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모바일앱(App) 사용 안내서

www.efkabook.com



APP 다운로드 및 설치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에서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또는

<수요조사시스템>으로 검색

로그인

수요조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주문조회

수요조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 내역을 조회

배송조회

수요조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의 배송상태를 조회

도서조회

수요조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재 및 교과서를 조회

고객센터

공지사항 / 질의응답(Q&A)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PC버전 웹사이트와 연동됨



모바일앱 설치 방법

1.  인터넷 www.efkabook.com 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페이지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

2.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폰), 앱 스토어(아이폰 iSO) 어플을 실행 후 앱 설치 

3.  QR 코드 리더 어플을 사용하는시는 경우 QR 코드 인식으로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

4.  안내서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여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어플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앱 설치 방법 목록



모바일앱 설치 방법
installation of app

모바일에서 인터넷 www.efkabook.com 페이지에 접속하여 앱 설치하기

모바일 인터넷 주소검색창에 www.efkabook.com을 입력하셔서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기종에 맞는 (안드로이드OS / 아이폰 iOS)

App 설치하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어플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efka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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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앱을 실행

installation of app

수요조사시스템 앱 설치 방법 안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모바일에 설치되어있는 기본어플

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어플을 실행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어플의 검색창에

<수요조사시스템> 혹은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을 입력해서 검

색합니다

검색된 결과 중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어플(APP)을 설치합니다

  

Play 스토어 어플을 실행 후 검색어(키워드) ‘수요조사시스템’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play 스토어

2.1



모바일앱 설치
installation of app

모바일에 설치되어있는 기본어플인 

앱스토어(App Store), 

어플을 실행합니다 

앱스토어(App Store) 검색창에

<수요조사시스템> 혹은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을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 중 <교과서 및 교재 수

요조사시스템> 어플(APP)을 설치

합니다

  

앱스토어(App Store) 어플을 실행 후 검색어(키워드) ‘수요조사시스템’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애플 iOS 모바일은 앱스토어(App Store) 

앱을 실행

  수요조사시스템 설치 방법 안내 (아이폰의 경우)2.2



모바일앱 설치 방법
installation of app

QR 코드 인식으로 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Android)

모바일에 설치되어있는 QR코드 관련

어플에서 QR코드 인식으로 간편하게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앱 설

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아이폰 iOS

모바일에 설치되어있는 QR코드 관련

어플에서 QR코드 인식으로 간편하게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앱 설

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URL을 클릭(Hyper Link) 하시면 바로 앱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4
https://play.google.com/store/

apps/details?id=com.efkaapp.

efka

https://itunes.apple.com/us/app/교과

서-및-교재-수요조사시스템/id1425732113



모바일앱 실행
installation of app

안드로이드(Adroid) 의 경우 :

모바일의 홈화면에서 수요조사시스템 어플(APP)을 실행합니다

( 모바일 기종에 따라 홈화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 앱더보기’나 ‘앱검색’을 통해

 <수요조사시스템>어플을 검색하신 후 홈화면에 추가해주세요)

설치된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실행하기

애플 iOS의 경우 

모바일의 홈화면에서 

수요조사시스템어플(APP)을 실행합니다

  

예제화면으로 실제 사용자의 화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플의 아이콘과 제목으로 검색합니다

설치된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 앱아이콘을 

터치하여 실행합니다



9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로그인

수요조사시스템 어플(APP)을 실행하신 후

기존 수요조사시스템 (www.efkabook.co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PC버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입력 > 비밀번호 찾기 > 이메일로 발송

LOG IN

1

2



10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인트로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의 인트로화면으로

주문조회/배송조회/도서조회/고객센터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요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 메세지 영역 주문기간, 주문이의신청기간, 배송기간 등 
수요조사시스템의 주요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설정 변경 링크 이 영역을 터치하시면 계정설정 및 알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배송정보 각 학교의 주문수량, 배송예정 수량, 
배송완료 수량 및 배송상태를 보여드립니다

알림 및 공지 알림 메시지 및 공지사항의 미리보기이며
해당 영역을 좌우로 슬라이딩하시면 더보기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하단에 홈 -  주문조회 - 배송조회 - 도서조회 - 고객센터
아이콘이 배치되어 조회화면 단계에서 
다른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2

1

2

3

4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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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설정.알림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의 내역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변경 화면

설정변경화면에서 로그인을 로그아웃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림(PUSH)을 켬/끔 할 수 있습니다

알림 내역 화면

알림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주문조회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의 내역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리스트

조회하고싶은 해당 라인을 터치하시면

주문도서에 대한 상세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조건 검색

왼쪽 화면의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조건검색 팝업창이 떠서 빠른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3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배송조회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의 배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송 조회 화면

가장 최근 배송내역에 대한 배송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학기별 배송정보와 물류회사의 BOX ID로 

배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기 선택

OO년도 O학기 도서주문 옆의 달력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슬라이딩 터치 드래그로 해당학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4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배송내역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에서

주문하신 교재 및 교과서의 배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내역 화면
배송조회를 하시면 도서별 배송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는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배송지
배송지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내역 상세
배송내역 목록을 터치 > 상세정보 보기

1

2

3



15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도서조회화면
교과서 및 교재 수요조사시스템에서

도서명 혹은 도서의 검색식으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 조회 화면

도서의 검색조건으로 도서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하고자하는 도서의 검색어를 선택하시고

조회버튼을 터치해주세요!

도서내역

도서 검색에 대해 찾은 자료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1 2



16수요조사시스템 스마트앱사용법 안내

고객센터화면
공지사항과 질의응답(Q&A) 게시판을 모바일앱에서도

수요조사시스템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 화면

공지사항, 질의응답(Q&A), 알림

을 터치하시면 각 메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질의응답(Q&A)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우측 하단의

연필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질문 쓰기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