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J SYSTEM
Company History

2000.	 4. 씨엔제이시스템 창립

	 8. CJ 프레시웨이 협력업체 등록

2001.	 4. 동원홈푸드 협력업체 등록 

 9. 대전 종합청사 RF IC카드 시스템 식당 시스템 제공

2002.	 10. 대구 교통카드를 이용한 개인택시조합 단말기 6,000대 공급

2003.	 3. (주)티씨제이시스템으로 법인 변경 

2004.	 1. 키오스크형 티켓 발매기 개발 TA-1000

 8. 티켓 프린터 개발(대명비발디, 서울랜드, 티켓뱅크 공급)

2005.	 3. 건양대 대전 교통카드와 협력식당 무인 발매기 공급

2006.	 1. 인천국제공항 포함 25개소 식권발매기 공급

2007.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업체 등록

 6. 국민대 외 36개 점포 식권발매기 공급

2008.	 5. 중앙대 외 80개 점포 식권발매기 공급(CJ 프레시웨이 전국 점포)

 12. 150개소 카드 시스템 설치 공급

2009.	 3. 전자식권 발매 시스템 특허 출원

 5. KT인천국제공항 무인카드 발매기 40대 설치 공급

 11. 벤처기업 등록(기술신용보증기금)

2010.	 5. 서울대, 동국대 외 식권발매기 180대 설치 공급

 10. (주)티씨제이시스템 사옥 신축 이전

2011.	 5. 전국의료원 연합회 처방전 키오스크 공급

 10. 김포 조립공장 신설

2012.		 6. 여수엑스포 식당 관련 시스템 공급

 9. 기부금 키오스크 평창스페셜 올림픽 지원

2013.		 1. 발매기 신모델출시 TA-Series  TA-1000, TA-2000, TA-3000

식당・프렌차이즈

공항・터미널

도서관・박물관

경기장・스포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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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제품변천사

•TA-2000

•식권발매기

Superior Receptionist Vender 
TCJ System TA-Series 

➡ ➡

➡ ➡







TCJ SYSTEM  Total Solution of Automation

TA-2000C

현금·신용카드  겸용

Series TA-2000C

운영체제 Windows XP 이상

CPU

모니터 21.5”Infrared Beam Touch

전  원
노이즈 방지 필터 적용

IN 220V,OUT 5V,24V

카드 리더기(옵션) 신용카드 ISO2 Track

외형크기 500×1451×265 (W/H/D)

발매방식

티켓 프린트(옵션) TUP_900 프린터

키오스크 터치 스크린 방식  

인텔Dual Core 이상

DID 메뉴/고객평가 전용 

Series DID

운영체제 Windows 7 

프로세서

모니터 46”Infrared Beam Touch

설치된 메모리
   (RAM)

4.00GB (3.37GB 사용가능)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외형크기 700×1880×500 (W/H/D)

하드용량 30GB 

인텔Dual Core i3-4150  

DID 메뉴 전용





TCJ SYSTEM  Total Solution of Automation

※ 고객이 구입상품을 한번에 알아 볼 수 있는 화면 디자인

편리한 기능

(주)티씨제이시스템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해 드립니다.

(주)티씨제이시스템은

다양한 주변기기 개발로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기기

독자적인
화면구성

다양한
결제수단

빠른진단
및 대처

완벽한
시스템구성

※ 현금(지폐 및 동전) / 신용・선불카드 / 전자화폐・사원증 / 교통카드

※ 무인발급 / 유인발급 / 게이트 / 시스템 서버

※ 빠른 고장진단 조치기능 : 원격 지원 / 긴급지원

DID

고객평가
시스템

출입관리
게이트

티켓프린터
및 기타

Turnstile Gate Flap Gate Speed Gate

순번대기표티켓프린터 TSP-1000 티켓프린터 TSP-700Ⅱ X-700 WKR-300 RF/MS

※이 외에도 많은 장소에 (주)티씨제이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06 / 07

프랜차이즈 인건비 절감으로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많은 고객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원활한 운용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권발매기 설치 시 적절한 인력배치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고객의 구매가 일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버스정류장, 경기장 안내키오스크까지 티씨제이시스템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대학교

단체급식

입장권 및 티켓

기타

※ 빠른 고장진단 조치기능 : 원격 지원 / 긴급지원





Certificate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1062-12 TCJ빌딩
Tel : 02-3663-3901(代)

•본사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1062-12   Fax : 031-988-6719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48-433

http://www.tcj.co.kr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113-1
T. 042- 624-7577

티씨제이시스템(대전)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68-11 3층
T. 033-651-5902

(주)리미트정보통신(강릉)

경북 경산시 삼북동 280-7
T. 053-812-3666

미래티켓밴딩(대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150-55번지
T. 062-514-6000

(주)대덕지에스(광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534번지
T. 064-753-1600

포인트(제주)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33-199 화수빌딩 2층
T. 051-582-8108

포스텍(부산)

서울/경기

A/S 및 직영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