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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eBook 신청 방법 

 



Step 1. 파트너시스템 로그인 

  파트너시스템 http://partner.kyobobook.co.kr/partner 

   전자책 계약 시 안내 받은 파트너 시스템 로그인 계정을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각 항목 클릭 시  
해당 항목의 목록 화면으로 이동 

재수집 요청 건수 클릭시  
재수집 도서 목록으로 이동 

1. eBoook으로 판매 중인 상품 조회 
2. eBook 신규 신청 
3. eBook 제작 현황 조회 

http://partner.kyobobook.co.kr/partner


Step 2. 종이책이 출간된 eBook 신청  

  상품관리 > eBook 신규등록 > 종이책 출간 eBook 신청 

   교보문고에 판매되고 있는 종이책 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종이책과 연동하여 eBook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종이책 서지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책 서지정보를 따로 기입하실 필요는 없으며, 

   전자책 전용 정보값(ebook가격, 판매현황, eBook ISBN)만 기입합니다. 

  

 전자책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시스템(http://seoji.nl.go.kr/index.d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종이책의 ISBN, 상품명, 저자 등  
한 가지만 정보만 입력하여 이미 

판매중인 종이책의 정보를 조회 합니다. 

1 

eBook  가격, 판매여부,  
발급받은 전자책 ISBN을 입력 후 
[도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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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종이책이 출간된 eBook 신청  

 종이책 출간 eBook 신청 > 수정 > 파일 업로드 

   종이책 연동 도서 등록 후,  

   등록 된 해당 도서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 ISBN, ebook 가격, 판매여부, 미리보기 여부값 등) 

  

 종이책 연동으로 등록된 도서의 희망오픈일 설정의 경우 세부 화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도서명을 눌러 
종이책 ISBN, ebook 가격, 판매여부, 미리

보기 여부값 등 수정이 가능 합니다. 
 

* 희앙오픈일 기입의 경우 세부 화면에서
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완료 후, 창을 닫고  
ePUB/PDF 업로드 합니다. 

3 

신청 완료 후,  
ebook 등록 신청에 도서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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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종이책이 미출간된 eBook 신청  

  상품관리 > eBook 신규등록 > 종이책 미출간 eBook 신청 

   신청할 eBook의 모든 정보값(상품명, 저자, 가격, 판매여부, 분류 등)을 입력하여 eBook 신청을 합니다. 

eBook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입력항목 내용 

ISBN • 전자책 전용 ISBN 입력 

표지 이미지 

• 해상도 300PDI 이상, 가로 458px 이
상 jpg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웹상에 노출되는 표지임 
(ePUB,PDF 업로드시에도 파일 내에 표
지는 삽입되어 있어야 함.) 

조합상품명 
• 상품명, 관제관청, 부서명, 총서명, 
총서권호 기입시 조합되어 나타나는 
상품명으로 직접 기입 불가능 

서지 정보 • 4000KB 글자수 제한 

•표시된 eBook의 정보값을 모두  
입력 후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ePUB/PDF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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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PUB, PDF 

  상품관리 > eBook 신규등록 > 업로드 

   신청한 eBook의 완성된 ePUB, PDF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면, [2. eBook 진행현황] 탭에서 리스트가 보여지며, 검수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간 : 출판사에서 제작한 ePUB, PDF 파일일 경우 등록 및 판매되기까지 약 2~3일 소요 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완성된 ePUB, PDF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1 

* ePUB, PDF 전달시 
    - 제작 방법은 [CHAPTER 2] 참고해서 파일

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eBook 등록신청 ] 에서 파일 업로드 하고, 그 이후 진행 사항은 [ 2. eBook 진행현황 ]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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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eBook 제작 유의사항 

 



PDF 제작 유의사항 

 책갈피 설정(목차설정) 

 PDF에 목차 설정이 되어 있어야 뷰어에서 해당 목차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PDF 내 책갈피 설정(목차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설정(목차설정) 프로그램 : Adobe Acrobat 

  - 책갈피 설정이 필요한 PDF 파일을 Adobe Acrobat 으로 열람 

  - 책갈피 설정을 할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책갈피 추가] 클릭 

  - 책갈피명(목차명)을 기입 

구분 항목 권장사항 

용량 PDF 용량 
100MB 미만으로 제작. 저용량으로 제작하시는 것이 다운로드 속도나 

페이지 넘김 속도가 빠름 

페이지 

앞표지&뒷표지 
표지는 본문 내지와 같은 크기로 제작하며,  

표지가 본문 내지와 하나의 PDF에 결합되어 있어야 함 

앞날개&뒷날개 
삽입 여부는 출판사 의사에 따라 다르나,  

날개 삽입시 본문과 동일한 크기로 삽입함 

페이지 형태 펼친면이 아닌 단면 페이지로 제작 

페이지 공백 공백 페이지가 연속 2페이지 일 경우, 2페이지 모두 삭제 

페이지 번호 본문에 각 페이지 마다 번호 삽입 

이미지 

이미지 모드 PDF 내 이미지 모드는 RGB형식(CMYK 이미지 사용 불가) 

표지 이미지 권장 해상도 300DPI 

본문 이미지 권장 해상도 72DPI이상 ~ 300DPI 이하  

목차 책갈피 설정(목차설정) PDF 내 책갈피 설정(목차설정) 필수 

 PDF 제작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PUB 제작 유의사항 

구분 항목 권장사항 

용량 EPUB 용량 
용량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저용량으로 제작하시는 것이 다운로드 속

도나 페이지 넘김 속도가 빠름(반드시 불필요한 폰트는 제거) 

HTML 

각 HTML 용량 300KB 이하 

총 HTML 개수 300개 미만 

폰트 

폰트 개수 권장 개수는 1개~4개(10개 이상 폰트 삽입시 속도 저하 될 수 있음) 

폰트 단위 

Font-size는 가변 단위 em, %사용 

(pt,px단위와 large,small… 사용시 뷰어에서 폰트 크기조절 불가) 

본문 권장 폰트 사이즈는 font-size:1.2em 

폰트 종류 TTF, OTF, WOFF 사용 가능 

이미지 

이미지 포멧 jpg, png, gif, svg 포멧만 지원 

이미지 모드 RGB 모드 이미지 사용 

표지 이미지 권장 해상도 300DPI (이미지 크기 세로 기준 1080px 미만) 

본문 이미지 권장 해상도 72DPI이상 ~ 300DPI 이하 (이미지 크기 세로 기준 1080px 미만) 

이미지 파일 하나당 최대 용량 5MB 이하 

한 HTML 내 총 이미지 용량 30MB 이하 

표지 태그 <Img> 태그 사용(<svg> 태그 사용시 일부 뷰어에서 표지 누락) 

목차 목차 설정 toc.ncx 목차 설정필수 

파일명 HTML CSS, 이미지 파일명 특수문자, 한글명, 공백 사용 금지 

 EPUB 제작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교보문고 뷰어에서 테스트 후에 전달해주시기 바랍

니다. 



CHAPTER 3 

PDF 제작 가이드 

 



1. PDF 파일 페이지 설정 

1-1. 표지 이미지 삽입 

표지 이미지까지 삽입하여 완성된 PDF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이미지와 본문 이미지를 따로 제작하시지 말고 본문파일 내에 표지이미지를 삽입 후 1개의 

PDF 파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단면으로 제작 

 펼친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뷰어에서 두쪽보기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

지 않으며 뷰어사이즈에 맞춰서 보여지기 때문에 펼친면의 경우 페이지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 전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후 



1. PDF 파일 페이지 설정 

 1-3. 재단선 삭제 

전자책의 경우는 재단선이 필요 없으므로 종이책 제작에 사용되는 재단선은 삭제 바랍니다.  

재단선을 그래도 놔두었을 시 뷰어에서 재단선 부분까지 보여지게 되며 여백이 늘어나 텍스트가 

더 작게 보여지게 됩니다. 

 

 

 

  

 

 

 

 

 

 

 

 

1-4. 책날개 제작 

책날개 삽입 여부는 출판사 의사에 따라 다르나, 날개 삽입시 본문과 동일한 크기로 삽입해주셔

야 합니다. 

앞날개의 경우 페이지의 왼쪽에 위치 권장/ 뒷날개의 경우 페이지의 오른쪽의 위치 권장 

  

 

수정 전 

앞날개 

수정 후 

뒷날개 



2-1. 책갈피(목차) 설정하기 

책갈피(목차)를 설정해 주셔야 도서 서비스 시 목차가 보여집니다. 또한, 목차에 맞춰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뎁스까지 목차가 있는 경우는 1뎁스의 목차만 설정할 경우 목차 유용성이 없어, 2뎁스 이상

의 목차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PDF 책갈피 설정 방법 

 

①  확대 축소 배율을 100%(혹은 일정 수치)로 지정해 놓고 책갈피를 생성 

②  해당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책갈피 추가] 클릭 

③  목차명을 기입 

④ 하위목차 설정은 하위목차를 상위목차 밑에 드래그하여 놓음(드래그 시 점선이 생성됨) 

⑤ 해당 목차에 맞는 페이지 지정 > 책갈피 선택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대상 설

정] 버튼을 눌러 페이지 이동 설정함 

2. 책갈피(목차) 설정하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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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 용량 다운사이징 

3-1. PDF 용량 다운사이징 

PDF용량은 200MB로 권장합니다.  

PDF 권장용량보다 용량이 클 경우, 교보문고 e서재나 모바일 앱에서 해당 도서가 서비스 시에 

문제가 없으신지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Adobe Acrobat Pro의 최적화 기능으로 다운사이징 하기 

 

①  해당 컨텐츠를 열고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최적화된 PDF] 클릭 

②  [설정]에서 표준으로 지정, 혹은 직접 해상도 등을 설정해준 후 확인 클릭 

     주의) 이미지 깨짐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파일 재확인 권장합니다. 

 

2 

1 



4. 원본파일을 PDF로 변환 

4-1. 원본 파일을 PDF로 변환 

원본 파일(hwp, word, ppt 등)를 PDF파일로 변환해서 PDF 파일로 도서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

니다. 

  

* 원본파일을  PDF로 변환하기 

 

①  원본파일을 열고, [파일]-[인쇄]에서 Adobe PDF로 설정 

②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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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개의 PDF파일 결합 

5-1. 여러 개의 PDF파일 결합 

여러 개의 PDF파일을 1개의 PDF 파일로 합쳐서 도서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표지와 본문이 결합된 파일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Adobe Acrobat Pro 로 PDF파일 결합하기 

 

① [파일] - [만들기] - [여러 파일을 단일 PDF로 병합] 클릭 

②  파일 추가 후 [파일 결합] 클릭(파일 순서에 유의하여 파일을 추가) 

③  파일 저장 

 

1 

2 



-#- 

6. PDF이미지를 RGB 모드로 변환 

5-1. PDF파일의 이미지를 RGB 모드로 변환 방법 

PDF 내 이미지 모드는 RGB형식의 이미지로 전달해주셔야합니다.(CMYK 이미지 사용 불가) 

  

* PDF의 이미지 모드 변환하기 

 

① PDF파일을 열고 [보기] - [도구] - [인쇄물 제작] – [출력 미리 보기] 클릭 

    [표시]에서 CMYK와 RGB을 각각 선택 시 이미지 색상 확인 가능 

② [보기] - [도구] - [인쇄물 제작] – [색상변환] 클릭 

 

1 

2 



-#- 

6. PDF이미지를 RGB 모드로 변환 

 

③  변환 프로파일에서 [sRGB IEC61966-2.1]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다른 RGB를 선택해도 가

능하나 색상이 크게 변함) (**주의사항: 변환 완료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함) 

④  변환 작업이 끝나면 용량이 크게 증가함. [파일] – [다른 형식으로 저장] – [최적화된 PDF]를 

클릭하여 다운사이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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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EPUB 제작 가이드 

 



1. EPUB 파일 크기 & HTML 설정 

 1-1. EPUB 파일 크기 

 뷰어(스마트폰 포함)에서 용량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저용량으로 제작하시는 것이 다운로드 속

도나 페이지 넘김 속도가 빠름 

 

 1-2. HTML 용량 

 각각의 HTML 용량은 300KB 이하로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300KB 이상일 경우, 성능이 낮은 

단말기에서 로딩 시간이 길어지거나 뷰어가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챕터 구분이 되지 않는 소설책의 경우에도 본문을 임의로 나누어 각각의 HTML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SIGIL 프로그램의 도구 > 보고서 메뉴에서 각 HTML 용량 확인이 가능 

 

 

 

 

 

 

 

 

 

 1-3. HTML 개수 

 총 HTML 개수는 300개 미만으로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HTML 개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

우, 성능이 낮은 단말기에서 페이지 넘김시 속도가 저하되고, HTML 개수가 300가 초과할 경우, 

메모리 문제로 페이지 뷰잉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2. EPUB 이미지 삽입 

 2-1. 이미지 태그 <img> 

 이미지 삽입시 <img> 태그를 사용하며, <svg>, <image> 태그 사용시 일부 단말기에서 표지

가 누락 될 수 있습니다. 

   예)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표지" src="../Images/cover.jpg" /></div> 

 

2-2. 표지 이미지 

EPUB 첫 HTML에는 반드시 표지가 삽입되어 있어야 하며, 표지 이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300DPI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3. 본문 이미지 

 본문 이미지는 72DPI 이상 300DPI 이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합니다. 흑백 이미지의 경우 

72DPI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뷰어에서  이미지 품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지 하나당 최

대 용량은 5MB이하, 한 HTML 내 총 이미지 용량은 30MB 가 넘지 않도록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 해당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파일 속성 > 요약에서 해상도 확인 가능 

 

 

 



3. EPUB 폰트 색상, 단위  
 
  3-1. 폰트 단위 

 폰트 단위는 가변 단위인 em단위를 사용해야 뷰어에서 폰트 크기 조절시 적용이 됩니다. 고정 

단위인 pt, px를 사용할 경우 뷰어에서 폰트 크기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뷰에어서 폰트 조절하

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pt, px 단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em 이상의 사이즈

를 사용하셔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16px는 1.2em으로 수정 필요. 



4. EPUB 내 파일명 & 목차설정 

 4-1. EPUB 내 파일명 

 EPUB 내 모든 파일명(HTML, CSS, 이미지명 등)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기호나 공백 삽

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챕터 뷰잉이 되지 않아 뷰어가 강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4-2. 목차 설정  

 EPUB 내 목차설정(toc.nxc)은 반드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책의 경우 목차가 없는 책

이나 본문을 임의의 HTML을 나누었다면 1, 2 등의 순번으로 목차 설정을 합니다. 동화책처럼 

내용이 짧아서 목차를 지정할 수 없다면 첫 표지만 목차를 설정합니다. 목차 설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경우 뷰어에서 열람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 사용 예 파일명 잘못 사용 예 

0001.html 

section001.html 

cover.jpg 

챕터0001.html – 한글명 오류 

section  001.html – 공백 오류 

section001  .html – 공백 오류 

cover(0001).jpg – 특수문자 오류 



5. EPUB 기타 체크 사항 

5-1. <p>와 <div> 태그 

 <p> 태그는 문단을 구분할 때 사용하며, <div>는 여러 문단을 묶거나 글상자를 만들 때 혹은 

복잡한 편집을 할 때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문단을 구분하는 <p> 태그 대신 <div> 태

그를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결과물은 동일하다 하지

만 뷰어나 시스템에 따라 심각한 편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단 구분은 반드시 <p> 태

그를 활용합니다. 

 

 5-2. 본문 마진값 

본문 전체에 Margin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뷰어 자체에서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EPUB 파일에서 여백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마진 적용은 한 화면에서 보

여질 수 있는  텍스트 수에 제한이 생기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유의사항에 맞게 제작된 EPUB과 PDF는 빠른 검수 및 판매 처리가 될 예정이며,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제작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