비스

• 임직원전용 앱 (12월중출시예정)

• 관리자전용 관리페이지

• 월별 데이터리포트

• 담당 매니저배정 및 CS

BUFFET BOX
뷔 페 서 비 스

CUSTOMIZING
맞 춤 서 비 스



다양한브랜드, 개성있는음식

합리적인가격의푸딩큐레이션

맛집들의수 많은 음식을기업의 특성에맞는 메뉴 큐레이션을통해제공합니다.

합리적인가격으로 다양한외식 브랜드를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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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으로제공되는푸짐한음식

매일새로운음식을즐기세요

따듯한음식은 따듯하게, 신선한 음식은신선하게 배송할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박스에 담아먹기 좋게 배송해드려요.

선물상자를열어보는 기분으로뷔페 박스를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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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특성에맞춘구성으로

최고의만족도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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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활기찬 시작을위한 조식, 맛과 영양 밸런스뿐만 아니라, 환경까지고려한 친환경패키지의 중식,

언제든지간편하게 즐길수 있는 Grap&Go, 다양한 구성의스낵바 등기업의 식사문화 전체를 새롭게구성해드립니다.



기업 특성에맞는 다양한외식 브랜드의음식이 준비됩니다.

특별한날, 푸딩과함께 특별한 음식을즐기세요.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

푸딩 기업 케이터링 서비스

외식 브랜드의전문가들이음식의 맛 뿐만아니라,

칼로리, 건강까지 생각하여특별하게만드는 음식입니다.

활기찬아침을 위해 푸딩과함께하세요.

간편한 한끼,

조식 ·샐러드 ·과일 정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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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구성, 서비스등 다양한항목을 기업 특성에

맞추어즐기실 수 있는 COSTOMIZING 서비스입니다.

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식사 서비스



자택 근무자를 위한 푸딩의새로운 서비스!
새벽배송으로 신선하게만나보세요.

COVID-19와함께 찾아온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자택근무.

자택근무로 지친직원들에게푸딩의 새벽배송서비스를제공해보세요.

따듯하게즐길 수있는국과, 든든한메인메뉴, 각양각색의반찬까지!

이제는집에서도 푸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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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내용

• 재택근무자주소지로 든든하고

맛있는밀박스를 배송해드립니다.

• 1회 3~4인분의 식사를아이스

박스에꼼꼼하게 포장하여배송해

드립니다.

1. 직원 주소지, 주당이용 횟수를

취합하여푸딩에 전달합니다.

2. 협의된일자에 음식을수령하여

배송됩니다.

3. 최소 3일 전 발주 수량수정 및

취소가가능합니다.

1회 1인 진행 횟수에따라 책정되며

예산에따라 진행 횟수를조절 할 수

있습니다.

• 다섯가지구성 – 회당 20,000원

• 일곱가지구성 – 회당 25,000원

• 열가지구성 – 35,000원

진행방법 서비스 단가

오피스푸드정기배송서비스를자택에서도만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편리하게자택배송푸딩을만나보세요.



푸딩이특별하게 엄선한브랜드에서 맛있는식사를 제공합니다.

가족과함께 즐기실 수있는 5종 반찬 구성으로준비되어 있어요.

재택근무자의스트레스관리를위한언택트배송

근무자의심리적연결성과신체컨디션을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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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3일 소비자에게 실제제공 된 메뉴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따듯하고
간편하게

아이스박스로
꼼꼼하고
신선하게

3인분용량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총 3~4인분 구성으로아이스박스에꼼꼼하게 포장해서보내드려요.

전자레인지용기를 사용하여따듯하게, 편리하게 즐기실수 있도록정성껏 준비했어요.

(3~4인분은 반찬 5종 기준입니다.)

저염식으로건강하게,

3인분구성으로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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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푸딩과함께만나보세요
기업의점심 시간,

300여개 맛집, 1000여가지 메뉴를

푸딩과함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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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맛있는음식을제공하는것은이제그만!

푸딩만의특별한큐레이션을통해맞춤형식단이제공되고있습니다.

기업의특징을 분석하여꼭 맞는 식단을제공해드립니다.

피드백을통해 매일 매일업그레이드되는음식들을 만나보세요.

기업정보취합 선호도분석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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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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B사 C사

닭가슴살
버거

3.8 4.3 3.2

전주비빔밥 4.2 3.3 3.9

토마토
파스타

4.0 3.8 3.7 0

2

4

6

맛 간 양 가격

분석결과

위표는데이터예시로,쌓이는데이터에따라

분석되어정교한큐레이션이가능합니다.

한식선호도가높음

한식위주의식단으로큐레이션서비스

직원들만의실제메뉴별 평점확인가능

분석결과

피드백

취식자의피드백을 통해맞춤형 큐레이션은계속해서 진화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을통해 간편하게피드백하고, 기업에 맞는메뉴를 제공받으세요.

똑똑하게, 
푸딩피드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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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패키지로제공되는식사와 접촉을최소화한 언택트배송을 통해

기업과구성원을 안전하게지킬 수 있습니다.

식당,편의점 등 사람이붐비는 장소에서벗어나세요.

안전하게, 
접촉을최소화 한언택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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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을도입한누적 고객사수 206개

푸딩으로 식사하는 누적소비자 수 21,560명

푸딩에서 제공 된 누적 인분 수 336,720분

많은기업들이푸딩 서비스를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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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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했던식사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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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2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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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