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북스 전자책 제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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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설치하기 (쿨북스는크롬브라우저에최적화되어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빠른 설치하기

아래 주소로 접속 후 설치하기
https://www.google.co.kr/chrome/browser/desktop

Tip

Step 1. 뷰어 내 [크롬] 설치버튼클릭하기 Step 2. [크롬]을기본브라우저로설정하기
크롬브라우저설정> 기본브라우저항목> 기본브라우저로설정클릭

쿨북스 전자책 클릭 시, 
뷰어와 함께 노출되는 알림을

확인하세요.

기본브라우저로설정버튼을
클릭하세요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고 계신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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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쿨북스홈페이지로그인및회원가입하기

기존 쿨스쿨 통합 계정을 갖고 계신 분은 쿨북스 로그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샘스토리 계정과 동일합니다.)

Tip

Step 1. 쿨북스홈페이지(www.coolbooks.co.kr)
에접속하여로그인/회원가입버튼클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Step 2. 쿨스쿨계정또는타계정으로로그인하기
(로그인하는3가지방법중선택하세요!)

기존 쿨스쿨 계정으로 로그인

신규 회원가입 후 로그인

1

3

타 계정으로 로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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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서재접속하기

내 서재 바로 가는 또다른 방법

아래 주소로 접속 후 로그인하기
https://coolbooksuser.coolschool.co.kr/platform/sMyLib

Tip

로그인 후 전자책 만들기
버튼 클릭하여 *내 서재로 이동하세요. 

* 내 서재 란?

내가 제작한 전자책을 보관/발행/관리
하는 공간입니다.

전자책을 쿨북스 홈페이지에 노출하
거나 타인에게 링크로 공유할 수 있는
발행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 서재 화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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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서재화면구성소개

내가만든전자책노출

내서재도구모음
(8페이지참고)

전자책상세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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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자책 만들기 새 전자책 제작을 위해 내 작업실로 이동합니다.

파일 올리기 PDF 또는 EPUB 파일을 내 서재 내 등록합니다.

책 보기 선택한 전자책을 뷰어로 확인합니다. 

책 공개 설정

주제 선택 전자책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전체 공개 JIRANBOOKS 홈페이지 내 전자책을 전체 공개합니다. 

링크 공개 링크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지란인 공개 JIRANBOOKS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지란지교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미공개 사용자 본인만 내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미공개 합니다. 

책 편집 카테고리 이동을 설정합니다.

책 정보 수정 전자책 파일 변경 및 기본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선택한 전자책을 ePUB 파일로 다운로드 합니다. 

복사 선택한 전자책을 복사합니다. 

삭제 선택한 전자책을 삭제합니다. 

3-2. 내서재주요기능소개

① 도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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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전자책만들기

빈화면에서어떻게글을작성해야될지막막하다면?

쿨북스 추천 템플릿을 적용하여 본인의 글과 사진으로 수정하시면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Tip

Step 1. 내작업실내[새전자책]버튼클릭하기 Step 2. 추천템플릿선택하기
(빈템플릿또는테마별템플릿을선택하세요.)

새 전자책 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유형에 맞춰서
추천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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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책정보설정하기(필수)

전자책제목과저자를반드시입력해주세요.

미입력시, 쿨북스 홈페이지 내 책 목록에서 제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Tip

전자책의 제목과저자를반드시입력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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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디터화면구성소개

내서재도구모음
(13-14페이지참고)

1

2

내서재편집모음
(15 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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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취소 방금 전에 실행한 편집 내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의 「표시」 > 「편집 화면」때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
실행 취소한 내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은 실행 취소를 한번 이상 실행해야 활성화됩니다.

「표시」 > 「편집 화면」때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상자 글상자를 삽입합니다.

이미지 이미지 파일을 삽입합니다.

도형 쿨북스 내 작업실에서 제공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삽입합니다.

오디오 오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비디오 비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표 표를 삽입합니다.

차트 차트를 삽입합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삽입합니다.

1-3. 에디터주요기능소개

① 도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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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frame 현재 편집중인 페이지에 외부의 Web 페이지를 iframe으로 삽입합니다.

위젯 쿨북스 내 작업실에서 제공하는 갤러리 위젯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그림을 갤러리 형태로 삽입합니다.

환경 설정 프로젝트 형식, 프로젝트 설정 및 편집 화면의 설정, 페이지 저장 시 확인 메시지 표시 또는 비 표시 등을 설정합니다.

- 페이지 배율 편집 중인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 표시

에디터 화면에서 「페이지」의 보기 모드를 변경합니다.

편집 화면 내용을 입력하여 책을 편집하는 것과 같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스 보기 에디터 화면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한 HTML 소스가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 작업 중인 페이지의 모습을 미리 확인합니다.

- 저장

에디터 화면에서 편집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의 편집 내용은 「저장」을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페이지 저장 작업 중인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저장합니다.

내 서재 등록 작업 중인 전자책을 저장하고 그대로 내 서재에 등록합니다.(필수)

① 도구모음

1-3. 에디터주요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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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추가 새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페이지 복사
페이지를 복제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페이지를 복사하면 원본 페이지의 문서 크기, 레이아웃, 문단 스타일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름변경 현재 편집하고 있는 페이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페이지 삭제 본문을 구성하는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단, 삭제한 페이지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왼쪽 이동 (목차를 생성할 때만 필요한 기능) 페이지를 상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이동 (목차를 생성할 때만 필요한 기능) 페이지를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위로 이동 페이지를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합니다. 

1-3. 에디터주요기능소개

② 편집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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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지작성하기

Step 1. 
표지페이지추가하기

Step 2. 
표지템플릿선택하기

원하는 유형의 표지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1

해당 유형 템플릿 내
원하는 상세 표지를 선택하세요.

2

클릭하면 표지 추가
버튼만 활성화 됩니다. 

1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표지를 추가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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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문작성하기

Step 1. 
본문페이지추가하기

Step 2. 
해당템플릿내
추가할본문페이지를선택하기

원하는 유형의 표지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1

클릭하면 페이지 추가 버튼이 활
성화 됩니다. 

1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새 페이지를 생성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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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전자책을내서재에등록하기 (필수)

수정된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 내서재에등록＇버튼을
반드시클릭해주세요!

<내 서재 화면> 제작완료되어내서재에등록한전자책이노출됩니다.

작성 또는 수정 중인
내용을 임시 저장하세요.

1

작성 완료 시, 해당 전자책을 저장하고
반드시 내 서재에 등록해주세요. (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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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서재내등록된전자책공개하기

2. 내전자책정보수정및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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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서재내등록된전자책공개하기

공개과미공개의개념이해하기

 공개는 제작 완료된 전자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쿨북스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 ② 링크로만 공개

 미공개은 내 서재 내 사용자 본인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Tip

Step 2. 공개옵션을선택하여공유하기(필수)
전자책을공개하고자하는범위를고려하여선택해주세요

책공개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해당책의유형을
반드시선택해주세요.

1

미공개: 내서재에서만전자책확인

2가지공개옵션중선택하기

Step 1. 공개하고자하는전자책클릭하기

2

20

공개할전자책을
선택해주세요.

1



2. 전자책정보수정및편집하기

편집후저장시중요사항

전자책 편집 후 반드시 저장하고
내 서재 등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Tip

Step 1. 공개후수정하고자하는전자책클릭하기 Step 2. 내작업실로이동하여편집후저장하기

공개한전자책수정시, 반드시
내서재등록버튼을클릭하세요.

1

두가지방법중1개를선택하여등록하면
내서재에서확인하실수있어요.

1

Step 3. 내서재에등록방법선택하기

2

책 편집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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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전자책을
선택해주세요.

1



02-6325-6300

coolbooks@jiran.com

고객센터

헬프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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