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
배달관리

전문프로그램
주문 배달 정보!

아직도 손으로 쓰세요??

와와콜
Ver 2.0

한달에� �1�5�,�0�0�0원으로
고객관리� 끝�!

주문전화가� 오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및� 지도까지� 바로� 보이며

마지막� 주문이� 언제� 였는지

지금까지� 고객이� 몇� 번� 주문을� 했었는지

한눈에� 배달상세내역을� 모두� 알수� 있습니다�.

�1�0�0�%� 매출� 올리는
배달관리전문프로그램

와와콜
Ver 2.0

아직도� 준비� 안하셨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춘천시� 효자�1동� �6�7�4�-�5번지� �3�F
�T�e�l� �0�3�3�.�2�5�4�.�5�5�0�9

�M�o�b�i�l�e� �0�1�0�.�8�4�8�1�.�7�7�6�6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지도

결제

통합음성녹음까지

바로바로

사장님�!� � � � � � � � � � � � � � � � � � � 어플홍보와
와와콜은

배달업소에선� 필수입니다�!

아직 와와콜을 모르세요?



스마트한세상�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와와콜
Ver 2.0

■� 추가적인� 이동식단말기� 보유부담을� 해소
이동식단말기� 유지비용이� �1대당� 한달에� 대략� �1�3�,�0�0�0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단말기를� 구매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 고장시� 수리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문제발생시�,� 오랜� 사용으로� 인한� 리딩� 불량�)

■� 배달전표� 출력
와와콜은� 동종업계� 최고의� 카드�V�A�N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린터를� 구매� 하지� 않고도�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배달전표� 및� 

영수증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소� 사장님의� 프린터� 구매� 

비용의� 이중부담이� 없습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상당�)

■� 문자전단지� 홍보�(부가서비스�)

신규고객도� 중요하지만� 재주문이� 많은� 단골고객관리가� 핵심� 

입니다�.

주문고객� 전화번호� 하나하나가� 배달업소에서는� 바로� 돈입니다�.

와와콜은� 우리업소에� �3회� 또는� �5회� 이상�(다른� 조건부여� 가능�)� 

주문하신� 고객� 중� 최근� �3개월� 이전이� 마지막� 주문이였던� 고객� 

만을� 조회하여� 전단지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한번클릭만으로� 

떨어졌던� 단골고객의� 재� 주문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광고�,� 홍보� 

기능이� 있습니다�.
�(�2�0�%�-�3�0�%� 매출상승� 업주님들� 대만족�)

■� 와와콜은� 추가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화주문이� 온� 리스트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결제가� 끝납� 

니다�.� 또한� 컴퓨터� 고장� 시�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결제요청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폰이� 아닌� 경우�,� �A�R�S� 시스템으로도� 가능�)

■� 통화녹음기능�(부가서비스�)

와와콜은� 주문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주문이� 카드결제인� 경우
와와콜�(이동식단말기� 필요없음�)

와와콜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주문이� 몰리는� 바쁜� 시간에� 혹� 

카드� 결제� 단말기가� 부족한� 경우� 효율적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고객
전화주문

결제
문자전송

고객 주문
결제 완료

배달
완료

■� 지도� �Q�R코드� 생성기능
와와콜은� 고객의� 주소를� �Q�R코드로� 바로� 만들어� 주는� 기능으로

스마트� 폰으로� 스켄� 하면� 스마트� 폰에� 바로� 지도가� 보여집� 

니다�.
�(스마트� 폰에서� 하나하나� 주소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음�)

� � � �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어플� 이름� �:� �S�C�A�N�,�I�N�C

■� 하루마감시� 업소의� 매출� 및� 판매현황
� � � 한눈에� 파악

해당� 일자별�,� 월별�,� 년별�,� 임의기간별� 판매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담당자별�,� 카드별�,� 현금별�,� 메뉴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판매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달업소의� 고객� 데이터� 자동백업기능
� � � �(부가서비스�)

컴퓨터� 고장시� 발생하는� 고객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자동� 데이터� 백업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와콜은� 업소의� 소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서버에� 백업합니다�.

■� 프로그램� 자동� 업그레이드

와와콜은� 프로그램을� 시작할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자동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 키보드자판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 � � 쉽게� 번호만� 입력

와와콜은� 고객의� 주소를�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숫자키패드에� 자주� 사용하는“동”�,“호”�,“번지”�,“층”�,

“지하”�,“좌”�,“우”등� 글자� 값을� 넣어� 타자를� 잘�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