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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닷컴
토탈 마케팅
프 로 그 램

ALL IN ONE
TOTAL 

MARKETING

2016

매장 운영에 바쁜 김사장님이
10가지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한 비결?

메뉴판닷컴 토탈 마케팅 독점공개!

一石十鳥
Killing Ten birds with One stone.

돌 한 개를 던져 10마리의 새를 떨어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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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홍보, 마케팅부터 컨설팅까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맛집 정보 사이트 ‘메뉴판닷컴’에게 맡기세요! 

국내외 포털 사이트, 금융사, 리조트, 네비게이션, 모바일 서비스 등 제휴사와의 연계 프로모션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언론 홍보 등 토탈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

모바일기반 유료멤버쉽 서비스

금융,통신등 제휴사VIP회원+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10~30% 할인혜택 제공

맛집, 펜션, 호텔 등 5,000여개 
할인가맹점

-

-

-

-

-

국내 최초의 맛집 전문 블로거 체험단

1:1 카카오톡 상담센터 운영

SMS기반 가맹점주 지원서비스 운영

회원 : 500만명(메뉴판)

파워블로거 : 200명(Frist)

출시일 

다운로드 수

앱스토어 

가맹점

2012년 7월 8일

300만건

대한민국 1위

1만개

운영 서비스
라인업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본사위치

전국지사

메뉴판닷컴

이원우

1995. 0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5(프린스타워 13층)

분당성남지사, 일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부산지사

Company 
Overview

국내 최대 맛집·요리 포털

국내유일 맛집토탈 POS시스템

모바일 실시간 맛집랭킹 No.1 무료쿠폰 어플

멤버쉽 할인 서비스 맛집 블로그 체험단

문의전화 02)2017-7770회사소개 l HISTORY & LINE UP

국내 최대 외식 전문 포털 사이트 ‘메뉴판닷컴’ 
20년간 한결같이 맛집 정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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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구글, MS빙, 줌 등 5大 포털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한 폭넓은 홍보

통신, 금융, 지자체, 리조트 등

포털 외 각종 매체들을 통한 소개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사이트 : 전국맛집TOP1000 가맹점 대상

웹문서 : 메뉴판 가맹점, 추천맛집 등 대상

맛집검색서비스 : 전국맛집TOP1000 가맹점 대상

글로벌 포털사이트

지역정보 : 전국맛집TOP1000 가맹점 대상

국내 지도 NO.1 서비스

테마지도 : 메뉴판닷컴 추천 테마지도 서비스

지역정보 : 전국맛집TOP1000 가맹점 대상

알집 ESTsoft의 새로운 포털사이트

아하줌 : 맛집 Q&A, 요리 Q&A 대상

중국No.1 맛집O2O & 세계3대 메신저

맛집검색서비스 : 2억 5천 중국인 대상 한국 맛집

정보 한국 독점공급, 6억 위챗메신저 회원대상 가

맹점정보 노출

국내 No.1 리조트 전지점 제휴

리조트 주변맛집 : 지점별 주변 맛집 정보제공

농협과 함께만든 로컬서비스

더맛쿠폰 : NH 전용쿠폰 가맹점 대상

더맛쿠폰 모바일 : NH 전용쿠폰 가맹점 대상

맛집정보제공 & 월렛서비스

U스푼

U+월렛

: 맛집 비서 서비스

: U+ 전용 전자 지갑

맛집정보제공 & 월렛서비스

후후

KT클립

: 스팸방지 서비스 맛집정보제공

: 맛집정보 및 쿠폰정보제공

순정네비서비스 & 만도 Mappy

네비게이션 : 현대자동차 오너 & Mappy 앱 회원 대

상 월간 테마별 추천맛집, 가맹점 위치 등 정보제공

MS윈도우 공식포털 서비스

맛집검색서비스 : 메뉴판닷컴 가맹점 대상

문의전화 02)2017-7770PARTNERSHIP l 제휴사 서비스 안내

메뉴판닷컴 제휴사 
국내 최고 맛집 컨텐츠! No.1 제휴사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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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S100
바이럴

 +
광고형

S300
바이럴

 +
      형αα

S200
바이럴

 +
     형α

M15
기본등록형

M20
체험광고형

M30
블로그
집중형

1. 

1) 

2) 

2. 

1) 

2)

3)

4)

3. 

1) 

2) 

3) 

4)

전용홈페이지 기본타입 제공

전문 포토그래퍼 촬영 (외관, 내관, 이미지 10컷)

PC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관리 / 호스팅 / 매장정보 운영 대행서비스 제공

통합마케팅 지원(메뉴판닷컴 + 제휴사 + 블로그 + 키워드)

블로거 체험단 "기미상궁" 정기상품 지원

우리매장 상호명 검색 네이버 파워링크AD 지원

메뉴판닷컴 AD 제공 (신규맛집, 윙배너, 지역별 맛집찾기 정보 노출)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기 등록 노출지원  

유상전용 업주지원 서비스

매장 관리 및 통계를 위한 업주전용 관리툴 [파트너스센터] 제공

매장 인터넷 예약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제공

리뷰 추천 및 답변기능 제공 등 차별화된 전용서비스 제공

전문담당자 케이터링 & 블로그 마케팅 상담 및 지원

문의전화 02)2017-7770상품 소개 l 프로모션M 상세 내역

기본 등록형 프로모션 M상품 
매장 마케팅을 처음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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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리뷰 & 댓글 기능

컨텐츠 노출 서비스

네이버 키워드 광고 & 포털검색기 & 블로그 마케팅

기미상궁 체험신청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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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 맛집(웹)오늘의 추천 맛집(모바일)

M15
기본등록형

M20
체험광고형

M30
블로그
집중형

S100
바이럴

 +
광고형

S300
바이럴

 +
       형αα

S200
바이럴

 +
     형α

한번 계약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까지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01. 매장 홈페이지 기본타입+전용홈페이지 제공

02. 메뉴판닷컴 배너광고

03. 전국맛집TOP1000 오늘의 추천코너 노출

04. 보장형 바이럴마케팅 + 블로그체험단 진행

05. 네이버/다음/구글/언론사 등 키워드 광고 진행

06. 포털검색마케팅 진행(사이트,웹문서,오픈캐스트 등)

07. 제휴사 정보제공시 최우선 노출

08. 500만 메뉴판닷컴 전체 회원대상 이메일 홍보

09. 오프라인 홍보물 제공(Y배너+액자+인증서 등)

문의전화 02)2017-7770상품 소개 l 프로모션S 상세 내역

프로모션S 패키지 상품
One Step, Full Package! 

+@ upgrade

+@ upgrade

+@ upgrade

+@ upgrad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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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페이지매장 전용 홈페이지 기본 홈페이지

3. 언론 보도기사 서비스

2. 보장형 바이럴 마케팅 + 블로그체험단 + 키워드광고 

1. 기본홈페이지 + 매장 전용 홈페이지(전용도메인, 포털사이트 등록 포함)

현재 진행중인 상품 혜택 기본 제공 +@ 추가 혜택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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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공유하기 기능PC용 홈페이지

스마트폰 홈페이지

S200M30 S100M20M15 
메뉴판닷컴

마케팅 프로그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 시스템
전문촬영 사진
상세정보 취재

온라인예약
+ 쿠폰발행

구글 번역
(영/중/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페이지

등록 동시 포털
+ 제휴사 노출

내부 광고 노출 영역 l 메뉴판닷컴 매장 원페이지 등록

메뉴판닷컴 PC·Mobile 원페이지
전문가가 촬영하고, 매장 담당자가 관리해주는

문의전화 02)201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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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상궁 업체 상세페이지기미상궁 메인 페이지

S200M30 S100M20M15
메뉴판닷컴

마케팅 프로그램

촬영 홈페이지 검색 & 광고체험단

내부 광고 노출 영역 l 기미상궁

국내 유일 맛집전문 블로거 체험단서비스
500만 메뉴판닷컴 회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문의전화 02)2017-777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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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0M30 S100M20M15 
메뉴판닷컴

마케팅 프로그램

Y배너 제작

인증서 제작

스티커 제작

상패 제작

배너 기획부터, 

디자인, 인쇄까지 

한번에! 

우리 매장 홍보물, 

매장에서

받아보세요!

내부 광고 노출 영역 l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도 메뉴판닷컴
기획·디자인·제작을 한번에

문의전화 02)2017-777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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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한/ENG/中/日) 메뉴판 Y배너 제작 서비스

외국인 접객우수 인증서

GP가맹인증 POP(목재, 양면 금형)

GP카드 바우처 (1년권/1달권) GP카드 가맹인증 스티커

메뉴판닷컴

마케팅 프로그램
GP카드 가맹점 무료 제공 혜택

GP카드는?

전국 맛집, 펜션, 호텔 등 

프리미엄 가맹점에서 

10%~30% 무제한 할

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멤버쉽 서비스입니다.

메뉴판닷컴 가맹점

요청시 즉시 무료가맹

내부 광고 노출 영역 l 유료 멤버쉽 서비스

GP카드  맛집, 호텔, 펜션 10%이상 할인서비스 
글로벌 프리미엄 서비스 GP카드!

문의전화 02)201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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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스테이크 맛집] 통합검색 결과

[삼성동 맛집] 사이트 노출 [삼성동 맛집]  통합검색 결과

S200M30 S100M20M15
메뉴판닷컴

마케팅 프로그램

블로그

카페

지역

사이트

통합검색

키워드광고부터 

블로그 마케팅, 

언론홍보까지…

무엇이든 

‘메뉴판닷컴’이 

대신 해드립니다!

언론홍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포탈사이트
키워드AD

네이버 AD

구글 AD

문의전화 02)2017-7770외부 광고 노출 영역 l 네이버 광고영역 소개

‘네이버 광고’ 메뉴판닷컴이 대신 해드립니다!
‘네이버 광고’ 하고 싶지만 너무 바쁘다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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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데이트 맛집]  사이트 노출 [성북 데이트]  통합검색 결과

블로그

보도자료

통합검색 사이트 : 정확도순

메뉴판닷컴을 통해 우리매장 홈페

이지가 등록되면, 해당 “지역 맛집” 

키워드를 포함하여 네이버, 다음

(예정)등에 사이트 정보로서 등록

되게 됩니다. 

공신력있는 맛집정보서비스 업체

로서 자체적 촬영과 매장관리를 통

한 품질관리와 저작권문제가 없는 

오직 메뉴판닷컴 만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노출 키워드

강남역 맛집, 명동 맛집, 홍대 맛집, 신촌 맛집, 이태원 맛집, 가로수길 맛집, 종로 맛집, 대학로 맛집, 일산 

맛집, 수원 맛집, 분당 맛집, 부산 맛집, 해운대 맛집, 속초 맛집, 강릉 맛집, 춘천 맛집 등 1만여개 노출 중

네어버 모바일 사이트 키워드검색

문의전화 02)2017-7770외부 광고 노출 영역 l 네이버 광고영역 소개

메뉴판닷컴을 통해 광고가 아닌 홍보하세요!
우리 매장 홍보, 광고 티나는거 싫은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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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세요.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해있지만, 

사실 강남역 상권에서 눈에 잘 띄는 메인 거리에 있

지 않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김

세중 팀장을 만나게 되어 메뉴판닷컴과 연을 맺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홍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론

에도 소개되고 방송도 몇 번 타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덕분인지 젊은 층 손

님들이 확 늘었고, 매장이 강남의 골목 지하에 있어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들 잘 찾아와 주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 인연이 단골을 만들었죠.

어떻게 우리 가게를 알려야 할 지 막막했을 때, 메뉴

판닷컴을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8년간 

인연을 지속해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구요.  메

뉴판닷컴의 전문 포토그래퍼와 디자이너가 작업해

준 배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쿠폰 등록 기능

을 적극 활용했어요. 예약 손님에게 드리는 혜택 쿠

폰을 제공하고, 다소 손님이 적은 시간에 할인을 해

드리는 할인쿠폰도 다양하게 제공했죠. 이런 혜택에 

메리트를 느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메

뉴판닷컴과 마케팅을 시작하면서부터 손님이 늘더

니, 이제는 매스컴도 타는 잘 나가는 음식점이 되었

습니다. 그래도 메뉴판닷컴과 인연을 지속해오는 이

유는 안정적으로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랜 인연이 단골을 만드니까요.

서울 서대문

다성 
신재선 대표

비수기 걱정이 사라졌어요!

장어라는 메뉴가 어른들 모시는 특별한 날이나 야외 

나갔을 때 아니면 몸보신철에만 호황을 누리는 메

뉴라서 공휴일 말고는 매출이 적어 걱정하던 찰나에 

우연히 메뉴판닷컴이란 회사를 알게 돼 수년간 홍보

를 해왔습니다. 메뉴판닷컴에서 우리 가게의 장어 

맛이나 서비스가 좋다는 온라인마케팅을 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어 전문점이 

되었고, 얼마 전 매장을 이전했는데도 주중, 주말 상

관 없이 손님이 꾸준하게 많이 찾아주셔서 매출도 

안정되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전

임진강장어 
박근혜 대표

서울 강남 

아이해브어드림
이승진 대표

문의전화 02)2017-7770성공 사례 l SUCCESSION CASE

메뉴판닷컴을 만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본 코너는 메뉴판닷컴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나 효과적인 음식점 홍보를 경험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운영하시는 음식점에 맞는 마케

팅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세요! 

12

��[1-12].indd   12 2016-04-13   �� 6:35:19



국내최초 태블릿 미니포스

스마트 POS 무료 임대 프로그램

스마트 POS 시스템
전자메뉴판 , 주문용POS

추가상품
체크포스와 연동가능

02)2017-7744메뉴판닷컴 스마트mPOS 사업팀 무료임대문의

외부 싸인패드 스마트폰으로 보는

톡뷰 - CCTV
금전함주방프린터

A7, HMK081, HP283
바코드 스캐너

태블릿  분리 가능 >

고성능 태블릿 단독 사용 가능 >

전자메뉴판

-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전자메뉴판APP을  

   스마트 POS와 연동가능

- 소비자가 가맹점의 메뉴를 확인하고 직접 주문!

주문용POS

-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주문용 POS APP을  

   활용하여 스마트 POS와 연동가능

- 메인 POS와 주문용 POS 실시간 연동

- 태블릿을 이용해 서빙 담당자가 이동하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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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닷컴  |  TEL. 02)2017-7700  |  FAX. 02)512-1158

주소 (137-80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5(프린스타워 13층)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담당자 부재시 문의전화 : 02)2017-7770

A
LL IN

 O
N

E
 M

A
R

K
E

TIN
G

파워링크
강남맛집 메뉴판닷컴 www.menupan.com

강남맛집 추천, 분위기 좋은 맛집, 회식 장소 추천

블로그
강남 OOO브어드림 메뉴판닷컴 추천 데이트코스

주말에 오빠랑 갔던 강남맛집, 데이트 코스 추천해요~

저렴하고 맛있는데 분위기도 짱 좋아요.

사이트
OOO브어드림

강남지역 근처 맛집, 추천메뉴 및 가격정보, 쿠폰 제공

www.menupan.com/restaru...음식, 요리 > 음식점

뉴스
[강릉맛집] 현지인들이 맛집으로 인정한 강릉 3대 마약짬뽕

한 번 맛집이라 소문이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맛을 

확인하러 오는 미식가들이 늘고 있는 요즘, 맛집에...

강남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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