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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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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roView eBook은 법을 접하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 e-book app 입니다. 법률 분
야 종사자나 학생의 업무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법률 전문
텍스트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점

• 무거운 종이책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이용
•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언제나 중요한 법률 텍스트와 보고서에 접속
•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메모, 하이라이트, 북마크 기능
• 데스크톱과 모바일장치 간에 메모, 주석 등의 완벽한 호환

더이상 책을 빌려 볼 필요가 없습니다. PROVIEW와 함께 모두가 자신만의
도서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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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Customer Service에 연락, 개인정보이용약관
과 terms and conditions  확인 및 도서관 초
기화 기능 있음

2. 최근 사용 현황
최근 열람한 5개의 책 보기. 오른쪽에 위치한
아이콘 이용하여 화면 접었다 펼 수 있음

3. Hints
유용한 팁과 힌트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
으로 사용

4. Library 사용
리스트 또는 표를 이용하여 개인의 취향대로
책 디스플레이 가능. 중요도 순으로 컨탠츠
나열하고 필터링을 통하여 검색

5. ebook 다운로드
파란색 구름 아이콘을 클릭하려 책 다운로
드 하기. 다운로드 취소 시 해당 아이콘 다
시 클릭 (색이 빨강색으로 변함). 다운로드
완료 시 겉표지를 클릭하여 ebook 열람

6. 정보 아이콘
i 아이콘은 다운로드된 ebook에 대한 추
가 정보 (겉표지, 제목, 저자, edition) 제
공. 또한 책을 제거할 때도 해당 아이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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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팅
a. Page match the book: e-book이 하

드 카피 버젼과 같은 레이아웃으로 보
여짐. 특히 재판을 위하여 해당 책의
정확한 페이지 번호가 필요할 때 유
용.

b. Text Reflows to Eliminate 
Scrolling: 텍스트를 화면에 맞게 표
시하여 스크롤을 상하로 움직일 필요
없음. 

c. Text Size: 스크롤바로 글자 크기 조
정. 바를 오른쪽으로 밀어 글자를 키
우고 왼쪽으로 밀어 글자 줄이기.

d. Line Spacing: 줄 간격 조정.
e. Colour Scheme: 읽기 편하게 색 조

정.
f. Font (Georgia, Times New Roman

등): 원하는 글씨체 선택.

1. 스크롤바
책의 다른 파트로 이동 시 사용. 이
전 페이지 이동 시 왼쪽, 다음 페이
지 이동 시는 오른쪽으로 스크롤바
움직일 것

E-Book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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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생성
우측 상단의 이 아이콘은 선택한 컨탠
츠를 PDF 파일로 변환시킴

Context sensitive help
최신 버젼의 PROVIEW App 은
context sensitive help 를 제공하여
중요한 특징들이 사용의 편리를 위해
하이라이트 됨

E-Book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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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note
Add note를 선택하여 흰색창에 메모 쓰기. 
오른쪽에서 글씨 색깔 지정하고 닫기 버튼
누르기.

1. Add note 추가설명
메모 삽입한 텍스트는 지정한 색
깔로 표시되고 우측에 메모
아이콘이 나타남. 메모 아이콘을
클릭하면 삽입한 메모가 나타나며
수정 또는 삭제 가능.

2. Bookmark
페이지에 북마크를 하기위해서는
리본 아이콘 클릭. 북마크가 파란
색으로 변경. 블루 리본에 표시된
숫자는 북마크한 페이지를 나타내
며 사용자의 ebook 에 저장.

Annota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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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tation 기능

Annotations
Annotations 아이콘을 통해 모든 북마
크, 하이라이트 및 메모를 한곳에서 편리
하게 보기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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