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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helf 계정 만들기 

 

1. Bookshelf 온라인 홈페이지 bookshelf.vitalsource.com 에서 새로운 계정을 등록합니다. (하단의 

‘Create an account’) 

     

 

2. 등록한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도서 이용을 위하여 구매한 e 북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Redeem Code’) 

 

 

Note: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Chrome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https://bookshelf.vital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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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북 코드 등록하기 

 

1. Bookshelf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합니다. 

 

2. 페이지 우측 하단의 ‘Redeem Codes’를 클릭합니다. 

 

3. 코드 입력 후 ’Redeem’을 클릭하며, 여러 개의 코드를 한 번에 입력할 경우 ‘Add multiple 

codes’를 클릭합니다. 

 

 

 

 

Note: iOS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기기일 경우, Bookshelf 어플을 이용하기 전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코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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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북 다운로드 (오프라인 이용) 

 

Bookshelf App 다운로드 하기 (https://support.vitalsource.com/hc/en-us/articles/201344733)  

 

기기에 다운로드한 App 에서 로그인한 후, 해당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e 북을 클릭하여 기기에 

다운로드합니다. (도서 구성 및 특성에 따라 다운로드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 북 다운로드는 동시에 두 대의 컴퓨터와 두 대의 휴대용(모바일/태블릿)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계정의 노트 및 하이라이트 등의 기록은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기기 정보는 

계정의 기기 설정에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Note: 코드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온라인 액세스는 만료가 되어 Bookshelf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도서를 보실 수 

없지만, 이미 도서가 계정에 등록되어 있어 기기에 다운로드는 가능하며, 다운로드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support.vitalsource.com/hc/en-us/articles/201344733
https://support.vitalsource.com/hc/en-us/articles/2013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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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helf 메뉴 바  

도서 이용 중 아래의 전체 메뉴 바를 보기 위하여 화면 우측 하단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Page Number : 현재의 페이지를 알려주며, 이동을 원할 경우 특정 페이지 숫자를 기입합니다. 

 

Bookmark :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가 북마크에 저장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저장되어 

있는 북마크들이 확인되며, 원하는 북마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crubber Bar : 전체 도서 중 현재 페이지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여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드래그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Print Page : 프린트가 가능하지만 한 번에 프린트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제한적이며, 워터마크 

및 저작권 관련 경고문이 함께 프린트 됩니다. 

  

Zoom Options : 글자 크기, 페이지 확대 및 축소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화면 터치가 가능한 경우 

손으로 터치하여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Read Aloud : 도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며 스피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Chrome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Fast Highlight : 빠르게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하여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문장 드래그 시 자동 하이라이트 처리가 됩니다. 

 

Citation : 해당 도서의 MLA, APA, Harvard 인용법에 따른 각 인용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opy URL : 현재 페이지의 URL 을 확인 및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태블릿 이용 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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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탐색 및 단어 검색 

 

왼쪽의 메뉴 바에서 Table of Contents(목차)  아이콘을 클릭하여 빠르게 각 챕터를 탐색합니다. 

 

Search(검색)  아이콘으로는 도서 내의 원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해당 단어가 위치한 챕터 및 페이지, 검색 결과 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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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및 하이라이트 기능 
 

하이라이트 만들기 

원하는 단어 및 문장을 선택한 뒤 원하는 색상의 하이라이터를 클릭하면, 선택한 부분이 해당 색상으로 

하이라이트 처리가 됩니다. 같은 색상을 다시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노트 만들기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단어 및 문장을 선택한 뒤 ‘Add Note’ 상자에 메모를 기입합니다. 기입 후 

원하는 하이라이트 색상을 클릭하면 하이라이트 처리와 함께 노트가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노트는 

하이라이트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및 노트는 왼쪽 메뉴 바의 Notebook  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하이라이터 색상 추가하기 

Notebook  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Manage Highlighters’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하이라이터 색상과 이름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Public’ 에 

체크할 경우 해당 색상의 부분은 다른 친구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Note: 하이라이터 추가 및 변경 기능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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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및 하이라이트 공유하기 

 

만들어 둔 노트와 하이라이트는 친구 및 동료와 공유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나 동료를 Follow 

하여 해당 계정으로 공유된 노트와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공유를 위해서는 동일한 도서를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된 노트 및 하이라이트를 숨기기 위해서는 

Notebook  에서 필터 아이콘을 클릭 후 ‘Me’ 를 클릭합니다. 

 

 

친구 및 동료 팔로우 하기 

Notebook 설정 에서 ‘Manage Sharing’ 을 클릭 후 ‘I’m Following’ 탭에서 팔로우를 원하는 친구의 

Bookshelf 계정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팔로우를 완료한 친구는 아래 목록에 추가가 되며, 더 이상 팔로우를 원하지 않을 때는 Unfollow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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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관리하기 

팔로워 관리는 Bookshelf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Notebook 설정 ‘Manage Sharing’ 의 

‘My Followers’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나의 링크를 공유하여 팔로우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Copy 를 클릭한 뒤 친구에게 

전달하여 공유합니다. 

나를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 중 더 이상 나의 노트와 하이라이트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팔로워가 있을 때에는 아래 등록된 팔로워 목록에서 Block 을 클릭하여 차단합니다. 

 

 

 

친구가 팔로우를 했는데도 노트와 하이라이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나의 팔로워 리스트에 해당 메일 계정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합니다. 

- 혹시 Block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같은 ISBN 의 도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서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전달한 링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 나의 Bookshelf 계정 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링크를 Copy 하여 

친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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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및 하이라이트 복습 (Review Mode) 

리뷰 모드는 나만의 노트와 하이라이트를 해당 부분의 도서 내용과 함께 복습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부분적인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1. Notebook 에서 우측 하단의 ‘Review Mode’ 를 클릭합니다. 

 

 

2. 새로운 창이 뜨면 리뷰를 원하는 특정 챕터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나의 노트 및 

하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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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카드 기능 

 

단어 선택 후 플래시카드 Deck 추가 

1. 원하는 단어 및 문장을 선택한 뒤 ‘Create Flashcard‘ 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New Deck 을 

클릭하여 새로운 Deck 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추가한 Deck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2. Deck 이름을 설정한 후 ‘Create’ 을 클릭하면 새로운 Deck 이 생성되고, 새로운 창이 열리며 

선택하였던 단어 및 문장으로 플래시카드가 해당 Deck 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된 후, 플래시카드 뒷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추가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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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카드 탭에서 Deck 추가 

1. 왼쪽 메뉴 바의 플래시카드  를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서 Deck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Deck 이름을 설정한 후 ‘Create’ 을 클릭하면 Deck 이 생성되며, 해당 Deck 에 원하는 

플래시카드를 추가(Add cards)할 수 있습니다. 

    

 

3. 플래시카드에는 본문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나만의 내용을 기입하여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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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카드 복습 

1. 원하는 Deck 의 만들어 둔 플래시카드들을 복습하기 위하여 해당 Deck 우측 상단에 Play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새로운 창이 뜨고 플래시카드들을 뒤집으며 복습하며, 습득이 되었는지 아직 부족한지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평가한 상태에 따라 플래시카드가 분류가 되며, 부족한 내용만 

다시 복습이 가능합니다. 

 

 

** 추가문의 ** 

VitalSource Support : support.vitalsource.com  

Email 문의 : support@vitalsource.com 

https://support.vitalsource.com/hc/ko
mailto:support@vitalsour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