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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Reade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고싶은 신문과 잡지를 한 곳에서 전부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에 곧 푹 빠지실 겁니다.
게다가, 전세계의 최신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득합니다.
그럼 이제 Pressreader를 사용해 볼까요?

www.pressreader.com에 접속해 주세요.
Apple App Store, Google Play, Windows Store, Amazon, Blackberry World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nnecting｜접속 및 인증
• 도서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PressReader에 접속하면 좌측 상단 (앱의 경우 우측 하단)의 녹색컵 모양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PressReader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모든 출판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 도서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PressReader에 접속한 후, PressReader에 신규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이후 30일 동안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PressReader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30일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인증
정보가 갱신됩니다.

Sign Up｜신규가입
• 이메일주소, 패스워드, 이름을 기입하는 것으로 간단한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자신의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등록은 어디까지나 유저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피드 추천 등 자신만의 PressReader로 퍼스널라이즈 하기 위함입니다.

Browse｜열람
• 첫 로그인 시, Home Feed에서는 유저의 위치에 따라 최신 신문 및 잡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Top Stories가 보여집니다.
이후, 유저의 열람, 다운로드, 저장 등의 여부에 따라 관심에 대한 컨텐츠가 보여집니다.
• 이 무제한 뉴스피드는 단지 우측으로 스크롤 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기사를 계속 추천해주는 손쉬운 컨텐츠 브라우징 경험을
선사합니다.
• 피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면 타이틀 혹은 우측 하단의 녹색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사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Search｜검색
• 좋아하는 신문 및 잡지를 찾거나 새로운 신문 및 잡지를 탐색하고 싶을 때
“Search”기능을 이용해보세요. PressReader가 제공하는 7,000여종의
신문/잡지 전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스토리를
찾고 있다면 검색창 가장 밑으로 스크롤하여 “Advanced Search”를
클릭하여 상세 검색을 이용해 주세요.
• “Advanced Search”에서는 특정 신문/잡지 상에서, 특정 기간 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언어, 기간, 기자에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Personalize｜퍼스널라이즈
• 무료 등록은 PressReader의 많은 기능을 사용을 통해 유저의
독서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하기의 기능을 이용해 Home Feed를 자신에게 딱 맞게 퍼스널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 Following: 관심이 가는 유저에 대한 업데이트 받기
• Opinions: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한 의견 공유
• Topics: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정치, 기술, 환경, 건강 등의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 열람
• Country: 세계 120개국 이상의 기사 중 읽고 싶은 기사 선택 가능
• Sections (특정 신문/잡지 내의): 좋아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IT,
연예 뉴스로 나만의 피드의 퀄리티와 관련성을 높임

• Readers’ Choice: 놓쳤을지도 모를 흥미 깊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발견 가능
• Email Alerts를 설정하면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기사 업로드
되었을 때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 Similar Articles: 열람한 기사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볼 수 있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음

Share, Discuss, and Save｜공유, 논의, 저장
• 기사를 읽고 나서 친구와 공유하고, 논의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저장하면 더욱 더 읽는 보람이
있습니다. PressReader에 등록하여 아래의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 Share: 친구, 가족, 동료, 팔로워들과 기사를 공유해 보세요.
• Copy: 한 번 클릭하는 것으로 Evernote、OneNote、Instapaper의 계정에 기사를 복사해
보세요.

• Print: 기사를 프린트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보세요.
• Vote: 기사의 시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해 보세요.
• Comment: 기사에 대해 댓글을 달고 타인의 의견을 보거나 그들의 프로필을 클릭해 보세요.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 유저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해당 유저가 저장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게 될 수도 있어요.
• Opinion: 댓글을 다는 것으로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에 대해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유저들의 지지를
얻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유저들과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 Save to Collection: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자신의 컬렉션에 저장하고 정리해
보세요. 저장한 기사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 Translate Article: 18개국어로 실시간 번역하여 세계의 다양한 시각을 경험해 보세요.
또한 외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