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툴바 LibX 안내
Libx 는 Internet Explorer 와 Firefox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툴바로 도서관 소장자료
목록과 리소스, Google Scholar 검색 결과 등을 검색/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자저널 등은 교외접속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2010 년 12 월 현재 851 개의 대학/공공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도서관 시스템에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 맞는 Edition 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screenshots & screencast 더 보기
포스텍 버전 설치 안내
Click here to install LibX POSTECH Edition (Korean Version) Beta Version 1.5.8 for Firefox(클릭)
Click here to install LibX POSTECH Edition (Korean Version) Beta Version 1.5.8 for IE(클릭)

설치시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타나면
Firefox 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청한 현재 사이트를 임시로 차단하였습니다.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설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To protect your computer, Firefox prevented this site... from installing software on your
computer."
설정(Edit Options...) > 허가(Allow)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확장기능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닫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 확장기능은 Firefox 브라우저와 Internet Explorer 에서 작동합니다. Safari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Windows, Linux, Macintosh OS-X 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LibX 의 장점(특징)

1.

툴바 & 오른쪽 클릭 메뉴: 브라우저 상단의 LibX 툴바나 오른쪽 클릭 메뉴를 통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지 않고 바로 목록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프락시 서버를 통한 교외 접속 지원: 도서관의 교외 접속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여
교외(off-campus)에서도 교내처럼 전자저널 등의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전자저널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Reload (사이트주소) Via POSTECH User
Remote Access"를 선택하면 교외에서도 헤모스 인증 후 해당 자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Google Scholar 를 통한 저널 아티클 원문으로 빠른 접속 제공: LibX 는 Google Scholar 를
이용하여 도서관이 구독중인 전자형태의 아티클을 검색하여 이용자에게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서지사항을 드래그로 선택한 후에 툴바의 "Scholar"라는 매직버튼 위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PDF 파일 내에서도 참고문헌을 드래그&드랍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교외에서도 이용하려면 Google Scholar 의
Preference 에서 POSTECH 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4.

내장형 아이콘 지원: LibX 는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방문시 해당 자료가 도서관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아이콘
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Amazon 이나
Barnes & Noble 의 도서정보 페이지에는 클릭하면 포스텍 청암학술정보관의 해당자료
항목으로 링크되는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구글, 야후! 검색, 뉴욕타임즈 서평란과 기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cromedia
Flash Plugin 필요)

5.

xISBN 지원: 동일한 도서도 페이퍼백, 하드커버, 판차(edition), 또는 번역본에 따라 다른
ISBN 을 가지고 있습니다. LibX 는 OCLC 의 xISBN service 를 통해서 하나의 ISBN 을
가지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른 ISBN 의 동일 도서도 찾아줍니다.

저작권
LibX 는 Mozilla Public License 하에 배포됩니다. 저작권은 Annette Bailey 와 Virginia Tech
공동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 확장기능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가 현재 방문하고 있는 페이지의 URL 이 도서관 목록
서버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가 전달되며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시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network.http.sendRefererHeader 값을 0 으로 설정하여 referrer URL 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LibX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bX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2009/07/01 - Firefox 3.5 에서도 도서관툴바 LibX 를 이용하세요

2008/06/18 - [서비스] - 불여우 3 개봉과 함께 LibX 도 버전업되었습니다
2009/02/26 - 포도툴바에서 신착도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08/11/09 - 포스텍 도서관 다기능 툴바 "포도툴" 다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