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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링은 줄 서는 모든 곳에 웨이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성장과 고객의 만족을 돕는 테이블링은 대기 관리 통합 솔루션으로

레스토랑 및 매장의 대기 고객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외식, 테이블링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제휴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약 200만 번의 대기가 테이블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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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높이 약 170cm

광고 컨텐츠 영역

광고 영상

27inch Display

약 31.6 x 42.2cm (3:4비율)

1017 x 1356px / 15sec

약 33.5 x 59.7cm의 디스플레이 탑재

눈 높이에 위치한 화면

테이블링 키오스크

광고 음향 송출
50 ~ 70dB

제휴 매장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광고가 송출됩니다.

매장명 / 시간

대기자 리스트

광고 컨텐츠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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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링 서비스 내 ‘내 순서 확인하기’

페이지 배너를 통해 유입 고객 상승 및 극대화

고객의 기다리는 시간을 유입의 기회로 활용
- 배너 영역 2월 적용 예정

배너 광고를 통한 추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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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약 100만 명에게 55.2분간 노출
매장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에게 추가 노출

- 기대 노출 인구 산정 기준에 의거

높은 노출 보장
특장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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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타겟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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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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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2

제주

30

강원

15

경북, 경남

185

서울,경기

839

충청, 전라

161

전국의 유명한 맛집에서 광고를 송출하여
2030 사용자 90% 이상

설치 매장 현황
2020.03 기준



1일 10시간 / 100회 이상 송출 보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및 
송출 데이터 집계 가능

송출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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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3



눈높이에 딱 맞는 광고 영역
모바일 친화적인 타겟에게 몰입도가 높은
세로형 디바이스에서 음성 / 영상 동시 송출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각인 효과

우수한 시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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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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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운영 시스템

- 일 평균 10시간 송출 (매장 영업 시간마다 상이함)
- 총 23개의 컨텐츠 운영 / 각 컨텐츠당 15초
- 전체 컨텐츠 송출 소요시간 5분 45초

정책
- 전체 컨텐츠 일 100회 이상 회전
- 매장 컨텐츠 4구좌는 사용 불가 (5, 10, 15, 20 번째 구좌)
예)  5구좌 구매 = 5분 45초 내에 15초 광고가 5번 노출 / 순환

광고 구좌 19개 + 매장 구좌 4개
1 cycle = 5분 45초 (1구좌 = 15초)

5 10 15 20

광고 컨텐츠 : 사용 가능 구좌 매장 컨텐츠 : 사용 불가능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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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

최대 송출 매장 최대 1,000개 매장에서 송출 가능 (2020.03 기준)

판매 구좌

평균 웨이팅 인원

총 23구좌 중 최대 19구좌 (4구좌: 매장 컨텐츠) / 1구좌=15초

약 1,500명 (월)

보장 횟수 100회 (일)

평균 웨이팅 시간 약 55.2분

패키지 상품 풀패키지: 32,000원 16,000원 / 1매장 1구좌

/ 1매장 1구좌

/ 1매장 1구좌

도 단위 패키지: 38,000원 19,000원

구 단위 패키지: 58,000원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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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프로모션 

할인가

50%



테이블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1, 아주빌딩 17층 1701호

https://ad.tabling.co.kr/

1899 - 9195 / 02 - 555 - 3486

biz@mealant.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