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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맞춤형 분석과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ttp://inpos.infomind.co.kr



 

매출통합정산

INPOS

INPOS 
INPOS Total Solution은 새로운 경영환경 시스템으로 POS, 무인발권기, 스피드게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제공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지원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POS

디지털

사이니지

검증된 솔루션

모바일쿠폰 자동연계 원격제어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Van/PG 통합 정산 관리 고객센터 운영

무인

발권기

POS

온라인판매

판매대행사

무인시스템

검표

사용자의 편의성이 고려된 가독성 높은 화면 서비스를 통하여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권기를 통해 외국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국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INPOS는 쉽고 편리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스피드

게이트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차별화된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천지연 폭포, 주상절리대 (현재 제주도 내 관광입장객 Top 5)를 중심으로 관광지, 박물관, 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INPOS Total Solution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INPOS Total Solution은
제주도내 다수 관광지 및 박물관, 숙박업소에 구축 운영하고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입니다.

관광지
공연시설

숙박시설

INPOS T t l S l ti 은

상품판매
음식점

체육시설

・ 간편한 매/검표 시스템

・ 무인발권시스템과 연동

・ 통합정산시스템 지원

・ 스피드게이트 검표시스템 지원

・ 온라인 예약/결제지원 

・ 한눈에 볼 수 있는 좌석안내

・ 사이니지를 통한 공연 및 

   공연장 홍보

・ 간편한 예약/결제/조회

・ 부대시설 정보제공 및 결제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매출,

   매입, 재고 관리

・ 고객의 동향 파악이 쉬운 통계관리

・ 메뉴판용 스마트 태블릿

・ 고객의 동향 파악이 쉬운 통계관리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매출, 

   매입, 재고 관리

・ 편리한 회원관리 시스템

・ 체육관 예약시스템



INPOS 실제 적용 사례

안드로이드 POS

무인발권 부스 무인발권기

안드로이드 POS 네트워크 비콘

무인발권 부스

INPOS 실제 적용 화면

통합예약 사이트

공연장 좌석 예매 통합 관리자

숙박 웹/모바일 예약
디지털 사이니지

야영장 웹/모바일 예약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해안 감귤박물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 서복전시관 천문우주과학관

김정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모구리야영장 종이시계 카페 감귤카페

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공영 관광지 및 시설,
도내 다양한 업체에서 INPOS를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운용중 입니다.

관

관

양림

다.

업종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LL IN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