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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씨티

설치 및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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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2.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3. 로그인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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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에서 VAN정보 및 프
린터, 현금부 설정을 하려면 시스
템설정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설정, 관리자 화면은 권
한 확인하는 비밀번호 입력 화면
이 나오면 비밀번호 "1234"를 입
력한다.
3. VAN설정, 주변기기설정, 키오
스크설정이 시스템설정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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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오스크가 오더로 설치되었
을 경우 연결찾기 버튼을 눌러 연
결된 메인 장비 컴퓨터명을 찾아 
추가 버튼으로 서버 추가한다. 메
인일 경우에는 이 작업은 생략한
다. 
※ 메인, 오더 연동할 경우에는 
꼭!! 방화벽 해제해야 한다.

2. 메인 컴퓨터명을 선택하여 서
버 Y 표시 확인하여 저장한다.

3. 더블 클릭하여 메세지가 나오
면 확인버튼을 눌러 데이타서버
설정을 한다.

4. 테스트 버튼을 누른다.

5. VAN사 및 연결된 리더기의 단
말기번호를 입력한다.

6. 사인패드는 해당VAN AGENT 
프로그램에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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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린터, 엔이콜 등의 연동 설정
할 장치를 등록한다.

※ POS구분은 주변장치가 연결된 
포스 또는 키오스크 장비 번호에 
맞춰 설정한다.

※ 프린터 모델명이 화면에서 조
회 안될 경우 기본 BIXOLON350 
또는 BIXOLON350+ 선택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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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모듈 포트 설정한다.

※ 설치할 때 현금부 정상 인식 
안되거나 현금부 에러 발생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한다.

2. 모델, 지폐방출기, 카세트 설정
은 해당사항에 맞춰 설정한다.1

※ M 184~200 펌웨어방법

메타장비 : DE49 폴더
표준장비 : B474 폴더

1. 실행프로그램 폴더에서 multi3400 관리자권한 실행

2. File to be programmed in the Flash 란에 Program 
v 체크, Open버튼 클릭.

3. 해당장비폴더로 이동, 파일형식 All Files(*.*)로 변
경 후 나오는파일 열기.

4. ComPort 해당포트 현금 모듈 포트 (대부분 com5) 
찾아서 설정, 속도 9600

5. Serial Port Disable 버튼 -> 오른쪽에  port 오픈  
인지 상태확인

6. 메타 : TC호환보드 Update 클릭 진행
   표준 : 3400표준 클릭 진행

7. 진행이 안될시 키오스크 하단부 뚜껑열면 현금모듈 
전원장치(검은색코드) 분리후 재연결



7

1. 임의매출 사용 : 키오스크에서 
실제 결제 안한 매출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할 때 체크한다.

2. RF리더기로 키오스크에서는
주문하고 포스에서 결제 한번에
결제할 때 체크한다.

3. 회원구분은 ERP에서 등록한 
후에 사용 가능하며 키오스크에 
전화번호로 회원 등록, 적립한다.

4. 포장 시 포장비 추가되도록
설정하는 사항으로 결제별, 상품
별, 대분류 지정으로 추가 옵션
선택 가능하며 예로 "포장 100원"
메뉴 추가해서 지정할 경우 추가
옵션 지정된 사항에 맞춰 포장 시
설정된 100원이 추가된다.

5. 대분류별 바코드 확인 : 직원
메뉴 등 일반주문이 아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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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을 등록하기 위하여
   상품관리 버튼을 선택한다.

2. 대분류를 등록하기 위하여
   신규버튼을 선택한다.

3. 새로운 명칭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된다.

4. 상품을 등록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5. 신규 생성할 상품의 내용을
   입력한다.

6.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신규상품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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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맵을 등록하기 위하여
   상품관리 버튼을 선택한다.

2. 키맵 버튼을 선택한다.

3. 키맵 배열 조정, 페이지 추가 
및 삭제, 로고 사진 등록 작업을 
할 수 있다.

4.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5. 키맵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6. 전체 바탕화면에 사진을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7. 키맵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8.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작업한
   내용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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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JPG) 참고사항

1. 메인 : 1080*1234

2. 로고 : 1080*274

3. 키맵 : 500kb이내, 
           적당한 사이즈는     
           500 * 500으로
           아래 여백이 있어 
           상품명 및 금액과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것이 좋다.

기초이미지설정으로 
상품명 및 금액 란의 
색상 변경할 수 있고 
흰색으로 안보이게 할 
수도 있다.

상품명 및 금액이 안보이게 
설정하려면 X값을 -400으
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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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시작 
   버튼을 선택한다.

2. 주문화면이 열리며 고객주문
   대기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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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버튼을 선택한다
2. 버튼을 이용해서 개별 상품을
   포장상품으로 이동한다.

3. 버튼을 선택하면 상품선택을
   이동할 수 있다.

4. 버튼을 선택하면 포장상품을
   전체 취소되고 초기화 된다 .

5. 버튼을 선택하면 전체 상품이
   포장상품으로 이동한다.

6. 포장선택을 완료하려면 
   완료 버튼을 선택한다.

7. 버튼을 선택하면 포장선택이
   취소된다.

8. 완료버튼을 선택하면 
   결제화면 나타난다.

※ 결제에 대한 설명은 
   결제부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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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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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분류 항목을 선택한다.
2. 상품을 선택한다.

3. 이전, 다음버튼을 선택하면 더 
   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4. 선택한 상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5. －, ＋ 버튼을 이용하여 상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6. 전체 주문을 취소하려면 
   전체취소 버튼을 선택한다.

7. 상품선택이 완료되면 결제를
   위하여 결제 버튼을 선택한다.

8. 결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포장여부를 선택한다.

9. 결제화면이 나타난다.

※ 결제에 대한 설명은 
   결제부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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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버튼을 선택한다.

2. 할부를 원할 경우 화면에서
   할부개월수를 입력한다.

3. 할부버튼을 선택한다.

4. 일시불을 원할 경우 일시불
   버튼을 선택한다.

5. 신용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투입한다.

6. IC카드 불량인 경우 카드를
   리더기에 슬라이드 한다.

7. 결제가 완료되며 영수증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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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더기
    카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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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결제를 위하여 현금
   버튼을 선택한다.

2.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한다.

3. 결제가 완료되며 영수증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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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투입구에
    현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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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을 변경하기 위하여
   매출변경 버튼을 선택한다.

2. 매출내역을 선택하면 선택된
   매출이 하이라이트 된다.

3. 현금영수증 버튼을 선택하면
   매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6. 상세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된 매출의 상세내역이 
   표시된다.

7. 재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된 매출의 영수증이
   재인쇄 된다.

8. 주방재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된 매출의 주방주문서가
   재인쇄 된다.

9. 매출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된 매출의 매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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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준비금을 등록하기 
   위하여 시재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2. 숫자키를 이용하여 시재를
   입력한다.

3. 입금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영업준비금이 등록된다.

4. 수정,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영업준비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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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마감을 위하여 중간마감
   버튼을 선택한다.

2. 인계금액이 있을 시에는
   숫자키를 이용하여 인계금액을
   입력한다.

3. 중간마감 버튼을 선택하면
   중간마감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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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일마감을 위하여 일일마감
   버튼을 선택한다.

2. 인계금액이 있을 시에는
   숫자키를 이용하여 인계금액을
   입력한다.

3. 일일마감 버튼을 선택하면
   마감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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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속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속보 버튼을 선택한다.

2. 금일속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기간별 버튼을 선택하면
   기간별 속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상품별 버튼을 선택하면
   상품별 속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신용카드 버튼을 선택하면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6. 현금영수증 버튼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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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매장정보 버튼을 선택한다.

2. 정보를 입력한다.

3. 검색버튼을 활용하면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다.

4.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버튼을
   선택한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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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사용자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2. 신규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3.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등록이 
   완료된다.

4. 수정버튼을 활용하여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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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처리 요청을 위하여
   원격지원 버튼을 선택한다.

2. 키보드 버튼을 선택하면
   숫자패드를 볼 수 있다.

3. 콜센타에서 부여받은 6자리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4. 실행을 물어보는 팝업이 뜨면
   실행버튼을 선택한다.

1

23



23

TOTAL BI SOLUTION MagicPOS

(주)메타씨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