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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 를이용한 eBook 이용방법

• PC에서바로 eBook 원문(Full-text) 이용하기

• PC에서대출하여 eBook 이용하기

2. 모바일 & 스마트기기를이용한 eBook 이용방법

• 스마트폰 & 태블릿에서 PC 버전이용하기

• 스마트폰 & 태블릿에서대출하여 eBook 이용하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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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eBook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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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Book인터페이스 (초기화면)

주요추천
eBook 보기

주제별추천
eBook 보기

카테고리별
eBook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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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터페이스결과화면

eBook 제목또는주제어등의
검색어를입력하여검색

일반적인 PDF형식으로페이지당고정적인양의 eBook 뷰어제공 (스크롤다운넘겨보기가능)

eBook 전용형식으로뷰어 (디바이스)에따라최적화된뷰어제공

PDF 형식의 eBook 
전문(Full-text) 보기

EPUB 형식의 eBook 
전문(Full-text)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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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결과화면 – 목차보기

eBook의챕터(Chapter) 별로목차보기가능

+ / -버튼클릭: 목차보기확장및축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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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결과화면 – 관련페이지우선보기

현재 ‘eBook에서가장관련있는페이지’기능

• 해당 eBook에서검색키워드가포함되어있는가장관련있는
페이지를 3건제공

• 가장관련도가높은페이지부터열람가능 (저널의주제어탐색
과유사하게적용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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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세정보 (상세페이지)

eBook 원문제공
형식확인및링크

eBook 기본도구

* 시리즈, 저자, 출판정보, 초록(eBook 상세설명), 주제어, 

ISBNs, 저장허용수준, 동시이용자수허용수준 etc.

eBook 상세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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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세정보내주요정보

보통내용이많은 eBook의요약(summary) 역할로방대한

양의 eBook 내용을대신하여간편하게판단가능

ex)  동시이용제한없음: 동시이용자수제한없음
동시이용제한 (4권동시이용가능): 동시이용자수 4명까지허용

5번째이용자는이용중인 1명이종료시이용가능

ex)  Print/Save 60 pages: 60 페이지 PDF 파일로저장가능/ 인쇄가능 (PDF 형식)
Copy/Paste Allowed: 페이지저장/복사가능
Download Restricted: 대출불가 (온라인원문이용은계속가능)

설명 (Description): 저널내초록(Abstract) 기능

출판사에서허용한최대페이지저장수

동시이용자허용수준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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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본문검색

eBook 

메모작성

확대/축소: eBook 크기조정
페이지맞춤: eBook페이지를브라우저크기에맞춤
페이지폭맞춤: eBook 페이지의폭을브라우저크기에맞춤
전체화면보기: eBook 페이지를전체화면으로전환

eBook 원문(Full-text) 보기

목차

부가기능

본문(Full-text)

보기페이지
네비게이션

대출하기

* 개인계정필요
PC 이용대출
이용방법참고

* 다음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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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EBSCOhost 개인폴더내해당 eBook 추가하기 ( 내폴더에서확인가능)

일정양의 eBook 페이지를 PDF로영구저장하기 (보통 10~100 페이지까지 – eBook에따라상이)

일정양의 eBook 페이지를 PDF로저장한메일보내기 (보통 10~100 페이지까지 – eBook에따라상이)

일정양의 eBook 페이지를 PDF로변환하여인쇄하기 (보통 10~100 페이지까지 – eBook에따라상이)

eBook을참고하고자할때참고문헌형식 (Reference Style)을자동으로제공 e.g. Harvard, MLA, APA, Vancouver

eBook의서지사항을서지관리도구로반출하기 (RefWorks, EndNote, Mendeley etc.)

eBook 원문(Full-text) 페이지주소(URL) SNS 등에공유하기 (URL 재이용시도서관인증 / IP 대역내연결가능)

eBook 페이지를 PDF 형식과함께 Google Drive로이동 (Google 계정필요)
New

Good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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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이지이상 PDF 저장 (인쇄) 시반드시 “현재페이지및다음 ” 에페이지수
추가로입력!

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 페이지저장 (Save Pages) 예시 Great

TIP: 한번에저장가능한페이지를모두이용한경우, 
이용중인브라우저를종료하고재접속하면다시충전하여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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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 페이지저장 (Save Pages) 예시 Great
챕터별저장하기

챕터별저장하기

페이지저장제한정보

현재저장가능한잔여페이지수: 60

포함할페이지 (PDF)

현재챕터: 1 BUSINESS ANALYSIS IN AGILE 

ENVIRONMENTS : 10 페이지모두

※ 챕터(Chapter) 별로저장하기위해서는왼쪽목차에서
클릭후,  나오는팝업창에서챕터선택후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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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 인용하기 (Cite) 예시

※전체제공형식

ABNT(Brazilian National Standards)

AMA(American Medical Assoc.)

참고문헌형식
(Reference Style) 

자동완성기능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

Chicago/Turabian: Author-Date

Harvard: Australian

Harvard

Chicago/Turabian: Humanities

MLA(Modern Language Assoc.)

Vancouver/ICMJ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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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 반출하기 (Export) 예시

※반출가능형식

Direct Export in RIS Format (e.g. CITAVI, EasyBib, 

EndNote, ProCite, Reference Manager, Zotero)

서지관리도구에 eBook

서지사항반출기능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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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원문(Full-text) 화면부가기능설명 – Google Drive
New

* 저장가능페이지는 eBook 에따라상이
(10~100 페이지)

Google Drive 내 PDF 원문
(Full-text)와함께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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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이용 eBook 대출방법



|  ebscoebooks.com18

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vs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자체에서 eBook의원문(Full-text)을보는방법

▪ PDF 또는 ePub 형태로제공

▪ PDF 영구저장, 인용(Cite), 반출(Export) 등다양한기능활용가능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에서 eBook을대출하여보는방법 (개인 EBSCOhost 계정생성필수)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반드시필요 (PC =        Adobe Digital Edition)

▪ 대출기한을정하고, EBSCO eBooks (온라인) 접속없이대출기한까지자유롭게이용가능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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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권수 (1인당) : 최대 3권 ( x 3)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규정

▪ 대출기한 : eBook 에따라상이 (1~ 3일등일단위로대출가능 – 연장불가)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반드시필요

- PC인경우 Adobe Digital Edition

- 스마트폰또는태블릿인경우 Blufire Reader 앱(app)으로대출



|  ebscoebooks.com20

* Adobe 제공무료 ‘전용 eBook 뷰어’소프트웨어이며, Adobe 개인계정생성이필요할수있습니다.

이용전요구사항

MY

- 앱(app) 인증및개인대출정보를 위해반드시필요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에접속후개별생성가능

1. EBSCOhost 개인계정생성

2. Adobe Digital Edition 설치

- PC 대출시 ADE이설치되어있어야대출한 eBook 오픈가능

네이버또는 Google 등포털사이트에서 ADE 검색및설치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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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1 단계: EBSCOhost 개인계정생성을위한로그인 (Sign In) 클릭!

2 단계: 개인계정정보입력을위한새계정만들기 (Create a new Account) 클릭!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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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성입력

단계: 개인정보입력 (이름, 성, 이메일, ID/PW, 비밀번호, 비밀번호분실질문/답)3

3

2. 개인이메일주소

3.  이용자 ID

4. 비밀번호
* 반드시특수기호또는대문자

포함입력

5. 비밀번호분실시질문및답

MY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  ebscoebooks.com23

단계: EBSCOhost 개인계정로그인완료확인! → 폴더이용가능4

4

MY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생성완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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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http://www.adobe.com/solutions/ebook/digital-editio
ns/download.html 공식사이트접속

1

2

3

PC 별 ADE 설치파일다운로드 (Macintosh 또는 Windows)

ADE 설치완료

대출한 DRM (디지털권리에따른임시파일) eBook 본문을볼수있는 Adobe 제공무료 ‘전용 eBook 뷰어’로반드시필요

Adobe Digital Edition (ADE) 설치안내

3

http://www.adobe.com/solutions/ebook/digital-editions/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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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eBook 대출하기절차 - 1

1

21 ADE으로대출하기위해오프라인대출하기클릭!

2 My EBSCOhost 로그인: 개인계정로그인하기
새계정만들기: 개인계정새롭게생성하기

대출하기

대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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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아웃 (대출기한) 선택: 

최소 1 ~ 최대 3일까지선택가능

2. eBook 대출포맷선택:

PDF: 페이지당고정적인양의 eBook 

뷰어제공 (스크롤다운넘겨보기

가능) 

ePub: eBook 전용형식으로뷰어

(디바이스)에따라최적화된뷰어

제공

3

4

3

4

대출기한및포맷선택 / 대출받기 (                             )

대출성공확인메시지
임시 DRM 파일 (.acsm) PC 내자동다운로드됨

PC에서 eBook 대출하기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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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5

6

다운로드된임시 DRM 파일확인 / 저장또는열기

임시파일이자동으로설치되어있는 Adobe Digital 
Edition으로저장(대출)

7 대출된 eBook을 ADE으로읽기 (확인)

PC에서 eBook 대출하기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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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5

6

다운로드된임시 DRM 파일확인 / 저장또는열기

임시파일이자동으로설치되어있는 Adobe Digital 
Edition으로저장(대출)

7 대출된 eBook을 ADE으로읽기 (확인)

PC에서 eBook 대출하기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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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뷰어살펴보기

2

1 책꽂이: 대출한 eBook 
전체리스트확인가
능

본문확인: 마우스
스크롤다운으로
본문넘기기가능

Adobe Digital Edition

3 목차확인: 대출한
eBook의목차확인및
해당페이지로
넘어가기가능

4 키워드검색: 본문내
단어검색가능

5 책갈피: 책갈피기능
및책갈피페이지
리스트보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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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빌린항목
반환하기 * EBSCOhost 

폴더에서는미리반납
불가

Adobe Digital 

Edition에서만 자체
반납가능

eBook 미리반납방법 (PC)

1

2

2

1 ADE에서 미리반환
하고싶은 eBook 
선택후마우스오른
쪽클릭! 

‘빌린항목반환’
버튼을클릭하면
반환되며, 
EBSCOhost 개인
폴더와자동동기화

Adobe Digit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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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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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면보기: eBook 원문을전체화면으로전환

페이지폭맞춤: eBook 원문의폭을브라우저에맞춤

페이지맞춤: eBook 원문을브라우저크기에맞춤

확대/축소: eBook 크기조정

1 2 3 4

1

2

3

4

스마트기기이용시 eBook의원문 PDF로저장불가

모바일및스마트기기의 PC 버전사용

도서관
홈페이지

EBSCO

eBooks

eBook

원문보기

* 모바일버전그대로사용하는경우, 대출 (Offline Download)만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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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2.3.3 이상
▪ iOS 7.0 이상

스마트폰 & 태블릿 PC 대출방법



|  ebscoebooks.com34

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vs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자체에서 eBook의원문(Full-text)을보는방법

▪ PDF 또는 ePub 형태로제공

▪ PDF 영구저장, 인용(Cite), 반출(Export) 등다양한기능활용가능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에서 eBook을대출하여보는방법 (개인 EBSCOhost 계정생성필수)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반드시필요 (스마트폰또는태블릿 = Bluefire Reader 앱(app))

▪ 대출기한을정하고, EBSCO eBooks (온라인) 접속없이대출기한까지자유롭게이용가능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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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권수 (1인당) : 최대 3권 ( x 3)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규정

▪ 대출기한 : eBook 에따라상이 (1~ 3일등일단위로대출가능 – 연장불가)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반드시필요

- PC인경우 Adobe Digital Edition

- 스마트폰또는태블릿인경우 Bluefire 앱(app)과연동되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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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요구사항

MY

- 반드시도서관홈페이지 EBSCO eBook 인터페이스에서생성!

앱(app) 인증및개인대출정보를 위해반드시필요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에접속후개별생성가능

1. EBSCOhost 개인계정생성

2. BlueFire 앱(app) 설치및 Adobe ID (계정) 생성

- EBSCO 제공 eBook은 eBook 공용리더인 Bluefire 앱과연동되어이용됩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Bluefire 검색및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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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1 단계: EBSCOhost 개인계정생성을위한로그인 (Sign In) 클릭!

2 단계: 개인계정정보입력을위한새계정만들기 (Create a new Account) 클릭!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2

주의: 반드시소속된도서관으로 EBSCO eBook  UPC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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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성입력

단계: 개인정보입력 (이름, 성, 이메일, ID/PW, 비밀번호, 비밀번호분실질문/답)3

3

2. 개인이메일주소

3.  이용자 ID

4. 비밀번호
* 반드시특수기호또는대문자

포함입력

5. 비밀번호분실시질문및답

MY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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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BSCOhost 개인계정로그인완료확인! → 폴더이용가능4

4

MY

EBSCOhost 개인계정생성방법

생성완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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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re Reader 앱(app) 설치및최초인증안내 1

2

1

2

가장대중적으로이용되는무료 eBook리더앱으로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Bluefire 검색및설치

Bluefire설치완료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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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