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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도서관

1)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접속) 국회전자 서관 ( g ) 접속

2)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 검색 으로 이동2)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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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도서관

3) 검색 버튼을 눌러서 사이트 접속) 검색 버튼을 눌러서 사이 접속
(https://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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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도서관

4) 로그인 후 인터넷 자원 메뉴로 이동) 인 후 인터넷 자원 메뉴 이동

5



1. 국회 도서관

5) 자료 검색 후 <pdf 원문 음성 지원 가능> 항목 활용) 자 검색 후 p 원문 음성 지원 가능 항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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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도서관

6) 파일을 열면 뷰어가 설치되고 자체 뷰어가 열립니다.) 파일을 열면 뷰어가 설치되 자체 뷰어가 열립니다

T 를 눌러서 음성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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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개의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을국립중앙 서관에서는 개의 시각장애인 전자 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포털 (VBF) - http://able.dibrary.net
– VBF(Voice Braille Format) – 센스 독서기로 활용

• 국가전자도서관 (BBF) - http://sigak.nl.go.kr
– BBF(Braille Best File) – 점자정보단말기로 활용

• 이 2곳은 회원가입 후 시각장애인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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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인포털

• http://able.dibrary.net 에서 로그인 후 검색을 진행합니p // y 에서 인 후 검색을 진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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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인포털

• 검색결과 중 대체 자료 부분의 목록에서 원하는 도서검색결과 중 대체 자 부분의 목록에서 원하는 서
(VBF)를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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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인포털

• 다운로드 받은 파일(VBF)은 “Sense 독서기”를 이용해서다운 받은 파일( )은 독서기 를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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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전자도서관

• http://sigak.nl.go.kr/ 에 접속해서 국가전자도서관으로p // g g / 에 접속해서 국가전자 서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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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전자도서관

• 로그인 후 검색어를 입력해서 자료 검색인 후 검색어를 입력해서 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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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전자도서관

• 검색 결과에서 점역파일(BBF)을 다운로드검색 결과에서 점역파일( )을 다운

• 점역파일(BBF)는 한소네/브레일노트 등의 점자정보단말점역파일(BBF)는 한소네/브레일노트 등의 점자정보단말
기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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