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iotheca remoteLocker ™
비블리오티카 리모트락커(예약대출반납시스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예약도서의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moteLocker™ 는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접근성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고객이 보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셀
프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실내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remoteLocker를 통해 이용자는 평소와 같이 자료
를 예약하고 해당 장비에서 예약 자료를 수거하며 이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수 있습니다.

remoteLocker
장점

remoteLocker™ 110
10 락커 pedestal

remoteLocker™ 100
4 락커가 포함된 중앙
unit

remoteLocker™ 105R
반납 unit가 포함된
4 락커 pedestal

*최소 설치 구성은 1 중앙 unit과 2개 추가 pedestal

규격 : remoteLocker

도서관 홍보
remoteLocker™ 는 지역내 어느 실내 공간- 주민센터, 소방서,
쇼핑몰, 공공기관 등 설치가 가능하여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도서관의 물리적 서비스를
확대, 홍보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된 유연한 시스템
remoteLocker™ 는 각각의 고객 요구사항과 공간에 맞추어
설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 확장이 필요한 원하는 어느 때나 추가로 타워를 늘릴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remoteLocker™
는
직관적인
이용자
대면
소프트웨어가내장되어 있어, 이용자가 도서관 셀프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친숙한 시스템 사용을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예약자료의 대출과 반납을 위하여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사용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자료관리시스템 업데이트
remoteLocker™ 대출 및 반납 시점에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직접 통신하여 자료를 수거한 날짜에대출 기간이 시작 되도록
합니다.

빠른 운영을 위해 RFID 지원
RFID 지원으로 고객이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신속하고 쉽게
반환 할 수 있게합니다.
대용량 락커
큰 사이즈 락커로 단일 락커에서 여러 자료를 보관 할
수있습니다

반납자료 처리
remoteLocker™ 는 보안 모드 또는 비보안 모드에서 반납된
자료를 수거 할 수 있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다시 반납 처리 되어 직원이 수거할때까지
통합된 반납통에 보관됩니다.

고객 맞춤형 그래픽 랩과 색상 지정
도서관의 인테리어에 맞춰 200가지 색상 옵션중에서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있습니다.
맞춤 그래픽 랩은 도서관 브랜드를 홍보할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이즈 100/105/110:

가로: 450mm / 17.7" | 폭: 440mm / 17.3" 높이: 1713mm / 67.4"

무게:

remoteLocker 100: 90kg remoteLocker 105: 85kg remoteLocker 110: 85kg
remoteLocker 100: 198lbs remoteLocker 105: 187lbs remoteLocker 110: 187lbs

락커 사이즈:

가로: 380mm / 14.9" |폭: 430mm / 16.9" |높이: 120mm / 4.7"

전원 :

Input C13 connector. 240 VAC input, 130 watts, 50Hz (240 VAC for European installs; 110
VAC for North American installs). 5 AMP fuse

데이터 :

1 x LAN RJ45 (Gigabit)

표준& 규정:
소프트웨어:
재질 & 색상:

CE, FCC, C-tick, MET*

*MET Labs is a Nationally Recognised Testing Laboratory (NRTL) recognised by OSHA regulation: 1910.308(d). MET is also
accredited by 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 for approval throughout Canada as a Certified Body (CB) for Industry Canada
(IC). UL rating is covered within MET certification. For further details please visit www.osha.gov”

remoteLocker 100 에는 당사의 remoteLocker 소프트웨어가 사전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
트웨어는 SIP2를 통해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이더넷을 통한 도서관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3mm mild 철강. 까만색과 하얀색이 기본색으로 제공. 앞면 패널은 표준 RAL 색상 중에서 어느
색상이라도 선택 , 제공 가능합니다. (옵션사항)

*도서관 네트워크와 통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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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iblioth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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