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www.ikefbook.com
접속 및 로그인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Blanket SHIPPING-TIMED box-heart

홈홈홈홈홈홈홈페이지 상단                     메뉴 혹은

화면중앙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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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Blanket SHIPPING-TIMED box-heart

수요조사시스템의  <학교아이디 / 비밀번호 > 

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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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확인 및 수정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www.ikefbook.com)

사이트에 학교정보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Blanket SHIPPING-TIMED box-heart

홈홈홈홈홈화면 상단의 <학교정보> 또는             을 클릭하시면, 

학교정보조회 및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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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학교정보를 확인 및 수

정합니다

학교정보 확인 및 수정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학교주소 외 
상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한국학교의 경우
초등부/중.고등부 담당자
를 입력해주세요.

화면 하단의 
<학교정보 변경하기 >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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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CK-ALT School USER-FRIENDS Blanket SHIPPING-TIMED box-heart

학교정보 확인 및 수정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학교정보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Blanket SHIPPING-TIMED box-heart

학생등록현황 입력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학생등록현황을 입력합니다

2020년 학생등록현황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01

학생등록현황의

학생편제(정원)과 

학생재적(현원)을 

반드시 함께 입력하신 후

화면하단의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학생이 있는 학부를 선택 

후 해당 학생수를 

입력합니다.

승인 지연시 공관으로 문의

COMMENT-ALT-EXCLAMATION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수요조사 입력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수요조사를 위한 주문(요구량)을 입력합니다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CART-PLUS SHIPPING-TIMED box-heart

홈홈홈홈홈화면 상단의 도서주문> 주문하기  메뉴 혹은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수요조사를 위한 주문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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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수요조사 입력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수요조사를 위한 주문(요구량)을 입력합니다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CART-PLUS SHIPPING-TIMED box-heart

02
도서는 학부별로 주문저장이 가능하며 

학생등록현황에서 등록하셨던 학부의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목록에서 주문하실

해당 도서의 주문수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수요조사 입력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수요조사를 위한 주문(요구량)을 입력합니다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CART-PLUS SHIPPING-TIMED box-heart

03
1. 같은 도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경우 출판사와 저자를 풀다운 박스에서 선택한    

    후 주문수량을 입력해주세요.

2. 지도서는 해당 교과서를 주문했을때에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3. 지도서와 지도서CD, 지도서 USB는 함께 같은 수량으로 주문됩니다.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수요조사 입력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ikefbook.com)
사이트에 수요조사를 위한 주문(요구량)을 입력합니다

04
주문 마지막 단계의 주문내역 확인 화면에서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주문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수요조사 주문이 제출됩니다.

UNLOCK-ALT School USER-FRIENDS CART-PLUS SHIPPING-TIMED box-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