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R 및 심혈관계 응급 치료

eBook 및 디지털 동영상 시청 안내

액세스 코드 사용
*주의: 전자책 및 동영상의 액세스 코드는 AHA 유통회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교육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AHA 자격 증명 정보를 통해 eBooks.Heart.org에 로그인하십시오.
2.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박스에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3. 코드를 성공적으로 입력하시면 책꽂이 내에 전자책 또는 동영상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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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s.Heart.org 브라우저에서 보기
*주의: 브라우저에서 읽으시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은 브라우저에서만 보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는 현
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  AHA 자격 증명 정보를 통해 eBooks.Heart.org에 로그인하십시오. 로그인이 되면 자동으로 책꽂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책꽂이 내 구매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전자책은 '온라인으로 읽기',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시청'을
클릭하십시오.

3. 책꽂이를 수정하려면 ‹책꽂이 수정›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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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1.  AHA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eBooks.Heart.org에 로그인합니다.
2.  구매한 항목 중 시청하려는 항목을 책꽂이에서 찾은 후 '온라인으로 보기'를 클릭하여 브라우저에서

엽니다.
3.  각 동영상의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운로드된 동영상을 삭제하려면 동영상 오른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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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서 eBooks 앱 설치하기
1. AHA 자격 증명 정보를 통해 eBooks.Heart.org에 로그인하십시오.
2. 페이지 우측 상단의 '리더 앱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3. 설치 방법에 따라 앱을 설치하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데스크톱에 앱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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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에서 eBooks 앱 설치하기
1. Mac에서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여십시오.
2. 우측 상단의 검색 바에서 AHA eBooks를 검색하십시오.
3. 앱 아이콘 옆에 있는 Get을 클릭하십시오.

4.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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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및 Mac에서 책꽂이에 전자책 제목 다운로드하기

1. AHA eBook 앱을 열어 로그인하십시오. 구매한 모든 전자책은 자동으로 책꽂이에 생성됩니다.
2.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기

a.  '썸네일 뷰'에서 읽고 싶은 전자책의 회색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b.  '목록 뷰'에서 전자책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버튼이
'읽기'로 변경됩니다.

*주의: AHA eBook 다운로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앱에 전자책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되면 사용
자는 AHA eBook 앱에서 인터넷 연결이 없이 오프라인으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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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및 아이패드(iOS)로 전자책 읽기
1. 기기의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AHA eBooks를 검색하십시오.
2. AHA 전자책 리더 앱 옆에 있는 '받기' 버튼을 눌러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3.  앱을 실행하여 AHA 자격 증명 정보로 로그인하십시오.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면 책꽂이에 구매한
전자책이 나타납니다.

4. 읽고 싶은 전자책을 탭하여 기기로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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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Android) 기기로 전자책 읽기
1. 기기의 '구글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AHA eBooks를 검색하십시오.
2. AHA 전자책 리더 앱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3.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여 AHA 자격 증명 정보로 로그인하십시오.
4. 책꽂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구매한 전자책이 자동으로 이 탭에 나타납니다.
5. 읽고 싶은 전자책을 탭하여 기기로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6.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전자책을 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전자 구매는 기기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AHA Books 앱에서는 AHA eBook
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www.ShopCPR.Heart.org 에서 구매한 모든 항목은 모바일 기기나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때 AHA eBooks 앱과 동기화됩니다. www.eBooks.Heart.org 와 데스크톱 및 모바일 앱에서 동일한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매 항목이 올바르게 동기화될 수 있도록 www.eBooks.Heart.org 에서
만든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AHA eBooks 앱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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