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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1) 배경 

  매장과 프랜차이즈의 현실적인 요청   

매장과 고객의 만족을 위한 미래가치 지향적인 해법 필요 

③ 매장가치 상승  
 고객 만족 증가 

 매장 퀄리티 상승 

 공간활용 극대화  

 

① 매장 관리비 절감  
 연 인건비 부담 74% 감소   

 카운터 쏠림 방지 

 매출 누락방지  

② 매장 회전율 상승  
 조작 미숙 방지 

 카운터 집중 해소 

 빠른 접수와 결제 



에어포스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판매시점관리 시스템(POS)’과 ‘인건비 절감과 고객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KIOSK)’을 주문, 결제가 통합된 솔루션으로 자체 개발하여, 매장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귀 사의 요청에 맞는 최적의 프랜차이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에어포스 POS 시스템 AIR KIOSK 시스템 통합관리 솔루션 

2) 개요 

▶더 나은 고객 만족◀ 

1. 제안배경    



1) AK 3 소개 

2. AIR KIOSK AK 3 시리즈   

[에어 키오스크  AK 3 시리즈] 
고사양, 고성능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추천 : 인건비 절감, 빠른 고객회전 희망 매장 

            프랜차이즈, 푸드코트, 학생식당 등  

장점 : 편리한 이동 설치-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분리 (1인 설치) 가능 

            고성능 시스템-빠른 주문 & 결제 처리속도 

            전용 프로그램-유통 솔루션 “Air Self” 탑재 

            다양한 결제 수단 : PAYCO, RFID, NFC, 바코드 등  

통합솔루션 : POS & KIOSK ASP 통합관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메뉴, 가격 일괄 배포 가능            

에어 키오스크 AK 3는 인텔 6세대 스카이레이크 CPU와 DDR4 4GB메모리, 64GB SSD,  21.5인치  
FULL HD 1920x1080 해상도와 적외선방식(IR) 10포인트 멀티터치디스플레이를 갖춘 고사양의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전용 C모델과 현금& 신용카드 결제 겸용 CM모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 : AK 3 C 
신용카드 결제전용 

모델명 : AK 3 CM 
현금&카드 결제겸용 



2) AK 3 특징 

2. AIR KIOSK AK 3 시리즈   



*. 하드웨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AIR KIOSK AK 3 시리즈   

구성 스펙 옵션 

PC 
 - CPU : Intel Skylake 6th G4400, 3.3GHz, 3M Cache 
 - Storage : SSD 64GB   
 - Memory : DDR4 4GB  

디스플레이 
 - 해  상  도 : 21.5“ Wide FULL HD LED 1920x1080 
 - 터치 방식 : 적외선(IR-Touch) 10포인트 멀티방식 
 - 최대 밝기 : 250cd/㎡, 분리&이동 가능 

OS & 솔루션  - OS : Windows 7 / Windows 10 IoT 
 - Air Self : 외식 / 발권 솔루션 

인터페이스  - Serial : 4ea, USB 3.0 : 4ea, LAN : 2ea, HDMI : 1ea, DP : 1ea 

영수증프린터  - 해상도 : 203dpi, 인쇄속도 : 200mm/sec., 폭 : 80mm  

IC Card 리더기  - KCP 여신금융협회 인증 보안 리더기 

사이즈(mm)  - 380(W) x 1595(H) x 310 (D) (밑판 제외)  
 - 400(W) x 1685(H) x 400 (D) (밑판 포함)  

PAYCO 리더기  - NFC, RFID 결제기능 O 

현금 메커니즘(CM)  - 3권종 지폐 인식, 1동전 적재 가능 
 - 동전 500원 500개 또는 100원 800개 중 선택 1 O 

바코드 스캐너  - Image Sensor : Decoder 바코드 인식  O 

3) AK 3 구성 및 사양 



3. KIOSK 솔루션 Air Self   

1) 초기, 브랜드영상, 관리자화면 

•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대기 
• 화면에서 주문 가이드 안내  
• 터치 시 메뉴화면이동 

•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 대기화면에서 광고영상 연속  
• 재생 설정 가능 

• 관리자 로그인 
• 편리한 인터페이스  
• 프랜차이즈 본부관리 가능 



3. KIOSK 솔루션 Air Self    

• 단계별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 발생하는 예외상황 자동대응 
• 이탈 시 타임체크 초기화면전환 

• 주문 중 수량 변경 자동계산 
• 한 화면에서 선택 메뉴 삭제 
• 클릭 시 페이지 전환 최소화  

2) 주문, 셋트선택, 수량 변경화면 

• 다양한 메뉴 설정 가능 
• 콤보, 셋트 등 주문 방식 설정 

 



3. KIOSK 솔루션 Air Self    

• IC카드리더기 결제  
• 화면 및 보이스 안내 
• 일시불, 할부 설정 안내 

3) 카드결제, 현금결제 화면 

• 넣은 현금, 남은 금액 확인  
• 화면 및 보이스 안내 
•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 확인 

 
결제 옵션 
 
 카드 : 일시불/할부 설정 
 
 현금 : 현금영수증 출력  
 
 PAYCO 
 
 
추가 결제 방식  
 
 바코드리더기 : 상품권 교환  

 
 RFID, 삼성페이 등 

 



3. KIOSK 솔루션 Air Self    

• 메뉴배열 : 3x3, 4x4, 5x5 등 설정 
• 메뉴그룹 : 신제품, 베스트  

              등 카테고리 설정 
• 프랜차이즈 본사 일괄 관리 가능   

4) 관리자 화면 : 메뉴, 대기화면, 결제 옵션 등 설정 

• 세트메뉴 설정 
• 가이드 문구 작성 
•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가능 

• 대기화면 설정(이미지, 동영상) 
• 팝업 화면 크기 설정  
    기본 : 1024 x 600  

• 메뉴세부 설정 : 그룹, 색상, 폰트 
• 주문화면 표시 설정  
• 주문 번호 설정  

• 결제 옵션 설정 
-PAYCO  

   -바코드리더기  
   -티켓출력  



3. KIOSK 솔루션 Air Self    

• 현금 시제 계산  
• 입금, 출금 확인 
• 증감 후 잔액 확인 

5) 관리자 화면 : 현금입출금, 업무마감, 품절설정  

• 마감 및 정산 확인 
• 개점 준비금, 중간입금 정산 
• 중간정산, 입출, 과부족 확인 

• 메뉴 중 품절 상품 설정 
• 매진상품 판매 중지 
• 이벤트 한정 수량 운영 



4. 회사소개 

POS 하드웨어 개발  / 공급 

KIOSK 하드웨어 개발 / 공급 

O2O  / 커머스 

• 구매채널 다양화  

• 결제 방식 다양화  

• 배달 서비스 연계 

1) 회사개요 

 ㈜에어포스는 POS 시스템 개발업체로서 경영자 및 운영자가 쉽고 간단하게 고도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확립할 수 있는 POS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사가 보유한 3만개 매장 인프라를 통해 O2O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4. 회사소개 

2) 회사연혁 

POS H/W 공급사업 
 POS 
 키오스크 

솔루션 공급사업 
 POS 어플리케이션 
 프랜차이즈 정보관리 
 ERP 

O2O 플랫폼 
 간편결제  
 커머스 
 모바일 앱 

2018 AIR KIOSK “AK 3” 시리즈 개발 출시 

2017 AIR KIOSK “AK 2”개발 출시 
POS H/W “AP2알파” 출시 

2016 O2O 사업진출 
POS H/W “AP2” 출시 

2015 유통프랜차이즈 POS S/W출시 
시간제 POS S/W출시   

2014 POS H/W “AP5” 출시 

2013 NFC를 활용한 POS 마케팅 솔루션 개발 
POS H/W “AP1” 출시 

2012 무선주문, 전자메뉴판 POS S/W출시 

2011 VAN 대리점용 ERP 솔루션 “일사천리”출시 

2010 POS H/W “AP3” 출시 

2009 KSNET 등 9개 VAN사 공급계약 체결 

2008 PO를 이용한 수발주 솔루션 개발(특허등록) 
POS H/W “AP330” 출시 

2007 벤처기업 인증 – 기술보증기금 
POS H/W 자체 양산 개시  

2006 이노비즈 기업인증 – 중소기업청 
연구소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5 전국서비스센터 구축, POS H/W공급사업 개시 

2004 외식업종 POS S/W “푸드카페” 출시 
POS ASP 솔루션 출시 

2003 ㈜에어포스 법인설립 POS S/W 공급사업 개시 



4. 회사소개 

3) 유지보수 

서울/인천 (본사) 1588-9218 

경기권 4개 센터 

충청권 4개 센터 

강원권 3개 센터 

전라권 3개 센터 

경상권 7개 센터 

제주도 1개 센터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원격제어 

3단계 
  현장 A/S 

전국 23개  
서비스센터 

 ㈜에어포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장비는 전국적인 단일망 A/S Network를 통해 유지보수를 시행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국 유지보수 체계를 갖고 있는 ㈜에어포스는 고객의 투자를 도입 초기부터 철저히  

보호해 드리며 그 사후관리를 완벽히 보장합니다.   



4. 회사소개 

제품상담 02-780-3777 

A/S상담 1588-9218 

업무시간 평      일 09:00 ~ 21:00 

주말,휴일 10:00 ~ 18:00 

4) Contact US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721호 
㈜에어포스 

◎. 담당자  
 

전은준 본부장 : 010-7594-9119 
E-Mail : bbabbol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