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주문접수 매뉴얼



PC 주문 접수 프로그램은

사장님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및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http://ceo.baemin.com/

1 신규주문 알림음

신규 주문은 ‘배달의 민족 주문’ 이라는 

알림음과 new 버튼으로 확인해주세요

5   

자동 로그아웃

PC 전원을 끄면 PC 주문 접수

프로그램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그 사이 들어온 주문은 자동 취소됩니다.

7

주문표 인쇄

주문표 인쇄를 위해서 환경 설정에서

인쇄설정을 따로 저장해주세요

매장관리 > 인쇄설정

6
인터넷이 안되는 PC/POS에서는 PC주문접수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연결 확인3

POS Windows XP, 7 / POS Ready

 Windows XP, Vista, 7 / POS Ready 2009, 7

PC Windows XP (x86) SP 3

입력장치 디스플레이 터치, 마우스, 키보드

디스플레이 최소너비 650 높이 500 

프린터 POS 출력 프린터만 연동 가능

권장 시스템

PC 주문 접수 권장 시스템 사양을 꼭 확인해 주세요.

4
필수 장비 : PC (POS) , 스피커 , 인터넷

옵션 장비: 마우스, 키보드, POS 프린터

PC 주문접수 사용 전에 확인하면 좋을 7가지

PC 주문 변경

설치 후,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 번호로 최초 로그인하셔야

PC 주문 접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PC접수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을 먼저

하신 후 PC주문 변경을 신청해주세요!  



1 배달의민족 사장님 사이트에 로그인해주세요.로그인 http://ceo.baemin.com/

PC 접수 설치 방법

다운로드
PC 주문 접수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세요.3

2 주문 접수 방식
‘서비스소개 > 바로결제 > 주문접수방식’ 을 선택해주세요.

PC 설치
프로그램 저장하시고 PC에 설치해주세요.4

POS에서 설치시, 저장 안내 화면

PC에서 설치시, 저장 안내 화면



다운 받은 설치 파일을 클릭하시어

설치 마법사를 실행시켜주세요.

설치 마법사5 시작 메뉴 폴더 선택하기
다운 버튼 눌러 저장 폴더 이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해주세요.6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에 클릭 표시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해주세요.7

설치 버튼 누르기
폴더명 및 아이콘 추가 내역 확인하신 후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8 종료 버튼 누르기
PC접수 실행 클릭 상태 확인하시고

종료 버튼 눌러 주세요. 9 로그인 하기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PC 접수 로그인 해주세요.10

아래 자동로그인을 체크하시면 매번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프로그램 접속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설치 방법

프린터 설치의 3단계를 꼭 기억해주세요!

1 자동설정 > 기존 POS 프린터 출력 > 저장

 기존 POS 프린터로 먼저 한번 출력하셔야만 자동 설정이 진행되어 기존 프린터와 연동됩니다.

2 기존 POS 프린터가 있을 시에만 인쇄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3 POS 프린터 사양 및 환경에 따라 프린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존 POS 프린터 출력으로 자동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저장을 누르세요.3자동설정
매장관리 > 인쇄설정 > 자동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존 POS 프린터 출력 
자동설정 누른 후 기존 POS 프린터로

꼭 한번 출력을 해주세요.2
기존 POS 프린터 출력하는 방법

1 영수증 재출력

2 주문표 재출력

3 기존 POS 프로그램의 테스트 인쇄

1 



1 

2

주문확인하기
주문이 접수되면 PC에서 알림이 뜨고 접수대기창에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선택하고 배달/메뉴/주문 정보를 확인합니다.

처리중 주문확인/취소
접수된 주문은 처리중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주문표 인쇄도 가능합니다. 

주문을 접수했는데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문취소 기능을 이용하세요. 

주문이 취소되면 고객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4주문접수/주문거부
주문접수 또는 주문거부를 선택하면 끝! 고객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배달완료
배달이 완료되면 처리중 창에서 배달완료 버튼을 눌려주세요. 

배달완료된 주문은 배달완료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달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주문 후 3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배달완료 처리 됩니다.

3

주문 접수시 화면 주문 거부시 화면

배달의민족 PC 접수 사용 방법

주문거부

[배달의민족] 업소명/주문취소/

재료소진 (주문번호)

주문접수 

[배달의민족] 업소명/주문완료/  

30분 내 배달예정 (주문번호)



1 

2

주문확인하기
주문이 접수되면 PC에서 알림이 뜨고 접수대기창에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선택하고 배달/메뉴/주문 정보를 확인합니다.

처리중 주문확인
접수된 주문은 처리중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주문표 인쇄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시간이 지난 주문 건은 자동으로 배달완료 처리되며, 

배달완료 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문접수/주문거부
주문접수 또는 주문거부를 선택하면 끝! 고객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
배민라이더스 PC 접수 사용 방법

주문거부

[배달의민족] 업소명/주문취소/

재료소진 (주문번호)

주문접수 

[배달의민족] 업소명/주문완료/  

30분 내 배달예정 (주문번호)

* 처리중인 주문건 취소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1644-0025)를 통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PC 주문접수 아이디, 비밀번호는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아이디를 잊어버리셨을 경우 사장님 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PC 주문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PC접수 프로그램 설치 하신 후,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최초 로그인 후,

담당 매니저 및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PC접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2 PC접수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PC/POS 문제로 주문접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고객 센터로 연락주시면 주문접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

처리중 창에서 취소가 필요한 주문건을 선택하고 

주문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소사유를 선택하면 

주문건이 취소되며 고객에게 취소 안내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단, 배민라이더스 주문건의 경우 

PC 주문접수에서 취소가 불가하므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주문은

어떻게 취소하나요?4 PC /POS를

여러 대 사용할 수 있나요?

PC/POS를 여러 대 사용할 경우 서로 주문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접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당 1개의 PC 또는 POS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7

갑자기 PC로 

주문 접수가 잘 안돼요

사용하고 있는 PC를 종료했다가 재시작 해보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8

PC/POS전원을 끄면

PC접수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꺼지나요?

PC 전원이 꺼지면, 배달의민족 PC 접수 프로그램도 

자동 로그아웃되며 그 사이 들어온 주문접수는 

자동 취소 됩니다.

6접수 완료된 주문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된 주문은 처리중 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중 창에 있던 주문 목록들은 

3시간 후 배달완료 창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3

PC 주문접수 자주하는 질문들



더 궁금하실 때는 고민하지말고 콜하세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1644-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