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대 도서관 이용가이드

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가이드

신문/잡지 구독자료안내



국내 전자책, 해외 학술 전자책 이용이 어렵다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주제별 국외 전자책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전자책, 오디오북을 이용하고 싶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토익, 토플), NCS 인강이 도서관에 있나요?

목차 및 개요



국내외전자책, 
오디오북
이용안내

이러닝강좌소개
(모바일이용가능)

희망전자책
신규구입신청안내

목차 및 개요



국내외 전자책 개요 – 국내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eBook(국내 eBook)



국내외 전자책 개요 – 국내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eBook(국내 eBook)/오디오북

▲ 교보 전자도서관: 전 주제 분야 전자책(교양서, 수업교재 등)

▲ 로앤비: 법학, 사회과학, 경영(경제) 관련 전자책 제공

▲ KoreaA2Z: 한국민족백과사전, 한국학 전련 콘텐츠

▲ KRpia: 역사, 문학, 예술 관련 인물전집, 사전 제공

▲ 오디오북: 오디언 도서관(전 주제분야 오디오북)



국내외 전자책 개요 – 국외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eBook(국외 eBook)



국내외 전자책 개요 – 국외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 eBook(국외 eBook)

▲ EBSCO eBook: 전 주제분야 국외 전자책

▲ ProQuest eBook Central: 전 주제분야 국외 전자책

▲ Springer eBook 

- Springer에서 발행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 전자책

(전 주제 : 2012 ~ 2020 / 컴퓨터 공학 : 2012 ~ 현재)

▲ LNCS(Springer)

- Springer ebook 중 컴퓨터공학 관련 Proceedings 정보와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강의 내용 제공

▲ Cambridge eBook: 경영 분야 전자책

▲ O’Reilly Higher Education: IT 분야 핵심 전자책 및 참고정보원(대학라이선스)

▲ ProQuest Reference ebook: 연구, 수업지원 참고도서 전자책(대학라이선스)

▲ 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전 주제 ebook 참고문헌(대학라이선스)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내 전자책(PC버전)

디자이너의 작업노트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검색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

홈페이지 통합검색을 통해 자료 이용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내 전자책(PC버전)

1 주제분야 선택 2 ‘대출하기’ 클릭 3 내서재 이동후 ‘보기’
선택

4 뷰어 다운로드

1

2

3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

4

대출규정: 30권 10일(반납일 이후 자동반납, 1회 연장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내 전자책(모바일 버전)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

1 교보문고전자도서관
앱 다운로드

도서관 검색 → 홍익대 입력2 3 로그인 → 클래스넷 ID/PW 4 도서 대출 클릭 5 서재 이동 후 책 읽기

홍익대학교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오디오북(PC버전)

오디언 도서관

오디오북 스트리밍, 다운로드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오디오북(모바일 버전)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외 전자책

EBSCO ebook

희망 자료 검색, 열람(pdf 다운로드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외 전자책

ProQuest ebook

희망 자료 검색, 열람(pdf 다운로드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외 전자책

Springer ebook

희망 자료 검색, 열람(pdf 다운로드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외 전자책

O’Reilly 전자책

Institution not listed?클릭 → 홍익대 메일 입력(@hongik.ac.kr) → 전자책 열람 가능



국내외 전자책 이용안내 – 국외 전자책

GVRL

챕터별 다운로드, 인용, 인쇄 가능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 국내 전자책

PC/모바일 앱: ‘희망도서 신청’ 클릭 후 희망 도서 신청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 국외 전자책

5분 미리보기 및 구입 신청EBSCO ebook

12

2

1 5분 미리보기

도서 구입 신청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 국외 전자책

5분 미리보기 및 구입 신청ProQuest ebook

2

1 5분 미리보기

도서 구입 신청
1

2



이러닝 강좌 안내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전자정보 >e-Learning



이러닝 강좌 안내

▲ 해커스 인강: 어학, 취업, 공무원 강좌

▲ 박문각 에듀: 공무원, 취업강좌, 자격증

▲ 러닝 365: IT 자격증 강좌, 어학

▲ KoreaA2Z: 문화, 예술 동영상 강좌

▲ O'Reilly: IT, 비즈니스 관련 동영상 강좌

▲ AVON: 다큐멘터리, 인터뷰, 뉴스, 학술용 비디오 강좌



이러닝 강좌 안내 – 해커스 인강

▲ 서비스 분야

- 어학강좌: 토익, 토플, 토익 스피킹, 취업 영어, 기타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 취업강좌: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면접, 시사상식 등

- 공무원 강좌: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경찰, 소방

공무원



이러닝 강좌 안내 – 박문각 에듀

▲ 서비스 분야

- 공무원 강좌: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 외무영사직, 전산직

- 취업 강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수리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 자격증 강좌: 한국사능력검정, 공인중개사, 전산회계 등



이러닝 강좌 안내 – 러닝 365

▲ 서비스 분야

- IT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사무자동화, MOS, 정보처리기사 등

- 기타 IT 강좌: OA, HTML 기초과정, 자바 프로그램, 웹 편집 등

- 어학 강좌: 영어(토익, 토플, 비즈니스 회화), 중국어, 일본어 등

- 기타 강좌: 취업, 인문, 교양(역사, 문화, 예술) 강좌



온라인 신문 잡지 컨텐츠 – 모아진(Moazine)

PC 접속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 > 국외 전자저널 > 모아진

모바일 접속방법

- 시사, 경제, 패션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 주요 콘텐츠: TIME, National Geographic, 월간중앙, ELLE. 한경

Business, 씨네 21, 시사저널 등 국내외 최신 인기 매거진 200여종

도서관 매거진 어플 설치 후
로그인(홍익대 도서관 선택)

클레스넷/그룹웨어 ID/PW 입력

희망 매거진 선택/검색 및 열람로그인 클릭 후 홍익대 도서관 선택



온라인 신문 잡지 컨텐츠 – PressReader

PC 접속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 > 국외 전자저널 > PressReader

모바일 접속방법

PressReader 어플 설치 >
로그인(홍익대 메일로 계정 생성) 후

열람/이용 가능

로그인 후 이용가능(홍익대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 @hongik.ac.kr

-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발간하는 7,000여 개의 신문, 매거진

- 주제별(카테고리별), 국가별, 언어별 검색 가능

- 주요 콘텐츠: Wallpaper, The Guardian, Vogue,  NewsWeek,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온라인 신문 잡지 컨텐츠 – The New York Times

- 세계 최고 권위의 ‘뉴욕타임즈’ 신문의 디지털 버전(영어판, 국제판,   

스페인판 등 선택 가능)

- 뉴스기사, 동영상, 리뷰 및 오피니언, 사진자료 제공

-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정보 > 국외 Web DB > The New York Times

별도 계정 등록 필수
홍익대 메일 계정 등록

(@hongik.ac.kr) 

1 2 3

본인 메일에서 링크 접속
링크 접속 후 계정 생성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가능

이용 시 홍익대 계정 사용

- 뉴욕 타임즈사가 학생 및 교수를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 16개 주제분야로 구성(경제, 사회, 심리, 국제관계 등)

- 기사요약, 토론, 연관기사, 수업전략, 기사추천 등

★ 추가사항



온라인 신문 잡지 컨텐츠 – The Vogue Archive

- 미국판 Vogue지의 초판부터 최신호까지 제공

- 색, 회사 및 브랜드명, 디자이너, 패션 아이템, 모델명, 트렌드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

-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정보 > 국외 Web DB > The Vogue Archive

2

1

1

2 최근 호(이슈) 바로 가기, 희망 호(일자별 브라우징) 검색 가능

다양한 검색 방법 선택(이미지, 문서, 키워드 검색 가능)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이지욱

02-320-1319

julee9012@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