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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소개

종이책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종이책의 특성과 디지털 매체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포맷의 지식콘텐츠 서비스입니다.
KDC 분류 제공, 강력한 통합검색, 다양한 개인화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BookRail 서비스 도서 약 9,000여 권 (매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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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소개



BookRail만의 교유 콘텐츠, 멀티미디어 요소가 결합된 기획
여러 권의 종이책 도서를 통합해 한 권의 기획 eBook으로 재구성
텍스트와 사진, 영상, 플래시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통한 풍부한 정보 습득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Multicultural Contents
다양한 언어로 읽어주는 구연동화,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한국밥상 레시피 등
다문화 시대를 위한 맞춤 콘텐츠

[기획 eBook] 타임라이프 세계사

[Multicultural Contents] 베트남새댁 한국밥상 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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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시작하기


PC에서 이용
PC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www.bookrail.co.kr을 입력하세요.
BookRail은 Internet Explorer, Chrome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합니다.



모바일에서 이용
 Web 이용 : http://m.bookrail.co.kr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p 이용: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누리미디어’, ‘BookRail’을 검색하여
“누리미디어 지식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iOS App store는 신규 검색/다운로드가 불가하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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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Android Market

BookRail 접속 방법_기관회원


이용기관 내부에서 접속
 IP 인증 방식 : 기관 내부에서 BookRail을 사용하도록 인증된 IP를 통해 자동으로 로그인



이용기관 외부에서 접속
 Proxy Server 인증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접속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 후 BookRail 접속
 아이디/패스워드 인증 : BookRail 사이트 접속 후, 기관에서 부여 받은 ID/PW 입력하여 로그인

소속기관 선택
기관 계정 아이디
기관 계정 비밀번호

 배너인증 : 이용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내의 BookRail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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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 구성 및 기본검색 기능
 첫화면 구성

기관/개인회원 유형에 따라 차별화

 기관회원

 개인회원

검색, 좌측 주제분류, 배너, 오늘의 eBook, 희망도

검색, 좌측 주제분류, 배너, 오늘의 eBook, 월간 베

서 신청, 도서관 베스트, 북마스터 추천, 신규

스트, 주제별 베스트, 북마스터 추천, 신규eBook,

eBook, 내가 본 eBook, 화제의 eBook, 고객센터

내가 본 eBook, eBook 기획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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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 구성 및 기본검색 기능(기관회원)
1
2

1. 로그인 표시

3

4

- 기관회원 로그인시, 해당 기관명 표시
- 기관+개인회원 로그인시 소속기관 이름 및 회원명을 통
해 로그인 여부 확인

2. 기본검색
- BookRail의 모든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
- 제목, 저자, 출판사로 검색범위 한정 가능

3. 좌측 주제분류
- 단행본eBook/기획ebook/Multicultural Contents 주제분
류 제공
- 단행본eBook의 경우, KDC분류도 함께 제공

4. 상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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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서비스/이벤트 등 BookRail 이슈 안내
- 오늘의 eBook, 북마스터 추천
- 희망도서신청: BookRail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책 중,
기관에서 아직 구매하지 않은 도서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회원 전용)
- 도서관베스트: 해당 기관 이용 상위 전자책 안내(기관회
원 전용)

5. 하단 영역
- 신규eBook, 내가본eBook, 고객센터
- 화제의eBook: 해당 기관 이용 상위 전자책 안내(기관회
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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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 구성 및 기본검색 기능(개인회원)
1
2

1. 로그인 표시

3

4

- 기관회원 로그인시, 해당 기관명 표시
- 기관+개인회원 로그인시 소속기관 이름 및 회원명을 통
해 로그인 여부 확인

2. 기본검색
- BookRail의 모든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
- 제목, 저자, 출판사로 검색범위 한정 가능

3. 좌측 주제분류
- 단행본eBook/기획ebook/Multicultural Contents 주제분
류 제공
- 단행본eBook의 경우, KDC분류도 함께 제공

4. 상단 영역
5

-

배너: 서비스/이벤트 등 BookRail 이슈 안내
오늘의 eBook, 북마스터 추천
월간 베스트: 월 이용 상위 전자책 안내(개인회원 전용)
주제별 베스트: 주제분류별 이용 상위 전자책 안내(개인
회원 전용)

5. 하단 영역
- 신규eBook, 내가본eBook, 고객센터
- eBook 기획전: BookRail 운영자 추천 기획전. BookRail
전자책을 하나의 컨셉으로 묶어 제공 (개인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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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구성 - 브라우즈

단행본 eBook

기획 eBook

Multicultural Contents

- 문학, 비즈니스와 경제, 대학교재 등 26
개의 주제분류를 통한 9,000여 권의 단
행본 eBook 제공

- 여러 권의 종이책을 통합한 한 권의 기
획 ebook

-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다
양한 언어로 읽어주는 구연동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한국밥상 레시
피 등 다문화 시대를 위한 맞춤 콘텐츠

- 텍스트와 사진, 영상, 플래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 모차르트 in 오스트리아, 타임라이프 세
계사 등 39종의 기획 eBook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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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구성 - 상세검색
 BookRail 상세검색이란?

전자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검색방법

검색범위
- 제목, 책소개, 본문 등의 분
류와 기획eBook, 단행본
eBook 등의 검색범위 지정

검색옵션

- ISBN, 출간일, 주제분류 등
지정한 옵션 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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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구성 - 검색결과
결과 내 재검색
- 검색결과 항목 내에서 재검색
- 찾고자하는 정확한 검색 가능

Multicultural contents
단행본eBook
기획eBook

검색결과 항목 탭
- 검색결과 전체 : 기획eBook, 단행본
eBook, Multicultural contents 순으로 각
2개씩 나열
- ‘검색결과 더 보기’ 클릭 → 각 항목별 탭
으로 이동
- 기획eBook, 단행본eBook, Multicultural
contents별 검색결과 보기 가능

구매 / 열람
-

책바구니 담기 : 장바구니 기능
바로구매 : 구매하기
열람하기 : 전자책 열람 (뷰어창 팝업)
스크랩 : 내 책장으로 스크랩

•

책바구니, 구매 기능은 기관 소속이 아
닌 개인회원에게만 해당
스크랩 기능은 개인회원 로그인시에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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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서비스 (DBpia 6.2)
전자책 챕터단위 서비스 제공
전자책도 논문처럼 필요한 부분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DBpia 6.2에서 전자책 검색시, 챕터 단위 검색 및
열람 가능

제품상세정보

도서 상세서지
- 책제목, 저자, 출판사, 출간일, 페이지수, 이용
환경(PC, 스마트기기) 안내

구매 / 열람 / 스크랩
- 기관회원 로그인 : 열람하기
- 기관회원 + 개인회원 로그인 : 대출하기
- 스크랩 : 관심 도서를 내 책장에 스크랩(마이
북레일)하면, 검색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확인 가능. 개인회원 로그인시에만 이용 가능
- 책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 기관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에만 해당

도서 정보
- 도서분류 정보, 책소개, 저자정보, 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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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열람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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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수 입력하여 이동

2

좌/우 화살표 버튼으로
페이지 앞/뒤 이동

3

전체화면 보기

4

목차 이동

5

도서 내 검색

부가기능_마이북레일

내책장
- 개인회원의 경우 구매도서 확인 및 열람 가능
- 기관회원의 경우 개인회원으로 동시 로그인
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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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고객센터
BookRail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BookRail 고객센터 이용안내
 전화 : 02-707-0496
 게시판 : BookRail 홈페이지 > 고객센터
 E-mail : Bookrail@nur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