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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조건
VitalSource Bookshelf
•

개인용 컴퓨터에 digital textbook을 다운받아, VitalSource Bookshelf에 접속하십시오.
인터넷 접속 여부에 상관없이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합니다.

•

Bookshelf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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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Mac OS Xand Windows operating systems
iPad, iPhone, and iPod touch
Android and Kindle Fire

2 DIGITAL TEXTBOOKS의 장점
Wiley Digital Textbooks 는 VitalSource 플랫폼에서 구현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교재(textbook)
전자 버전입니다.
Digital Textbook 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PC 나 Mac에 다운로드 할 경우

•

언제 어디서나 Online 일 경우

•

iPhone, iPad, Android를 사용할 경우

장점

주요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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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하기

노트 하기

노트 내용
공유하기

노트와 하이라이트를
이용자의 모든 장치와
동기화 하기

3 DIGITAL TEXTBOOKS에 접속하는 방법
Access to Wiley Digital Textbooks
https://bc.vitalsource.com/tenants/kaist/libraries?
•

이용자는 Bridge 홈페이지에서 대출할 책을 브라우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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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로 검색하기 위해서, "Browse > filter by Subjects"를 클릭하십시오.

•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i" 모양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6

1
2
3

•

타이틀을 브라우징하기 위해서는 “Browse”를
클릭하십시오.
Home에서는 컬렉션의 모든 타이틀을 볼 수
있습니다.
My eBooks에서는 이용자가 대출한 디지털
텍스트북을 볼 수 있습니다.

“Activate”를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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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는 다양한 주제 컬렉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동시 이용자 수– 이용자가 한번에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수

6

책 컬렉션의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I”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digital textbook 을 보기 위해서, "Launch"를 클릭하십시오.

•

Digital Textbook을 열람하는 2가지 방법:
1. 개인 Bookshelf 계정


기존 이용자 (bookshelf 계정 보유) - “Email” 입력 > “Continue” 클릭>
“Password” 입력> “Terms&Policy” 동의



새로운 이용자 - “Email” 입력> “Continue” 클릭 > 가입정보 입력>
“Finish” 클릭

2. 도서관 Reference Bookshelf 계정 (개인계정 생성 안할 경우)


“No thanks, I’ll skip this step” 클릭



ReferenceBookshelf 계정사용시,모든노트와하이라이트는이bookshelf
에저장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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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에서 digital textbook 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데스크탑에 Bookshelf
app을 설치해야 합니다.
 메뉴 탭에서, “Account”를 클릭하여 도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용자의 도서 타이틀이 새로고침 됩니다.
 열람을 위해 다운로드할 타이틀은 더블클릭 하십시오.

Wiley Digital Textbooks 반납하기
•

대출받았던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Return Now”>“Return”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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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라인에서BOOKSHELF 사용하는 방법

Bookshelf는 웹 기반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코스 자료 목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인 Bookshelf 보기
컬렉션 창

Bookshelf 창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창으로 나뉩니다:
컬렉션창, 타이틀 창, 책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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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창

책 내부

‘Cover’ 버튼을 누르면
도서 리스트 보기와
도서 커버 이미지 보
기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컬렉션 창

책 내부

타이틀 창

서명, 저자,
최근에 열람한
책 순으로 정렬
가능
노트 기록 있는 책
최근에 열람한 책

다운로드받은 책

구독 만들기를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의 메모를 구독 할 수 있
습니다. 이 과정은 2 단계로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공유하고 다
른 사용자들이 구독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
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형광펜 만들기를 사용하면 형광펜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하여 메
모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컬러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형광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
테스트 노트 등). 필요에 따라 많은 형광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 만들기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Word 문서, PDF 및 기타
파일에서 책을 드래그하여 사용자 지정 컬렉션의 이름을 지정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폴더는 Bookshelf
Online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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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창에서 다운로드
한 책의 제목을 클릭하면
책의 목차가 기록된 노트
와 강조 표시와 함께 오른
쪽 창 패널에 표시됩니다.

하이라이트(형광펜) 기능 만들기
Bookshelf에서 텍스트에 하이라이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책 윈도우 툴바의 드롭 다운 메뉴에서 형광펜을 선택하십시오.
• 강조 표시 할 텍스트를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형광펜 아이콘

•

하이라이트 할 텍스트를 선택
하기 만하면 “Fast Highlight"
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Book"메뉴로 이동하여
“Fast Highlight"를 한 번 더
선택하십시오.

을 클릭하십시오.

• 강조 표시 할 텍스트를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
릭하고 “Make Highlight＂를 선택하십시오.
• 하이라이트는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이라이트 변경하기
하이라이트화 된 텍스트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Change to Highlighter”를 선택
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하이라이터가 나열됩니다. 원하는 하이라이터를 고르십시오.

노트 창 혹은 도서에서 하이라이트 색깔을
변경하기

-

노트 창 혹은 도서에서 하이라이트를 지우
기

- 하이라이트화된 텍스트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Remove Highlight”를 선택하십시
오. 하이라이트와 메모가 삭제될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복사하거나 추출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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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helf는 하이라이트를 복사하거나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서 내에서 혹은 하이라이트 탭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하이라이트를 복사하
거나 추출하는 기능의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복사와 추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만들기

노트 변경하기

• 관련 텍스트를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스티커 메모 아이
콘 (Make Note)을 클릭하십시오. 노트 창이 나타나고 원
하는 텍스트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메모를 추가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dd Note to Highlight"를 선
택하십시오.
• 노트 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 할 수 있습니
다. 메모 창을 닫으십시오. 메모는 저장되어 책의 메모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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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트를 정렬하려면 노트 탭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하고 “Sort Notes By"위로마우
스를 가져갑니다.
• 새 창에서 4가지 옵션이 나타납
니다 - Last Modified,Book
Order, Highlighter,Note

노트 공유하기

노트와 하이라이트(형광펜) 구독하기

•

하이라이트와 노트는 친구들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

친구의 하이라이트와 메모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

작업에 대해 공유하고 구독 하려면 귀하와 귀하의 친구가 모두 같은 책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 편집 메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Preference"을 클릭 한 다음 “Friends"를
클릭하십시오.
• 친구의 이름을 추가하고 메모와 하이라이트
를 공유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십시오.
• 왼쪽 하단 창에서 “Create subscription"를
선택하고 친구의 이메일을 추가 한 다음
“Subscribe"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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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시작하려면 왼쪽의 Bookshelf창에
서 하이라이트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 메인 윈도우 창 아래쪽에 “Sharethis
highlightwith"라는체크 박스가 나타납니
다.
• 누구나 또는 친구와만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검색 필드는 윈도우 창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을 제공합니다.

기본 검색을 위한 Tips
•

•
•
•
•
•
•

“AllTitles"을 클릭하고 검색 필드에 Bookshelf의 모든 제목
을 검색 할단어를 입력하십시오. 특정 폴더에서 용어를 검색
하려면 검색하기 전에 해당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결과는 중앙 창 창에 열거됩니다.
하나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제목의 결과가 오른쪽 창에 같
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창에서 결과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책이 열립
니다. 검색어는 하이라이트 표시됩니다.
정확한 구문을 검색하려면 따옴표를 넣으십시오.
여러 단어를 검색하려면 단어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전체 도서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면 검색이 지워진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고급 검색을 위한 Tips
•
•
•

Bookshelf 창의 검색 필드에있는 돋보기 아
이콘을 클릭하고 고급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옵션에서 조건을 정의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결과는 중앙 창창에 열거됩니다.
다시 전체 도서 /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려면
검색이 지워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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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와 하이라이트 기능을 동기화 하기
•

메모 및 하이라이트가 모든 장치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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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에서 BOOKSHELF 사용하는 방법
온라인 Bookshelf는 이용자의 학습을 더 쉽고, 직관적이고, 재미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Digital Textbook 열기
online.vitalsource.com 에서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 하거나
기관의 LMS / Portal / Libraryhomepage 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Bookshelf 메인 메뉴 살펴보기

계정정보보기

주제 컬렉션에 따라 필터링 하기

북 컨텐츠 검색

책 열람을 위해 커버 클릭하기

재정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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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extbook 살펴보기

왼쪽 메뉴:
도서관 홈으로 돌아가기
목차
컨텐츠 검색
노트북 (저장된 북마크 &하이라이트)
수치
실험
설정

하단 메뉴:

슬라이더
북마크
페이지 입력

줌기능
인쇄

빠른 하이라이트
인용
URL 링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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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검색 기능
검색창을 이용하여 책을 검색 하십시오.
컨텐츠를 보기 위해 검색결과를 클릭하십시오.
입력한 검색어는 텍스트상에서 하이라이트 됩니다.

간단 학습 도구
하이라이트: (1)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 하십시오. (2) 하이라이트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3)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하이라이트 색상을 구성하십시오.
메모: 하이라이트된 메모를 포함하려면, “Add Note” 에 입력하십시오. ; 검토를 위해 사진, 비디오, 웹
링크를 메모에 추가하십시오. ; 검색을 이용하여 메모를 빠르게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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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 기능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하이라이트와 노트를 찾으십시오.
검색을 이용하여 메모와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찾으십시오.
책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하이라이트를 클릭하십시오.

공유와 협업: 메모와 하이라이트를 공유하십시오. ; 같은 반 친구를 팔로잉 (친구 추가)하십시오. ; 누가
나를 팔로잉(친구 추가)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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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ITALSOURCE 의 기술 지원
VitalSource Bookshelf
•

기술상의 문제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서포트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 https://support.vitalsource.com/hc/en- us/request/new?ticket_form_id=5
6343

7 Tutorial Videos
VitalSource Bookshelf
•

Bookshelf Downloadable, Online 및 Mobile의 Bookshelf 기능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
래의 비디오 튜토리얼을 참조하십시오.

•

http://downloads.vitalbook.com/tutorials/publish/index.html?did=generic
https://support.vitalsource.com/hc/en-us/articles/115012346108-Bookshelf-Onlin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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