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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Mobile 이용안내 

 BookRail Mobile 이용방법 

 로그인 

 도서 탐색 

 대출, 구매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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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Rail Mobile 이용방법 

누리미디어 전자책 서비스 BookRail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BookRail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로그인 
도서 
탐색 

대출, 구매 열람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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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기관회원 로그인 

도서관(자료실 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3G/LTE 망의 이용료는 BookRail의 이용료와 별도이

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데이터요금

이 과금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BookRail 모바일, PC 사이트에서 가입한 개인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

습니다.  

 

※ DBpia, KRpia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BookRail에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기관회원 로그인 



도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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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하기: 키워드 검색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 검색 페이지
에서 검색 

최근검색어로 검색 

키워드로 검색하기 

메인 페이지, 검색 페이지의 검색 필드에 검색 키

워드를 입력하여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습니

다.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가 있다면, 터치하여 바

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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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하기: 브라우징 검색 

주제분류 브라우징 

주제분류 브라우징 

분류 메뉴에서 원하는 주제분류를 선택하여 브라

우징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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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도서 만나기: 베스트, 추천 도서 

베스트 인기 도서 

추천 도서 

다양한 도서 만나기 

BookRail 베스트 도서와 추천 도서 등 다양한 도

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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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도서 만나기: 무료, 신규 도서 

무료 도서 

신규 도서 

다양한 도서 만나기 

BookRail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서와 신규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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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이용하기 

기관회원은 도서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개인

회원으로 추가 로그인한 경우 대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상세 페이지에서 대출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모바일 앱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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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하기 

키워드 검색 후 
대출하기 

브라우징 검색 후 
대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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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하기 

무료 도서 

구매 후 이용하기 

개인회원은 도서 구매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가 완료되면 ‘도서보기’ 버튼을 터치하여 모

바일 앱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열람하기 

13 



14 
14 

7. 모바일 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안드로이드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BookRail’, ‘북레일’ 혹은 

‘누리미디어’를 검색 후 설치합니다. 

 

※ 3G/LTE 망의 이용료는 BookRail의 이용료와 별도이

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데이터요금

이 과금됩니다. 

iOS 앱 

앱스토어에서 ‘BookRail’, ‘북레일’ 혹은 ‘누리미디

어’를 검색 후 설치 

※ iOS 앱의 경우, 현재 ePub 도서 열람이 불가능하며,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 3G/LTE 망의 이용료는 BookRail의 이용료와 별도이

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데이터요금

이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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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 다운로드 

구매한 PDF 도서 

앱에서 다운로드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은 도서의 표지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아이콘을 터치하

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다시 한 번 터치하면 뷰어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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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출한 도서 열람 

대출한 ePub 도서 

대출한 도서 열람하기 

다운로드한 도서를 터치하면 뷰어에서 도서를 열

람할 수 있습니다. 

 

제목 우측의 버튼을 터치한 후 ‘열람’ 메뉴를 클릭

하여 뷰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17 
17 

10. 구매내역 동기화 

빈 공간 
터치 후  

끌어내리기 

구매내역 동기화 

개인회원으로 도서를 구매한 경우, 빈 공간을 터

치하여 끌어내리면 구매내역을 동기화할 수 있습

니다. 

 

구매내역 동기화 완료 후, 도서를 다운로드하고 

뷰어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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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기능 

개인화 기능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한 도서를 내서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랩 기능을 사용하면 

나중에 편리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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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회원정보 변경 

회원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로그인 후 메뉴 버튼을 터치하여 회원정보 및 비

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1 
21 

고객센터 

고객센터 

BookRail 이용안내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

하기’ 메뉴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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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BookRail.co.kr > 고객센터 

 E-mail : Bookrail@nurimedia.co.kr 

 

mailto:Bookrail@nur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