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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illy for Higher Education 은....

IT 분야 최고의 출판사인 O’Reilly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IT 분야전문서적, 여비디오, 양방향/

참여형 학습 툴(Learning Paths, Interactive Tutorials ), Case Studies, O’Reilly Conference Videos 4만 9천

여건의 콘텐트 제공.

Books

Video
s

Case Studies

Learning Paths

Interactive Tutorials

Early Release Access



300,000 시간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

D.J. Patil
Former U.S Chief Data
Scientist

Jeff Immelt
Chairman & CEO
General Electric

Camille Fournier
Managing Director
Two Sigma

Eric Ries
Entrepreneur Lean 
Startup Evangelist

Exclusive content from
the world’s foremost 

innovators

Exclusive O’Reilly Conference content
Insights for the future—

Training for today

Exclusive case studies 
from leading organizations

O’Reilly, Pearson, Packt등

200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4만권 이상의 IT 

전문도서 제공

- 연중 신간 업데이트 -



계정 생성

이용자별 접속, 이용내역, 교육참여(수료)등의 개인와 기능의 편의성 및 기능개선에 초점을 두고 개편된 이메일 인증 접속 방식

접속 URL : https://www.safaribooksonline.com/library/view/temporary-access

아래 URL 접속, 고려대학교 도메인 ( @korea.ac.kr )의 메일 입력 후 본인 인증.

인증된 본인의 username 혹은 해당 Email 로 접속 가능.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safaribooksonline.com_library_view_temporary-2Daccess&d=DwMFaQ&c=WMhnfwkfN4LR6wX29ZSgFCZf_hw4vy5MAv7iZJNaAD4&r=f2uRS5KvFX7wS6g2ztCWKloLjJQRjScw2Tk1-SdZcgE&m=a2ZGLmQLkGGBD3cbHpysHrkqWTeX3OS4cyYaJCZDAL0&s=y1D_cEbOWjt_sPubOSxUOAN2Hy1y6dF7gWkQsSPON1k&e=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는 “ Already a us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생성한 username으로 접속

접속

기존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아래 URL통해서도 로그인 가능

https://learning.oreilly.com/home/

https://learning.oreilly.com/home/
https://learning.oreilly.com/home/
https://learning.oreilly.com/home/
https://learning.oreilly.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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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계정 생성을 하였거나, 기존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은 아래의 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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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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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illy for Higher Education” 에 접속 하시면 오른편과

같이 아래 6개 형식의 자료에 접속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

합니다.

1. Learning Paths

2. Case Studies

3. Recent Added

4. Popular Video

5. Oriole Online Tutorials

6. Tr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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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50여개 이상 IT 분야의 학습

및 자기평가(self-assessments) 프로그램.

✓ 해당 주제의 텍스트 교재와 동영상으로 구성

1.Learning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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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se Studies
✓ 각 분야 전문가( CEO, Project Director, Engineer )들이 이야기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사례를 동영상과 Presentation로 제공



12

✓ 새롭게 출판된 신간도서와 비디오, 교육동영상 등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자료유형, 토픽, 출판사, 최신자료 정렬 및 제목, 저자, 

출판사로 검색지원

#2018년 12월 현재 4,3000여 도서 자료 제공 중

3.Recently Added



13

4.Popular Video
✓ 동종/관심분야 동료(peer)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비디오자료.

✓ 인기순 정렬

✓ 별점 및 리뷰내용 확인

#2018년 12월 현재 6,500여 비디오 자료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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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riole Online Tutorials

✓ 양방향 코딩 학습 Tool로 전문가들의 교육 동영상과 실시간

코딩입력 및 실습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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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rending

✓ 인기도서,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의 목록 및 별점, 리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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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를 형태, 유형별로 볼 수 있는 기본
접속 화면

이용자의 이용자료, 주제등을 분석한 관심자료
추천 기능

본인이 이용하거나, 예정인 관심자료를 저장,
분류 할 수 있는 즐겨 찾기 목록 기능

최근 이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History 기능

10여개 대주제, 1,000여 상세주제의 자료를
분류하여 접근 할 수 있는 기능

18개의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 각 프로그램은
각 레슨별 성취도 및 진행단계 현황 제공

이용자료에 메모, 코멘트 등 표기하여 저장하고, 
동료와 공유 할 수 있는 share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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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이용자료, 주제등을 분석하여 추천목록과 해당 주제의
인기자료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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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예정인 관심자료를 저장, 분류 할 수 있는

즐겨 찾기 목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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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메뉴에서 최근 이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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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상세주제 별 자료를 분류하여 보다 쉽게 관심분야자료를 이용 할 수 있음



21

Software Development, Web Development, Innovation등 18개의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 각 프로그램은 각 레슨별 성취도 및 진행단계

현황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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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료에 메모, 코멘트 등 표기하여 저장하고, 해당 자료(도서,비디오)로

바로 이동하거나, 동료와 공유 할 수 있는 Share 기능 제공

▪ Highlights

▪ Notes

▪ Note aggregation

▪ Ability to share notes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

▪ iOS and Android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App을 다운받아 손쉽게 모든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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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다운로드 로그인 접속 자료이용

https://youtu.be/jomtfZ-kpbg

웹접속과 동일한 계정의 개인기록 및 저장 목록 등 모든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