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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
스마트기기

eBook 이용방법

1) 스마트폰 & 태블릿에서
PC 버전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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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면보기: eBook 원문을전체화면으로전환

페이지폭맞춤: eBook 원문의폭을브라우저에맞춤

페이지맞춤: eBook 원문을브라우저크기에맞춤

확대/축소: eBook 크기조정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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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기기이용시 eBook의원문 PDF로저장불가

모바일및스마트기기의 PC 버전사용

도서관
홈페이지

EBSCO

eBooks
eBook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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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 태블릿 PC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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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vs   다운로드 (Download)

온라인원문(Full-text) 보기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eBook의 원문(Full-text)을보는방법

▪ PDF 또는 ePub 형태로제공

▪ PDF 영구저장, 인용(Cite), 반출(Export) 등다양한 기능 활용가능

다운로드(Download)

▪ EBSCO eBooks 인터페이스에서 eBook을대출하여보는방법 (개인 EBSCOhost 계정 생성 필수)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 반드시 필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 Bluefire Reader 앱(app))

▪ 대출 기한을정하고, EBSCO eBooks (온라인) 접속 없이대출기한까지자유롭게 이용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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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권수 (1인당) : 최대 3권 ( x 3)

오프라인대출 (Offline Download)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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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 eBook을볼수있는뷰어가 반드시 필요 =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인경우 Bluefire Reader 앱(app)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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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요구사항

MY

- 반드시 도서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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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및설치Bluefir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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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1 단계: EBSCOhost 개인계정생성을위한로그인 (Sign In) 클릭!

2 단계: 개인계정정보입력을위한새계정만들기 (지금바로만드세요!) 클릭!

EBSCOhost 개인 계정 생성 방법

2

Google 계정으로
이용가능!

NEW

주의: 반드시모바일로소속된도서관홈페이지로접속된상태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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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성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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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개인이메일주소

3.  사용자아이디

4. 비밀번호
* 반드시특수기호또는대문자

포함입력

5. 비밀번호분실시질문및답

MY

EBSCOhost 개인 계정 생성 방법

Google 계정으로
이용가능!

NEW

주의: 반드시모바일로소속된도서관홈페이지로접속된상태이어야함



|  ebscoebooks.com10

단계: EBSCOhost 개인계정로그인완료확인! → 폴더이용가능4

MY

EBSCOhost 개인 계정 생성 방법

4

주의: 반드시모바일로소속된도서관홈페이지로접속된상태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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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가장대중적으로이용되는무료 eBook 리더앱으로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Bluefire 검색및설치

Bluefire 설치완료확인

Bluefire Reader 앱(app) 설치및 최초인증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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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

4

최초 Bluefire 앱이용을위한인증계정생성 (무료)

계정(개인) 정보입력 (ID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나라등)

모두 입력 후
클릭!

5 개인정보보호정책에모두동의

5

Bluefire Reader 앱(app) 설치및 최초인증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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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6

7

생성한계정정보입력후인증(Authorize)하기

최초인증및접속완료! (앱삭제전까지는재인증필요없음)

접속 완료

Bluefire Reader 앱(app) 설치및 최초인증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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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App) 설치하기

EBSCO eBooks 접속 및 eBook 검색하기Bluefire 앱(app) 대출하기절차 1 단계

브라우저로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EBSCO eBooks 접속

1

2

Book 검색

대출을 원하는
eBook 클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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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COhost 개인 계정 확인 및 대출 기한 설정Bluefire 앱(app) 대출하기절차 2 단계

My EBSCOhost 계정
로그인

4
EBSCOhost 개인 계정

정보 입력

MY

Google 계정으로
이용가능!

NEW

대출 기한 설정
& 임시파일 다운로드

하기

36

* 대출기한 설정: 1-3일
* 형식 설정: PDF or ePUB

ePUB은 eBook 표준포맷
으로디바이스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량 최적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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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운로드 된 임시파일, 

Bluefire에서열기

eBook 임시 파일 다운로드 및 Bluefire 내 열기Bluefire 앱(app) 대출하기절차 1 단계

대출 확인 메시지
& 자동임시파일다운

로드

7

대출 완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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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된 eBook

리스트 확인

Now Reading 본문 보기

Content 전체 목차 제공

Bookmarks 북마크 리스트

Info 상세 정보

eBook 내키워드검색

화면설정 (텍스트크기, 간격, 밝기등)

북마크확인

Bluefire Reader 이용

기한 내
미리 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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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