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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SYSTEM

RFID TAG

하나의 TAG로 대출/반납, 보안 기능 동시 제공
10만회 Read/Write 뛰어난 내구성 보장
NXP Icode SLIX2, SLIX Chip의 최신 버전 적용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뛰어난 내구성 및 품질보장
국제표준기구 ISO 15693, 18000, 18000-3 인증 제품

도서관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소장자료를 보안하는 기계적 의미를 넘어,
우리의 도서관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시스템.
13.56MHz RFID System은 효과적인 도서 관리와 편리한
장서 점검으로 가장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PRODUCT SUMMARY
도서분실방지시스템(Single)

도서분실방지시스템(Dual)

신제품

EZ-4820RA
23966804
조달가격 ￦ 10,700,000

도서분실방지시스템(Wide Single)

도서분실방지시스템(Wide Dual)

신제품

EZ-4822RA
23966803
조달가격 ￦ 16,300,000

신제품

EZ-4810RA
23632743
조달가격 ￦ 15,600,000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RFID 범용리더기

RFID 장서점검기

EZ-110RD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779900
조달가격 ￦ 2,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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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131RD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956980
조달가격 ￦ 410,000
모델명

EZ-500RH 노트북 기반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0873694
조달가격 ￦ 8,180,000
모델명

EA-4747-0L2

XC-TF3007

XC-TF3002

23832010

23832009

23178977

23183964

제품가격

￦ 390

￦ 255

￦ 250

￦ 228

￦ 225

사이즈(가로x높이)

81㎜ x 49㎜

80㎜ x 50㎜

50㎜ x 50㎜

80㎜ x 49㎜

50㎜ x 53㎜

IC Chip

NXP Icode SLIX

NXP Icode SLIX2

NXP Icode SLIX2

NXP Icode SLIX

NXP Icode SLIX

메모리

1,024bits

1,024bits

2,500bits

1,024bits

2,500bits

제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World Wide

World Wide

이용자 카드

RFID 장서점검기

신제품

모델명

EA-7645-1L2

22866459

EZ-4812RA
23966805
조달가격 ￦ 24,300,000

모델명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 / 라이터기

EZ-786RT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EZ-560M 태블릿 PC기반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261930
조달가격 ￦ 5,400,000
모델명

EZ-800RC

EZ-810BC

RFID 및 바코드 겸용 사용 가능

바코드 전용 이용자 카드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1106257

21955203

제품가격

￦ 852

￦ 264

사이즈(가로x높이)

85㎜ x 54㎜

85㎜ x 54㎜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5693, 18000, 18000-3

재질

PVC(RFID TAG 내장)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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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실방지시스템
(일반형)

소장 자료의 효과적인 도난 방지
•멀티 안테나 내장으로 넓은 감지 범위와 우수한 인식률 제공
•RFID TAG의 보안 값 체크로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도난 방지 지원
•관리자 PC에서 원격으로 전원 on/off 기능 제공
•통로 폭 : 900mm 지원

무단 반출 시 서지 정보 알림 기능
•무단 반출 도서 감지 시 사서 PC에 팝업창 알림 기능 제공

출입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로폭
•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동시 출입 가능
• 통로폭 내 입출입이 동시에 가능(통로폭 : 1,600mm)

소장 자료의 효과적인 도난 방지
•넓은 통로폭을 고려한 고성능 안테나 내장으로
인식률 저하 없이 우수한 감지력 제공
•RFID TAG의 보안 값 체크로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도난방지 지원

•사서 PC에 해당 도서의 서지 정보(등록번호, 도서명, 시간 등) 전송

•관리자 PC에서 원격으로 전원 on/off 기능 제공

출입자 수 카운트 IN/OUT 구분(계수기 내장)
및 통계 조회 지원

•무단 반출 도서 감지 시 사서 PC에 해당 도서의

휠체어 이동이 용이한 통로 폭과
턱이 없는 바닥 판 제공으로 BF 인증에 적합

EZ-4820RA (Single)

서지 정보(등록번호, 도서명, 시간 등) 전송

출입자 수 카운트 IN/OUT 구분(계수기 내장)
및 통계 조회 지원
휠체어 이동이 용이한 통로 폭과
턱이 없는 바닥 판 제공으로 BF 인증에 적합

EZ-4810RA (Wide Single)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66804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632743

제품가격

￦ 10,700,000

제품가격

￦ 15,6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662㎜ x 1046㎜ x 574㎜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42㎜ x 1700㎜ x 700㎜

인식 거리(높이/통로)

1800㎜/900㎜

인식 거리(높이/통로)

1800㎜/1600㎜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5693, 18000, 18000-3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5693, 18000, 18000-3

재질

투명아크릴, 스틸

재질

투명아크릴, 스틸

EZ-4822RA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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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실방지시스템
(와이드형)

EZ-4812RA (Wide Dual)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66803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66805

제품가격

￦ 16,300,000

제품가격

￦ 24,3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662㎜ x 2002㎜ x 574㎜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42㎜ x 3300㎜ x 700㎜

인식 거리(높이/통로)

1800㎜/900㎜

인식 거리(높이/통로)

1800㎜/1600㎜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5693, 18000, 18000-3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5693, 18000, 18000-3

재질

투명아크릴, 스틸

재질

투명아크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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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용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

대출/반납, 태깅 작업 등 사서 업무 기능
•5권 이상 도서와 RFID 이용자 카드를 동시에 인식

RFID 장서점검기

빠르고 정확한 장서 점검
•넓은 범위의 도서를 한번에 인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 가능

•신규 도서 태깅 작업 및 기존 도서 태그 정보 수정

•소재 불명 도서, 미등록 도서, 오배가 도서 찾기 기능

•RFID 이용자 카드 정보 입력 및 수정

•서가별 위치 정보 관리로 보다 빠른 도서 찾기 지원

우수한 성능 및 내구성
•차폐 기능 내장으로 주변 도서 인식 방지
•견고한 알루미늄과 강화유리 소재 사용

EZ-110RD

RFID 범용리더기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779900

제품가격

￦ 2,73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4㎜ x 425㎜ x 345㎜

인식 거리(높이/통로)

250㎜ 내외

재질

알루미늄, 강화유리

RFID 이용자카드 인식
•대출/반납 데스크에서 사용자 인증 용도로 사용
•RFID 칩 내장 이용자 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지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티머니, 전국 통합 회원증 연동

노트북 기반 장서점검기

태블릿PC 기반 장서점검기

•통합 회원증 표준 API 및 전국 호환 교통카드 연동 지원

•14인치 내외의 고사양 노트북 장착

•12인치 내외 태블릿PC와 슬림형 무선 핸드리더기로 간편하고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200g의 가벼운 핸드리더기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956980

제품가격

￦ 41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65㎜ x 95㎜ 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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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500RH

EZ-560M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0873694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261930

제품가격

￦ 8,180,000

제품가격

￦ 5,400,000

ISO 14443A type Smart Card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972㎜ x 522㎜ x 472㎜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50㎜ x 390㎜ x 30㎜

(전국 호환 교통카드/티머니)

인식 거리(높이/통로)

250㎜ 내외

인식 거리(높이/통로)

250㎜ 내외

ABS

재질

알루미늄

재질

알루미늄

ISO 15936, 18000-3, Mifare

재질

신속한 작업 지원
•대량의 도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 가능

•대용량 배터리 장착으로 8시간 이상 연속 사용

EZ-131RD

국제표준기구 인증

•이동식 카트로 서가 사이 이동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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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시스템

도서대출반납시스템
(프리미엄)

편리한 도서관 운영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책을 읽음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32인치 모니터 화면을 상하분할 하여 대출/반납과 알리미
서비스 제공
•전면/측면 LED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사람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환경 변화와 사람들의

도서 대출/반납

의식 수준 향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5권 이상 도서 인식과 동시에 도서 상태(대출/반납)
조회 및 처리

현대 시대에 나이콤의 자동화시스템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

•이용자 접근 시 동작센서가 작동하여 대출/반납 화면으로

관리자의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업무를 제공합니다.

자동전환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사용자 화면 제공

신제품 출시 (조달등록예정)

•지체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능(옵션)

17P 프리미엄 도서반납시스템(EZ-3110HRS)
18P 예약도서대출시스템(EZ-9110HRS)

디지털정보알리미(Digital Signage) 서비스
•32인치 모니터 화면 분할을 통해 다양한 알리미 서비스 제공
•도서관 소식, 신간 도서, 베스트 셀러, 날씨, 실시간 뉴스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PRODUCT SUMMARY
도서대출반납시스템
(프리미엄)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어린이용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시간 설정에 의한 시스템 자동 on/off 기능 제공
•과전류 및 과부하 시 누전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제공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개인별 일/주/월/년도 별 통계기능
•해당도서의 통계자료 제공

신제품

EZ-2510HSC
23355533
조달가격 ￦ 24,360,000

EZ-260SC

모델명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59759
조달가격 ￦ 25,900,000

모델명

EZ-230RS

22279155
조달가격 ￦ 21,16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소형
도서반납시스템

도서반납시스템

모델명

EZ-220RS
22908211
￦ 20,40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조달가격

도서반납시스템
(스마트서가)

도서위치인식시스템
(스마트북박스)

EZ-2510HSC

모델명

EZ-300H
22469616
￦ 26,600,000

모델명

EZ-310S
22776471
￦ 9,600,000

모델명

EZ-910SB
23596573
￦ 24,90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조달가격

조달가격

조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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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911BB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595270
조달가격 ￦ 3,900,000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55533

제품가격

￦ 24,36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863㎜ x 576㎜ x 660㎜

모니터

32인치 터치 모니터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색상 / 재질

미백색, 진그레이펄 / 아크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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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어린이용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슬림한 디자인 및 우수한 공간 활용성 제공

어린이 전용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서 대출/반납

•어린이에게 친숙한 캐릭터(펭귄)형 디자인

•정보접근성을 준수한 화면 UI와 색상 및 폰트 크기 적용
•대출/반납처리 단계별 대기 시간 확인 및 연장 기능 제공

•5권 이상의 도서 동시 인식 및 대출/반납 처리

•고령자/유아/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모드 지원

•대출 정보 조회 기능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 준수로
장애인 우대 서비스 제공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작동부 높이 및 얼비침 방지용 갓 적용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이어폰을 통한 음성안내 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화면 제공

도서 대출/반납

•이용자 대출 정보 조회 지원

•어린이 전용 화면 제공
•어린이 키 높이에 최적화하여 설계
•곡선 형태의 깔끔한 디자인과 제품 안정성 제공

도서 대출/반납

•5권 이상 도서 인식과 동시에 도서 상태(대출/반납) 조회 및 처리

•5권 이상의 도서 동시 인식 및 대출/반납 처리

•근접 센서를 이용하여 첫 화면에서 이용자 감지 시 이용안내

•이용자 대출 정보 조회 지원

음성 메세지 지원
•이용자 대출정보 조회 지원

디지털정보알리미(Digital Signage) 서비스
•27인치 모니터 화면 분할을 통해 다양한 알리미 서비스 제공
•도서관 소식, 신간 도서, 베스트셀러, 날씨, 실시간 뉴스 등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개인별 일/주/월/년도 별 통계 기능
•해당도서의 통계자료 제공

EZ-260SC

14

EZ-230RS

EZ-220RS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59759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279155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908211

제품가격

￦ 25,900,000

제품가격

￦ 21,160,000

제품가격

￦ 20,4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620㎜ x 620㎜ x 47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426㎜ x 480㎜ x 383㎜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510㎜ x 550㎜ x 520㎜

모니터

27인치 터치 모니터

모니터

17인치 터치 모니터

모니터

19인치 터치 모니터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이어폰잭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색상 / 재질

미백색, 진그레이펄 / ABS, 스틸

재질

스틸

재질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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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납시스템

하이브리드 도서반납시스템

프리미엄 도서반납시스템

RFID, EM 도서 모두 반납 가능 편리한 도서 반납 서비스
•도서 200~250권, 딸림 자료 200장 이상 대량 적재
•도서 5종 분류 기능(실별 구분, 연체 도서, 예약 도서, 비 도서 등)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지원(적재함 상태 확인 가능)
•설치 환경에 따라 적재함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탈착 가능
•도서 분류 기능 미적용 시 2~3권 일괄 처리 기능(옵션)

도서반납시스템
•기본 120권, 최대 3,800권까지 확장하여 적재 운영 가능
(좌/우 동시 확장 가능)
•도서 5종 분류 기능(실별, 연체 도서, 예약 도서, 비 도서 등)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지원(적재함 상태 확인 가능)
•설치 환경에 따라 적재함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탈착 가능
•도서 분류 기능 미적용 시 도서 일괄 처리 가능(옵션)

디지털정보알리미(Digital Signage) 서비스
•도서관 소식, 도서 정보, 시정 홍보, 알리미, 전자책 서비스 등 제공

이용자 편의 기능 및 안정성 강화
•어린이 이용자를 고려한 하단부 서브모니터(10.1인치) 제공
•무한으로 확장 가능한 확장 적재함을 통해 도서 적재수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화면 제공
엘리베이터 적재 방식에 의한 안전한 도서 적재
(특허 제 0478238호)

EZ-3110HRS
(기본형)

EZ-300H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469616

투입구

420㎜ x 145㎜

제품가격

￦ 26,600,000

모니터

19인치 터치 모니터(듀얼)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44㎜ x 1800㎜ x 1200㎜

적재함

3개(도서 2개, 딸림 자료 1개)

소형 도서반납시스템
모니터를 통한 반납 및 진행 상태 확인
•터치 모니터를 통해 쉽고 편리한 도서 반납 가능
•실시간 반납 진행 상태 및 반납 정보 확인

EZ-3110HRS/A
(확장 적재함)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지원(적재함 상태 확인 가능)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화면 제공

EZ-310S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국어 사용자 화면 제공
알리미 서비스
•지자체 시정 홍보, 행정 소식, 지역 정보, 도서관 소식 등 알리미
서비스 제공

좌우 동시 최대 16개씩
도서 적재함 확장 가능
(최대 3,800권 이상 적재 가능)
UV 살균램프

이동식 적재함 장착
•이동식 적재함이 장착되어 있어 손쉽게 도서 회수 및 이동이 가능
도서 적재 상태 및 적재량 확인
•투명 유리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적재량 및 상태 확인 가능

생활 방역 기능 강화
•도서 적재함마다 UV 살균램프를 장착하여 생활 방역 기능 제공
•UV램프 투명창을 통해 도서 이동에 따른 살균과정을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 가능

※ 기본형 적재함
위치 선택 가능(좌)(우)
확장 적재함

기본형

확장 적재함

EZ-3110HRS(기본형)

EZ-3110HRS/A(확장 적재함)

제품가격

￦ 22,400,000

제품가격

￦ 7,5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70㎜ x 1,230㎜ x 1,221㎜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70㎜ x 600㎜ x 1,221㎜

모니터

모니터(메인 23인치, 서브 10.1인치)

확장 가능 적재함 수

최대 32개
(3,800권이상 도서 적재)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776471

투입구

400㎜ x 100㎜

투입구

300㎜ 이내

제품가격

￦ 9,600,000

모니터

17인치 터치 모니터

도서 적재 수

120권 이상

적재함

1개(120권 이상 적재)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649㎜ x 720㎜ x 648㎜

적재함

1개

적재함

2개(도서용 1개, 도서/딸림자료 겸용 1개)

운영주파수

13.56MHz

16

17

예약도서대출시스템

언택트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
•도서관 운영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 스스로 예약도서 대출
•27인치 터치 모니터를 통한 편리한 예약도서 대출
•서가(29개 슬롯)에 기본 87권의 도서 적재, 확장 서가를
무한으로 확장하여 운영(도서 권수 제한 없이 운영 가능)

도서반납시스템
(스마트서가)

이용자 편의성 향상
•기본형 29개 슬롯(1개 슬롯 도서 3권 적재), 확장 시
확장서가(10개 슬롯)를 추가하여 운영
•확장서가 하단부를 슬롯이 아닌 도서 반납함으로 선택하여
운영 가능(옵션)
•확장 서가 하단부 어린이용 도서 슬롯으로 선택하여 운영 가능(옵션)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년도별 통계 기능
•해당 도서의 통계자료 제공

EZ-910SB

도서 전시효과 제공
•슬롯 외함을 반투명으로 제작하여 심미적 효과를 제공
•도서를 전시해 놓은 듯한 설계로 장비가 위치한 공간에
디자인적인 효과를 제공

EZ-9110HRS
(기본형)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사용자 화면 제공

EZ-9110HRS/A
(확장서가)

편리한 도서 반납 서비스
•서가에 도서를 꽂으면 자동 반납 처리
•19인치 모니터를 통한 비치 자료 현황 및 반납 정보 확인
•여러 명의 이용자가 대기시간 없이 동시에 도서 반납 가능
•최대 250권 도서 적재 가능(적재 선반 : 20칸)
•어린이 자료 반납을 위한 하단 서가 사이즈 확대 적용

알리미 서비스
•지자체 시정 홍보, 행정 소식, 지역 정보, 도서관 소식 등
알리미 서비스 제공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596573

제품가격

￦ 24,9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70㎜ x 2010㎜ x 400㎜

모니터

19인치 터치 모니터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색상 / 재질

미백색, 나무색 / 스틸, 목재

좌우 동시 무한
확장 가능

도서위치인식시스템
(스마트북박스)

슬롯 1개 도서 3권 적재

하단부 도서반납함 또는
어린이용 도서 슬롯으로
선택 운영 가능(옵션)
확장 서가

기본형

확장 서가

편리한 도서 반납 서비스
•도서 검색 시 북박스에 도서가 있는 경우 해당 위치 표시
•북박스에 비치된 자료 리스트 조회 가능
•도서를 적재하거나 수거할 경우 관리자 PC에 해당 상태 정보 제공
•주위 도서 인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차폐 기능 제공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년도별 통계 기능

EZ-9110HRS(기본형)

EZ-9110HRS/A(확장서가)

EZ-911BB

제품가격

￦ 24,900,000

제품가격

￦ 6,50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59527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024㎜ X 1995㎜ X 5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024㎜ X 617㎜ X 500㎜

제품가격

￦ 3,900,000

모니터

27인치 터치 모니터

도서적재수

207권(좌우 2대씩 확장 시)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700㎜ x 484㎜ x 350㎜

도서 적재 수

87권(1개 슬롯 도서 3권 적재)

확장 가능 적재함 수

제한 없음(무제한 확장 가능)

인식 거리

300㎜ 이내

운영주파수

13.56MHz

운영주파수

13.56MHz

색상 / 재질

미백색, 나무색 / 스틸,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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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스템

설치사례

신개념 도서관 운영
언택트 시대의 도서관은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비대면

스마트한 선택
나이콤 스마트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투입구에 UV 살균램프를 장착하여 생활 방역역할도 제공합니다.

도서 적재부를

스마트도서관 전용APP 안내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하여

Google Play Store, App Store에서 '나이콤 스마트도서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영하세요
* 특허등록 제10-2082733호
(다수의 도서 대출을 위한 도서 이동 장치 및 방법)

PRODUCT SUMMARY
스마트도서관(기본형)

* 특허등록 제10-2094209호
(눌림 기능을 구비한 도서 이송 장치)

스마트도서관(확장형)

수도권
•서울시 노들역
•서울시 내방역
•서울시 이수역
•서울시 오목교역
•서울시 개봉역
•서울시 천왕역
•서울시 신도림역

EZ-9901HSL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67366
조달가격 ￦ 47,740,000
모델명

스마트도서관(기본형)

EZ-9515SL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49498
조달가격 ￦ 44,100,000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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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990SL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3367
조달가격 ￦ 91,900,000
모델명

스마트도서관(확장서가)

EZ-9515SL/A
23349499
조달가격 ￦ 17,640,000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서울시 신림역
•서울시 상도역

•고양시 일산역

•강릉시 솔올작은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고양시 주엽역

•춘천시립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고양시 삼송역

•남춘천역

•진주시 서부도서관

•수원시 망포역

•봉화도서관

•안양시 안양역
•안양시 범계역

충청권

•의정부시 의정부역

•청주시 청주대학교

전라권 지역

•의정부시 회룡역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정읍시 정읍고속버스터미널

•의정부시 가능역

•아산시 신창주민센터

•광주시 신창동주민센터

•과천시 중앙공원

•광주시 평동역

•동두천시 지행역

•담양군 하나로마트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안산시 중앙역

•나주공공도서관

•서울시 육군사관학교

경상권

•안산시 상록수역

•대구시 동대구역

•광주시 무등시장

•서울시 장승배기역

•화성시 병점역

•대구시 중앙역

•목포공공도서관

•서울시 용두역

•화성시 화성교육도서관

•대구시 두류역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대)

•강화군 문예회관

•포항시 오천읍민복지회관

•광주시 광주역

•강화군 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 인덕어울림복지회관

제주

•이천시 이천역

•한국마사회

•포항시 송라면주민센터

•제주시 시청

•시흥시 정왕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시흥시 신천역

•김포시 사우역

•부산시 남구 남구청

•제주시 하나로마트

•하남시 위례주민센터

•김포시 구래역

•부산시 해운대복합문화센터

•제주시 대학병원

•하남시 미사1동 주민센터

•연성대학교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제주시 힐링센터

•하남시 신장동공영주차장

•노원평생학습관

•경남대표도서관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 철산역

•남양주시별빛도서관

•부산시 연제구 연산역

•부천시 역곡역, 송내역

•부산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해외

•군포시 군포역

•울산과학기술원

•일본 교토

•용인시 기흥역 , 죽전역

강원권

•울산시 남부도서관

•고양시 화정역

•춘천시 춘천시청

•울산시 동부도서관

•고양시 고양시청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울산시 울주도서관

•고양시 대화역

•동해시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시 부산교대역

이외 다수 지역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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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서관

EZ-9901HSL(기본형)

365일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365일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43인치 터치 모니터를 통한 적재 도서 대출/반납/예약 서비스 제공
•도서 규격에 따른 자동 분류 및 적재 지원
•280권~600권 내외 도서 적재 제공
•예약도서대출시스템 전용으로 운영 가능

•42인치 터치 모니터를 통한 적재 도서 대출/반납/예약 서비스 제공
•기본 200권 도서 적재, 서가 최대 확장 시 1,000권까지 도서 적재 가능
•예약도서대출시스템 전용으로 운영 가능
•도어 안전센서 부착으로 이용자 안전 우선 고려

이용자 편의 기능 및 안정성 강화

모바일 서비스

•휠체어, 어린이 이용자를 고려한 화면 내리기 및 확대/축소 기능 제공
•도어 안전센서 부착으로 이용자 안전 우선 고려
•도서 투입구에 UV램프를 장착하여 생할 방역 역할 제공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도서관 위치 검색, 대출 정보,
도서 세부 정보 제공
•스마트도서관별 인기 대출 도서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알리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도서관 위치 검색, 대출 정보,
도서 세부 정보 제공
•스마트도서관별 인기 대출 도서 정보 제공

•모니터 상단에 지자체 시정 홍보, 행정 소식, 지역 정보, 도서관 소식 제공

상호 대차 서비스

EZ-9515SL(기본형)

알리미 서비스
•모니터 상단에 지자체 시정 홍보, 행정 소식, 지역 정보, 도서관 소식 제공

확장 서가

상호 대차 서비스

기본형

•상호 대차 대출/반납/예약/예약 취소
•지역 내 도서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타관 반납에 대한 목록 관리

•상호 대차 대출/반납/예약/예약 취소
•지역 내 도서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타관 반납에 대한 목록 관리

스마트도서관 통합 관리 및 통계 서비스
•도서 대출/반납 현황 조회 및 통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지원 서비스
•개인별/일별/월별 도서 이력 통계

스마트도서관 통합 관리 및 통계 서비스
•도서 대출/반납 현황 조회 및 통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지원 서비스
•개인별/일별/월별 도서 이력 통계

EZ-990SL(확장형)
EZ-9515SL/A(확장서가)

EZ-9901HSL(기본형)

EZ-990SL(확장형)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67366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3367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49498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49499

제품가격

￦ 47,740,000

제품가격

￦ 91,900,000

제품가격

￦ 44,100,000

제품가격

￦ 17,64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100㎜ x 1946㎜ x 124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100㎜ x 3004㎜ x 124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979㎜ x 2001㎜ x 1144㎜

모니터

43인치 대화면 터치 모니터

모니터

43인치 대화면 터치 모니터

모니터

42인치 대화면 터치 모니터

사이즈
(높이x가로x세로)

1979㎜ x 1094㎜ x 1144㎜

도서 적재 수

280권

도서 적재 수

602권

도서 적재 수

200권

도서 적재 수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UPS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UPS

주변기기

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UPS

200권
(확장 시 최대 1,000권 적재 가능)

운영주파수

13.5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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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9515SL(기본형)

EZ-9515SL/A(확장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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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Hz
RFID/자동화시스템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도서 대출/반납
•5권 이상의 도서 동시 인식 및 처리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한 대출/반납 처리 및 정보 조회
•정확하고 높은 인식률을 통한 빠른 처리 속도

보안 설정/해제
•도서관리프로그램 연동하여 대출/반납과 동시에 보안 적용

독서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려면 도서관의 앞서나가는

우수한 성능 및 내구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나이콤의 900MHz 자동화시스템은

•차폐 기능 내장으로 주변 도서 인식 방지

다수의 도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장서 관리의 효율성과

•견고한 알루미늄과 강화유리 소재 사용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도서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EZ-1110USW
PRODUCT SUMMARY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

EZ-1110USW
23275638
조달가격 ￦ 3,720,000

RFID TAG

도서분실방지시스템(Single)

EZ-796RT / EZ-798RT
23070148
조달가격 ￦ 385

EZ-930S

도서분실방지시스템(Dual)

모델명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조달가격

조달가격

장서점검기

23040729
￦ 11,760,000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모델명

EZ-930D

모델명

RFID TAG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275638

제품가격

￦ 3,72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4㎜ x 425㎜ x 345㎜

인식 거리

250㎜ 내외

동시 인식 권수

10+/sec

고성능의 내구성 보장
•10만회 이상 Read/Write 뛰어난 내구성 보장
•UHF 대역의 주파수로 고속의 데이터 처리 지원

23040744
￦ 17,440,000

보안 기능

도서반납시스템

•도서관리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보안

검증된 신뢰성
•전수 검사를 통하여 태그의 접착 안정성과 품질, 성능을 보장

EZ-796RT

EZ-796RT / EZ-798RT
신제품

신제품

EZ-980M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7780
조달가격 ￦ 6,530,000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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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798RT
EZ-295RS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67367
조달가격 ￦ 23,500,000
모델명

EZ-300H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469616
조달가격 ￦ 26,600,000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070148(EZ-796RT)

제품가격

￦ 385

사이즈(높이x가로)
Read/Write

EZ-796RT

3㎜ x 164㎜

EZ-798RT

10㎜ x 94㎜

10만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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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실방지시스템
(Single/Dual)

도서 도난 방지
•멀티 안테나 내장으로 넓은 감지 범위와 우수한 인식률 제공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출/반납 서비스
•5권 이상의 도서 동시 대출/반납 가능

•도서 무단 반출 감지 시 경고음 및 LED 경고등 작동

•이용자의 대출 정보 확인 기능

부정 도서 알림 및 출입자 카운트

•주변 도서 오인식 방지를 위한 우수한 차폐 성능 제공
•슬림한 디자인으로 우수한 공간 활용성 제공

•무단 반출 도서 통과 시 사서 PC에 도서 정보 알림 기능

•측면 접이식 거치대 제공으로 소지품 임시 거치 가능

•실별 출입자 카운트 및 통계 조회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출입자 수 카운트(계수기 내장) 및 통계 조회 지원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년도별 통계 기능

EZ-930S / EZ-930D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해당 도서의 통계자료 제공

EZ-930S : 23040729
EZ-930D : 23040744

EZ-295RS

EZ-930S : ￦ 11,76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67367

EZ-930D : ￦ 17,440,000

제품가격

￦ 23,500,000

EZ-930S : 1650㎜ x 1060㎜ x 6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880㎜ x 645㎜ x 360㎜

EZ-930D : 1650㎜ x 2040㎜ x 600㎜

모니터

32인치 터치 모니터

인식 거리(높이/통로)

1700㎜/900㎜

주변기기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8000-6C, EPC Class I GEN2

재질

ABS, 스틸

제품가격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도서반납시스템
장서점검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RFID, EM 도서 모두 반납 가능
편리한 도서 반납 서비스

최신 IT 기술 기반의 모바일 장서점검기

•도서 200~250권, 딸림 자료 200장 이상 대량 적재

•모바일 기기를 통한 장서 점검 지원

•도서 5종 분류 기능(실별 구분, 연체 도서, 예약 도서, 비 도서 등)

•사용자 중심의 그래픽 UI 제공

우수한 장서 점검 및 도서 찾기
•대량의 도서를 최단 시간 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 가능
•소재 불명 도서, 미등록 도서, 오배가 도서 찾기 기능 강화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지원(적재함 상태 확인 가능)
•도서 분류 기능 미적용 시 2~3권 일괄 처리 기능(옵션)

디지털정보알리미(Digital Signage) 서비스
•도서관 소식, 도서 정보, 시정 홍보, 알리미, 전자책 서비스 등 제공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화면 제공

EZ-9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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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D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7780

제품가격

￦ 6,530,000

모바일

스마트폰

리더기

안테나 일체형 RFID 리더기

국제표준기구 인증

ISO 18000-6C, EPC Class I GEN2

엘리베이터 적재 방식에 의한 안전한 도서 적재
(특허 제 0478238호)

EZ-300H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2469616

제품가격

￦ 26,6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744㎜ x 1800㎜ x 1200㎜

투입구

420㎜ x 145㎜

모니터

19인치 터치 모니터(듀얼)

적재함

3개(도서 2개, 딸림 자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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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출입관리시스템/
EM 시스템

좌석관리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27인치 모니터 적용으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LED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

열람실 좌석 이용 서비스
•대기자 SMS 및 모바일 좌석관리시스템으로 알림 기능
•이용자 열람실 이용시간 선택/연장 기능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을 대여해주는

(관리자 설정 기능: 이용시간 제한 없음/이용시간 제한)

곳이 아닌 문화를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감정을

•이용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연장 신청 가능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돼 누구나 즐겁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콤의 출입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솔루션 등을

•실제 열람실 좌석 배치와 동일한 탭 구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열람실 좌석 배정 및 연장, 퇴실, 대기자 예약, 외출, 자리이동 가능

완벽한 시스템 연동 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에 열람실 좌석 현황 정보 제공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열람실 좌석 운영 지원

관리자 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PRODUCT SUMMARY
출입관리시스템(기본형)

•좌석표 확인 용지 잔량 모니터링 기능
출입관리시스템(단일형)

출입관리시스템(와이드/기본형)

•관리자 이용규칙 설정, 좌석 관리, 통계 조회 기능

출입관리시스템(와이드/단일형)

EZ-1510SM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55535

제품가격

￦ 10,68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566㎜ x 720㎜ x 410㎜

모니터

27인치 터치 모니터

주변기기

EZ-2201WG
23258929
조달가격 ￦ 22,050,000

EZ-2202WG
23258930
조달가격 ￦ 11,270,000

EZ-2211WG
23425382
조달가격 ￦ 23,800,000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좌석관리시스템

도서대출반납시스템(EM)

색상 / 재질

EZ-2212WG
23425372
조달가격 ￦ 13,500,000
모델명

1D/2D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열전사 프린터, 스피커
다크브라운, 백색 / 스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감응제거재생기

독서통장관리시스템

모바일 솔루션

모바일 열람실 좌석 관리 솔루션
•열람실 좌석 예약/연장/반납 기능
•좌석관리시스템(키오스크)와 연동한 좌석 발권

모바일 멀티미디어실/세미나실 예약 솔루션
▶열람실
좌석예약

EZ-1510SM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355535
조달가격 ￦ 10,680,000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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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03EM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4055
조달가격 ￦ 24,000,000
모델명

모델명

DM-1000
20798129
￦ 3,430,000

모델명

EZ-600RS
21882942
￦ 9,160,00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조달가격

조달가격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예약

•멀티미디어실 PC 예약 및 조회
•세미나실 예약 및 조회

멀티미디어실 관리 솔루션
•멀티미디어실 PC 예약
•이용자 PC 제어 및 관리, PC용 클라이언트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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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관리시스템
(일반형/와이드형)

이용자 출입통제
•이용자 정보 연동을 통한 출입자 통제
•도어(판넬) 높이가 1,300mm로 비인가자에 대한 완벽한
출입 보안 가능

EZ-2202WG(단일형)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258930

•AC 구동 모터에 의한 우수한 내구성 제공

제품가격

￦ 11,270,000

•관리자에 의한 통행 방향 설정 지원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963㎜ x 280㎜ x 1300㎜

•역방향 진입 차단, 동시 진입 방지 등 효과적 출입 통제 지원

통로 폭

550 ~ 600㎜

•Glass Wing 슬라이딩 구동 방식

•24시간 안정적 작동 및 운영 보장
•다양한 인증방식 지원(RFID/모바일/바코드 등)

장애인/수하물용 게이트(자동/수동),
주변기기

1D/2D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모바일 웹 기반 게이트 제어 및 모니터링(옵션)
•모바일 웹 기반의 출입 현황 조회 및 게이트 통제

가이드 휀스, 바닥 공사,

재질

스테인리스(외함), 알루미늄(상판),
강화유리 12㎜(도어)

•스마트폰/태블릿PC를 통한 게이트 제어 및 모니터링 지원

관리자 기능
•출입자 현황, 관리 및 환경설정, 다양한 통계 조회 기능 제공

시스템 연동
•좌석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열람실 좌석 운영 지원

EZ-2211WG(와이드/기본형)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425382

제품가격

￦ 23,800,000

안면인식시스템 연동(옵션)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963㎜ x 450㎜ x 1300㎜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통로 폭

850㎜

•도서분실방지시스템과 연동한 자료의 도난 방지 지원

정확한 인증

장애인/수하물용 게이트(자동/수동),

•Anti-Spoofing 기능으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주변기기

1D/2D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위조 인증 불가
•간단한 얼굴 등록 절차 및 0.5초 이내의 빠른 인증 처리
•0.3~2m 이내의 인증 거리 조절 가능

재질

스테인리스(외함), 알루미늄(상판),
강화유리 12㎜(도어)

EZ-2201WG(기본형)

EZ-2212WG(와이드/단일형)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258929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425372

제품가격

￦ 22,050,000

제품가격

￦ 13,5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963㎜ x 280㎜ x 13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963㎜ x 450㎜ x 1300㎜

통로 폭

550 ~ 600㎜

통로 폭

850㎜

장애인/수하물용 게이트(자동/수동),
주변기기

가이드 휀스, 바닥 공사,

장애인/수하물용 게이트(자동/수동),
주변기기

1D/2D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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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휀스, 바닥 공사,

스테인리스(외함), 알루미늄(상판),
강화유리 12㎜(도어)

가이드 휀스, 바닥 공사,
1D/2D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재질

스테인리스(외함), 알루미늄(상판),
강화유리 12㎜(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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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반납시스템(EM)

•쉽고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2권 이상 복수의 도서 부정 대출 방지 기능(특허 제 0420531호)

열감지시스템, 전동책운반기

•도서 인식용 자동 이동식 선반
•도서의 대출/반납과 동시에 감응 제거/재생 기능
•도서관리프로그램 DB와 완벽한 연동 지원
•관리자 원격 제어 기능•관리프로그램 및 통계 기능 제공

열감지시스템

전동책운반기

AI기반 안면 감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AI 알고리즘 기반의 안면 감지를 통해 인체 발열

•이동 시 가장 편안한 설계와 디자인으로 누구나

•바코드를 인식하여 한 권씩 도서 대출/반납

EZ-203EM

감응제거재생기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814055

제품가격

￦ 24,00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880㎜ x 645㎜ x 360㎜

모니터

32인치 터치 모니터

복권검출

레이저 및 CCD카메라, 복권검출 S/W

리더기

RFID / 바코드

•3권 이상 도서 동시에 감응 제거/재생 기능
•간단한 버튼 조작에 의한 편리한 대출/반납
•이동식(탁상형)으로 이동이 용이

DM-1000

여부만을 선별하여 알람

손쉽게 이용

•Work Thru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

•100kg 내외의 도서 적재 및 안전하게 이동 가능

화면 및 음성 알람

자동 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내장된 스피커의 알람 지원으로, 고온이 측정되면

•이동 중 손잡이를 놓으면 자동 브레이크 작동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0798129

제품가격

￦ 3,43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00㎜ x 390㎜ x 400㎜

센서

도서감응센서, 감응확인센서

방문객 자동 DB관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계수기

대출 반납량 계수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문객 자동 DB 구축하여

•한번의 충전으로 8시간 연속 사용 가능

재질

FRP

화면 안내 및 알람 동작
•검사관이 모니터링 시 놓치지 않도록 효율을 증대

편리하게 관리

•브레이크 작동 후 일정시간(약5초)후 브레이크
자동 해제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지원

•QR 코드 및 회원증(RFID, 바코드) 지원

독서통장관리시스템

•17인치 터치 모니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이용자 스스로 독서 통장 등록 및 발급 가능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대출/반납 이력 및 현황 조회 가능
•다양한 통계 기능 지원(일/월/분기/마일리지 등)

EZ-600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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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0310TMK

EZ-902A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41758

제품가격

￦ 4,500,000

제품가격

8,900,000원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009㎜ x 1060㎜ x 440㎜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1882942

제품가격

￦ 9,160,000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2000mm x 740mm x 475mm

적재하중

100kg 내외

사이즈(높이x가로x세로)

1350㎜ x 471㎜ x 559㎜

온도측정범위

30~45도(오차 ±0.5℃)

최대출력

500w

모니터

17인치 터치 모니터

납축전지 18Ah

RFID 리더기/바코드 스캐너, 스피커

이동형 스탠드, 열화상 카메라,
알람 QR리더기(옵션) 등

배터리 용량

주변기기

주요 구성

인터페이스

LED 4개, 버튼식 전원 On/Off

프린터

독서 통장 전용 프린터

해상도

160 x 120 thermal resolution

색상/재질

블랙 /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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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책이음서비스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I), 책이음서비스 컨설팅/구축/유지보수
나이콤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 III), 책이음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구축/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 지원 인력을

전국총판대리점

인천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과의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자동화시스템+KOLASIII 통합 유지보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지역 상호 대차 구축 및 유지보수
➔ 책이음 서비스, 지역 상호 대차 서비스 구축 및 유지 운영을

➔ RFID장비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III)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one-stop)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경북

㈜홍지씨앤에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육동로 36(부평동, 자이엘BD)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6길 18, 203호(각산동)

Tel. 032-524-0700(내선216)

Tel. 053-213-3377

Fax. 032-528-6442

Fax. 053-213-3380

강원

누리시스템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200번길 11-1

부산/
울산/경남

㈜에스지라이뮤

영동지역

Tel. 033-647-1486

동부지역

Tel. 051-518-5834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상자이엘㈜

Fax. 033-647-1487

부산광역시 금정구 놀이마당로 29-1
Fax. 051-518-5985

➔ 기술 지원 전문가가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스템 도입부터 구축 단계에 따른 단계별 통합 컨설팅을

강원

㈜트루텍

경남

엘텍㈜

영서지역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3길 19

서부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A동 508호

제공합니다.

충북

대전/충남

Tel. 033-262-1002

Tel. 055-795-2008

Fax. 033-263-1002

mobile.010-9465-1138

중부종합교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나이콤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유지보수 서비스와 자동화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유지보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제주퓨쳐시스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200번길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북3길 51

Tel. 043-296-5111

Tel. 064-727-9111

Fax. 043-296-5112

Fax. 064-727-9111

㈜라이브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3, SK허브 203호

전북

제주

Special
Partner

㈜네트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14

Tel. 042-822-2822

Tel. 02-2677-0212

Fax. 042-824-7118

Fax. 02-2677-0218

(유)시원

㈜인포셋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204

Tel. 063-274-4684

Tel. 053-956-8236

Fax. 063-274-4685

Fax. 053-956-8237

세광라이뮤시스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1층
Tel. 062-367-6991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전국 150곳
구축/유지보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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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금천구립도서관, 서초구립도서관, 성북구립도서관, 강북구립도서관, 국립국악원,
한국개발연구원 , 고양시도서관, 파주시도서관, 광명시도서관, 강화군립도서관 외 다수

지방 지역

울산북구작은도서관, 울주도서관, 섬유개발연구원, 군산시립도서관,
강릉시립도서관 외 다수

제주 지역

한라도서관, 제주도서관, 제주시청 외 다수

Fax. 062-367-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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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처
공공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13,56MHz/Total)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강동구민회관
강동도서관
강동어린이회관
강릉솔올/로하스/반딧불작은도서관
강릉시립모루도서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서도서관
강화군립도서관
거제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경북교육정보센터
경북학생문화회관
경산도서관(경산시립분관)
경산시립도서관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경주시립송화도서관
계룡시엄사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고양시립대화도서관
고양시립풍동도서관
고양시립한뫼도서관
고척도서관
관악은천동작은도서관
광주상록도서관
광주시립곤지암도서관
광주시립능평도서관(경기)
광주시립오포도서관
괴산도서관
구로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군포시부곡도서관
군포시중앙도서관
금왕도서관
금천구립가산도서관
금천구립독산도서관
김제교육문화회관
김포시립구례작은도서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김해시립칠암도서관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남양주시립진접장현도서관
남양주시립퇴계원도서관
남양주시립평내도서관
남양주진접푸른숲도서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노원평생학습관
단양도서관
대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동구청작은도서관통합
대구신천도서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학생교육문화원(부설산성도서관)
대통령기록관신청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동작도서관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샘터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마포구하늘도서관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립강서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광역시립영어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도서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부천시립도당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립오정도서관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삼봉서랑작은도서관
상록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시어린이도서관
서초구반포도서관
성남시도촌동작은도서관
성남시무지개도서관
성남시분당도서관
성남시신흥1동작은도서관
성남시운중도서관
성남시정자역작은도서관
성남시중앙도서관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성남시판교도서관
성남시판교어린이도서관
성북아이조아장난감도서관
세종시고은동작은도서관
세종시보람동작은도서관
송중문화정보센터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송파도서관
수성구고산어린이도서관
수성구물망이도서관
수성구립황금도서관
수성구용학도서관
수성구책숲길도서관
수성구파동어린이도서관
수원시태장마루도서관
수원시한림도서관
수원호매실도서관
시흥시군자도서관
시흥시능곡도서관
시흥시대야도서관
시흥시매화도서관
시흥시배곧도서관
시흥시월곶도서관
시흥시정왕어린이도서관
시흥시중앙도서관
아산시립도서관
아산시립둔포도서관
안산시고잔2동작은도서관
안산시와동작은도서관
안산시일동작은도서관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안성시립아양도서관
안성시립도서관
안성시립일죽도서관
안성시립진사도서관
안양시립관양도서관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안양시립삼덕도서관
안양시립어린이도서관
양산시물금도서관
양산시영어도서관
양산시웅상도서관
양주시립삼숭도서관
양천갈산도서관
양천개울작은도서관
양천목마작은도서관
양천방아다리문학도서관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여주도서관
영광공공도서관
영동도서관
영일공공도서관
영주시립어린이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용인시보라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 도산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울릉도서관
원주시립도서관
은평어린이영어도서관
음성도서관
의왕시글로벌도서관

이천시마장도서관
인천시립부개어린이도서관
인천시립수봉도서관
인천시립신석도서관
인천시립영종도서관
인천시립작전도서관
인천시북구도서관
인천시주안도서관
장흥군정남진도서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전북도청도서관
전주건지도서관
전주시립북부도서관
전주시립아중도서관
정독도서관
정읍시립기적의도서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
제천시립봉양도서관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종로아름꿈도서관
종로청운문학도서관
종로한옥도서관
증평도서관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진해도서관
진해동부도서관
창원시립상남도서관
창원시립성주도서관
청원목령도서관
청도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춘천시립동내도서관
춘천시립신사우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충남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호암분관)
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칠곡군립약목작은도서관
통인어린이도서관
평택시립중앙도서관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하남시립나룰도서관
하남시립신장도서관
화성시립남양도서관
화성시립병점도서관
화성시립봉담도서관
화성시립삼괴도서관
화순열린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인문학도서관
공공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900MHz/Total)
안양시립벌말도서관
울산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
화순공공도서관
횡성군립도서관
공공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13,56MHz/일부)
강원도교육청교육도서관(10개관)
강북구삼각산어린이도서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북카페
경북고령도서관
경북청송도서관
계룡도서관
고양삼송도서관
고양시립덕이도서관
고양시립식사도서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구로기적의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경기)
국립디지털도서관

남산도서관
남양주시립별내도서관
남양주시립오남도서관
남양주시립와부도서관
남양주시립진건도서관
남양주시별빛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동두천시립꿈나무정보도서관
동두천시립도서관
동탄다원중이음터도서관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북청수도서관
성북아리랑정보도서관
수원시영통도서관
순천고맙습니다도서관
시흥시대야어린이도서관
시흥시신천동작은도서관
안성시립보개도서관
안양시립평촌도서관
안양시립호계도서관
완도공공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양주시옥정호수도서관
양천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연천중앙도서관
의정부시미술도서관
용인시동백도서관
익산시부송도서관
인천시립갈산도서관
인천시립서창도서관
인천시립소래도서관
인천시립율목도서관
이천시립도서관
시흥시목감도서관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
증평군립도서관
중랑구상봉도서관
청주금빛도서관
청주시립강내도서관
춘천서면도서관
파주시립가람도서관
파주시립중앙도서관
파주시립한빛도서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포항시립포은도서관
하남시미사도서관
하남시립세미도서관
화성시립진안도서관
화성시송린이음터도서관
화성시립태안도서관
공공 도서관(EM)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고양시립마두도서관
광명시평생학습관
광주광역시무등도서관
구리시립교문리도서관
구미시립봉곡도서관
구미시립선산도서관
구리시립인창도서관
구미시립봉곡도서관
구미시립선산도서관
구미시립형곡도서관
군산교육문화회관
군포시당동도서관
군포시산본도서관
군포시당정문화도서관
남양주화도도서관
대전광역시가수원도서관
대전광역시가오도서관
대전광역시갈마도서관
대전광역시둔산도서관

대전광역시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자양도서관
대전광역시판암도서관
대전광역시홍도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마산시립가고파
마산시립내서분관
마산시립도서관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
부산광역시기장도서관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부산광역시립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립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부산광역시북구디지털도서관
부산광역시사상도서관
부산광역시영도도서관
부산광역시구덕도서관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립심곡독서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순천평생학습센터
안산시관산도서관
안산시성포도서관
안양시평촌도서관
안양시호계도서관
안양시립박달도서관
양평군립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
용산구립청파도서관
울산울주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전북교육문화학생회관
전주시립삼천도서관
전주시립서신도서관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종암동새날어린이도서관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진해시립동부도서관
진해시립중앙도서관
창원시립고향의봄
창원시립도서관
천안시립중앙도서관
청송진보공공도서관
칠곡군립도서관
파주시립중앙도서관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대학교 도서관(EM)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가톨릭대학교(대구)
가톨릭대학교(부천)
강원대학교(도계/삼척/춘천)
경기대학교(서울/수원)
경남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수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보건대학

대구한의대학교
대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의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카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밀양)
부산외국어대학교
산업기술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일대학교
성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승가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송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하대학교
장안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여수)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충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홍익대학교(서울/조치원)
대학교 도서관(13.56MHz)
KAIST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국방대학교
대덕대학교
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용인송담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중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해양경찰학교
한동대학교(NFC)
해군사관학교
기업체자료실(13.56MHz)
농협중앙회 도서관
SK C&C 자료실

삼성엔지니어링자료실
삼성물산자료실
전문 도서관(13.56MHz)
국립외교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농식품공무원연수원
농촌진흥청
농협교육원(안성)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수원시박물관
육군3사관학교
육군본부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서관
한국가스공사 정보자료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도서관
한국전력공사
대학교 도서관(900MHz)
건국대학교(중원도서관)
구미대학교
국제원자력대학교대학원
계명대학교(대명캠퍼스)
대전보건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
동양대학교(북서울캠퍼스)
신성대학교도서관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도립대학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기업체 자료실(900MHz)
대신증권
삼선전자(수원)북카페
삼성SDS자료실
아모레퍼시픽
현대카드Cooking도서관
현대카드Design도서관
현대카드Travel도서관
SK건설
전문 도서관(900MHz)
기초과학연구원
공군교육사령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무형유산원
국사편찬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전테미예술센터
대전특허청자료실
법제처 도서관
식품안전연구원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해병대교육단
해병대사령부도서관
초중고 도서관
(13.56MHz, 900MHz)
경북안동중학교
경북구미여자고등학교
제주외도초등학교
대전유천초등학교
서울중동고등학교
성남안말초등학교

성남여수초등학교
세종아름초등학교
의정부발곡고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제주대정여자고등학교
제주동아초등학교
제주한림초등학교
출입통제시스템
가천대학교(메디컬)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대학교(수원)
경기방송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인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공군기동사령부(김해)
공주대학교(예산)
공주대학교(천안)
과천시립문원도서관
광주대학교
국립수산품질관리원
국립외교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금오공과대학교
김포대학교
노원수학문화관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수성대학교 도서관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천대학교
부천시립오정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초내곡도서관
성남시판교어린이도서관
성북펜싱체육관
성신여자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성대학교(기숙사)
안동시립도서관
안산대학교
양평군립도서관
인하공업전문대학교(기숙사)
인하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제천의림지역사박물관
중앙승가대학교
창의문/숙정문/말바위 안내소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남도립대학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에코프로비엠
한강성심병원
한강홍수통제소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의왕/충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서부학습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서대학교
해병대사령부
협성대학교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