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머신 



키오스크 아이머신 사용방법입니다. 

 

 



❶ 포장여부 선택(옵션 설정 가능) 
포장 여부를 선택합니다.(매장에서/테이크 아웃) 

 

 



 

[ 키오스크 아이머신 상품 화면 구성 ] 

 

❶ 언어선택 
다국어 선택 메뉴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❷ 그룹  
상품을 진열하는 그룹으로 카테고리 별로 상단 메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❸ 상품 
 : 고객에게 판매될 메인 상품으로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가격을 보여줍니다. 

Best, 옵션, 2인, 신규, 세일, 추천 등 6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숫자 : 상품에 등록된 옵션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❹ 상품 선택 내역 

: 상품을 선택하면 그 내역이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❶ 옵션 

상품 선택 후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 : 사이드 메뉴 추가, 음료 사이즈 변경, 토핑 추가  등 ) 

 

- 추가상품 

옵션에 등록된 추가 상품이 표시 됩니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추가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 : 사이즈(스몰, 레귤러, 그레이트), 온도(핫, 아이스) 등) 
 

 



❶ 상품 선택 내역 

주문할 상품들을 선택 후 ‘주문하기’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상품의 종류와 계산하실 가격을 보여줍니다. 

- 상품 중 옵션의 추가 구성 상품을 선택합니다. 

- 선택하신 상품 확인 및 수량변경이 가능합니다. 

- 모든 상품을 확인하였다면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뉴를 다시 선택 하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 다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❶ 좌석 번호 혹은 진동벨 번호 선택(옵션 설정 가능) 
 ‘테이블/진동벨’ 선택 후 손님이  앉은 좌석번호(테이블)를 선택합니다. 

 - 좌석 번호를 모를 때 ‘좌석 번호 모름’을 클릭하면 결제수단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스탬프 사용 방법(옵션 설정 가능) 

 - 결제 수단 선택 전 스탬프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탬프 사용 방법 

 - 보유중인 스탬프 갯수를 확인 후 교환 가능한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핸드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합니다. 

 - 발송된 문자의 URL 주소로 접속하여 인증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구매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정상 확인 시 구매리스트의 ‘가격’ 금액 대신 ‘스탬프’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❷ 인증실패 

 - 인증실패 화면이 나타나면 재 전송을 통해 다시 인증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멀티미디어 메시지 혹은 인증되지 않은 메시지 수신거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❶ 결제 수단 선택 

구매리스트 확인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 결제수단을 선택 가능합니다.) 

 



 

❶ 결제 수단 선택(현금) 

현금 결제 진행 시 현금영수증 종류를 선택 가능하며 요청 혹은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건너뛰기 시 결제 완료 화면이 나타나며 영수증을 자동 (영수증 출력여부에 따라) 출력합니다.  

 



 

❶ 결제 수단 선택(카드/제로페이) 

카드 및 제로페이로 결제 수단 선택시 영수증을 자동 (영수증 출력 여부에 따라) 출력합니다.  

 



 

❶ 스탬프 적립 순서 

① 결제 완료 후 스탬프 적립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스탬프 적립을 적용할 핸드폰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스탬프 적립이 완료되면 적립 수량 및 유효기간이 나타납니다. 

* 스탬프 사용 후 결제 진행하여 스탬프 적립 시 핸드폰 번호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② 

③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