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나래 서비스
이용 매뉴얼

국립장애인도서관



1. 서비스 개요

‘책나래 서비스’란?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자료를 집까지
무료 택배로 대출/반납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출 가능 자료
- 도서, 대체자료 등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 개별 도서관 관외대출 규정에 따름

대출 책수 및 기간
- 대출 책수 및 기간은 제공 도서관의 관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대출/반납에 따른 왕복 택배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이용 가능 일수 반납배송
시간

대출택배
시간

대출기간



1.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구 분(법적근거) 지원대상 증명서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2. 책나래 기본 홈페이지

책나래 서비스 홈페이지 : http://cn.nl.go.kr/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계정 사용

책나래 지원대상만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반드시 ‘장애인 등록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책나래센터(문의 1644-6044)에 증빙서류(사본) 제출

http://cn.nl.go.kr/


I. 회원 가입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1. 회원 가입



회원정보 입력 화면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보를 선택한 후 ‘장애인 등록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창이 뜸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 클릭

1. 회원 가입



II. 나의 책나래



II. 나의 책나래



1. 나의 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나의 도서관’ 클릭

 나의 도서관 메뉴에서 책나래 이용 도서관을 등록.신청

※ 거주지역의 도서관 중 대출회원으로 가입된 도서관 등록(여러 개 신청 가능)



1. 나의 도서관

도서관명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신청 할 도서관의 대출회원번호 혹은
도서관 아이디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나의 책나래 혹은 대출현황 버튼 클릭하여 책나래 대출 현황 조회

2. 책나래 대출 현황

대출 현황을 상태별로 조회 가능

진행중인 대출 현황 목록이 표시됨



2. 책나래 대출 현황 - 상세

진행 상태의 버튼을 클릭 할 경우
진행상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2. 책나래 대출 현황 - 상세

목록에서 신청 도서관 명 혹은 제목을
클릭 할 경우 책나래 대출현황 상세
페이지로 이동

상세 페이지에서 세부적인 정보 확인 가능



III. 검색 및 신청,
반납



III. 검색 및 신청, 반납



1. 책나래 도서검색

책나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제목, 작가명을 입력하여 검색



1. 책나래 도서검색

검색 결과는 4개 중 선택하여 조회 가능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



1. 책나래 도서검색 (상세검색)

홈페이지 상단 자료검색 메뉴에서
상세검색이 가능

1

2

3

4

5

단계에 따라 상세검색 조건 입력 후
검색하여 신청



2. 도서관 웹검색 신청

1

2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
대출상태가 ‘소장도서관 바로가기’인
자료는 반드시 해당문구를 클릭하여
비치상태(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책의 정보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하여 신청



3. 국가자료종합목록 신청

1

2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책의 정보 확인
및 소장 도서관 선택하여 신청

3



4. 드림종합목록 신청

1

2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책의 정보 확인
및 소장 도서관 선택하여 신청

3



5. 대학도서관종합목록 신청

1

2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책의 정보 확인
및 소장 도서관 선택하여 신청

3



6. 미검색 자료신청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지만 책나래 검색결과에선
표시되지 않는 자료를 신청할 때 사용

1

3

신청하고자 하는 자료의 정보 입력

2



7. 반납

나의 책나래 메뉴에서 책나래 대출현황 페이지로 이동하여
반납 신청 가능

진행상태가 ‘배송완료(대출)’상태인 경우에만
반납신청 가능



7. 반납

1

2반납신청할 자료를 선택 한 후 상단의 반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도서관에 반납신청

도서관 담당자가 반납신청을 확인한 경우
진행상태가 ‘택배접수(반납)’으로 변경됨

3 4



IV. 기타 기능



IV. 기타 기능



1. 참여도서관 찾기

책나래 서비스를 진행중인 도서관을 검색
(도서관 등록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지역 조건을 입력하여 도서관 검색



1. 참여도서관 찾기

도서관 목록에서 도서관명을 클릭할 경우 해당
도서관의 상세 정보를 제공



2. 책나래 인기도서

책나래 서비스를 통하여 자주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3. 이용안내

책나래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FAQ, 1:1문의 기능



3. 이용안내 - 1:1문의

책나래 센터에 1:1 문의 신청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반드시 ‘비공개’로 설정
대출 / 반납, 반납연기 관련은 해당 도서관으로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