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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illy 계정 생성 방법
RISS 사이트 또는 Direct URL을 통해 접속 후 Not listed? Click here 선택



O’Reilly 계정 생성 방법
본인이 속한 기관 메일주소(@proquest.ac.kr 등) 입력 후 Let’s Go 버튼 클릭
기입한 기관 메일에서 O’Reilly에서 보낸 메일 확인



O’Reilly 계정 생성 방법
기입한 기관 메일에서 O’Reilly에서 보낸 메일 확인
메일 내 활성화 링크 클릭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계정 생성 완료



O’Reilly 계정 생성 방법
메일 내 활성화 링크 클릭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계정 생성 완료



O’Reilly 접속 방법 – 계정 생성 후
RISS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Already a user? Click here. 클릭



O’Reilly 접속 방법 – 계정 생성 후
O’Reilly 사이트(https://www.oreilly.com)에서 Sign-in으로 간편하게 접속

https://www.oreilly.com/


O’Reilly 접속 방법 – 계정 생성 후
개인 계정으로 O’Reilly에 로그인



IT & 비지니스 분야 최신 자료 및 자기 주도형 학습 자료

200여개의 주요
출판사

수천 시간 분량의 O'Reilly 
글로벌 컨퍼런스 비디오 독점
제공

Exclusive Content

Curated Content

O’Reilly의 에디터팀과 업계 리더들이
직접 엄선한 Resource Centers,
Expert Playlists 등

BUSINESS

Career development

E-commerce

Finance & accounting

Human resources

Project & Product 

Management

Sales & Marketing

IT

Design

Hardware

Security

Software development

System Administration

Web & Mobile

주제 분야



자기 주도형 학습 플랫폼

 Learning Path와 Resource Centers: 자기
주도형(Self-paced) 학습 모듈을 통해 지식과
숙련도를 쌓고, 새로운 기술과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

 전자책과 비디오: 다양한 유형의 전문 콘텐츠

 실무자 주도(Practitioner-led): 업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O’Reilly팀에서 엄선한 콘텐츠(Editorially 

curated):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

 최신 자료(Early releases): 다른 곳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출판 예정 콘텐츠 제공



O’Reilly 플랫폼 기능 및 활용



검색창 – DB 모든 페이지 상단에서 확인 가능

검색창 하위 항목에서
검색어가 포함된 주제
및 콘텐츠 타이틀 확인

자료 유형별 아이콘:



검색 결과 원하는 자료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결과 제한

연관성, 추가된 날짜, 출판
날짜 별로 검색 결과 정렬

Topics에서 원하는 연관 주제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 제한



Answers –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한 질문과 답변
Answers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 콘텐츠(전자책
또는 기타 자료)로 제시



Navigating Change – O’Reilly팀 추천 자료



Recommended – 사용 패턴 기반 추천 자료

Recommended

사용 패턴, 관심 주제, 
재생목록, 하이라이트
등에 기반한 추천
자료 확인 가능



All Topics – 주제별 검색

커리큘럼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O’Reilly 콘텐츠 활용

IT –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하위 주제) 또는 보안 등

Business – Business (재무 & 
회계와 같은 하위 주제) 또는
커리어 개발 등

클릭하여 해당 주제를 Follow



Shared Playlist & Expert Playlists



Resource Centers – 다양한 수준의 학습 콘텐츠



개인화 기능



Playlists(재생목록)
아이콘을 클릭하여 책과

비디오, Learning paths 

콘텐츠들을 재생목록에 저장
URL을 사용하여
재생목록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

개인 기능 내
Playlists에서 확인



비디오(Videos)



전자책(Books) – 하이라이트 & 노트

전자책 본문을 드래그하여
하이라이트와 노트 추가

개인 기능 내 Highlights에서
작성된 모든 하이라이트와
노트 확인



Your O’Reilly – 개인화 기능



O’Reilly 모바일 앱



O Ŕeilly 모바일 앱 & 다운로드

iOS와 Android에서 제공되는 O’Reilly 앱을 통해
O’Reilly의 모든 콘텐츠를 동일하게 이용

사용 기기 간의 하이라이트, 재생 목록 등의 이용
내역이 자동 동기화

전자책과 비디오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자료 다운로드하거나 재생목록에 추가
앱 내 Downloads 탭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 확인



O Ŕeilly 모바일 앱



O Ŕeilly 모바일 다운로드



도움말 페이지

• Libguide(온라인 이용가이드 사이트):

https://proquest.libguides.com/oreilly

• 제품 소개 페이지:

• ProQuest:

https://www.proquest.com/products-services/databases/OReilly-for-

Higher-Education.html

• O‘Reilly:

https://www.oreilly.com/online-learning/academic.html

•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https://proquest.libguides.com/oreilly
https://www.proquest.com/products-services/databases/OReilly-for-Higher-Education.html
https://www.oreilly.com/online-learning/academic.html
mailto:korea@asia.proquest.com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