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루스 전자책도서관
이용 안내

전자책도서관 이용 안내
서강대학교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전 확인하세요!
1)

이용 가능 회원
▪ 전자책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책도서관에서 책을 1권 대출 받으신 후에만 스마트폰에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 가능 단말기
▪ 피시, 노트북
▪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 안드로이드폰, 갤럭시 플레이어, 갤럭시탭(안드로이드 OS 2.2 프로요 / 안드로이드
OS 2.3 진저브래드)

3)

이용 가능 전자책
▪ 제작 형태가 XML, XDF 인 전자책

4)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용 전용 어플
▪ 아이폰, 아이팟터치 : XDF+리더
▪ 아이패드 : 모바일 XDF+도서관
▪ 안드로이드폰, 갤럭시 플레이어, 갤럭시 탭 : 에피루스도서관 XDF+리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XDF로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통화료
▪ 책을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는 데이타 통화료가 부과되며, 다운로드 한 이후 책보기
시에는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책 다운로드 시 가급적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용 시 주의 사항
▪ 전자책 저작권 협의에 따라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전자책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중 1개의 단말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어디에서라도 대출이 가능하며, 단말기로 다운로드 한 책의
수동 반납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내서재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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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서관 PC 이용 안내
PC에서 대출과 다운로드 하는 방법
PC에서 전자책 이용 방법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2)

전자정보-> 전자책 -> 국내 e-Book Library 선택

3)

검색하거나 좌측 메뉴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필요한 도서 선택

4)

해당 도서 서지정보에서 ‘대출하기’ 선택

5)

‘내서재’에 있는 도서 ‘책읽기’ 버튼 선택

6)

프로그램 자동설치후 전자책 열람

7)

대출조건 : 동시대출가능권수 5권
대출기간 : 5일 (연장 2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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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서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안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대출과 다운로드 하는 방법
모바일 도서관 이용 방법
1)

어플 에피루스도서관 XDF+리더 를 실행시킵니다.

2)

① 도서관 (차후 방문한 곳을 이용하여 접속)  ② 도서관 목록에서 소속 도서관 선택
 ③ 도서관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④ 모바일 도서관 화면  ⑤ 전자책 대출하기

or

전자책도서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안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대출과 다운로드 하는 방법
모바일 도서관 이용 방법
2)

⑥ 대출한 책 내서재에서 확인  ⑦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책 다운로드 진행  ⑧ 다
운로드 한 책 보관함으로 이동  ⑨ 보관함에서 다운로드 확인  ⑩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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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서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안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대출과 다운로드 하는 방법
모바일 도서관 이용 방법
3)
4)

① 내서재에서 반납할 책 확인  ② ‘반납하기’ 버튼을 눌러 반납 진행  ③ 내서재에
서 대출한 책 반납됨  ④ 보관함에서도 다운로드 한 책 반납됨
대출이 필요한 책은 다시 모바일 도서관에서 대출 및 다운로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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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서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안내
다운로드 한 책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읽는 방법
모바일 도서관 이용 방법
1)

메뉴
① 설정 : 레이아웃 변경 (전체보기 / 여백제거)
② 가로보기 잠금/해제 : 기기 가로보기 잠금/해제 기능
③ 검색 : 단어 검색
④ 페이지 이동 : 슬라이드바를 움직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⑤ 도움말 : 폰의 메뉴버튼을 누르면 도움말이 나옴.
⑥ 보관함으로 이동 : 폰의 종료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의 보관함으로
이동.

2)

보기 모드
책보기 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전체보기 / 여백제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백제거 버튼을 선택하면 책의 내용이 화면에 맞혀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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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서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안내
다운로드 한 책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 읽는 방법
모바일 도서관 이용 방법
1)

메뉴
① 차례 : 책의 차례보기로 이동
② 반전 : 책의 배경색과 글자의 색이 반전 됨
③ 설정 : 페이지 보기 설정
④ 화면 회전 잠금/잠금해제 : 화면의 가로보기 기능을 잠금 및 해
제할 수 있음.
⑤ 검색 : 책 내용에서 입력한 단어 검색
⑥ 페이지 이동 : 슬라이드바를 움직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⑦ 도움말 : 폰의 메뉴버튼을 누르면 도움말 메뉴가 나타남
⑧ 보관함 : 폰의 종료버튼을 누르면 보관함으로 이동

2)

보기 모드
XML 메뉴에서 설정버튼을 누르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 글꼴, 글자크기, 글자색,
배경색, 줄간격, 정렬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폰의 종
료버튼 또는 폰의 메뉴버튼을 눌러 '선택'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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