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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소개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동대문의 불편한 관행을 개선해 도소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도매가 등록한 상품을 

소매가 쉽게 탐색하도록 상품 정보 전달

소매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도매에 쉽게 주문하도록 주문 정보 전달

소매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 대행 및 B2B 배송 서비스 제공 

주문 정보 중개 결제 및 배송상품 정보 탐색

1.1만 패션 도매상 이용
동대문 전체 도매 매장 중 80% 가입 

전국 12만 패션 소매상 이용
소매 사업자 재방문율 90% 이상

도매 소매



120,000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거래액, 투자액, 가입자수 등 압도적 수치가 신상마켓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동대문 패션 B2B 플랫폼
최초로 누적 거래액 2조 돌파

서비스 오픈 이래
지속적으로 거래액 성장 중

동대문 전체 도매 매장 중
약 80%가 입점한 유일한 플랫폼

가입한 패션 소매 사업자
90% 이상이 재방문하는 플랫폼 

11,000760억
월 거래액 활성 도매 매장수 활성 소매 매장수

2조
누적 거래액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도소매 유저의 사용률과 거래량이 신상마켓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7684만건
누적 상품 등록 수

2334만건
누적 거래처 신청 수

도매 93% / 소매 90%
도소매 사업자 재방문율

2만 4천 건
하루 평균 거래 건 수 

2억 7917만건
누적 찜 수

S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기존 도소매 거래 관행에서 고객이 겪은 불편을 해결해 동대문 패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가 주문한 내역을 
바로 공유해 소통하는 서비스

계좌와 연동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문, 사입, 결제, 배송을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동대문에 직접 방문하기 힘들거나 사입사 이용이 어려운 

소매사업자에게 운영 편의성 제공

주문 히스토리 설명 없이 주문 내역을 공유해 실시간 상담 가능 동대문 최초로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안전 결제 시스템 제공

신상톡 신상페이신상배송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기존 도소매 거래 관행에서 고객이 겪은 불편을 해결해 동대문 패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출수, 클릭수, 찜수, 주문수 등의 수치를 매일 업데이트 하여 제공

도매사업자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을 우선 노출해주는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위치가 외진 도매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상품 노출 기회 제공

도매사업자에게 상품 사진 촬영 및
업로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장 및 상품 홍보 기회가 적은 도매사업자에게 

고품질의 상품 콘텐츠 제공

도매 상품에 대한 거래처(소매) 반응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 

신상애드 신상스튜디오도매 리포트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
신상마켓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도소매 유저들의 리뷰입니다. 

거래처 뚫는다고 애썼는데 지금은 

어플로 신상 확인하고 원하는 옷을 

바로 주문하니 너무 편해요.

소매 사업자 ‘you**’

신상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고 

장바구니 기능도 있어서 집에서 

쇼핑하는 기분으로 사입해요.

소매 사업자 ‘정**’

쇼핑몰 초보자들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이 된 것 같네요.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매 사업자 ‘ㅅㄹ**’

매번 동대문에 직접 가서 신상 

뽑거나 주문하기 번거로웠는데 

신상마켓에서 재주문 건이나 

신상 주문을 쉽게 해서 좋아요.

소매 사업자 ‘ddj**’

신상 업데이트 속도도 굿굿, 사입을 

직접 안 나가도 매일 다양한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소매 사업자 ‘ㅅ**’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 딜리버드
딜리버드는 동대문 의류 사입부터 검수, 재고 관리, 고객 직배송까지 책임지는 올인원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도매 고객소매

동대문 사입 검수/ 검품/ 수선 제품 입고/ 보관 택배발송 및 회수 배송 관련 

책임서비스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 딜리버드
동대문과 소매 판매자, 그리고 고객을 한번에 연결합니다. 

동대문을 가장 잘 아는 딜리버드 팀이 
직접 도매 사입 진행 

동대문 이동/ 방문시간 감소

전 제품 검수, 바코드 관리, 재고 확인, 
반품 재검수 등 물류 서비스 제공

물류 지출 비용 절감

복잡하고 반복적인 물류 업무를 대행해
소매 사업자가 마케팅, CS 집중 가능 

자사 핵심업무 집중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 딜리버드
동대문 패션에 최적화된 올인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거래액 성장률

2021년 거래액

2020년 거래액

2020

2021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딜리버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 거래액 전년 대비 

900% 증가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 딜리버드
딜리버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매 사장님의 리뷰입니다. 

“지방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니, 

물리적인 거리와 단계별 관계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연락과 확인을 거쳐야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상마켓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딜리버드 하나만 관리만 하면 되니 고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쭌 | 강선희 대표님



딜리셔스 회사 소개



딜리셔스 연혁

누적 거래액 1000억 돌파 2016.03
신상초이스 서비스 오픈 2016.05

누적 거래액 500억 돌파 2015.07

풀필먼트 서비스 ‘딜리버드’ 정식 출시 2021.02
신상톡 도소매 채팅 서비스 오픈 2021.03
누적 거래액 2조 돌파 2021.12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패션업계에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딜리셔스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딜리셔스 창업 2011.01

2011

2013 2015 2017 2020

2014 2016 2019 2021

신상마켓 개발 시작 2013.04
신상마켓 서비스 오픈 2013.07

누적 거래액 100억 돌파 2014.08

시리즈A 20억 투자 유치 2017.05
누적 거래액 3300억 돌파 2017.08
신상배송 서비스 오픈 2017.10

시리즈B 160억 투자 유치 2019.04
딜리셔스 사옥 이전 2019.04
당일특급 서비스 오픈 2019.06
딜리셔스 구성원 100명 돌파 2019.08

네이버 투자 유치 2020.03
신상마켓 누적 거래액 1조 돌파 2020.04

2022

시리즈C 570억 투자 유치 2022.01

총 누적 투자액 825억 원 



신상마켓, 딜리버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일푼 10년만에 거래액 1조…네이버도 ‘픽’한 동대문 거상

중앙일보

https://bit.ly/353wqlk

새벽 4시, 쿠팡 물류센터?… 소상공인 전용 ‘동대문 풀필먼트’예요

조선일보

https://bit.ly/3x6mK5f

한국경제 이끄는 제2벤처 붐

채널A

https://bit.ly/3zeCB3x

'발품' 동대문은 옛말…주문부터 배송까지 '클릭'

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4455

신상마켓, 네이버에서 투자유치…'물류 고도화' 나선다

매일경제

https://bit.ly/2Rzz8M2

동대문 패션 도매 플랫폼 신상마켓, 540억 투자 유치... 일본 진출

조선비즈 

https://bit.ly/3EVDq2Y

딜리셔스 미디어 자료



운영 총괄 신사업 총괄 전략 총괄 개발 총괄

(창업 멤버)
서비스 오퍼레이션 담당

(창업 멤버)
신사업 및 초기 디자인 담당

前 베인앤드컴퍼니 이사     두나무, 카카오, 
네이버, 다음 개발자

조현동 이사 변지윤 이사 정창한 이사 이용화 이사

前

제품/조직 총괄

     네이버 신규 서비스
전략/ 기획팀 리드

장홍석 공동대표

前

최고책임자

서비스 구조화 및
초기 개발 담당

김준호 공동대표 

딜리셔스 구성원 소개
신상마켓을 만든 창업팀과 새롭게 합류한 이사진을 소개합니다.



95명
제품

47명
물류

37명
사업

19명
경영관리

6명
임원진

2017.06

2021.12

딜리셔스 구성원 소개

14명 204명

고객의 사업을 쉽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패션 도소매 거래 No.1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풀필먼트, 해외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 중

신상마켓

B2B

패션을 넘어 풀필먼트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한국 패션 시장 규모 (수출입 포함)

출처: KOSIS(통계청), <The State of Fashion 2020:

 Navigating uncertainty> by McKinsey&Company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패션업계에서 동대문 기반의 K패션 거래를 활성화

K패션 체인지 메이커, 딜리셔스

딜리셔스 미래 가치
‘고객의 사업을 쉽고 즐겁게!’ 미션 아래 풀필먼트 비즈니스, 해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Global Market딜리버드

B2B2C

Global
Market

2009 2018 2025

33조

9%

77조

매년 2~3% 성장중

24%

온라인 패션시장

오프라인 패션시장



고객 문의: contact@deali.net 
제휴 제안: biz-contact@deali.net
PR 문의: pr@deali.net
채용 문의: recruit@deali.net
02-1661-1916 

www.dealicious.kr
www.sinsangmarket.kr
www.dealibird.com
www.sinsangad.kr

물류 센터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 시즌빌딩 
지하 1층, 지상 3층

대학로 사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대학로 57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1층, 2층, 10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