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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오더 서비스 소개서

고객이 먼저 느끼는 프리미엄 비대면 주문 서비스



데이터온은?
20년 동안 매드포갈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엠에프지코리아의 IT·데이터분석 전문 자회사입니다.
F&B 분야의 벨류체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각 요소별 적용 가능한 서비스와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회사 소개

대기 (온/오프라인)
핸드폰번호 - 순번제공

예약 (온라인)
선 주문/결제 예약 (AI연동)

일반 주문(현장)
POS & KIOSK + AI(음성)

모바일 비대면 주문(선불)
QR + 현장/포장/배달

태블릿 비대면 주문 (후불)
현장 POS 연동

Cloud ERP/CRM
영업/구매/원가, 인사/회계, 고객

단골 관리 + 마케팅 도구
우수고객 + 메세지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예측/시각화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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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탭오더 소개

테이블에 앉은 고객이 먼저 느끼는 프리미엄 비대면 주문 서비스

탭오더를 소개합니다.

Simple &
               Easy

3



탭오더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인프라 정비와 주방 주문 연동, 

그리고 사후관리에 집중해 도입 후, 달라진 운영 효율성을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02  탭오더 소개

전용고객센터를 통한 발빠른 사후관리 지원
(365일 운영)

운영지원 시, 브랜드 담당자 배정
및 필요사항 전담 대응

KT 네트워크 상품 사용
KT 24시간 통합 모니터링

엄선된 기기 모델

·삼성 갤럭시탭 모델 주력

·저가형/고가형 선택 가능

부자재 구매 지원

POS 연동을 통한 주방빌 출력 가능
(프린터, KDS 모두 가능)

인프라 정비 주방 주문 연동 사전/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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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탭오더 소개

탭오더는 직접 매장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현장 상황을 경험하고 개선하며 만든 서비스 입니다.

#개선
매장 직원들의 현장 경험이

반영된 제안들을 통해

탭오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반영 기능

·메뉴 네비게이션 UI
·모바일상품권 사용 체크 기능
·주문 최종확인 알람 등

#경험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장에서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운영 경험이 반영된 서비스입니다.

탭오더의 숫자 (2019.04~)

·약 250만건의 영수증 처리
·약 1,800만건의 메뉴 처리

#가치
탭오더는 직원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입 효과

·반복 고객 응대 시간 50% 경감
·대고객 서비스에 더 집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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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탭오더 현황

탭오더는 고객사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각 매장별 신규 론칭 혹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 사용고객사 – ’21년 9월 기준 탭오더 도입중 및 도입 확정 브랜드

2,000

사용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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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탭오더 현황

탭오더는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 직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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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장의 환경과 용도를 고려해, 가로/세로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해 비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둘까?” 가로/세로 포맷 지원

04  탭오더 주요기능
탭오더는 매장에서 만드는 메뉴들의 얼굴이 됩니다.

·초기 세팅 시 설정 / 타입 변경 시, 배너 이미지 사이즈 등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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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매장 순 노출과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주문방식을 제공합니다.

02 “메뉴가 잘 안보이네...” 2가지 유형의 메뉴 보기 지원

04  탭오더 주요기능
탭오더는 고객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보기 유형을 제공합니다.

메뉴 크게 보기

메뉴 작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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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대기모드에 프로모션 내용을 게시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 줍니다.

사용 중

대기모드

·이미지 외 움직이는 그림(gif) 적용 가능

·영상 컨텐츠 가능 (적용 시, 태블릿의 배터리 소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프로모션 대기모드 지원

탭오더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주는 소식통이 됩니다. 

04  탭오더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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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옵션으로 전용 다이렉트페이저와 연동해 지정한 내용의 호출을 확인하고 응대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보다 안정적으로 호출 정보 확인 가능)

“여기요!” 외치기 전에, 호출기능 지원

탭오더는 조금 더 빠르게 고객의 요청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말기 및 중계기 별도 구매
·기본 호출 외 내용 추가 시, 매장별 별도 세팅 및 개발 필요
·KT 서빙로봇 호출 연동 가능

물 냅킨 직원

04  탭오더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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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탭오더 주요기능

탭오더 호출기능 클릭 사용
(직원 호출 제외)

탭오더(사용자)

서빙로봇 이동

서빙로봇

고객 확인 및 복귀버튼 클릭

사용자(고객)

서빙로봇 복귀

서빙로봇

서빙로봇 호출 적용(예정)

완료 버튼을 탭오더에 넣는 방안 논의 필요
물

냅킨

피클(반찬)

식기

1 2 3 4

1 사용자모드 - 호출(기본)
참고 - 연동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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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탭오더 주요기능
참고 - 연동 시나리오

2 관리자모드 - 퇴식

계산 완료된 테이블에 
퇴식 호출 버튼 생성

탭오더(관리자)

지정된 테이블로 이동

서빙로봇

퇴식 활동
(테이블 위 접시 등 치우고 로봇에 적재)

매장직원

주방 복귀버튼 클릭

서빙로봇

안내 대기 자리로 이동

서빙로봇

계산 완료된 테이블에 
퇴식 호출 버튼 생성 필요

1 2 3 4 5

퇴식 활동 전용 버튼 필요 
(대기 장소 외 제 2의 장소-주방으로 
이동하는 버튼 필요)
중간에 타 테이블 지정하면 
해당 테이블로 이동 (Table to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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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리자모드에서 한눈에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기기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메뉴  공지사항 / 주문현황 / 호출 / 메뉴관리 / 태블릿 관제 / 태블릿 세팅

·메뉴 세팅 등은 관리자 홈페이지 계정 별도 제공

‘한번에 싹~’ 운영기능 (관리자모드) 지원

탭오더는 지금 매장의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탭오더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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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비스 비교
탭오더는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집중합니다.

외부광고유무

기기 선택 가능 외산 저사양 태블릿

T사

인프라관리

제공기기

POS연동

요구사항반영

탭오더는 고객사의 브랜드 및 프로모션 내용 외 
어떤 외부 광고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KT와의 협업을 통해, 매장 도입 전 WIFI 환경 컨설팅과 
관련 상품을 제공합니다. (KT Managed ON, 별도 월과금)

탭오더 주문 후, POS Posting 및 주방 영수증 출력까지 제공합니다.

POS 직접 연동 방식 – 미연동 POS의 경우, 개발 협의 진행

기본 고사양 태블릿 제공 - 삼성 갤럭시 탭 A7(SM T-500)을
기본 기기로 제공합니다. (고객사 자체 구매 가능)

탭오더는 고객사가 필요한 사항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원하시는 기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브랜드 특화 기능 필요 시, 별도 협의 가능 (개발비 별도)

고객사가 꼭 필요한 기능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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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탭오더 도입 절차

단순히 기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탭오더를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장 현장 실사와 전문적인 도입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 도입 시, 포스 연동에 대한 부분은 개발 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목록

매장
현장 실사

01

도입 협의

02

브랜드
세팅

03
매장 설치

04

사후 관리

05

·매장 네트워크 환경
·POS 사용 환경
·테이블 위치
·매장 오퍼레이션
·메뉴 구성
·매장 요청사항

관리 항목

·전용 콜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
·매장 사용 교육
·앱 업데이트 관리

도입 컨설팅 진행

·도입 규모 확정
·계약 및 견적서 전달
·도입 일정 관리
·필요 사항 체크

설치 항목

·매장 네트워크
·태블릿 기기
·호출기
·POS 에이전트

오픈컨텐츠 세팅

·태블릿 기기 및 부자재 확보
·메뉴 및 이벤트 컨텐츠
·컨텐츠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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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참고사항 – 탭오더 부기자재

01 KT무선 인프라 구성(렌탈)

03 자석 충전 케이블 및 케이스 (구매) 04 연동 호출 기기 (구매)

02 태블릿 충전함 (구매)

Cisco MR 장비 사용, KT 고객센터 관리

무선 AP 관리 / 사용자 별 통제 / 불법 AP 차단 / 전문 모니터링

투명 젤리 케이스
기기 충격 및 오염 보호

다이렉트 페이저 (RF방식)

·탭오더 호출 연동 가능

·호출 내용 커스터마이징 가능

·중계기 및 증폭기 별도 구매
자석 충전 케이블
안정적인 고속충전 가능

탈착식 트레이 USB 포트

잠금장치

탭오더 도입 시, 필요한 부기자재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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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탭오더는 매장과 고객이 느끼는 경험에 집중합니다.

www.dataon.ai 02.2231.2693

mkt@dataoncorp.com

도입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