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포장 주문 서비스
링링 (RINGRING)

POS 프로그램 사용 안내 ver.1



프로그램 시작하기 바탕화면 아이콘 클릭

영업 개시 / 종료하기

첫 실행 시 아이디(이메일), 비번 입력,

다음 실행부터 자동로그인 됩니다

영업개시 / 종료하기는

무조건 수동으로 진행!

접수프로그램 상단에

슬라이드 버튼으로 쉽게 하세요!

영업 중인 상태

영업 종료 상태

1. 프로그램 시작하기

2. 영업 개시 및 종료

링링주문접수



•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프로그램 좌측상단에 새로고침을 클릭해주세요!

• 우측 상단 [X]는 프로그램 종료가 아닌 화면 닫기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 종료는 [X]가 아닌 좌측상단 종료나 PC화면 우측하단에

아이콘에서 종료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새로고침 및 종료



최소조리시간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주문 후 방문 픽업할 때까지의 최소 준비시간입니다. 

사용자가 결제 완료한 시간 + 최소조리시간으로 픽업시간이 정해집니다. 

4. 최소조리시간 설정(필수)

분 단위로 시간설정 가능



사용자가 주문 시 원하는 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오전 10시에 주문하고 픽업 시간은 오후 4시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한 픽업 시간에 맞추어 조리하시면 됩니다.

픽업시간을 기본적인 주문 후 조리시간에 맞추고자 하시는 경우 버튼을 끄고 영업하시면 됩니다. 

예) 최소조리시간을 기본 15분으로 설정하는 경우 10:00(결제완료) + 15분(최소조리시간) = 10:15(픽업 예정시간)

• 단, 주문 접수 시 조리 상황에 따라 픽업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접수 화면에서 5분 단위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픽업시간을 설정하도록 한 경우>

<사용자 픽업설정을 끈 경우>

4-1. 최소조리시간 설정(필수)



5. 프로그램설정 – 주문 알림음

• 원하시는 알림음을 선택해주세요

• 주문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림반복을 켜주세요

• 음성이 제대로 출력되는 알림테스트를 해주세요



6. 프로그램설정 – 주문서 출력

• 프린터 확인 : 사용중이신 프린터 유형을 확인해주세요(일반 프린터, POS 전용 등)

• 보유하고 계신 프린터에 맞에 선택해주세요(일반프린터 또는 POS프린터)

• 먼저 미리보기에 체크를 해제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 POS전용인 경우 출력이 안되면 포트와 통신속도를 바꿔가며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 설정이 맞는 경우 출력이 되면

nickname 고객님 ~~~~~ 라고 나옵니다.

체크 해제!!

PORT 1
테스트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포트, 통신속도를 바꿔가며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면 주문서 출력 설정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