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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Book 
보기

기본화면 (Landing Page)

최근구입
eBook 보기

주제별 eBook 
보기



검색필드에
서명등검색어입력

eBook 다운로드
(대출) 하기

PDF형식의
eBook 전문보기

EPUB형식의
eBook 전문보기

결과화면 (Result Page)



Notes 
eBook Chapter 별로목차보기가능, 목차클릭시해당목차원문으로연결
+. -버튼클릭 : 목차보기확장및축소가능

목차안내기능



Notes 
이 eBook에서가장관련있는페이지

 해당 eBook에서검색키워드가포함되어있는가장관련있는페이지를연결. 
가장관련도가높은페이지부터열람가능 (저널의초록의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가장관련있는페이지기능



 저장 : 서지정보저장
 인용 : 인용하기
 반출(서지관리도구) : 
서지관리도구(EndNote, RefWorks 등)로반출

 참고만들기 : 간단한메모와함께저장

eBook 활용 Tool

eBook 서지정보

EPUB & PDF
eBook  원문보기

Notes

폴더에추가 : 폴더에담기
인쇄 : eBook 서지정보인쇄 (eBook 원문인쇄
시 eBook 전문에서 “페이지저장” 버튼이용)
이메일 : 이메일전송

인쇄하기 Email 보내기 저장하기 인용하기 반출하기폴더넣기 노트/메모작성

eBook 상세정보



eBook 본문검색

eBook 페이지저장
PDF로변환되어 30~100 
pages를 PC에저장가능

eBook 
메모작성

※저장된 PDF파일로인쇄가능!
출판사정책에따른 eBook 마다
저장페이지가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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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대출기능

※대출기능을이용하기위해서는
EBSCOhost 계정과 Adobe Digital 

Edition이필요합니다.
(다음페이지참고)

eBook 전문 (Full Text) 보기



Adobe Digital Edition 설치! (필수사항) & ADE계정생성 (선택사항)

※ Adobe Digital Edition은 http://www.adobe.com/products/digitaleditions
에서다운로드및설치가능 (무료)

eBook 다운로드(대출)는My EBSCOhost개인계정필요! (필수사항)

태블릿 PC또는스마트폰을이용하는경우 EBSCO eBooks 
모바일 app 필수설치! (ADE 계정이용)

※ App Store 또는 Android Market에서 EBSCO eBooks 검색 (무료)

EBSCO eBook 다운로드 (대출) 시필수요구사항 3가지!!!

eBook 대출시일러두기

http://www.adobe.com/products/digitaleditions


다운로드 (대출) 링크및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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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 eBooks 
스마트폰에도가능합니다!

eBook 대출하기 (Demo)

2

3



PC 통한 eBook 대출 2가지필수확인사항!!!

EBSCOhost계정생성확인!
-개인대출목록및정보를확인하기위하여반드시만들어주셔야합니다.

PC 내 Adobe Digital Edition 설치및계정생성!
-대출된 eBook을볼수있는 Abode 제공무료 ‘전용 eBook 뷰어’소프트웨어입니다.

MY



1. 대출하기
- eBook을대출하기위한링크

2. My EBSCOhost 로그인
-대출에반드시필요한 EBSCOhost 개인
계정로그인 (없을시→ 새계정만들기)

2-1. 새계정만들기
- 대출기능활성화를위하여매우간단하게새로운 EBSCOhost 개인계정을
만들수있음 (ID, PW, eMail만있으면생성가능 = 무료)

2
2-1

eBook 다운로드
(대출) 하기

1

PC 대출하기 (1)



대출기간설정가능

원문형식선택가능

3

eBook을보기위한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링크제공

Adobe Digital Edition

3. eBook 임시파일다운로드
- 대출 eBook의임시파일다운로드

4. 임시파일저장 & ADE 다운로드링크제공
-임시파일을 PC에저장할수있으며, Adobe Digital Edition을설치할수있는링크제공

4-1. eBook 임시파일형식: ACSM 및임시파일열기
- ACSM이란확장자로 eBook의임시파일이저장되며, 이파일을 PC에서열게되면설치된

Adobe Digital Edition으로대출된 eBook을볼수있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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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대출하기 (2)



5. Adobe Digital Edition (ADE) 내대출된 eBook 확인
-임시파일을통해대출된 eBook을확인할수있으며, 
대출기간내자유롭게읽기가능

※ EBSCOhost 개인계정생성과 Adobe Digital Edition 설치
는한번생성 & 설치로계속이용가능

5

PC 대출하기 (3)



스마트폰및테블릿 PC 이용시 2가지필수확인사항!!!

EBSCOhost계정생성확인!
-개인대출목록및정보를확인하기위하여반드시만들어주셔야합니다.

스마트폰및테블릿내 EBSCO eBooks 앱 설치및계정생성!
-대출된 eBook을볼수있는엡스코제공 ‘전용 eBook 뷰어’앱(app) 입니다.
-최소이용시 Adobe Digital Edition 계정생성이필요합니다.

MY

 안드로이드 2.3.3 이상
 iOS 7.0 이상



EBSCO eBooks

앱 (app) 다운로드

EBSCO eBooks 간
단인증받기

EBSCO eBooks 기본
화면접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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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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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App) 설치하기 2. EBSCO eBooks 인증 3.EBSCO eBooks 기본화면

모바일 App 대출하기 (1)



KOREA 선택

개인계정접속!!

최초나라 / 도서관설
정하기

4

5

소속도서관명칭
(영문) 선택!

6

7

접속 ID/PW 계정은
반드시도서관담당자

에게문의

4. 최초나라 & 도서관선택 5, 6. 나라 & 도서관설정 7. 외부(개인)계정입력

모바일 App 대출하기 (2)



대출 eBook 확인

eBook 검색가능
8

9

대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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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Book 검색화면 9. 검색결과 & 대출하기 10. 대출된 eBook 보기

모바일 App 대출하기 (3)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