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iotheca remoteLibrary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서의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moteLibrary 는 도서관 서비스의 접근과 적용을 확

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어느 공간*에서든

설치가 가능하며, 이용자는 회원증을 스캔하고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한 도서가 기기에서 나

오게 됩니다. 공공기관 로비, 쇼핑몰 , 역사 내, 병원, 학

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도

서관 서비스를 더욱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
다.

* 도서관 네트워크와 통신연결이 필요함

remoteLibrary 혜택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직관적인 디자인

비블리오티카의 remoteLibrary는 무인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으
므로 이용자가 손쉽게 편하게 대출, 반납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 투명창을 통해 도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디지털 인터페

이스로 제목, 저자 또는 장르별로 검색을 할수 있으며, 책표지와

이미지가 간단한 설명을 통해 제시되므로 이용자는 원하는 책을
명확하게 대출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출과 반납 기능

도서관 이용자는 remoteLibrary 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된 자료는 회전함 내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

에 자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의 통

신으로 자료상태가 바로 갱신되며 이용자는 즉각적으로 반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모든 대출,반납에 대

하여 관련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도서관 행사와 활동 홍보

remoteLibrary의 대형 32인치 터치스크린으로 지역 내 중심부에

서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홍보 게시와 안내가 가능합
니다.

신뢰감 있고 견고한 설계

remoteLibrary는 보관된 모든 자료의 제목을 아주 쉽게 볼수 있는

Event promotion
screen and bookrack

파노라마식 회전형 디스플레이로 독특하고 견고한

설계로 고안되었습니다. 각 회전형 함은 자료의 대출과 반납을 위해

각각의 개폐문이 달려있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능한 손쉽게 대출과 반납 과정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remoteLibrary 는 336 개 자료에 대해 반납즉시 대출 가능, 그리고 반납 자료에 대한 자동으로 공간 할당이 되어 무
인으로 운영되됩니다. 도서관 직원이 하는 유일한 업무는 '자주 대출' 되는 도서에 대해 파악하고 자료 재고 수량을
결정 하는 정도 뿐입니다.

사양 : bibliotheca remotelibrary
치수 :

높이: 2250mm | 너비: 1550mm | 깊이: 1900mm

무게:

1800kg

전원:

AC 220V±10% 50Hz~60Hz, 20A

저장용량:
데이터 :
PC:

RFID 사양:
로그인 방식:
규격 /인증:

보관 책 사이즈:
(최대)
소프트웨어 :
설치 요구사양:
방진방수등급:
소음 수준:

336 개

10/100 ethernet

WIN7 | Celeron | 4GB

Operating frequency: 13,56 MHz, Max. Transmitting power: 1.2 W
Supported tags types: ISO/IEC 18000-3-6C, and ISO/IEC 15693
Barcode

CCC, CE, KCC
높이: 285mm|너비: 210mm| 깊이: 30mm

remoteLibrary에 소프트웨어는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SIP2 를 통해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LMS/ILS)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공간이 500kg/m2을 견딜수 있어 합니다.

이용 운영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장비는 각각 벽에서 최소 0.6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
어야 합니다.
IP31

장비가 설치 될 공간 표면의 거칠기는 10mm를 넘기면 안됩니다.
1m내에서 40dB 이내

보관 온도: -10°C - +60°C
환경적 요인:

작동 온도 : 0°C - +40°C
습도 수준 : 20% - 80%

공급 전원 : AC 220V±10% 50Hz - 60Hz
소비 전력 : 평균 소비 전력 ≤ 350W

이용자 이용을 위해 대형 23인치 세로형 터치스크린
밝기: 250cd/m2

HD 와이드크린 해상도: 1920X1080 @60Hz
터치스크린:

스크린 기술: capacitive touch screen

도서관 행사와 활동 홍보에 적합한 대형 32인치 세로형 터치스크린
밝기: 300cd/m2

HD 와이드스크린 해상도 : 1920*1080@60Hz
스크린 기술: capacitive touch screen

저희는 출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사양 및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bibliotheca는 이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
도 하지 않습니다

www.biblioth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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