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매장

프리미엄 가입시 24인치 or 50인치 TV 제공

(주)밀랑 1899 - 919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5 리우빌딩 3층
메일문의 : biz@mealant.com

제휴 문의

이러한 걱정들!

에서
해결해드릴게요!

전국 820개의 제휴매장과
47만건의 예약을 처리한 전문적인
예약 / 고객 관리 / 데이터 분석 /
마케팅까지!

테이블링 예약 프로세스

전화나 앱을 통해 예약

태블릿을 통해 접수 / 관리

자동 데이터 분석까지!

전화 예약 서비스

어플 예약 서비스

전화 연동 시스템

즉시 예약

고객에게서 전화가 오면
태블릿과 연동되어 고객 정보가
팝업 창에 나타납니다.

매장에서 예약 받을 날짜 / 시간을
설정하면 테이블링 앱에서 고객이 직접
날짜 / 시간 / 인원을 선택해 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보면서 좀 더 친밀하게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번호/ 방문 횟수/ 고객 메모 등)

예약 문의
즉시예약이 불가한 매장일 경우,
앱에서 고객이 예약 접수하면
테이블링에서 매장에 문의를 드립니다.

쉽고 빠른 예약 시스템

테이블링에서
예약 접수 되었습니다.

Option
날짜

시간

인원

테이블을 지정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 메모와 세부 요청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소인 인원수, 메뉴 및 재료
주의 부탁 등)

세 번의 터치로 예약 완료!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이제
한 눈에 보면서 예약하세요.

예약 확정 안내
어플 예약이 들어오면
태블릿에서 음성 안내와 함께
테이블링 마크가 표시됩니다.
테이블링에서 전화로 예약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 어플로 예약이
완료되면 카톡을 통해
예약 완료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예약 관리 시스템

손쉬운 예약 수정
간단한 터치로 예약을 수정 / 추가 / 삭제합니다.

날짜

시간

인원

예약이 수정되면 알림톡이 자동 발송됩니다.
간단한 터치로
쉽고 빠르게 수정

테이블 관리
테이블 현황과 고객 목록을
예약 목록, 고객 정보, 예약 시간을 보며
예약 관리 / 착석, 퇴석을 관리합니다.

알림톡 자동 발송

예약금 관리
태블릿을 통해 예약금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예금주 / 은행명 / 계좌 / 금액 / 담당자 번호 등)

예약 확인

예약금 입금 확인후 고객에게
예약확정 알림톡을 보냅니다.

예약 고객의 이름, 인원수, 연락처, 메모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 레포팅

게스트북
한번 온 손님은 고객 데이터가 쌓여
단골 / 노쇼 / 블랙리스트 등 고객 분류 됩니다.
고객 방문 이력 / 예약 현황을 보며
고객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신 이력을 통해 미처 받지 못 한 전화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 일간 고객 방문량

인원 / 요일 / 시간별
방문 및 예약 등록량

전 주 / 전 월 대비
고객 방문량 비교

마케팅 노출 큐레이션,
예약 등록 수, 고객 재방문율 등

멀티 디바이스 관리
어플만 깔려 있다면 매장의 태블릿과
모바일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모바일 앱 서비스로 매장에
부재중이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과 매장 관리를 간편하게!

손쉬운 마케팅
인스타그램 / 네이버 포스트 / 페이스북 등
SNS와 테이블링 내 큐레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마케팅 효과.
신규 매장 홍보 / 시즌별 이슈에 따른
큐레이션 컨텐츠 / 리뷰 마케팅 / 문자 마케팅

제휴 매장 인터뷰

압구정 우미학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51
(신사동, I.S.A 빌딩) 2층
02-518-2213

정 률 대표님
첫 번째로 데이터 베이스가
쌓이는 것이 장점이죠.
두 번째는 손님에게 알림톡이
가서 다시 한번 예약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약이
확정되었는지 손님이 직접
자신이 예약한 날짜 및 인원
등을 다시 체크하고 매장의
전화번호나 지도나 공지사항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 자동으로
고객께 안내할 수 있고요.
또한, 오너 입장에서는 제가
어디에 있던 가게의 현재 예약
상태를 PC나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좋죠.

총괄 매니저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고객
데이터 베이스가 쌓이니까
전화가 왔을 때 고객 명이 뜨고
그분께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좋죠.
전화가 왔을 때 “안녕하세요
우미학입니다” 보다는
“안녕하세요 00님” 이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며
“어떻게 아셨나요?” 물으시면
“이전에 방문 주셨죠.”
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점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하고 고객은 관리를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죠.

JP셰프다이어리
서울 강남구 학동로3길 30 (논현동)
02-545-9668

이 한 헤드셰프님
테이블링을 약 2년 전부터
사용했는데, 다른 예약 서비스도
많지만 테이블링을 계속 사용한
이유는 꾸준히 친절하게 매장을
관리해주셔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시스템도 원래 좋았지만
또 피드백 드리면 고려해주셔서
업데이트도 되는 것도 좋았어요.
수기를 사용하다가 가장 달라진
점은 예약 목록을 보는 것이
편해져서 정말 좋고요 또
테이블마다 예약시간과 이름이
뜨니까 테이블 관리하는 게
수월해서 좋고요. 인터페이스
자체도 깔끔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테이블링에서는 이름이 뜨고
고객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객 응대를 할 때
“지난번에 어떤 메뉴 드신 00님
아니세요?”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맛과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테이블링을
쓰면서 그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죠. 게다가 리뷰도 저희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좋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좋은 리뷰는 기분이 좋아서 좋고
나쁜 리뷰도 우리가 개선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