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한 멀티 디바이스 대기관리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

모바일 원격 줄서기

KIOSK 현장 접수

프리미엄 제휴시 24 inch or 50 inch TV 제공!
이제 일일이 손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직접 테이블링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대기 접수!

서비스 악용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이블링 매장용 앱을 통해
알림톡, 문자, 전화는 물론
고객 호출, 착석까지 관리.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고객 호출과 착석 관리.

매장용 태블릿

모바일 매장용 앱

매장 앞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대기 접수!
(이름 / 휴대전화 / 인원수 + 옵션 항목)



테이블링 대기시스템을 사용하고  
어떤점이 달라졌나요?
테이블링을 사용하고 있는 제휴점 인터뷰

저희처럼 손님이 많은 매장은 테이블 하나의 
rotation이 다 매출인데 그게 빨라지니 
매출이 확실히 늘었죠. 인원수, 메뉴 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물어보고 
응대할 시간이 줄고 또 알림 톡으로 1초 
만에 응대가 가능하니까요. 손님 응대, 주문, 
착석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공실률도 줄고 테이블링을 사용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죠.

압구정로데오 압구정곱창 정서정 대표님

대기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고 
연락받고 오시는 것은 많이 좋아하시고요.
저희도 일할 때 대기 손님과 테이블 
착석까지 흐름을 한 번에 보고 관리하는 
점이 편해졌습니다.
테이블링을 사용한 후부터는 대기손님들께 
합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일일이 부르는 것보단 훨씬 편하죠.

판교 후라토 아브뉴프랑 김희재 점장님

기존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손님을 
호출했는데, 알림톡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또 만약 손님께 전화할 일이 생기면 
매장용 모바일 어플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이전에는 몇 팀이 남았는지 매장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젠 손님들이 실시간으로 
몇 팀이 남았고 자신이 몇 번째인지 확인 
가능하니 그런 문의도 없어졌죠.
또 테이블링을 사용하기 전에는 수기 대기

리스트를 카운터에서 작성해서 손님들이 
몰리고 입구가 혼잡스러웠으나 지금은 
키오스크에 대기를 입력하니 매장이 한결 
정리되었죠. 매장 밖에서도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매장에 대기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니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목란 부산점 이연희 이사님

테이블링을 사용하기 전에는 밖에 코팅 
용지에 웨이팅을 했어요. 대기 문의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이 많았고, 좁은 통로에서 
직원이 설명해주는데 그 뒤에서는 손님들이 
식사하고 계시고 다른 직원은 서빙하러 
오르내리고...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테이블링이 설치 후 웨이팅 문의가 줄었고 
웨이팅 수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할 
때 효율적이고 편하게 바뀌었죠.

익선동 이층양옥 박진훈 대표님



매장 효과 테이블링을 사용하면!

현장 대기시
5팀 미만일 때 평균 취소율 6%
10팀 이상일 때 평균 취소율 16%

원격줄서기 사용시
5팀 미만일 때 평균 취소율 1%
10팀 이상일 때 평균 취소율 6%

#재방문율 상승으로 단골고객 유치 가능성 상승

#테이블링 대기 시스템을 설치한 122개 매장 총 방문객 수 = 평균 22% 증가

총 방문객 수 상승

단위시간당 대기팀 수 증가
No-show율 감소

매출 증가

대기 팀수 증가 

취소율 감소

재방문율 증가

테이블링 사용 후

인력 소모 최소화

효율적 근무

쾌적한 환경

고객 만족

이젠 목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알림톡으로 1초 만에 손님 응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매장 안에서 간편히 대기 관리

대기 손님으로 인한 소음과
수기리스트의 지저분함 이제 그만!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매장으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



제휴 매장
총 3번의 자동/ 수동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이 직접 순서를 확인하여,
매장에서 고객을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등록 시
(자동)

게스트북

n번째 대기 순서시
(자동)

파트너센터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순서 확인부터 입장까지!

고객 퇴석 후에도 테이블링으로 
효과적인 매장 관리 

입장 알림
(수동)

데이터 분석

매장용 App 게스트북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유형별로 필터링해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 대기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해 매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력 절감 효과의 체계적인 시스템

대기를 등록한 고객의
정보가 매장용 App에

자동 저장됩니다.

게스트북의 고객에게
편리하게 메시지를 전송!

(고객 유형별 필터링 가능)

매장의 대기 정보를
분석해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 관리, 이제 테이블링 하세요!
테이블링 대기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대기 등록부터 퇴석까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링 프로세스

대기등록
고객이 직접 매장 앞에 비치된 
키오스크 or 테이블링 어플로 

대기를 등록합니다.

알림톡 발송
고객이 대기를 등록하면

대기가 접수되었다는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매장용 APP 확인 
대기 등록이 매장용 App과
연동되어 매장에서 손쉽게
대기 목록을 확인합니다.

n번째 순서 알림톡
고객이 n번째 순서가 되면
매장 앞에서 대기해달라는
알림톡이 자동 발송됩니다.

입장 알림톡 (수동)
입장 순서가 된 고객에게

지금 입장하라는 알림톡을
터치 한 번에 발송합니다.

고객 입장!
손님이 알림톡을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제휴 매장

프리미엄 가입시 24인치 or 50인치 TV 제공

제휴 문의

(주)밀랑  1899 - 919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5 리우빌딩 3층

고객센터 - biz@meala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