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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에꼭! 확인해주세요

PC 주문접수프로그램권장사양을확인해주세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는 PC 또는 POS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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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

필수 PC 또는 POS, 스피커

옵션 마우스, 키보드, POS에연결된프린터

구분 권장사양

POS POS Ready 2010 (2009 사용불가) 

PC Window 7 SP1, 8, 10 이상 (XP 사용불가) 

메모리 설치에필요한여유용량 2GB

디스플레이 최소너비 1024, 높이 768 

프린터 POS 출력가능프린터만연동가능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PC 주문접수계정발급방법

입점안내 > 주문전달방식안내 > 
PC주문접수계정관리메뉴를클릭해주세요. 

PC 주문접수 프로그램에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및 매장을 선택 후, 

계정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기요사장님사이트접속1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장님사이트바로가기

PC 주문접수계정관리메뉴클릭2 PC 주문접수계정발급3

https://owner.yogiyo.co.kr/owner/


PC 주문접수프로그램설치완료2

입점안내 > 주문전달방식안내 > PC 주문접수메뉴클릭 후,
[PC 주문접수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PC 주문접수프로그램설치방법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 메시지가 보이며

바탕화면에 ‘Go’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PC 주문접수프로그램설치1



언어설정1 PC 주문접수프로그램로그인2

발급 받은 PC 주문접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입력한 ID앞에 kr-을 입력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스크롤을 내려 Korea를 선택해주세요. 

Kr-abc12

PC 주문접수프로그램로그인완료3

로그인이 완료되면 주문 접수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PC 주문접수프로그램로그인방법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사장님이사용중인프린터타입을확인후프린터설정해주세요. 

영수증프린터 : USB(A-B 타입) . 시리얼(COM) . 패러럴(LPT)이장착되어있습니다. 

카드단말기 : 대부분아래와같습니다. 시리얼(COM) 로작동합니다. 

단, POS와연결이되어있어야합니다. 

전용선이나직렬통신이연결되어있는지확인해주세요.    

시리얼(COM) USB( B 타입 ) 패러럴(LPT)

시리얼(COM) 

프린터설정방법



프린터연결1 프린터세팅2

영수증 사이즈(80mm)를 선택한 후, 
테스트 출력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여러 장의 영수증을 출력하기 원하시는 경우, 

인쇄 매수에서 영수증 출력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사용하고 계신 프린터 모델을 찾아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하고 계신 프린터 모델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드라이버를 설치 후 사용해주세요. 

3

USB프린터설정방법



프린터검색1 프린터연결2

직렬 프린터로 설정 후
포트(COM1)와 전송 속도(9600)를 선택해주세요.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프린터 설정의 수동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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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프린터설정방법

프린터셋팅3

영수증 사이즈(80mm)를 선택한 후, 

테스트 출력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주세요.   



프린터검색1 프린터연결2

병렬 프린터로 설정 후
포트 이름(LP1)을 선택해주세요.  

2 PC 주문접수프로그램이용방법

프린터 설정의 수동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패러럴프린터설정방법

프린터셋팅3

영수증 사이즈(80mm)를 선택한 후, 

테스트 출력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주문내용확인1 주문을수락할경우2

3 PC 주문접수프로그램으로주문받기

3

PC 주문접수이렇게이용하세요.

1

2

4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팝업창이 뜨며
들어온 주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소, 배달 거리, 남은 주문 접수 시간

주문 내역, 총 주문 금액, 결제수단

배달 소요 시간 선택

주문 거절 사유 선택 가능

1

2

3

4

3

주문 내용을 확인 후 수락하실 경우, 배달 소요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주문 접수 완료 시 처리중인 주문내역 화면으로 전환되며

주문 목록 클릭 시, 상세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주문 내역의 인쇄 버튼 클릭 시, 

영수증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거절할경우3 2

3 PC 주문접수프로그램으로주문받기

3

PC 주문접수이렇게이용하세요.

주문 거절이 완료된 경우, 지난 주문 내역의 거절된 주문으로 전환되며

주문 목록 클릭 시, 상세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된 주문의 경우, 수락된 주문과 달리

고객정보, 영수증 출력 버튼은 별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업체 사정으로 인해 주문을 거절하실 경우, 
주문 거절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영업일시중지설정1 2

3 PC 주문접수프로그램으로주문받기

3

업소사정에따라영업일시중지를설정하실수있어요. 

업소 사정으로 인해, 영업 중지를 설정하실 경우

오른쪽 상단의 영업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시 중지할 영업 시간(30분, 60분, 120분, 오늘 하루 영업 중지 )

및 사유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중지가 설정된 경우, 영업 중지 상태가 표시되며

남은 영업중지 시간이 표시됩니다. 해당 시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영업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2 33영업일시중지시간및사유선택 영업일시중지설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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