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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SMOS FnB is Powerful POS Solution for Food & Beverage XCOSMOS FnB Components

POS
■	공통기능 : 주문, 결제, 환불, 입출금, 정산, 매출조회, 근태 관리, 

                   폐기, 연습모드

■	후불제(TSR) : 테이블 관리, 예약 관리

■	선불제(QSR, 테이크아웃) : Dine-In, To-Go

■	배달 : 배달 주문, 결제, Call ID

■	KVS (Kitchen Video System) 관리

■	KPS (Kitchen Print System) 관리

OES
■	조작

■	고객 수 입력

■	주문/주문취소

■	메뉴 Modifier

■	할인

POS Server
■	프로모션

■	멤버십

■	점포 관리 

 ● 서버 모니터링

 ● 마스터, 프로그램 배포 

 ● 매출 조회

Package 구성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XCOSMOS FnB는 다양한 외식업태를 지원하며, 테이크 아웃 전문점에서 

고급 레스토랑 까지 지원 가능한 외식 전문 솔루션입니다.

■		테이블 붙임/해제, 합석, 이동

 포장

 예약/배달

 대기표 출력

■	매출 조회

 일별/시간대별 매출 조회 

 카테고리 별 매출 조회     

 엑셀 다운로드

■	관리 기능

 테이블 에디터          

 메뉴 에디터    

 메뉴별 주방 관리

다양한	외식	사업	형태	지원

글로벌	지원 효율적인	점포	관리

■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

■	퀵 서비스 레스토랑

■	테이크 아웃

■	배달

■	Drive Thru

다국어, 다문화, 다세율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 날짜/시간, 화폐 기호/권종

USA(en-US)

JAPAN(ja-JP)

KOREA(ko-KR)

Multi Lingual
Screen Message
Receipt Message
Log Message

Country 
Change

다양한 
외식 사업 
형태 지원

유연한 구조, 
간편한 

옵션 설정

프로모션 
& 

멤버십글로벌 
지원

효율적인 
점포 관리

■	유연한 인터페이스 구조로 여러 가지 주방 기기들을 지원 합니다.

■	간단히 인터페이스 에이전트 플러그 인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기기를 지원합니다.

XCOSMOS FnB는 외식업체에 필요한 다양 

한 기능들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매장의 테이블 배치, 메뉴 구성, 주방 설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XCOSMOS FnB는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및 디바이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플로그인을 추가함으로써 간단하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XCOSMOS FnB는 브랜드 차원의 프로모션

캠페인을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프로모션의 종류에는 N+1, 믹스 매치, 할인, 

증정, 쿠폰 등이 있으며 지역, 날짜, 시간,  

기간, 멤버십 등급 등의 다양한 조건를 설정하여 프로모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기능은 다양한 포인트 정책을 지원하며, 멤버십 등급 구조 셋팅 

및 포인트 사용/적립을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연한	구조,	간편한	옵션	설정 프로모션	&	멤버십

membership

XCOSMOS FnB 

20년간의 POS 소프트웨어 경험
Based on.NET Framework

XCOSMOS 
FnB

TeamPos3000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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