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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오더란?

얍오더 특장점

얍오더 주문 방식

가맹점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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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

9%

Q 고객은왜비대면주문방식을선호할까?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모바일 주문과

키오스크의 이용자 중 89.2%가 만족한다고 응답

편리해서

시간이 절약 되서
심리적으로 편해서

사용하기 쉬워서

Q 가맹점은왜선결제를선호할까?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주문이

급증하면서 외식업계가 고객편의 강화를 위한

선주문 선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간편하게 결제 가능
- 빠른 구매 결정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

 락인효과
- 결제 단계를 단축시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성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짐

 고객 데이터 확보
- 매출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관심사

에 맞는 광고를 홍보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음



대면주문

키오스크



2014년 5월 “ YAP Mobile”의 기술로

시작한 서비스로 방문한 매장에서 App.을 통해 주문을 전송하

여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주문 서비스.

얍비콘을 통해 매장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줄을 서지 않아도 주문이 가능하며 제조 과정을

팝업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매장 진입과 동시에 ‘Welcome 메시지’

노출과 함께 휴게소 식당에 모바일 주문 가능

매장의 정보 및 메뉴정보 자동조회,

주간/월간 베스트메뉴, 

가맹점 추천메뉴 정보 노출

앱을 통해 미리 주문이 가능하며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픽업 할 수 있는 서비스

앱 실행 시 주변 매장의 정보와 메뉴, 

할인혜택이 자동으로 제공





[ 기존 사용하는 POS.프린터기 그대로 ]

• 빠른 설치(약 1분 설치). 빠른 실행

• Window 위젯을 이용한 손쉬운 운영

• 서비스 대응 인력 전국 배치[설치.교육.운영 대응]

• 원격 운영을 통한 CS 운영 [ YAP POS 운영 화면 / 예시]





비대면 주문

운영비 절감

선주문&선결제

주문 및 결제 픽업&제조 알림 방문 및 수령

10초 주문





거리 순 가맹점 노출

GPS기반 주변 매장 LIST

주변 등록된 매장 정보 노출

1

2



QR코드 주문
테이블 QR 스캔 주문

테이블 QR 스캔으로 APP설치 없이 주문
Page 바로 연결
QR스캔-주문접수-제조완료-픽업 상태 알림

Web Page 주문

QR 스캔 후 바로
메뉴 선택 후 선 주문/결제

1

2



APPENDIX

서비스 도입 사례

서비스 도입 후기

서비스 도입 절차

서비스 도입 지원 상세

서비스 Q & A

회사 서비스

제휴 & 파트너사



구분 금액 비율

임대료 5,000,000 10%

인건비 15,000,000 30%

재료비 15,000,000 30%

세금 5,000,000 10%

기타 2,500,000 5%

총비용 42,500,000 85%

수익 7,500,000 15%

구분 금액 비율

임대료 5,000,000 10%

인건비 10,000,000 20%

재료비 15,000,000 30%

세금 5,000,000 10%

기타 2,500,000 5%

얍오더
이용료

1,750,000 3.5%

총비용 39,250,000 79%

수익 10,750,000 22%

도입 전 수익 도입 후 수익

‘O’돈카츠
음식점

대학로 고객들이 인정한
돈카츠 맛집
월 매출 5천만 원

인건비 33% 절감
기존 수익의 1.4배 증가 효과매출효과

도입배경

도입효과

매장의 자리 차지함 없이
키오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서빙 관련 인건비 절감
키오스크를 대체한 공간 활용
비대면 주문 방식을 통한 매장 이미지 제고
선주문 선결제로 인한 먹튀 방지





비용

시스템 내용

제출 서류

 전국7개본부를바탕으로한영업력

 Yap Order 서비스시스템구축(비콘, POS 설치)

 매장상품등록

 지속적인사후매장관리(시스템A/S 등)

전국7개총판, 40개지사 . 
소속영업사원 약202명

(2022. 09 기준)

지역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얍오더 주문 접수 프로그램)

QR코드 스티커 제공

(테이블 오더용)

무상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전국 매장
무료 설치

상품등록
및 정보변경 지원

홍보물 제공
및 이벤트 지원

매출 분석 제공
사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 제공



Q.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PG수수료 포함 3.5% 입니다.

Q. 도입비 및 월이용료가 얼마인가요?

A. 서비스 이용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계약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POS기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도입할 수 있나요?

A. 네, 도입 가능합니다.

Q. 가맹점 사후 관리도 가능 하나요?

A. 네, 전국의 얍오더 운영 지사를 통하여 언제든 문의 주셔도 됩니다.

Q. 카드조회기만 사용하고 있어도 도입할 수 있나요?

A. 집에서 놀고 있는 태블릿PC나 노트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얍오더 도입 시 정산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D+4입니다.

Q.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하루 이용 후 해지하셔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계약처 사업구분

롯데백화점오더주문 서비스 롯데백화점 오더

삼성전자기술전무인안내 서비스 삼성전자 도슨트

이니스프리비콘마케팅 아모레퍼시픽 비콘

CGV-SBS 모바일비콘광고서비스 SBSI 비콘광고

교보문고광고서비스 교보문고 비콘광고

얍워크서비스(출퇴근관리) 남양유업,GS건설외 다수 출퇴근서비스

삼성전자갤럭시S9 모바일 프로모션 삼성전자 비콘광고

삼성앱카드스마트오더서비스 KIS정보통신 오더

도로공사휴게소모바일간편주문 서비스 KIS정보통신 오더

KIS정보통신모바일간편주문서비스 KIS정보통신 오더

네이버채팅주문서비스 KIS정보통신 오더

아시아나항공모바일발권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비콘

해피포인트해피팟광고서비스 SPC클라우드 비콘광고

스타벅스사이렌오더서비스 스타벅스코리아 오더

커피빈모바일스탬프서비스 커피빈코리아 스템프

CU, GS25모바일쿠폰서비스 BGF리테일, GS리테일 쿠폰

회사명 얍모바일

설립일 2019.11.20

대표자 차재춘

본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10층

인력현황 40명

주요사업 얍오더, 얍워크

가맹점수 5천 개



대기업으로부터 주요 사업인 하이브리드 비콘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얍오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 오프라인 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