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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1. 전자도서관 내서재에서 “책읽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뷰어가 실행됩니다. 

→목차로 

구동환경 

- Windows Chrome 89 이상 

- Mac Safari 14.0 이상 

- Android Chrome 89 이상 

- iOS Safari 14.0 이상 



2. EPUB 뷰어 > 화면  

1. 목차 

2. 챕터 표시 

3. 책갈피 

4. 보기 설정 / 본문검색 

5. 메뉴 보기/ 숨김 (화면 중앙 클릭 / 터치) 

6. 페이지 표시 

7. 이전 페이지 보기 

8. 페이지 이동 바 

→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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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UB 뷰어 > 주요 기능  

1. 텍스트 

2. JPG, PNG 포맷 이미지 (확대/축소 가능) 

3. MP3 포맷 오디오 지원 

4. H.264 인코딩의 MP4 포맷 비디오 

→목차로 

1. 멀티미디어 지원 

2. 레이아웃 지원 

Reflowable View와 Fixed View를 지원합니다. 



4. EPUB 뷰어 > 페이지 이동 

2. 페이지 번호로 이동 

→목차로 

1. 이전 페이지 / 다음 페이지 이동 

페이지 바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마우스 휠이나 키보드 좌/우 키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화면 좌우를 터치하거나 플링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EPUB 뷰어 > 페이지 이동(계속) →목차로 

3. 사용자 표식 위치로 이동 

사용자가 등록한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검색결과로 이동 

보기설정 / 본문 검색 버튼 클릭 > 검색어 입력  
> [PC] 엔터 /[모바일] 이동 입력 > 검색결과 표시  
> 검색결과 선택 이동 

본문을 검색하고 검색 된 결과를 선택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기설정 / 본문 검색 버튼 클릭 > ※책갈피 선택  
> 등록된 목록 표시 > 선택 이동 
※ 하이라이트/ 메모 이동은 책갈피와 동일 합니다. 



4. EPUB 뷰어 > 페이지 이동(계속) →목차로 

5. 목차로 이동 

사용자가 등록한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이전 위치로 이동 

이전 페이지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차 버튼 > 이동할 목차 선택  



5. EPUB 뷰어 > 북마크 →목차로 

페이지 상단의 북마크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북마크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EPUB 뷰어 > 하이라이트와 메모 →목차로 

본문을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하면 하이라이트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Drag! 

1. 하이라이트를 색상을 지정합니다. 

2.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영역으로 본문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은 EPUB 포맷의 전자책에서만 지원되며, PDF 포맷의 전자책에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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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PUB 뷰어 > 보기 설정 →목차로 

      ‘보기 설정 / 본문검색 ‘ 클릭 

[이동 방법] 

※ 해당 기능은 EPUB 포맷의 전자책에서만 지원되며, PDF 포맷의 전자책에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1. 뷰어 테마를 선택합니다. 

2. 글꼴을 변경합니다. (KoPub 바탕, KoPub 돋움 지원) 

3. 글자 크기를 변경합니다. 

4. 줄간격을 변경합니다. 

5. 문단간격을 변경합니다. 

6. 자간을 변경합니다. 

7. 적용 버튼을 눌러야 수정된 뷰어 설정이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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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PUB 뷰어 > 보기 설정 (계속) →목차로 

※ 해당 기능은 EPUB 포맷의 전자책에서만 지원되며, PDF 포맷의 전자책에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1. 페이지 넘기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 가로 넘기기 

   - 세로 스크롤 

2. 다단 보기  

 ※해당 기능은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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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PUB 뷰어 > TTS →목차로 

※ 해당 기능은 EPUB 포맷의 전자책에서만 지원되며, PDF 포맷의 전자책에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1. 재생/일시정지 

2. 화자 변경 

3. 배속 설정 (0.6~4.0 배속 재생) 

4. 이전/다음 문장으로 이동 

5. 재생중인 문장 하이라이트 

6. 현재 재생중인 위치로 본문 자동 이동 



9. PDF 뷰어 > 화면  

1. 페이지 목록 

2. 페이지번호로 이동 

3. 축소/확대 / 폭맞춤 

4. 2단 보기 / 1단 보기 

5. 책갈피 목록 

6. 책갈피 등록 

→목차로 

1 2 3 4 5 6 



10. PDF 뷰어 > 페이지 이동  →목차로 

2. 페이지 번호로 이동 

1. 이전 페이지 / 다음 페이지 이동 

PC에서 마우스 휠이나 키보드 좌/우/상/하 키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
습니다. 

모바일에서 화면 상/하 영역을 터치하거나 플링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
다. 

화면상의 상/하 영역 터치 플링 제스체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 PDF 뷰어 > 페이지 이동 (계속)  →목차로 

3. 페이지 목록으로 이동 

사용자가 등록한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록 버튼 > 이동할 페이지 선택  

4. 책갈피 위치로 이동 

사용자가 등록한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 책갈피 된 페이지 선택 이동 
 



11. PDF 뷰어 > 책갈피  →목차로 

1. 책갈피 등록 

책갈피 버튼을 눌러 책갈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책갈피 삭제 

책갈피 버튼을 다시 눌러 등록한 책갈피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