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Showcase bingo24 

RFID기반 스마트 쇼케이스 
무인운영을 통한 매출신장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휴대폰 핀-테크 결제 
제품 운영상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VMMS ASP 서비스제공 



 다양한 상품의 자율 판매 
 CCTV와 연계된 보안 서비스 

 신용카드 결제 기반 서비스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에 따른 업무간소화 

•상품별 유통기간 설정 관리를 통한 상품관리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 

•정상 발급된 카드 승인 후 Door 제어에 따른 안정성 

•상품 출고 시 자동결제의 편리함 

매장 운영 경쟁력 강화 

•24시간 운영 : 구매환경 변화에 따른 24시간 운영 

•다양한 상품 : 상품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판매환경  

•인건비 절감 : 하이브리드 형태의 판매를 통한 인건비 절감(주간 유인+야간 무인) 

•기업복지공간, 공유주택, 키즈카페 등 새로운 생활 환경 트렌드에 맞춤 

인건비 증가 및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구매 환경 변화 

1. 배경 및 목적 

RFID 기반의 스마트 쇼케이스(bingo24) 도입으로 매장 무인 운영을 통한 매출 신장을 기대합니다.  

2 

※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 6항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
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2020.12.31. 개정) 



2. 제안장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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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 용량의 기본 5칸 선반 및 사용 용도에 맞는 조절 가능 
 결제 단말기 스마트 터치기술 접목을 통한 간편 결제 
 24인치 스크린을 통한 광고 및 행사안내 
 RFID 기술 도입에 따른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및 재고/유통기간관리 
 유통기간 경과 상품 판매 불가 서비스 
 손쉬운 제품 이동을 위한 이동형 바퀴 
 온도 조절기 부착에 따른 온도 상태 및 조절 기능 서비스 

디스플레이 24인치 TFT LCD / 10.1인치 TFT LCD(Touch) 

카메라(Option) 200만 화소, 2.8mm 고정초점 렌즈, 1920X1080 (NHN) 

결제수단 Only Smart card 

사운드 스트레오 스피커 내장(3W) 

외형 665(W) X 630(D) X 2,170(H) 

해상도 1980 X 1024 

광고용량 10MB 

내용적 398리터  

사용온도 냉장 0℃ ~ 10℃ 냉동 -18℃ ~ -22℃ 

Weight 냉장 135kg 냉동 165kg 

정격전원/전력 
AC 220V/60Hz, 2A 냉장 600W / 냉동 1000W 

※ 소비전력의 경우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Data Interface TCP/IP, RS-232, USB2.0 

Radio Frequency 13.56Mhz, ISO15693 

조명등 LED 12W X 2EA 



상품별 RFID TAG를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기간/판매정보/판매실적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Door 제어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쇼케이스입니다. 

3. bingo24 구매 프로세스 

 RFID 기반의 스마트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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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방문 

2. 카드투입 
3. 정상카드 확인  
4. 도어 장치 해제 

4. 쇼케이스 문열림 

0~10℃ 

6. 상품정보 확인 7. 자동결제완료 후 카드 제거 

 규칙에 상관없는 적재방식 
 일반/냉동/냉장 모두 판매 
 파손 걱정 없이 다양한 상품군 

https://www.youtube.com/watch?v=AkjV_ig7Kb4&t=157s 
빙고24 사용 매뉴얼 

https://www.youtube.com/watch?v=AkjV_ig7Kb4&t=157s
https://www.youtube.com/watch?v=AkjV_ig7Kb4&t=157s
https://www.youtube.com/watch?v=AkjV_ig7Kb4&t=15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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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쇼케이스_기능설명 

상품별 RFID TAG를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기간/판매정보/판매실적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Door 제어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쇼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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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솔루션_bingo24 Web[1/3] 

 

상품등록, 사용자권한관리, 광고관리, 매출관리, 재고관리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Web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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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 사용자권한관리, 광고관리, 매출관리, 재고관리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Web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핵심 솔루션_bingo24 We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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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ingo24 

bingo24 



상품등록, 사용자권한관리, 광고관리, 매출관리, 재고관리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Web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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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솔루션_bingo24 Web[3/3] 



유비씨엔㈜는 결제 분야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금융, 통신, 보안등의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다 하고,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U-Payment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회사설립 2008년 7월 30일 대표이사 김대식 

Network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10호 (가산동, 코오롱애스턴) 

사업분류 Payment Device, Payment Network Service, Smartcard Solution, NFC/BLE Technology, O2O Service 

서 비 스 결제업무 컨설팅, 자판기결제 단말기, 신용카드인증 출입단말기, 자율판매기, 방문고객관리서비스, ASP 서비스 운영  

신용등급 경영실적 B+ (2021년 3월 30일 기준) 76억원 (´19F) 

종 업 원 40명 기업형태 이노비즈, 벤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6. 회사소개_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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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보시스템 운영 경험 및 제품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결제관련 컨설팅, 단말기 정보서비스 등 신용카드 결제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Value Creator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 기술력 

   - 국내 모든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결제 기능 

   - 국내 No.1 자판기 카드결제단말기 사업자 

   - 10-1012512(특허번호) :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한 주차비 관리시스템 

   - 10-1283989(특허번호): RF 단말기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행 NFC 장치    

   - 10-1339661(특허번호): NFC 태그를 이용한 모바일카드 결제장치 

 단말기 결제 정보 및 운영 관리 솔루션 
   - 전국 5만 여대의 단말기 관리 Knowhow 
   - 다양한 Platform 운영 환경 조성에 따른 접근 편리성 
   - QR Code 인증, PASS인증 

•  결제 솔루션 기술 개발 

•  결제 운영 프로세스 컨설팅/PI 

•  결제 단말기 납품 및 유지보수 

경험 多 

Key Experiences(경험) 

•  자체 브랜드 결제 솔루션 보유 

•  결제 Operation 전문 지식 

•  제품개발, 기술지원, 고객지원 

인력 보유 

Key Resources(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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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인증서 

특허 10-1012512 

벤처기업확인서 

특허 10-1283989 특허 10-1339661 

6. 회사소개_유비씨엔의 강점 



유비씨엔㈜의 조직은 5개 부문/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까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ayment Solution Company 
Ubiquitous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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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경영지원본부 

생산구매팀 

경영관리팀 

영업팀 

영업기획팀 

E-platform팀 

전산팀 

CEO 
대표이사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생산 QC팀 

연구1팀 

연구2팀 

구분 계 연구소 시스템 서비스 경영, P&P 

특급기술자 15 6 2 1 6 

고급기술자 11 2 3 5 1 

중급기술자 8 3 2 1 2 

초급기술자 7 3 1 2 1 

계 40 14 8 8 10 

P&P 사업부 시스템사업부 서비스사업부 연구소 

6. 회사소개_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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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대형 SI, 공공 등 전 분야의 기업들이 적용한 단말기이며, 다양한 사업의 결제솔루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회사소개_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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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냉동 스마트 쇼케이스  <무인카페 디저트> 냉장 스마트 쇼케이스 <일반음식점> 주류 냉장 스마트 쇼케이스 <PC방 잡화> 냉장 스마트 쇼케이스 

7. 구축사례 



<무인카페> 

<무인카페> 

<식품사업> <일반사무용품> 

14 

7. 구축사례 



<무인카페> <무인카페> <샵인샵 포장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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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축사례 



7. 구축사례 

<무인카페> <무인카페> <냉동식품> 



7. 구축사례 

<무인리조트> <무인커피, 디저트, 밀키트> 



7. 구축사례 

<오창휴계소 하행> <옥천휴계소 하행> 



8.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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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인증현황 



10.서비스 항목 

구분 내용 

A/S 

 무상유지보수 기간 1년 / 소프트웨어 평생 무상유지보수 

 전국망 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 완료 후 하드웨어 유상 유지보수 별도 협의 

프로그램 서비스항목 

 CCTV서비스 : NHN 클라우드 기반의 CCTV 운영으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option) 

 원격지원서비스 : 원격지원 서비스로 빠른 대처 

 상태모니터링서비스 : 장비 상태 모니터링 후 이상증상 발생 자동 감지 후 조치 

 일별 매출 현황, 재고 현황, 입고/출고 현황 관리 

 유통기간 경과 상품 판매 불가 지정을 통한 상품의 안정성 관리 

 선호 상품 정보 관리 제공 

 Web 기반의 광고 관리 서비스 제공 

<VAT별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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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 (Minimun Order Quantity) : 최소구매수량> 



감사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호, 710호(가산동, 코오롱애스턴) 
TEL : 02)2082-7880(代)     FAX : 02)2082-7881 
담당자 : 영업팀 성권혁 차장 010-8873-3473  khsung@ubc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