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and librarians anytime, anywhere.

E-CIP 콘텐츠서비스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로 선정!
도서관 운영시스템과 결합 · 융합
10권의 상세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제공
동시에 사서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도서관 핵심 종합 콘텐츠플랫폼

국내·외 도서 콘텐츠 제공

원클릭 희망도서신청

6개국(한, 영미,일, 중, 독, 프) 서지정보
국내 · 외 논문 / 저널 1억여종 제공(O/A)
베스트셀러 / 출간예정도서(영미, 독)
미디어추천, 수상작 / 대학출판물

획기적이고 편리한 디스플레이 방식

실시간 자동복본상태 표시(분관 포함)
쉽고 편리한 희망도서신청
(Book , e-book)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 기능

이미지형, 리스트형 선택가능

키워드, 결과 내 검색, 확장 검색,
패싯 검색 등

4개국(한, 영, 일, 중) 사이트 제공

도서 ↔ 논문 간 교차검색

10권의 상세정보를 1페이지에서 제공

북 큐레이션

사서업무지원
수서목록 자동생성
ISBN만으로 기증도서 목록 만들기

검색 필요없이 매일 제공 받는
개인화 맞춤형 정보서비스

모든 목록 엑셀 다운로드
일괄 희망도서신청

상담문의
070-5067-0358

오늘 나온 최신간 도서 중
이용자의 관심도서를 이메일로 추천

E-Mail
tree@libertree.co.kr

가장 빠르게 최상의 도서 콘텐츠를 만나다.

도서
매일 만나보는 최신간 도서정보 !
국내·외 6개국 서지정보
이미지 + 기본정보 + 상세정보 (한,영미,일,중,독,프)
영미, 독일 도서 : 목차, DDC, 독자층 정보 제공
매일 실시간 업데이트 (최신간 포함)

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정보 제공
상세보기 : 책 이미지, 책소개, 목차, 서평 등
미리보기 : 본문 20~40페이지 미리보기 제공

추천도서/수상작 등 제공
미디어 추천도서, 수상작
대학출판물
e-book, 신문, 뉴스
4개국어 사이트 제공 : 리스트형, 이미지형 디스플레이 선택가능

논문/저널

국내·외 논문/저널(O/A)

논문 ↔ 도서간 교차검색

초록 , 원문 다운로드 연결

검색 후 페이지 이동없이 도서와 논문을 교차하여 검색

이용자, 사서, 도서관 모두를 생각하는 편리함

원클릭 희망도서신청

원클릭 희망도서신청
도서관 소장, 신청 여부를 실시간 표시 제공하여
불필요한 중복 신청 방지
정확한 도서신청 정보로 사서의 중복 업무를 해소함
신청 즉시 LAS로 신청데이터 처리 저장

북 큐레이션

관심도서 추천서비스
매일 쏟아지는 최신간 도서중
이용자의 관심도서만을 이메일로 추천해드리는 서비스

검색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서를 추천해주는
개인화, 맞춤형 정보서비스

상담문의
070-5067-0358

E-Mail
tree@libertree.co.kr

이용자, 사서, 도서관 모두를 생각하는 편리함

사서업무지원 서비스

빠르고 정확하게 도서 목록 관리, 도서 선정 작업에 용이
각종 목록 만들기

보관함 / 퀵 메뉴

E-CIP 관리

ISBN만으로 실시간 기증도서 목록 생성

여러 권, 소장(중복)도서 저장

추천/신착도서 관리, E-CIP내 카테고리 선택 관리

미디어 추천 / 수상작 목록

추천 / 신착도서 등록

메뉴 선택 관리, 타기관 복복조회, 통계조회

수서목록 등 각종 목록 작성 기능

선택도서 일괄 다운로드

Real-time MARC solution (추가 가입시)

모든 목록 및 저장된 도서 복본상태 표시 / 목록 엑셀 다운로드 / 일괄 희망도서신청 가능

반응형 솔루션
반응형 웹으로 어떤 기기에서도 검색 및 신청 가능
APP을 설치할 필요없는 반응형 솔루션

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and librarians anytime, anywhere.

E-CIP 소개
E-CIP 플랫폼 소개
다양하고 폭넓은 서지정보 제공 및 강력한 도서검색을 통한 원 클릭 희망도서신청
사서의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지원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 시켜주는 사서 솔루션

E-CIP 플랫폼
6개국 2,400만종 서지정보(자체보유)

강력한 검색
키워드, 결과 내 검색, 연관 검색, 패싯, 교차검색

다년간 도서관 데이터 처리 노하우

지능형 데이터 가공 기술로
국내·외 최신간 실시간 MARC 제공

논문/저널 1억 여 종

멀티 플랫폼 개발 기술

이용자

수서

정리

실시간 자동 복본조사 후
원클릭 희망도서신청

중복신청 및
부족한 데이터 차단 UI 제공

실시간 자동 복본조사 후
원클릭 희망도서신청

이용자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해소

언론사 추천도서 등
각종 목록 자동 작성

사서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해소

출간 예정 도서정보 제공
(교수, 연구자에 큰 도움)

ISBN만으로 기증도서 목록
실시간 자동 작성

신속한 정리 제공 바탕
희망도서 신속 대출 제공

상담문의
070-5067-0358

E-Mail
tree@libertree.co.kr

실시간 자동 복본조사
1) 도서 이미지에 실시간 현황 표시
소장중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표시

신청중

이미 신청된 도서임을 표시

정리중

정리중인 도서임을 표시

1

2
3

1

2) 원클릭 도서 신청
3) 사서는 중복 신청 가능
4) 분관도 소장상태 표시

4개국어(한,중,일,영) 사이트 제공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게 유용한 서비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도서관 홈페이지에 썸네일 제공
· 도서 이미지 제공
· 상세보기(책 소개, 목차, 저자소개 등) / 미리보기 (도서 20~30 페이지 미리보기) 제공
1

1

2

상세보기

2

미리보기

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and librarians anytime, anywhere.

Real-time MARC solution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 가공기술개발, 국제특허 등록!
오늘 나온 국내 · 외 최신간을 각 도서관별 맞춤 MARC로 실시간 제공
실시간 MARC 제공, 전세계 최초 특허 등록

Real-time MARC solution 기능

모든 도서에 대한 MARC 실시간 제공

기증도서
ISBN만으로
모든 도서의 MARC 생성

오늘 나온

희망도서신청시

MARC XML, MODS

최신간

LAS 저장

실시간 제공

실시간 MARC
자동 생성 제공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시
실시간 MARC 반입

현재 도서관의 MARC를
MARCXML, MODS로 변환 가능

MARC의 신속성, 편리성증가
수서업무 효율성 향상

상담문의
070-5067-0358

E-Mail
tree@libertree.co.kr

MARC 문제점
도서구매 판매처에서
납품된 MARC의 품질이
너무 낮아요

입고에서 대출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MARC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최신간 MARC가
제공되지 않아요

Real-time MARC solution
기대효과
희망도서 신청시 실시간 MARC 처리 저장

MARC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각종 수서목록 작성시 손쉽고 편리하게 MARC 처리 가능
ISBN만으로 기증도서의 MARC를 도서관에 맞추어 신속하게 일괄 처리
정리업무가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짐
신속한 정리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대출로 연결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률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

MARC 관련 특허 등록(국내 및 일본)

실시간 마크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시스템
국내 특허등록(제10-2015089호)

희망도서신청시 마크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
국내 특허등록(제10-2227421호)

실시간 마크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시스템
일본 특허등록(제6925547호)

실시간 마크 데이터 생성 방법 및
E-CIP시스템
GS인증 1등급 인증

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and librarians anytime, anywhere.

강의자료지원 솔루션
학사지원 시스템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솔루션
신속

교수님이 직접 원하는 강의자료의 등록을 즉시 처리

정확

클릭만으로 오타 없는 정확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

편리

사서의 등록 업무 없이도 강의자료 등록 가능

강의자료지원솔루션 기능

학사지원
시스템

상담문의
070-5067-0358

연계

도서관
솔루션

01

02

편리한 강의자료 신청

국내 · 외 모든 도서

분야별, 저자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

1,900년부터 오늘 나온 최신간까지 제공

03

04

자료신청시 LAS에 저장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처리

교수가 자료 신청시

교수가 신청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등록해야

실시간 학사시스템에 동시 처리 저장

하는 불편 없이 한번에 처리

E-Mail
tree@libertree.co.kr

강의자료지원솔루션 연동 구조도

E-CIP

클라우드

방화벽

서버

방화벽

강의지원 서비스

강의정보 등록자

강의자료지원 프로세스

학사포털 자료 등록
학사포털 수강자료 등록
(교수용)
과목 참고자료 지정
과제물 참고자료 지정

편리하고 정확한 자료 등록

E-C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