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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Library Plus는 iG Publishing eBook 플랫폼의 3세대입니다. 다양한 검색 도구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방
대한 컬렉션의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인덱스 서버는 다국어 콘텐츠, 원문 검색 및 클러스터링 엔진을 지
원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콘텐츠 읽기 도구를 제공합니다. iViewer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
든 주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다양한 종류의 읽기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더입니다. 사용자는 독
점적 응용 프로그램은 IG Reader APP을 통해 오프라인 읽기용 도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장 인기있는 오프라인 읽기 응용
프로그램인 Adobe Digital Edition을 사용하여 e-Reader 장치로 다운로드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Main Page: 시스템에 로그인한후 첫페이지. 사용자는필터를 사용하여카테고리의콘텐츠를 탐색하거나원문검
색을통해가장관련성이 높은결과를검색할 수있습니다.

개인 계정 로그인
구입하지 않은 새로운 eBook 미
리보기

분류, 출판사 및
연도별 필터링

구입한 책 보기

11. 검색 위해 키워드 전송
12. 상세 검색
13. 리셋

관련 주제별 검색
키워드 검색
CSV, BibTex (.bib),
EndNote (.enw) and
RefMan (.ris)로 반출

21. iViewer 통해 온라인으로 읽기
22. 오프라인 리딩 위해 체크아웃.
(iGP Reader APP 설치 후 개인 계정 로그인)
23. PDF 다운로드 (특정 타이틀만 해당)
24. ePub 다운로드 (특정 타이틀만 해당)

Search and Filter

1.
2.
3.
4.
5.
6.
7.
8.

필터 분류 선택
관련 주제별 검색으로 전환
분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more” 클릭
클릭하면 필터 선택의 첫 번째 레이어로 이동
다음 검색 결과 레이어로 이동
필터 목록 선택
‘Cancel’ 클릭하여 마지막 레이어 닫기
“필터 적용“ 클릭하여 검색 시장

Advance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키워드 입력하여 검색
필드 선택
멀티 키워드 검색 AND, OR 선택
추가 검색 위한 필드 추가
분류 항목으로 이동
분류 항목 선택
추가 분류 위해 키워드 클릭
연도별 검색
출판사별 검색
검색결과 미리보기
상세 정보 위해 책표지 클릭
발행년도 확인 위해 클릭
클릭하여 검색 히스토리 보기
결과 자세히 보기
“Search” 버튼 눌러 검색결과 보기
리셋하여 새로운 검색하기
메인페이지로 돌아가기

Book Information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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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이전 도서 검색
다음 책 보기
본 타이틀 내에서 키워드 검색
SNS 공유
iViewer 통해 온라인으로 읽기
오프라인 리딩을 위해 Checkout (모바일 기기에 iGP
Reader App 설치 후 이용 가능)
특정 타이틀만 PDF 다운로드 기능 있음
특정 타이틀만 ePub 다운로드 기능 있음
출판사, 연도로 필터
해당 출판사의 관련 주제분야로 이동
목차
썸네일 미리보기
내보내기 형식 사용하여 Citation Tool 이용
표지 선택하여 상세 정보 보기
타이틀 선택하여 상세 정보 보기
해당 연도에 출판된 모든 타이틀 보기

Book Borrow / Reservation
개인 계정을 등록하거나 구글,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대출 및 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Personal Account”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2. ID/PW 입력하여 로그인
3. 혹은 신규 등록
4. 기존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5. 기존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6. 로그인 후 iGP Reader APP 통해 오프라인으로 읽기 위해 eBook 대출 가능
7. “Check Out” 버튼 눌러 Check Out 창 오픈. 해당 도서가 이용 가능할 경우 지시
에 따라 책 대출
8.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iOS/Android 기기에 iGP
Reader APP 설치
9. 해당 도서가 다른 사용자에 의해 대출중일 경우 “Reservation” 창이 오픈. 지시
에 따라 도서를 예약
10. 신규 예약
11. 예약 취소

Book Borrow / Reservation

12. Personal account 페이지에서 대출 및 예약 현황 확인
13. 타이틀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4. 페이지 전환
15. 도서 예약 취소
16. 계정 로그아웃

iViewer Online Reader
iViewer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더이며, 모든 주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종류의 읽기 지원 도구를 제공합니다.
키보드 화살표 버튼, Page Up/Down, Home 또는 End 버튼 또는 마우스 스크롤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전환하거나 표시
영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Display / Hidden the reader control panels.
2. Search within this book.
3. Search button.（Figure 1.）
4. Print pages.
5. Table of content.（Figure 2.）
6. Thumbnail pages.（Figure 3.）
7. Reload the current page and viewer.
8. Display page fit window width.
9. Display page fit window size.
10. The display area zoom in / out control.
11. Go first page.
12. Go previous page.
13. Enter number to switch the page.
14. Go next page.
15. Go last page.
16. Single page vertical display.
17. Two pages side by side vertical display.

iViewer Online Reader
18. Left click mouse on the text to select the text. Right click the mouse to open the
function menu.
19. Reset the text selection.
20. Copy the selected text.
21. Crop the selected area image.
22. Translate the selected text.
23. Print current Chapter (Available only for some books).
24. Print current page.
25. Print by page range.
26. Download current chapter (Available only for some books).
27. Download current page.
28. Download by page range.
29. Search online resources.

iGP Reader (iOS / Android)
iGP Reader는 IOS /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있는 APP입니다. 독자를 통해 책을 다운로드하려면
iG 라이브러리 플랫폼에 계정이 있어야합니다.

체크아웃 창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1.
2.
3.
4.

도서 Check out 창
Check out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여 도서 다운로드
혹은 QR 코드 인식하여 도서 다운로드
창 닫기

iGP Reader (iOS / Android)

5. If there is no book on the bookshelf, the program will ask you to enter the check
out code or scan the QR code.
6. Enter check out serial number to download the book.
7. The system might take few minutes to prepare the content for download, please
be patient and you may click the refresh button to check the processing status.
8. Scan the QR Code to download the page.
9. Close the “Add Book” window and back to bookshelf.
10.
11.
12.
13.

Bookshelf display window.
Long press on the cover to remove the page.
The book will be removed from the bookshelf when expired.
Add new book to the bookshelf.

iGP Reader (iOS / Android)

14. Back to bookshelf.
15. To open the book info, table of content and bookmark panel.
16. Link to online user guide.
17. Reload the page, you may reload the page when the page not display properly or
missing.
18. To change the page switch mode (Slide / Flip).
19. Add or remove the bookmark.
20. Tap on the page to hide or display the control panel, swipe to left / right to switch
the page, Pinch or Spread to zoom out / in the page.
21. Tap and slide on the scrolling bar to read the selected page.

Requirements

Thank You!

http://portal.igpubli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