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용) 



Ⅰ.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안내 

1.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소개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를 

집에서 택배를 통해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 회원가입 방법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에서 [도서관서비스 회원가입]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소속(가입)도서관(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을 지정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선택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소속(가입)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서류를 제출 및 확인을 받습니다. 

    : “도서관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서”는 제출,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또는 영·유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 서비스 대상 확인용 서류로 소속도서관 담당자에게 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 소속도서관에 관외대출회원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3) 서류를 제출한 소속도서관의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담당선생님께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서비스회원으로 승인처

리를 해주신 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Ⅱ. 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내 생애 첫 도서관]을 클릭하여 “내 생애 첫 도서관”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Ⅲ. 서비스 신청 (자료검색) 

※ 서비스 신청할 도서를 검색합니다.  

(검색조건은 서명/저자/출판사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도서관의 장서만 검색됩니다.)  



Ⅳ. 서비스 신청 (검색결과) 
① 소장도서관과        

도서 분류별로 검색결과

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각각 검색결과의    

서명(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① 
② 



Ⅴ. 서비스 신청 (책바구니 담기) 
※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책바구니 [담기]라는 버튼

이 나오며, [담기]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전단계인 

책바구니 목록에 담기게 

됩니다. 

(2권 이상을 신청할 경우   

책바구니에 담아 한번에 

신청을 합니다.) 



Ⅵ. 서비스 신청 (도서신청) 
① 

② 

③ 

④ 

① 책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신청할 도서를 모

두 선택합니다. 

③ [신청]버튼을 누르

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④ 이용자님의 신청가

능 도서관수와 도서권

수를 확인하실 수 있

으십니다. 



Ⅶ. 서비스 신청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책바구니]의 목록이 사라지고, 신청가능 도서관수와 도서권수가 변경됩니다.  



Ⅷ. 서비스 신청취소 

※ [도서 신청현황] 에서 신청된 도서현황을 보여주며, [신청]상태에서는 [신청취소]를 할 수 있습

니다. 



Ⅸ. 도서반납 

① 

② 

①~② 도서를 받아 이용 후 [도서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반송할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반송접수]버튼

을 클릭하면 “택배반송접수”가  되어, 1~2일 후에 택배기사님께서 이용자님댁으로 방문하시면 반납

할 도서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③ 반송접수가 처리되면 비고란에 아이콘 표시가 나타납니다. 

※ 동시에 두 곳 도서관으로 반송시 택배가방(도서)이 바뀌지 않도록 배송기사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Ⅹ. 처리완료 

※ 반송한 자료가 제공도서관에 도착이 되어 반납처리가 되면 [도서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대출 완료현황”목록에 보여지며,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