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 시스템  풀세트 구성

안드로이드 포스 터미널 APEXA®A-1500

•안드로이드 포스 시스템 (Android Nougat 7.0)

•전력 사용 효율성이 높은 쿼드 코어 프로세서

•정밀한 터치감의 PCAT Touch, 15인치 디스플레이

•WiFi 및 Bluetooth 지원

•스탠드 또는 월마운트 방식의 유연한 설치

•터치 기능 지원하는 2nd Display 옵션 제공

•높은 안정성의 최신 IC 보안 인증 모듈 탑재

•외식업 최적화

•획기적인 가성비 구현

•APEXAⓇ 시리즈의 모던한 디자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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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문의

•포스 터미널과 보안 리더기 (APEXAⓇ A-1500)

•포스 소프트웨어 <QUQI>

•포스 프린터 (A11)

•클라우드 ASP

•금전함

쉽다. 빠르다. 부담 없다.

클라우드 기반 신개념 외식업 포스 시스템, 쿠키



외식업 포스 포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고민을 해결하다. 쉽게. 빠르게.

부담은 적게.
QuQi 외식업 포스는 기존 포스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도입 

가격은 30% 낮추었습니다. 터치형 듀얼 모니터로 별도의 사인패드 구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SP에서 포스 설정 변경 가능

• 포스 설정은 서버와 실시간 동기화되어 

   장애 시 신속한 복구 가능

┃중앙 관제형 포스

•금액별, 품목별, 인원수별 분할 결제 지원

•결제 시 영수증 출력 여부 선택 가능

┃최신 결제 트렌드 지원

•영업 현황 통계 조회 앱 mPOPs 기본 제공 영업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AnyORDER 앱과 연동되어 고객의 주문과 결제가 포스에 실시간 접수 처리 (준비중)

┃모바일 앱 지원

•SW가 사전 설치되어 별도 설치 필요 없음

•ASP 개통만으로 인증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장비 교체 시 최소 정보 입력으로 즉시 사용

┃편리한 설치와 인증

•고객 회원 등록 기능 제공

•구매 수량별 스탬프 적립 가능 

•결제 금액별 마일리지 적립 가능 (준비중)

┃고객 관리 기능 제공

설치는 빠르게.
POS SW와 ASP 및 결제단말기 설치 등을 사전에 마치도록 고안되어,  

매장 내 설치 소요 시간을 최대 50%까지 줄였습니다. 장애 시 원격 서비스로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은 쉽게.
QuQI 외식업 포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 친숙한 화면과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포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형 및 후불형 외식업 매장 통합 관리 제공 

일반 식당, 전문 식당, 카페, 레스토랑, 푸드코드 등 외식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관리, 매출 현황 관리,             

결제 관리, 인력 관리, 고객 관리 등 매장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