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림한 사이즈 (공간 절약)   
소상 공인 및 프렌차이즈 매장에 최적화한 다양한 크기 선택 가능

슬림형 / 다양한 크기1         매장 맞춤형 설치 

설치 공간에 제약 없는 다양한 설치 타입 
기본타입 : 벽걸이형, 데스크형   I   옵션타입 : 스탠드형, 듀얼 데스크형

3

안정적인 방열 구조로 뛰어난 내구성 
모듈형 제품 구조로 편리한 운영 (설치 및 서비스 탁월)

        운영비 절감2

IC 카드 리더기(보안 인증 제품), 삼성 페이, 바코드 결제 (NFC옵션) 

        다양한 결제 시스템4

뛰어난 내구성의 H/W, 쉽고 편리한 S/W, 전국 서비스망까지!

성공적인 매장운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KIOSK

메인 화면 주문 화면

토핑 화면 결제 화면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토핑 주문

편리한 멀티 키오스크 솔루션!

누구나 쉽게 사용 (메뉴 이미지를 보면서 주문 > 결제 > 완료!)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토핑 메뉴 주문 가능 

        쉽고 편리한 사용1

맞춤형 이미지 : 주문 메뉴 / 메뉴판 구성 
메인 화면 & 프로모션 배너 & 홍보 이미지 

        판매를 높이는 브랜드 차별화2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UI 및 음성 지원

        다양한 언어 / 음성 지원3

UP CLOUD(매장용) : 매출조회, 메뉴등록 등, APP을 통한 실시간 매장 관리

LINK ORDER(고객용) : 모바일로 주문하는 사전 주문 서비스(테이블오더)
                                    장애인을 배려한 QR코드 주문

        모바일 서비스4



12.5인치 키오스크 

■   공간 제약 NO! 소형 매장도 설치 가능한 콤팩트한 사이즈

■   감각적인 디자인의 다양한 디스플레이(가로/세로) 타입 선택 가능

■   열처리가 뛰어난 안정적인 방열 프레임 구조

■   모듈형 제품 설계로 편리한 유지관리 (설치 및 서비스 탁월)

■   직관적인 주문 UI / 고객 기호에 맞는 추가 토핑 메뉴 지원

■   글로벌 언어 / 음성 지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Specifications Dimension

매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KIOSK

가로타입 키오스크

세로타입 키오스크

225 mm2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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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inch 
(1920  x 1080)

12.5” 가로타입 12.5” 세로타입

디스플레이

스캐너

스탠드

2D 스캐너

데스크형 (기본타입)

프로세서

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

프린터

카드 리더기

I/O 포트

운영체제

전원

인증

제품 크기

12.5인치 LED 백라이트 정전형 멀티터치 

(FULL HD / 해상도 1920 x 1080)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 J1900 2.0GHz  

2.5" SSD 64GB

4GB (슬롯 1개 / 최대 8GB, 옵션)

인텔® 통합 그래픽 

3인치 감열식 영수증 프린터 

(출력 속도: 200mm/sec max. 오토커터)

IC 리더기 (삼성페이 지원)

(KTC 보안인증: 100-SECU-MSR)

USB 6, LAN 1 (RJ45) 

Serial 6 (DB9x3, RJ50x2, RJ11x1)

Windows 10 IoT

DC 24V/4A (AC 100V~240V, 96W)

KC, FCC, CE

(W)321.5 x (D)225 x (H)412.5mm / 9kg

2D 스캐너

데스크형 (기본타입)

12.5인치 LED 백라이트 정전형 멀티터치 

(FULL HD / 해상도 1080 x 1920)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 J1900 2.0GHz  

2.5" SSD 64GB

4GB (슬롯 1개 / 최대 8GB, 옵션)

인텔® 통합 그래픽 

3인치 감열식 영수증 프린터 

(출력 속도: 200mm/sec max. 오토커터)

IC 리더기 (삼성페이 지원)

(KTC 보안인증: 100-SECU-MSR)

USB 6, LAN 1 (RJ45) 

Serial 6 (DB9x3, RJ50x2, RJ11x1)

Windows 10 IoT

DC 24V/4A (AC 100V~240V, 96W)

KC, FCC, CE

(W)375 x (D)225 x (H)360mm / 8kg

시 스 템

KIO-F12J1(가로) KIO-F12J1(세로)

옵 션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인치 키오스크 

■   공간 제약 NO! 소형 매장도 설치 가능한 콤팩트한 사이즈

■   매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설치 지원(벽걸이형, 데스크형)

■   열처리가 뛰어난 안정적인 방열 프레임 구조

■   모듈형 제품 설계로 편리한 유지관리 (설치 및 서비스 탁월)

■   직관적인 주문 UI / 고객 기호에 맞는 추가 토핑 메뉴 지원

■   글로벌 언어 / 음성 지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Specifications Dimension

매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KIOSK

225 mm

100 mm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

프린터

카드 리더기

I/O 포트

운영체제

전원

인증

제품 크기

15인치 LED 백라이트 정전형 멀티터치 (해상도 768 x 1024)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 J1900 2.0GHz (Fanless)

2.5" SSD 64GB

4GB (슬롯 1개 / 최대 8GB, 옵션)

인텔® 통합 그래픽 

3인치 감열식 영수증 프린터 (출력 속도: 200mm/sec max. 오토커터)

IC 리더기 & 마그네틱 카드리더기 (CFA 보안인증)

USB 6, LAN 1 (RJ45), Serial 6 (DB9x3, RJ50x2, RJ11x1)

Windows 10 IoT

DC 24V/4A (AC 100V~240V, 96W)

KC, FCC, CE

데스크형 : (W)286 x (D)225 x (H)610mm / 10kg 

시 스 템

2D 스캐너

데스크형 (기본타입) 

벽걸이형 (옵션타입)

KIO-F15J1

옵 션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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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인치 키오스크 

■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큰 화면 / 다양한 컬러 

■   매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설치 지원 (벽걸이형, 데스크형, 스탠드형)

■   열처리가 뛰어난 안정적인 방열 프레임 구조

■   편리한 유지관리로 매장 운영비 절감

■   직관적인 주문 UI / 고객 기호에 맞는 추가 토핑 메뉴 지원

■   글로벌 언어 / 음성 지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Specifications Dimension

매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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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mm

21.5” 데스크형 21.5” 스탠드형

21.5
 inch

(1080 x 1920)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

프린터

카드 리더기

I/O 포트

운영체제

전원

인증

제품 크기

21.5인치 LED 백라이트 정전형 멀티터치 (FULL HD / 해상도 1080 x 1920)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 J1900 2.0GHz (Fanless)

2.5" SSD 64GB

4GB (슬롯 1개 / 최대 8GB, 옵션)

인텔® 통합 그래픽 

3인치 감열식 영수증 프린터 (출력 속도: 200mm/sec max. 오토커터)

IC 리더기 & 마그네틱 카드리더기 (CFA 보안인증)

USB 6, LAN 1 (RJ45), Serial 6 (DB9x3, RJ50x2, RJ11x1)

Windows 10 IoT

DC 24V/4A (AC 100V~240V, 96W)

KC, FCC, CE

데스크형 : (W)330 x (D)260 x (H)755mm / 17kg 

시 스 템

2D 스캐너

데스크형 (기본타입) 

벽걸이형 (옵션타입), 스탠드형 (옵션타입)

KIO-F21J1

옵 션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캐너

스탠드



27인치 키오스크 

■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의 일체형 스탠드 타입

■   다양한 업종에 적용 가능한 대형 27인치 디스플레이  

■   모듈형 제품 설계로 설치 및 서비스 탁월

■   편리한 유지관리로 매장 운영비 절감

■   열처리가 뛰어난 방열 프레임 구조로 안정성 강화

■   다양한 결제 시스템 구현 : 카드 / 삼성PAY / 바코드 / NFC

Specifications Dimension

매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KIOSK

336 mm

27 inch

1080 x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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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m

185 mm

630 mm

415 mm

125 mm

630 mm

185 mm

OA타입 일반타입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

프린터

카드 리더기

I/O 포트

운영체제

전원

인증

제품 크기

27인치 LED 백라이트 정전형 멀티터치 (FULL HD / 해상도 1080 x 1920)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 J1900 2.0GHz (Fanless)

2.5" SSD 64GB (SSD 128GB, 옵션)

4GB (슬롯 1개 / 최대 8GB, 옵션)

인텔® 통합 그래픽 

3인치 감열식 영수증 프린터 (출력 속도: 200mm/sec max. 오토커터)

IC 리더기 & 마그네틱 카드리더기 

USB 2, LAN 1 (RJ45), Serial 6 (DB9x3, RJ45x2, RJ11x1), DP 1

Windows 10 IoT

DC 24V/4A (AC 100V~240V, 96W)

KC, FCC, CE

스탠드 일체형: (W)460 x (D)630 x (H)1670mm

시 스 템

2D 스캐너

KIO-F27J1

옵 션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캐너



현금 키오스크 박스(현금결제 전용)

■   현금 투입: 한국은행 4권종(천원,오천원, 만원, 오만원)

■   현금 배출: 지폐 1종 / 동전 1종 (추가 옵션)

■   산업용 고감도 센서, 자가 진단 기능 내장

■   패키지 타입의 간편한 설치

■   키오스크 본체와 일체형 디자인 

■   POS + 키오스크 통합 솔루션(카드, 현금 결제 동시 지원)  

Specifications Dimension

매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KIOSK

지폐식별기

지폐방출기

동전방출기

사용지폐

지폐저장방식

식별시간

지폐투입방향

식별방식

기능

통신방식 

사용전원

사용온도 범위

사용지폐(3권종) 

방출속도

적재용량

회수함용량

통신방식

잔량지폐검지

동전호퍼용량

통신방식

제품 크기 

가로 x 폭 x 높이

한국은행 4권종(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권)

지폐 저장형(300매)

약 1초

길이방향(4방향)

광방식

지폐 빼냄방지, 연속 투입 방지

페러럴, 시리얼 통신(4800/9600)

DC 24V

-10℃ ~ +60℃

천원,오천원,만원권, 지폐

1매 / sec

100~1,000매 / 새돈기준

없음 / 2매 검지시 ERROR표시

Parallel, RS232 통신

5~30매

500원 : 400개, 100원 : 500개

Parallel, RS232 통신

가로 350mm x 폭 450mm x 높이 900mm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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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키오스크를 선택해야 할까요? 
카운터 POS + 키오스크 + Web + 모바일 + 고객용 주문 솔루션 

매장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하나로!
프랜차이즈 및 매장 솔루션을 통합하여 운영하세요.

모바일로 바로바로! 매장 현황 관리
실시간 매장 통합 운영 APP - UP CLOUD

■   실시간 매출조회
■   테이블 고객 현황 확인
■   신용카드 승인/취소
■   CCTV 조회
■   키오스크 메뉴 등록(촬영 후 바로 등록)
■   반품 관리
■   고객센터 연결

모바일 대기번호 호출기 & 전광판
대기번호 송수신기 - UP CALL DID 

■   고가의 송/수신기 구입 없이 APP 다운로드로 제어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 호환
■   쉽고 간결한 UI 
■   주방 프린터 대체용, 위생적인 주방 모니터 & 호출기  
■   편리한 사용자 설정
■   호출 디스플레이 스킨 제공
■   제품 사진, 홍보 영상 자동 재생 (이벤트 광고 효과)

    

주식회사 아임유   

I   소프트웨어 전문브랜드하드웨어 전문브랜드

v004 (1909)

사전 주문 서비스 #링크 오더
혼잡 시간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주문하세요!

■   #테이블 오더 #픽업 오더 #QR 오더
■   쉬운 접속 방법: 매장 QR코드 / 매장 전용 번호 
■   APP설치 없이 접속 가능
■   매장 메뉴 이미지 그대로 모바일 지원 
■   QR코드 스캔으로 바로 결제 
■   키오스크, 계산대POS 실시간 연동 (POS에서 결제 가능)
■   글로벌 서비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UI / 음성 지원
■   키오스크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

(우)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609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대표전화. 1566-4574  서비스센터. 1566-4534   www.P2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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