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rary 새 플랫폼
이용안내



ebrary New Platform

1. 깔끔해진 디자인
 메인 툴바로 간단하게 ebrary 기능 이용
 Search within a book 기능으로 책 내용

검색 가능
 Share a link 기능을 이용하여 읽고 있는 책

공유
 페이지별 북마크 기능 제공
 페이지 넘기기가 아닌 스크롤 다운하여

책읽기
2. 책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페이지수

표시 및 전권 다운로드 가능 권수와 대출 가능
일수 표시

3. 부분다운로드 페이지수 증가 (책의 30%까지) 
4. 대출한 책은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
5. EBL과 통합 플랫폼 (2015년부터)

NOW

NEW

모던한 느낌의 새로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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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ary New Platform 이용 환경

1. Internet Explorer 9이상 (IE 9를
이용하실 경우 책이 보이지 않으면
호환성 보기를 꺼 주신 후 이용
바랍니다.)

2. Chrome : 최신 버젼

3. FireFox : latest two versions 

4. Safari : latest two versions 

 부분 다운로드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전 권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ADOBE 
DIGITAL EDITIONS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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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ary 접속화면

검색 키워드 입력

주제 분야별로 도서를 sorting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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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기본검색 & 고급검색

키워드 및 문장을 입력하여 검색

검색결과를 주제분야로 제한하여 재검색 가능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를 지정 및 조합하여 상세 검색 가능

(타이틀, 저자명, 출판사, DDC/ISBN 번호, 출판년도,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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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리스트

 Save Search : 저장한 키워드를 일정한 주기마다 새로이 검색하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

 Export Search Results : 검색된 도서목록을 리스트를 EXCEL로 생성

 기본결과 화면 보기 및 검색결과 정렬 방법 (적합성, 타이틀, 출판사, 날짜 등) 변경

Save Search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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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리스트

 Table of Contents : 목차 확인 및 읽고자 하는 챕터로 바로 이동하기

 Download : 다운로드하기 (ebrary 개인 계정 등록 후, 로그인 시에만 이용가능)

 Find Similar : 비슷한 주제분야 책 보기

 EndNote & Citavi : 책 정보를 서지관리 툴로 보내기

 RefWorks : 책 정보를 RefWorks로 보내기

 Add to Bookshelf : 내 서재 (Bookshelf)에 추가 (ebrary 개인 계정 등록후, 로그인

시에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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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Chapter별 검색결과 표시

검색결과에서 적합성이 높은 chapter결과 제공

(적합성을 결과리스트 좌측에 막대로 표시)

검색 결과리스트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책의

chapter로 바로
이동하여 읽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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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ader – 상세정보 페이지

도움말

ebrary에서
읽기 및
다운로드

책의 상세 정보 표시

목차 및
Chapter별

보기

내 서재 담기, 
링크 공유, 

인용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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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여부 표시
① Available for Online Reading : 

온라인에서 읽을 때에 PDF로 저장 및
인쇄 가능한 페이지 수 표시 (PDF로 부분
저장 및 인쇄 할 경우에는 본문내 상단
아이콘 바에서 프린터 모양 선택)

② Available for Download : 전권 다운로드



책 읽기 – ebook reader

본문 읽기

목차 보기

본문 내 검색

아이콘 설명

1. 책 다운로드

2. 텍스트로 복사하기

3. PDF로 인쇄하기

4. 내 서재 담기

5. 책의 링크 공유

6. 인용 정보 보기

7. 하이라이트 표시

8. 메모 입력

9. 북마크 표시

10. 화면 축소

11. 화면 확대

12. 창에 맞추기

13. 페이지 지정 이동

14. 한 장씩 넘기기

상세정보표시,
목차 보기,

주석
(하이라이트
내용 표시),
본문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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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 다양한 기능 활용

본문 복사

메모 입력

하이라이트 기능

하이라이트 및 메모 내용 표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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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 본문 내 검색

본문 내 검색

본문 내 검색 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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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만들기

계정이 있을 경우 로그인하기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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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helf – 내 서재 이용하기

“Add Folder”버튼을 클릭하여

폴더를 만든 후 관리

• 개인 계정 등록 후, Sign in 하여 이용

• 자주 이용하는 책은 Bookshelf에 추가하거나, 하이라이트/노트

작성으로 저장 가능

• 책 커버이미지를 drag & drop으로 특정 폴더에 이동 가능

 폴더에 담긴 책의 정보를 RefWorks등 서지관리 도구로 자동 보내기

 각 책 정보와 메모 및 하이라이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기

 개인 폴더의 URL을 생성하여 폴더 내용 공유하기

 개인적으로 메모하거나 하이라이트 해 둔 부분들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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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다운로드

책 상세 페이지에서 Download버튼을 클릭 (Available for Download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 가능)

1. 본문을 다운로드 할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 Continue버튼 클릭

2. 전권을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Adobe Digital Editions에서만 본문을 읽을

수 있으므로, 꼭 Adobe Digital Editions를 다운로드!!! 

3. 1과 2를 완료하면 Download Your Book 버튼을 클릭하여 전권 다운로드

*주의사항 : 전권을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14일간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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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Digital Editions 이용 I

Adobe Digital Editions를 PC에 설치 후 실행하면 PC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1. Vendor 선택 및 Vendor ID & Vendor Password 입력할 필요 없음

2. 1을 빈 칸으로 남긴 상태에서 “Authorize”버튼을 클릭하여 Adobe Digital Editions 이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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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Digital Editions 이용 II

1. 다운로드 화면에서 “Open With Adobe 

Digital Editions”를 선택

2. 선택한 책을 Adobe Digital Editions로

다운로드 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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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Digital Editions 이용 III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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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브러리에서 읽고자 하는 책을

더블클릭하여 바로 읽기

1. 다운로드 한 책은 Adobe Digital 

Editions의 라이브러리에서 확인 가능



교외 접속 및 모바일 이용 방법



ebrary 교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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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도서관 교외 접속을
이용하여 Proxy (프락시) 또는 Single sign on을
통해 접속

• 교외 접속을 통해 ebrary 사이트를 이용 할
경우에도 교내에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



모바일 전권 다운로드 서비스

Bluefire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한 책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용
* Bluefire 계정 생성 필요!!! (PC에서 Adobe Digital Editions를 이미 이용
중이시면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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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ary 모바일 접속

모바일 웹에서 ebary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 (PC화면과 동일)
(1)교내 wifi 네트워크에 접속

(2)교외 접속 시에는 도서관 교외 접속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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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입력



ebrary 모바일 접속

ebrary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PC화면과
동일하게 검색결과 리스트가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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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Download, Find Similar, 
EndNote & Citavi, RefWorks, Add to Bookshelf 
등의 활용 버튼 부분을 터치하면 클릭하기 편하도록

확대하여 표시



ebrary 모바일 접속

읽고자 하는 책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 스크롤 다운하며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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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하면
Home, Search, Bookshelf, 
로그인 하기 메뉴가 표시 됨



ebrary 모바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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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상세 페이지에서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 ebrary계정에 로그인 후 전권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한 책은
Bluefire 앱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중인 Device 선택
2. Bluefire 다운로드
3. 전 권 다운로드 이용 가능



Download for Offline Reading

1. 본문을 다운로드 할 디바이스 (iOS 혹은 Android)를 선택한 후

Continue버튼 클릭

2.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용 시에는 Bluefire Reader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이용 가능

3. 1과 2를 완료하면 Download Your Book 버튼을 클릭하여 전권

다운로드

*주의사항 : 전권을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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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된 책 이용하기

1 2

3

4

1. Bluefire를 다운로드
후 Adobe Digital 
Editions의 ID와 PW로
로그인

2.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Download Complete” 
메시지가 표시

3. Go to Library를
클릭하여 도서
목록에서 다운로드 된
책을 확인 하거나, 

4. Read Now를 클릭하며
바로 본문 읽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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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brary : 내서재 목록보기
② Contents : 목차 확인
③ Bookmarks : 북마크 표시하기
④ Search : 본문 내 검색
⑤ Settings : Bluefire Reader의 설정

변경



다운로드 된 책 이용 및 반환하기

도서 정보 (Info) 페이지에서
1. Read : 책읽기, 

2. Delete : Library에서 삭제, 
3. Edit : 표시되는 내용 편집, 

4. Return : 도서 반환
기능들 이용 가능

 도서 정보 (Info) 페이지는 책의 목차
(Contents) 페이지로 이동 후 목차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 Info를 클릭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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