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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서비스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가능자료
도서관 소장자료 중 관외대출이 가능한 일반도서,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녹음도서 등)  등
* 개별 도서관 규정에 따라 대출가능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책수 / 기간
대출가능 책수와 대출기간은 개별 도서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대상
구      분

등록장애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상이자

지원대상
•시각(1-6급)
•청각, 지체, 신장, 심장, 뇌병변, 간,
뇌전증, 안면, 언어, 자폐성,
장루·요루, 정신, 지적, 호흡기(1-3급)
•장기요양 1-2등급

•상이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

책나래 서비스 문의
책나래 이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도서관으로 문의하세요.
책나래 홈페이지

책나래 제공 도서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도서관 찾기

에서

책나래 이용
거주지역 내
도서관
회원가입

책나래
홈페이지
회원가입

소속 도서관
담당자 승인

책나래
서비스 신청

자료
이용/반납

1단계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단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dream.nl.go.kr/dream/chaeknarae
*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시면 ‘회원정보수정’에서
‘책나래서비스 이용동의’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

 나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선택한 도서관 담당자가
책
‘회원승인’ 처리를 합니다.
* 회원승인 여부는 책나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책나래’ → ‘나의 도서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단계

회원승인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합니다.

5단계

신청한 자료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달됩니다.

6단계

자료 이용이 끝나면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반납 신청을 합니다.

7단계

우체국에서 집을 방문하여 반납 자료를 회수합니다.

내가 원하는 책이 가입 도서관에 없다면?
책바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1단계

책바다
자료신청

신청한 자료
우체국
택배 발송

책나래
홈페이지
자료반납
신청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자료 회수

책바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www.nl.go.kr/nill

2단계

회원 승인 후 책바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메모란에 ‘책나래 연계 신청’ 기재

3단계

신청한 자료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달됩니다.

4단계

이용한 자료는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반납 신청을 합니다.

5단계

우체국에서 집을 방문하여 반납 자료를 회수합니다.

책나래서비스 이용회원이시면 책바다 이용요금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지원합니다.

책바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책나래 홈페이지 활용하기
01

책나래 회원가입하기

책나래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dream.nl.go.kr/dream/chaeknarae

기본정보입력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정보 사실여부 확인’ 클릭

책나래서비스 이용동의 입력
* 가입도서관과 이용자 ID 입력
*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면 ‘회원정보수정’에서
‘책나래서비스 이용동의’ 내용만 작성

02 회원승인여부 확인

▶상세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나의책나래 ▶ ‘나의도서관’ 클릭

승인여부 확인
* ‘승인불가’시 승인불가사유 확인 및 처리 후 재신청 가능

03 책나래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 검색
*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만 검색됨  

신청 자료와 이용자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회원정보수정’
   에서 수정

04 신청취소 하기

홈페이지에서 나의책나래 ▶ ‘책나래 대출현황’ 클릭

신청 취소할 자료 선택 후 ‘신청취소’ 클릭
* 진행상태가 ‘신청’인 자료에 한해 ‘신청취소’ 가능

05 반납신청 하기

홈페이지에서 나의책나래 ▶ ‘책나래 대출현황’ 클릭

반납할 자료를 선택한 후 ‘반납요청’ 클릭

06 신청자료 조회 / 배송조회 하기

홈페이지에서 나의책나래 ▶ ‘책나래 대출현황’ 클릭

내가 신청한 자료와 우체국 배송 조회 가능

07 책나래 참여도서관 찾기

책나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지역별, 도서관명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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