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언택트 전자경

최적의 전자경매 시스템 설계를통해

한우경매스마트화
SMARTAUCTION SYSTEM

매시스템

한우경매스마트화

다수의 접속시에도안정적으로서비스를
유 저들에게 재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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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유저가동시에 접속하여 경매를 진행하여도 서비스를안정적으로
현

받을수 있는최적의 시스템을구 하였으며 동시에 비상상태 (정전)등이

-

발생시에도 24.A- I간자료를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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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협경매

통합경대풀멋픔

인터넷

한우 경매 스마트 시스템은 최적의 비용으로효율적이고 안경적인
관리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매수인과농가와축협이 서로서로
윈-원할수있는전자겅매 시스템을제공합니다.

TEL 055.933. 7744
축산플랫폼주식회사 / 경상남도합천구합천읍동서로96. 2층 /
www. 'vestockplatfor m. com

FAX 050. 44 8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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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경매스마트화

SMARTAUCTION SYSTEM

낙후된 전자경매시스템의
스마트화를통해 대한민국축산업의

한우경매스마트화

SMARTAUCTION SYSTEM

전자경매시스템의 스마트화를통해
매수자, 농가, 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경매스마트화

효과적인 전자경매 시스템을통해

SMARTAUCTION SYSTEM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부가서비스로

미래를책임집니다.

밝은미래를보장합니다.

최고의 온라인 경매를진행합니다.

낙후된 전자경매시스템을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등의 비상상황에도 전자경매 시스템의 스마트화를통하여

직접 경매장을방문한구매자가 경매하여 낙찰하는방식을탈피하여

현대화하고, 이제 누구에게나 일상이된 스마트 기기를통해

매수자, 농가, 축산업협동조합에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효과적인

구제역또는코로나와같은응급상황에서도온라인경매를통하여

더욱효율적인경매를실현하며,축적된데이터를기반으로

서1::1|스를제공합니다.

경매업무를진행할수있습니다.

E은후서Hl스를제공합니다.

스마트화를 동하여 온라인으로경매상황을

매수자

실시간으로 지역에관계없이 관전 및경매 가능

가축시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경매에 참여할수
있으므로 시간적경 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PC 밋 스마트폰을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않고검색 및즉시경매가가능합니다.

구재역 ,코로나등비상시 장소와시간에
제약없이 온라인으로경배를 대체가능

尸\
广\
겅때마기종

겅따중

전광판
고정식 저사양 모듈의 기존 전광판 의 단점인 고정된
디자인과 글자수 제한, 제한된 활용성을 개선한형태의
전광판으로 4K(UHD) 화소 를 통하여 선명한화면을
보여주며 다양한형태의 화면을연출할 수있어 활용성
에서매 우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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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대종료

간금일림대

부가서비스및시너지효과를 기대

부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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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기로 변경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경매와관전
6 9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겅매결과 확인 및다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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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의 공동한우경매망구축시 다양한

5 8 0

가격표시만 가능한기기를 활용성과 휴대성이뛰어난

••｀’

진행상황율 관전 가능하며 인더넷을이용한PC및

‘r7 (

기존의 고가주문 형 단말기의 단점인 흑백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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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약 없이 언제 어디 서나스마트폰으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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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응찰,l

4 7 /`

능가

및다앙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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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핵심DB 플랫폼을이용한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 제공 가능

압점축삼업협동조압
조합원님괴 함께하는 우리축협
Hapcheon Hwanglo Haowoo

축협

스마트경매 플랫폼 대시보드

합천축협은 2013년부터 온라인관전 서비스를

온라인경매상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모니더링

제공하며 쌓아온경험으로 1 초의 차이도 없는지금의

기능으로 기존경매시스템에서는구현이 불가능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에도달해 온라인경매가

지역별, 시간별실시간경매상황을모니터링 할수있는

가능해겼습니다.

7|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