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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앱을 뚝딱! 

앱뚝딱 서비스 소개서 



모바일앱 시대 

그리고, 업체의 고민 

www.appdd.co.kr 

언제까지 배달앱에 매달 꼬박꼬박 부담되는 배달수수료를 내실 건가요? 

언제까지 내 고객을 플랫폼 서비스에 주실 건가요? 

하 지 만 ! 진 입 장 벽 높은 개발비 운영의 어려움 긴 개발 기간 

모바일앱을 가지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힘든 상황 

시장을 선도하는 70여 대형 브랜드가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모바일 고객을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앱뚝딱’으로 1) 나만의 브랜드 앱을! 
2) 무료로! 
3) 대형 브랜드 앱과 같은 기능으로 

브랜드 충성 고객을 모으세요! 

회원-멤버십 스탬프 포인트/마일리지 e쿠폰 선불카드 

배달 사이렌오더 기프트샵 매장/상품 소개 이벤트/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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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뚝딱 서비스 

핵심가치 

개발비 

무료 

자사 

전용 앱 

멤버십

기능 

주문 

기능 

10분 

완성 

- 나만의 브랜드 앱을 

- 개발비 없이, 무료로 

- 멤버십,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자신만의 브랜드 앱을 가질 수 있는  

앱호스팅 플랫폼입니다. 

앱뚝딱 홈페이지(www.appdd.co.kr)에서 문의하세요! 

사용문의 

전화문의  

 

이메일 문의 

홈페이지    

 

070-4325-0916 

(010-9117-4858) 

appdd@dwider.co.kr 

www.appdd.co.kr 

 

: 

 

: 

: 앱 전문가가 방문해 귀사의 앱을 만들어 드립니다! 

http://www.app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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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뚝딱 서비스로 

‘뚝딱’ 앱만들기 

스타벅스, 이디야, 도미노피자, 교촌치킨 등과 

동일한 기능의 나만의 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새로운 기능을 

바로 나만의 모바일앱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비는 무료이고, 

저렴한 월정액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멤버십 서비스 회원 등급 제도 모바일 e쿠폰 모바일 스탬프 

포인트/마일리지 e프리퀸시 e기프티샵 모바일 선불카드 

모바일 배달 주문 모바일 픽업 주문 선주문(사이렌오더) 비회원 QR코드 주문 

방문 예약 모바일쿠폰 유통 SNS 연계 웹포스 기능 

매장 소개 상품 소개 브랜드 소개 게시판 – PUSH 알람 

저렴한 월정액료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대형 브랜드 모바일앱과 동일한 기능 그대로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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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뚝딱 레퍼런스 

퀴즈노스 

아마스빈 

커피:니 

 스탬프 10개 적립시 혜택 제공 

 충전형 선불카드(Q-카드) 

 딜리버리/Q-오더 주문 

(모바일 PG 포함) 

전국 매장수 100개 샌드위치 브랜드 

 나만의 캐릭터 설정 

 스탬프 13개 적립시 혜택 제공 

 포인트 적립 기능 

 쿠폰/포인트/스탬프 선물하기 

전국 매장수 200개 버블티 브랜드 

 회원등급제-니 적립 

 스탬프 12개 적립시 혜택 제공 

 충전형 선불카드 

 선불카드 선물하기 

전국 매장수 200개 카페 브랜드 

3개 브랜드가 앱뚝딱으로 자체 모바일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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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