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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COSMOS  FnB 란 

2.  솔루션 구성 

3.  기능 요약 

4.  시스템 구성도 

XCOSMOS FnB 소개 



  

유연한 구조, 
간편한 옵션 설정 다양한  외식  

사업 형태 지원 

효율적인 점포 관리 

글로벌 지원 

프로모션 &  
멤버십 

Based on .NET Framework 

‘XCOSMOS ’ 

  1. XCOSMOS FnB 란 

20년간의 POS 소프트웨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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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루션 구성 

POS 
 TSR (Table Service Restaurant)  
 QSR (Quick Service Restaurant) 
 테이크 아웃 
 배달 
 KVS (Kitchen Video System) 
 KPS (Kitchen Print System) 
 OES (Order Entry System) 

 상품 관리 
 가격 관리 
 프로모션 
 멤버십 
 매출 보고 
 통신 
 POS 관리 

BO OES 
 
 테이블 관리 
 고객 수 입력 
 주문 
 메뉴 
 Modifier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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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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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SMOS 
공통 기능 

XCOSMOS FnB 

Business 공통기능 특수기능 

기 
 
 
 
 
능 
 

 SOD 
 판매 
    상품등록  
    수량 등록 
    상품 / 소계 할인 
    상품 / 주문 취소 
    상품가격 변경 
 결재 
    현금 
    수표 
    신용카드 
    상품권 
    쿠폰 
 보류/복원 
 반품 
    수동반품 
    영수증반품 
 멤버십 
    포인트관리 
 프로모션 
    증정 
    N+1 
    Mix-Match 
    영수증 프로모션 
 입출금 
 고객 모니터 
 EOD 
 매출정보 
 마스터관리 
 배치 
 모니터링 

 TSR (Table Service Restaurant) 
    결재POS 
    OES(POS or PDA) 
    테이블관리 
    테이블 붙임/해제 
    테이블 합석 
    테이블 이동 
    예약 관리   
 QSR or Take Out 
    Dine In 
    To Go 
    무선호출기 
 배달 
    배달 주문 
    배달 결제 
    발신자 확인(Caller ID) 

 

 KPS (Kitchen Print System) 
 KVS (Kitchen Video System) 
 포장 
 상품 서비스 
 주문 서비스 
 주방 상품 메시지 입력 
 주방 주문 메시지 입력 
 주문 전표 프린터 
 대기표 출력 
 수정자 
 콤보 
    세트 메뉴 
    콤보 메뉴 
 대체 메뉴 
 봉사료 요율 or 금액 
 전화 주문 및 결제 
 고객 수 관리 
 복합 결제 
 분할 결제(더치페이) 

 Drive Thru 
 Tomb Stone 
 돈통 지정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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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스템 구성도  

Payment POS 

OES(POS) OES(POS) OES(PDA) OES(PDA) 

KPS KPS KPS 

KVS KVS KVS 

BO Server 

HQ 

Store 
I/F 

Bill Printer 

DB Server 

XCOSMOS BO 

XCOSMOS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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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외식 사업 형태 지원 

2. 유연한 구조 & 간편한 옵션 설정 

3. 프로모션 & 멤버십 

4. 글로벌 지원 

5. 효율적인 점포 관리 

 
 

주요 특장점 



  

  1. 다양한 외식 사업 형태 지원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 

퀵  
서비스 
레스토랑 

 

포장 
(테이크 아웃) 

Drive 
Thru 

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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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장치 제어 용이 
     메뉴 별 주방장치(KVS, KPS)를 쉽게 연결 
      주방 프린터 장애 시 타 프린터로 변경 인쇄 가능 

 유연한 POS 화면 
     Table, 메뉴 레이아웃 등을 매장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 
      Table : 고정형/가변형 레이아웃, 색상 설정 
      메뉴 :  버튼 색상, 위치 설정/삭제 

 메뉴 별 주방장치 설정(KVS, KPS) 

 Table Layout 설정(고정형, 가변형) 

 Menu Layout 설정(색상, 폰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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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레이아웃 제어 기능 
     카테고리, 메뉴 별 색상, 위치 기능 

  2. 유연한 구조, 간편한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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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방장치를 지원하는 
     유연한 인터페이스 구조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어  
     새로운 기능 및 장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추가함 
     으로써 간단하게 기능 확장 

 KVS (주방 비디오 시스템) 
 KPS (주방 프린터 시스템) 
 무선 호출기(Pager) 
 발신자 확인(Caller ID) 
 OES (주문 입력 시스템) 
 LPS (라벨 프린터 시스템) 
 ESS (전자 저울 시스템) 

KVS 

KPS 

Pager 

Caller 
ID OES 

LPS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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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연한 구조, 간편한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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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모션 & 멤버십 

예) 프로모션 등록 화면 예) POS 프로모션 적용화면 

효율적인 판매 프로모션 

 상품 / 그룹 / 브랜드 별 프로모션 

 일자 / 시간 / 요일 별 프로모션 

 증정, N+1, 믹스&매치 프로모션 

 바코드 쿠폰 프로모션 

 쿠폰 발행과 이벤트 공지를 위한 영수증 프로모션 

 POS 프로모션 적용 

 POS로 상품 스캔 시, 자동으로 증정 프로모션 적용  

 영수증에 쿠폰내용 출력, 프로모션 기능으로 활용 

 증정 상품에 대한 알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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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쿠폰 

회원 

금액 

지역 

요일 

단품 

소계 

증정 

상품 

결합 

N+1 일자 
시간 

영수증 
쿠폰 
발행 

쿠폰 
행사 

일자 
시간 

요일 쿠폰 

일자 

월요일  
PM 5시부터 7시 사이에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고객 수를 늘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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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모션 &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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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Point 정책 등록 화면 

Example)  
POS 회원 등록 화면 

  멤버십 관리 기능 

 회원 기본정보 및 등급관리 

 다양한 포인트 정책등록(Point Group) 

     (고객등급 기준, 상품, 브랜드, 날짜) 

 멤버십 등록 & 포인트 적립 & 포인트 사용 
 회원 등록 기능(가상 키보드 지원) 
 포인트 조회 및 사용 기능 
 소계총액, 지불방법, 상품(브랜드)에 따른 포인트 적립 
 포인트는 율, 금액, 포인트에 따라 적립 
 보너스 포인트(결혼 기념일, 생일, 첫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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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모션 &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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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포인트 
추천 
포인트 

생일 
포인트 

결혼기념일 
포인트 

요일 

상품 

소계 

결제수단 

일자 

시간 

점포 개업기념일 맞이하여 
포인트 2배 적립 

Time : 12:00 ~ 18:00 
Date : XXXX. 0X. XX. 

보너스 

포인트 
일자 시간 

첫 구매 
포인트 

회원 

등급 

특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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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모션 &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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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지원 

Country 
Change 

다국어 
 화면 메시지 
 영수증 메시지 
 Log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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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hange 

Tax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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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지원 

세금 옵션 
 세금 포함 
 세금 제외 

다문화 
 날짜, 시간 
 통화(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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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마스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매출 조회 화면을 제공합니다 
- POS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본부 사무실에서 POS 옵션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5. 효율적인 점포 관리 

상품 마스터 관리 
 
 일반 상품 
 세트 상품 
 Modifier 
 대체 메뉴 

매출 조회 
 
 점포/브랜드 별 
 일/시간 별 
 상품/카테고리 별 
 프로모션 유형 별 
 출력 및 Excel 
다운로드 

POS 설정 
 
 테이블 관리 
 테이블 레이아웃 편집 
 메뉴 편집 
 주방 장치 
 주문표 장치 
 권한 체크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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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S, KPS, 프린터 등 다양한 주방 장치의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 주문표 출력은 주문 테이블에서 가장 가까운 프린터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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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표를 출력할 프린터를 
각 테이블 별, 층 별로 설정 

가능합니다. 

*OES Bill : Order Ticket Printer 

  5. 효율적인 점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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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 
2. 테이블 관리 
3. 주문 
4. Modifier 
5. 주방 장치 
 

XCOSMOS FnB 점포 기능 

6. 배달 및 예약 
7. 결제(지불) 
8. POS 기타 기능 
9. OES (Order Entry System) 
 
 



  

  1. 메인 화면 

주문유형 
 테이블 주문 
 배달(D/V) 
 포장(P/K) 
 
추가기능 
 대기표 (W/T) 
 예약 

- 층별 테이블 주문은 기본이고 포장 및 배달주문도 가능 
- 대기표 프린트 및 예약기능 제공 

배달 예약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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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테이블 관리 

테이블 관리 특징 
 
 주문 
 테이블 붙임 
 테이블 해제 
 테이블 합석 
 테이블 이동 

- 테이블 정보에는 주문 상품 또는 결제금액 정보 설정 가능 
- 테이블 붙임, 해제, 합석 및 이동이 편리함 
- 테이블 배치전환(Grid  Graphics) 한번의 클릭으로 작업가능 

Grid 

Graphics(Image) Graphics(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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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특징 
 
 수량 변경 
 상품 취소 
 상품 할인 
 소계 할인  
 가격변경 
 결제 (지불) 
 서비스 (무료) 
 포장 (테이크 아웃) 
 Modifier 
 주방 메시지 
 주문표 인쇄 
 주문완료 

- 주문 내 일부 품목의 포장 등록 가능 
- 고객의 취향에 맞게 개별 레시피를 구성할 수 있는 Modifier 기능 제공 (Up/Dow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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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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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Modifiers 

Modifier Menu 

- 다양한 유형의 Modifier를 통해 고객 중심의 상품을 구성하므로 고객의 만족도 향상  
-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단계별로 알려줌으로써 직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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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d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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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치 및 층별 상품 설정 가능 
- 경고 메시지 기능을 통한 주방장치 오류의 신속한 응답 가능 
- 주방 모니터링 기능 (주문 소요시간에 따른 경고 설정) 

주방장치 
 

 주방장치 상품설정 
     - 주방장치와 상품의  
       관계 설정 
 주방장치 모니터링 
     - 오류감지(경고) 
 주방 비디오 시스템 모니터링 
     - 주문 소요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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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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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달 및 예약 

배달주문 접수 
 
 고객 정보 등록 
 주문/결제 
 배달 내역 확인 

- 가상 화면 키보드 (키보드 없이 POS 화면에서 정보 입력) 
- 고객의 이전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쉽게 등록 

예약 
 
 고객정보 등록 
 예약 시간/  
     좌석 등록 
 예약 내역 확인 

가상 키보드 

예약 

배달주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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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쿠폰 

 상품권  더치페이 

- 다양한 결제 방법의 복합 결제 가능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쿠폰 등) 
-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각 주문 상품 별 분리 결제 가능 (더치페이, 별도 영수증 프린트)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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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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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화면  전자저널  입출금 

 매출 
  (일계, 아이템 별, 시간 별, 카테고리 별） 

 테이블 레이아웃 설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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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OS의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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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OS 

주방 
(KVS/KPS) 

조리 

주문 데이터 

- 주문 완료와 동시에 주방으로 신속하게 주문 정보가 전송되어 주문 처리 시간 단축 
- 효율적인 서비스 시간 관리 및 정확한 주문 정보에 의한 고객 만족도 향상 

  9. OES 장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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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SMOS FnB 본부 기능 

1. 매출 조회 
2. 상품 관리 
3. POS 마스터 설정 및 옵션 관리 
4. 긴급 배포 
5. 모니터링 

 
 



  

- 각 점포의 매출 정보를 체크 함으로서 점포의 매출과 이익을 관리합니다.  

  1. 매출 조회 

 각 점포를 클릭하면 
카테고리 별 상세한 점포 
매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점포 매출 정보 
  

 점포 별 카테고리/ 
      상품 판매 
 상품 별 매출 
 결제 방법 별 매출 
 프로모션 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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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메뉴, 세트 메뉴, Modifier, 대체 메뉴 등록 
- 세트 메뉴, Modifier, 대체 메뉴의 판매 가격 인상/인하 

  2. 상품 관리 

 상품 속성 관리  Modifier/그룹 설정 

 콤보 세트/그룹 설정  대체 상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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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화면, 테이블 레이아웃, KVS, KPS, 영수증 포맷 설정 기능 
- 권한 체크에 대한 다양한 옵션 
- 각 기능의 활성화 여부 설정  

Copyright 2013 FUJITSU KOREA LIMITED 

다양한 옵션 
(환불 사유 관리 여부,  
각 기능의 활성화 유/무) 

POS 화면 메뉴 편집기 
(버튼 폰트 타입, 색상, 사이즈) 

  3. POS 마스터 설정 및 옵션 관리 

33 



  

POS 관리 
 긴급 메시지 입력 
 긴급 메시지 배포 

POS 
 긴급 메시지 수신 
 긴급 메시지 표시 

Date Promotion Star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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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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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서버 모니터링 
 프로세스 가동 상태 
 프로세스 기동/정지/재기동 

점포 모니터링 
 점포 영업 현황 
 매출 수신 상태 
 점포별 정산 상태 

배포 모니터링  
 마스터/프로그램/광고 영상 버전 및 배포 상태 모니터링 
 POS 배포 상태 체크 

  5.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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