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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가입과
인증,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숙지하시
어 학생들이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학교의 독서교육과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온라인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한 시스템
입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독서퀴즈, 감상문쓰기, 편지쓰기, 동시쓰기 등의 독후활동을 할 수
있고, 개인 독후활동을 관리하여 포트폴리오, 문집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https://reading.gglec.go.kr
▪방법1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s://reading.gglec.go.kr)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 필수입력항목: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DLS아이디, 이름
* DLS아이디는 학교도서관에 등록된 학생임을 인증하는 번호입니다. 사서선생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방법2 : 소셜계정(네이버, 구글)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 소셜계정은 네이버나 구글계정 사용이 가능하고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소셜계정으로 독서교육종합지
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필수입력항목: 소셜계정(네이버나 구글 계정), DLS아이디, 이름
방법1(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아이디)

방법2(소셜계정)

<뒷면에 계속→>

3. E-book(전자도서) 이용하기 안내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자료는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강좌(이러닝) 총
8,300여 종으로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이용대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
* PC 이용방법
-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근하여 이용
-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s://reading.gglec.go.kr) 로그인
[설정] 팝업차단해제 필요(인터넷-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팝업차단 체크 해제)
[설정] 호환성보기 설정(인터넷-도구-호환성보기 설정-gglec.go.kr 추가)
- [도서검색]-[온라인콘텐츠] 메뉴 또는 하단의 [경기e-DLS 전자책] 배너 클릭
-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내 원하는 강좌제목 클릭, [상세정보페이지]에서 [view] 클릭
- 전 자 책: [E-book]>[전자책] 클릭, 원하는 책 제목을 클릭, [상세정보페이지]에서 [대출하기] 클릭
[내 서재]의 대출중인 도서 목록에서 [view]를 클릭, 뷰어 설치 후 전자책 열람
[뷰어 설치오류시 해결방법] F5키를 누르고 띄면서 바로 Ctrl+Alt 키를 누르세요.

- 오디오북: [E-book]>[멀티전자책] 클릭, 원하는 도서 우측의 [도서대출] 또는
[도서열람]을 클릭하여 오디오북 열람
* 스마트폰 이용방법(PC이용을 권장합니다)
- 스마트폰 이용시 어플을 설치해야 하며 어플별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이 각각 다름
- 방법: 안드로이드마켓&애플스토어에서 어플 검색 및 설치> 도서관검색> 로그인 후 이용
어플명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Mekia
ebook

OPMS도서관

에피루스
전자도서관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전자도서관

도서관검색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

로그인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아이디/패스워드

아이디 / 이름

- PC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콘텐츠 또는 경기e-DLS 1회 접속 후 이용 가능
- 상세페이지의 이용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표시된 책만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
* 기타사항
- 대출기간 및 권수: 7일, 5권 (연장 1회 가능, 대출기간 경과 시 자동 반납)
- 도서예약: 5권이며, 대출중인 도서는 예약가능하고,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자동으로 대출이 됨
- 동일도서 동시 사용가능명수: 3명 ~ 5명
- 전자책을 PC에서 대출한 책은 PC에서, 스마트폰에서 대출한 책은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

5. 기타 참고 사항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은 한 번만 합니다. (초, 중, 고 전체 기간 동안)
▷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만들어주세요.
▷ 학년이 진급된 경우(2학년➡3학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 진급학년이 반영됩니다.
▷ DLS 아이디 및 로그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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