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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vier
엘스비어 소개
434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엘스비어(Elsevier)는 전 세계 25 개국에 약 70 개 지사를 둔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최대 출판 미디어 회사 입니다.
Mosby, Saunders, Churchill Livingston 등 20 여 개의 세계적 수준의 출판사와 The Lancet, Cell,
Gastroenterology, JACC 등 약 2 천 8 백 여 종의 의학 및 과학 기술분야의 방대한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Nursing Skills
I. Introduction
1. Nursing Skills 소개

Nursing Skills 는 570 여 개의 간호 술기들(Skills)에 대한 학습요약, 추가 학습, 체크리스트, 이미지학습,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 평가문제, 등을 수록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학습 정보원 입니다.
학습자가 간호술기(Skill)를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피드백과 쌍방향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 진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기준에 따른 술기(Skill)의 수정 및 신규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습 교육 전, 후 학습자들에게 상세한 술기 절차부터 동영상 학습, 관련된 추가적인 학습까지 다양한 contents 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론 학습과 술기 습득을 통해 Evidence Based Nursing 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호술기 제공
2) 검증된 간호 contents 제공
3) 시청각 교육 자료 및 넓고 다양한 배경 지식 제공
4) Internet 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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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rsing skills 활용
2.1. 병원에서의 활용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세부 기준에 부합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스킬 편집기능(contents customizing) 으로 병원 프로토콜에 맞게 스킬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현장감 있는
근거기반 원내 프로토콜을 개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트 기능(Note tap)을 이용하여 기본 절차 이외의 자료를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규간호사 입사 전 교육, 유휴간호사 재교육,
간호 실무자 및 타 직종 원내 교육에서 의료
안전, 감염/낙상예방 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콘텐츠 최신성
유지(월, 분기 단위): ‘11 년 6 월 291 개
술기(skills), 2014 년까지 총 570 여 개
술기(skills) 서비스, 매년 전체 술기(skill)의
약 30% 이상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병원
자체 개발 시 술기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2. 학교에서의 활용
간호대학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20 가지 “핵심간호술기” 관련 술기학습 및 다양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사정(physical examination) 핵심 영상을 제공합니다.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설계 방법에 따라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스킬 편집기능(contents
customizing) 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노트 기능(Note tap) 이
있습니다.
교과과정 실습 및 임상 실습,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영상 술기학습 후 실습 시행, 수행
성과를 병원의 교육팀장과 공유함 으로써 지도 · 평가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졸업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전자자료로서 Nursing skill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기반 간호 술기: 참고 문헌, 명확한 술기절차, 동영상 학습을 이용하여 성과 기반 자가 학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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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ursing Skills 학습
1. 로그인 하기


주소: www.nursingskills.kr

1.1. 기관 내 IP 에서 유선 인터넷으로 접속 시
주의사항!! : 교내 IP 접속 후 본인의 ID 로그인 하지 않으면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내 IP 접속 시
로그인 페이지에 자동으로
기관코드가 표시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합니다.



ID: 부여 받은 ID, PW: 비밀번호 , 기관코드 입력합니다 (등록된 IP 범위 내에서 접속할 경우
기관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IP 범위 내에서 접속할 경우 반드시 기관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관코드 값은 기관 담당자 또는 엘스비어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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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관 외 IP, 무선 인터넷, mobile 접속 시



등록된 IP 외의 경로로 접속 시에는 소개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좌측상단

로그인 혹은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의 ID 와 비밀번호, 기관 코드를 입력합니다.

1.3. 개인정보 (비밀 번호 및 e-mail) 수정하기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본인의 이름 클릭 후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비밀 번호 및 E-mail 주소 입력



비밀번호 분실 시 확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절차( → [9.4.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p78 참조)를 통해
재설정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메모를 남겨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측상단의 “등록된 사용자 정보 보기”을 누르시면,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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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기 학습 (Skill learning)
모든 술기 학습(Skill learning)은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학습 요약

추가 학습

체크리스트

영상 학습

테스트

노트 탭

주의사항!!
 교내 IP 접속 후 본인의 ID 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10 분 이상 아무런 작동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며, 학습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1. 학습요약
학습요약에는 4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학습요약: 해당 술기의
수행 절차 (Step-byStep)
B. 이미지: 술기(Skill)에
해당하는 참고 이미지
파일 제공
C. 준비 물품: 술기(Skill)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
D. 관련 스킬(Related
Skills): 관련된 술기
(Skill)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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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학습
추가학습에서는 술기(skill)에 대한 이론적 근거, 최신 임상지견, 국제기준 등을 포함한 방대한 학습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체크리스트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실습 실기 평가, 각 Step 별 및 전체 항목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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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상학습
술기 별(Skill) 절차 수행과 관련한 동영상, 플래시 자료를 제공합니다.

2.5. 테스트
술기(skill)의 이론적 근거들 및 지식 검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현황”에서 테스트성적 및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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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트 탭 (Note tap)
기본절차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기관 관리자”가 업로드 하면 생기는 공간입니다.
(노트 탭의 이름은 “기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아래화면의 명칭과 다를 수 있음.)

주의사항!!
 교내 IP 접속 후 본인의 ID 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10 분 이상 아무런 작동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며, 학습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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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ursing Skills 학습 관리 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오렌지색깔 글씨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학습도움 협력기관 Skill Tool 학습 현황 Skill 관리 기관관리자

1. 홈
“홈” 글씨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술기 (skill) 검색
술기(skill)검색 및 상세검색 기능
1.2. 인기 스킬 Top 10
학교병원 통합 Nursing Skill 구독
순위
1.3. 전체 술기 (skills) 보기
570 여개 모든 술기 목록(skill list)
1.4. 분과
13 개 분과 별 skill 분류
1.5. 카테고리
84 개 카테고리 별 술기(skill)분류
1.6. 내부 술기 (Skill)
기관 자체 편집 술기 목록(Skill list)
1.7. 색인
알파벳 ABC 순으로 술기(Skill) 검색
1.8. 공지사항/ 팝업 공지
엘스비어 및 기관 공지사항/
공지사항등록 및 새로운 과제배정 시
일주일간 자동 팝업기능
1.9. Dashboard
접속자수/학습시간/과제 진행 그래프
1.10. 과제 배정 현황
과제 목록, 기한 및 수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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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술기(Skill) 검색


검색 바에서 검색어(Keyword) 를 통해 원하는 술기(skill)를 검색 합니다.
(검색어가 술기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스킬”로 함께 검색됩니다.)

1.2. 인기 스킬 Top 10


기관 내 구독 순위 상, “상위 10 위 인기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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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 술기 (Skills)보기


전체술기보기에서 570 여개 모든 skill list 확인이 가능합니다.

1.4. 분과 (Specialty)


13 개 분과 별 술기(skill) 검색이 가능합니다.
필수임상간호술기 (Essential Nursing Skills) 영상학습

핵심기본간호 (Essential Nursing Skills)

건강사정 (Physical Examination) 영상학습

기본간호 (General Nursing)

성인간호 (Adult Nursing)

중환자간호 (Critical Care Nursing)

응급간호 (Emergency Nursing)

수술간호 (Perioperative Nursing)

고위험임산부간호 (High-Risk Obstetric Nursing)

모성신생아간호 (Maternal-Newborn Nursing)

신생아중환자간호 (Neonatal Intensive Care Nursing)

종양간호 (Oncology Nursing)

정신간호 (Ment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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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테고리


84 개 카테고리 별 술기(skill)검색이 가능합니다.
투약(Medications)

정맥 내 요법 및 혈관 통로
(Intravenous Therapy and Vascular Access)

호흡기 응급상황(Respiratory Emergencies)

기도 유지(Airways)

마취(Anesthesia)

혈액학(Hematologic)

혈류역학(Hemodynamic)

수술 전(Preoperative)

수술 중(Intraoperative)

수술 후(Postoperative)

외과적 피부 준비(Surgical Skin Preparation)

무균술(Aseptic Technique)

분만 전(Antepartum)

분만(Intrapartum)

분만 후(Postpartum)

산부인과(Obstetric and Gynecologic)

신생아(Neonatal)

신생아(Newborn)

위생(Hygiene)

대상자 안전(Patient Safety)

안전(Safety)

감염 관리(Infection Control)

움직임, 이동, 보행
(Mobility, Transfer, and Ambulation)

대상자 이동(Transfer)

검사물 수집(Specimen Collection)

화학요법(Chemotherapy)

진단적 검사(Diagnostic Tests)

상처 간호(Wound Care)

장루 간호(Ostomy Care)

통증 관리(Pain Management)

임종 간호(End-of-Life Care)

장관 영양(Enteral Nutrition)

비장관 영양(Parenteral Nutrition)

구강 영양(Oral Nutrition)

영양(Nutrition)

배설(Elimination)

흉부 물리요법(Chest Physiotherapy)

가슴관 (흉관) (Chest Tubes)

흉강천자술 (가슴천자술)(Thoracentesis)

체온 조절(Thermoregulation)

특별 침상(Specialty Beds)

심장(Cardiac)

근골격계(Musculoskeletal)

신경계(Neurologic)

위장관(Gastrointestinal)

안과(Ophthalmic)

귀(Otic)

치아 및 목구멍(인후)(Dental and Throat)

코(Nasal)

폐(Pulmonary)

신장(Renal)

신생아; 체온조절(Newborn; Thermoregulation)

모니터 (감시)(Monitors)

재난 대비(Disaster Preparedness)

입원(Admission)

퇴원(Discharge)

혈액순환 보조 기기(Circulatory Assist Devices)

대상자 사정(Patient Assessment)

대상자 교육(Patient Education)

기록 및 보고(Documentation and Reporting)

위치 결정(Positioning)

치료적 의사소통
(Therapeutic Communic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정신)불안 장애(Anxiety

(정신)치료적 중재(Therapeutic

Disorders)

Interventions)

(정신)우울증(Depression)

(정신)행동장애 특성(Behavioral Issues)

(정신)정신병 장애(Psychotic Disorders)

(정신)물질남용 관련 장애
(Substance-Related Disorders)

(정신)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정신)가족/간호제공자 동역학(역학)
(Family/Caregiver Dynamics)

식사장애(Eating Disorders)

인격(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덮개(Draping)

행정 업무(Administrative Tasks)

활력 징후(Vital Signs)
산소 및 환기(Oxygen and
Ventilation)

멸균 및 소독(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수술 전/후 간호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are)

암과 항암 치료 합병증
(Cancer and Cancer Treatment
Complications)

인체 측정 방법
(Anthropometric Measurements)

(정신)외상성 스트레스
반응(Traumatic Stress Reaction)
수술 체위(Surgical Positioning)

(정신)기분 장애(Moo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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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부 Skill


“내부 skill”은 기관에서 자체 편집한 술기(skills)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1.7. 색인
 알파벳 ABC 순으로 술기(skill)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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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지사항
1.8.1. 팝업공지 창


우측 상단 팝업 공지 창에는 3 가지 내용이
공지됩니다.
① 과제공지:

클릭하시면 해당

과제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② 기관 공지사항
③ 엘스비어 공지사항


새로운 공지 내용이 생성되면 일주일간 팝업 공지가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을 누르거나, 팝업창 우측 아래 “ X 닫기”를 누르면 팝업공지를 닫을 수

있습니다. 팝업창을 다시 열어보고자 할 때에는

를 누르면 됩니다.

1.8.2. 엘스비어 공지사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엘스비어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엘스비어에서
모든 기관 대상으로 공지하는 내용이
공지됩니다.

1.8.3. 기관 공지사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기관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기관 내
공지사항을 이곳에서 공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 공지 사항을 올리는 방법은 (→ [4.1 Skill Tool_공지사항] p22)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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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ashboard

1.9.1. 곡선 그래프


기간선택
A. 조회하고자 하는 년/ 월 선택 하면, 해당 월의 일별
곡선그래프 확인 가능합니다.
B.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 선택 후, 월 단위에서 “All”
선택하면, 해당 년도의 월별 곡선그래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프는 3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가지 곡선만
보고자 할 때는, 나머지 두 개의 곡선이름을 클릭하시면, 곡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A. 소속기관 학습시간 (하루 평균): 소속기관 내 학습자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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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속기관 접속자수 (IP+로그인, 오늘 하루): 소속기관 내 학습자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C. 전체기관 접속자수 (이번 달 하루 평균): 소속기관 내 학습자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의미합니다.

1.9.2. 접속자수/학습시간 알림 박스


소속기관 이번 달 하루 평균 IP
접속자수
: 소속기관 IP 접속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이번 달 하루 평균
로그인 접속자수
: 소속기관 IP+로그인 접속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기관 이번 달 하루 평균 IP+로그인 접속자수
: 타 기관 학습상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학습자 이번 달 평균 학습시간
: 소속기관 학습자들의 학습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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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과제 현황 그래프


이번 달 진행과제 개수를 알려줍니다.



과제 수료/미수료 학습자 비율을 원
그래프로 알려줍니다.

1.10. 과제배정현황
홈페이지 하단에“과제배정현황” 테이블이 있습니다.
과제배정현황 테이블에서 과제이름을 클릭하면, “과제 (SkillTool_Task)” 화면으로 이동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 배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제배정현황 테이블에서 과제이름을 클릭하면, 과제 수료율 숫자를 클릭하면, “과제별 학습현황
(Report_SummaryLearning)”화면으로 옮겨집니다. 해당 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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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도움
이곳에는 학습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의 Nursing Skills 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3. 협력기관
Korea contents partners, USA contents partners, 협력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

4. SKILL TOOL
상단 메뉴 중 “Skill Tool”을 클릭하면, “공지사항/과제/체크리스트등급/수료현황/학습관리” 가 가능합니다.

4.1. 공지사항 (SkillTool_Announcements)
“기관 공지사항”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체 학습자/ 지정된 학습자/ 부서(학년)/ 그룹” 별로 공지사항 게시할 수 있습니다.



상태: 공지 기간 만료여부에 따라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상태”에서 “All, 공지예정, 진행중, 공지만료”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관: 소속기관 이름이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레코드가 발견되지 않음”: 기존에 등록한 공지사항이 없을 경우 나타납니다.



신규공지를 생성하기 위해



제목: 게시물 제목 입력



시작일자: 선택한 일자 00 시 00 분이 되면 자동 게시



완료일자: 선택한 일자 24 시 00 분이 되면 자동 소멸

추가

버튼을 누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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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공지사항은 삭제가 불가능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엘스비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중요사항: 게시물의 제목 앞에 적색 느낌표 추가됨



Make this announcement available to ALL Users: 기관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에게 전체공지



내용 입력 시 파일 또는 이미지 첨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간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워드 또는 한글에 이미 작성 후 “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신규 공지가 게시되면, 공지 시작일로부터 일주일간 팝업공지가 뜹니다.




전체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자 성명, 그룹, 부서를 선택하여 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본인의 아이디(관리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공지사항이 보이지 않으며,
[Skill Tool →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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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제 (SkillTool_Task)

“과제”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학습자 개인/ 부서(학년)/ 그룹 별 과제 부여가 가능합니다.



기관: 소속기관 이름이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학습 담당자 : 과제부여 권한을 가진 “기관관리자/학장/강사” 명단이 나오며, 학습담당자를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학습 담당자가 배정한 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과제제목: 과제제목 키워드를 입력하고



상태: 과제 진행 기간에 따라 “전체/진행중/기간종료”를 선택하고
검색됩니다. 또한,



전체 보기

을 누르면 과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과제가

을 눌러도, 배정과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학년): 부서(학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부서(학년)”에게 부여된 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그룹: 그룹을 선택하고



기간 선택: 시작날짜/종료날짜 를 선택하고

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게 부여된 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기간에 부여된 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가 발견되지 않음”: 기존에 등록한 공지사항이 없을 경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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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제 배정하기]

1

추가

1

신규과제 배정을 위해

2.

기관: 소속 기관명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2
3.
3
4.
4
5
6

버튼 클릭

과제 제목: 과제 명
시작일자: 선택한 일자 00 시 00 분 부터 과제 수행 가능
완료일자: 선택한 일자 24 시 00 분이 과제 자동 종료(이후 시간부터 과제 불가함)
테스트 수료기준 설정:
테스트 수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료를 위한 점수”에 반드시 체크하고, 수료 점수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안 하는 경우, 해당 과제 테스트 통과 여부 및 수료 여부에 “N/A”로 표시됩니다.

7

실습교육 연계여부(체크리스트 점수 반영):
선택 시 체크리스트가 활성화 되어 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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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학습/사후 학습 시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8

8.

이메일 알림: 과제 시작일/마감일 알림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9.

9

과제 부여 대상자 선택: 좌측 박스에서 “학습자 개별/그룹/부서” 단위로 대상자 선택하고

>

를

누르면, 과제부여 대상자가 우측박스로 이동합니다.(참고: 이름- 학습자 이름 검색 가능)
3.
10

과제 부여 Skill 선택: 스킬명을 찾기 위해 키워드 검색, “분과/카테고리/언어(한국어/영어)”별 검색 이
가능합니다. 좌측 박스에서 과제 스킬명을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11.
11
12

추가

버튼 클릭 시 팝업 창이 뜹니다.

“OK”시 과제 부여 완료

※ [홈 → 과제배정현황] 또는 [Skill Tool →
과제]에서 베정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를 누르면, 선택된 스킬이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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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크리스트 등급 (SkillTool_ChecklistGrade)
과제 배정 시, “실습교육연계여부 (체크리스트 점수반영)”을 선택한 경우, 체크리스트 등급을 부여 하는
곳입니다. 체크리스트 등급 은 기관관리자 또는 강사가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등급을 입력해 주어야
학습자의 과제가 종료됩니다.

[체크리스트 등급 부여 방법]
1

‘과제 제목’ 클릭 →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술기 목록(skill list)확인 가능.

2

각 ‘Skill 이름’ 클릭 시 과제가 부여된 학습자 리스트 확인 가능.

1

2



자세한 등급 설명 또는 피드백 입력을 생략할 경우에는 본 화면에서 전체 등급을 지정하고 코멘트를
입력하여 저장.
※ 한번 저장된 성적은 절대 재평가 할 수 없으므로 주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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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학생 이름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등급’ 및 ‘comments’ 입력

체크리스트 등급은 3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Satisfactory) : 만족 ▪ U(Unsatisfactory) : 불충분 ▪ NP(Not Performed) : 수행하지 않음



등급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등급별 갯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필요 시 댓글을

입력하시고, 계산되어 나온 등급 개수 결과를 참고하여 수료 및 실패 여부를 선택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체크리스트 등급부여가 완료됩니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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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료 현황 (SkillTool_Transcript)
학습자가 학습한 술기(skill)들의 “수료현황 확인”, “수료증 출력” 및 학습자의 오프라인 실습 평가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의 “테스트 결과 레코드”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과제가 배정된 술기(skill)”들의 수료 현황뿐 만이 아니라, “자율학습(Self-assigned)”으로 학습한
술기(s)kill 들의 수료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학습자 리스트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자를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학습 자가 수료한

술기( skill)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목: “과제 제목” 키워드를 입력하고



Skill 이름: “Skill 이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검색

을 누르면 해당 술기(Skill)들의 수료 현황이 나옵니다.
을 누르면 해당 술기(Skill) 들의 수료 현황이

나옵니다.


부서 (학년): “부서(학년)”을 선택하고
수료 현황이 나옵니다.

검색

을 누르면, 해당 “부서(학년)”가 수료한 술기 (skill)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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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그룹’을 선택하고



학습증명서 보기: “시작날짜/종료날짜”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그룹”이 수료한 술기(skill)들의 수료현황이 나옵니다.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기간에 수료한

술기(skill)들이 검색됩니다 (참고. 날짜는 “술기(skill) 학습 수료 날짜”를 의미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수료 술기(Skill)의 학습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화면으로 옮겨집니다.


과제 배정 시, “실습교육연계여부 (체크리스트 점수반영)”을 선택했고, 체크리스트 등급을 부여 받아서
수료한 스킬들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에 “수료” 라고 표기됩니다. “수료”버튼을 누르시면
“테스트 결과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배정 시, “실습교육연계여부 (체크리스트 점수반영)”을 선택하지 않았던 술기(Skill)들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에 “N/A” 라고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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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학습관리 (SkillTool_MonitorProgress)
학습자 과제 완료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화면입니다.
(단, 엑셀로 결과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자: 학습자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제 배정 시, 선택한 학습자를 포함하여 배정한

과제 리스트가 검색됩니다.


과제 제목: “과제 제목”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검색

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술기(Skill) 들이

조회됩니다.


Skill 이름: “Skill 이름” 키워드를 입력하고

포함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부서 (학년): “부서(학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부서(학년)”에게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그룹: “그룹’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게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완료 일자: 과제 배정 시 설정한 “학습기한 완료 일”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완료 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검색되고, 이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전체/완료됨/미완료 버튼(우측 상단 콤보박스): 전체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 완료 여부에 따라
“전체과제/ 전체 학습자 완료 과제/미완료 과제”로 조회 가능합니다.

[학습관리 조회 방법]
1

1

과제 제목 검색: “학습자/과제 제목/Skill 이름/부서/그룹/완료 일자/수료완료” 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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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과제 제목 확인 후 “학습자” 아래의 숫자 또는 “Skill”아래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2-1

“학습자” 아래의 숫자를 클릭하는 경우



학습자: 과제를 배정받은 전체 학생 수



Skill: 배정된 술기(skill)의 수



학습자 아래 숫자 선택 시, 해당 학습자들의 학습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내용은 Excel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Skill 아래 숫자 선택 시, 학습자의 세부 학습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내용은 Excel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2



“ Skill” 아래의 숫자를 클릭하는 경우

“Skill” 아래 숫자 선택 시, 과제 해당 세부 술기(skill)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내용은 Excel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습자” 아래 숫자 선택 시, 해당 학습자들의 학습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내용은 Excel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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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현황 (Report)
5.1. 과제별 학습현황 (Report_SummaryLearning)
학습 담당자(강사), 과제, 그룹, 부서, 기간에 따라 과제의 간략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port to Excel



학습 담당자: 과제부여 권한을 가진 “기관관리자/학장/강사” 명단이 나오며, 학습담당자를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엑셀로 학습현황 결과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을 누르면, 해당 학습 담당자가 배정한 과제별 학습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과제 제목: “과제 제목” 키워드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해당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Skill 이름: “Skill 이름” 검색어(keyword)를 입력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하는 술기(skill) 들이

포함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부서 (학년): “부서(학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부서(학년)”에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그룹: “그룹’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게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기간 선택: “학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학습한

과제들이 검색되고, 이 과제들에 대한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학습 담당자: 과제를 배정한 사람: “기관관리자/학장/강사”



과제 제목: 검색된 과제



Skill 이름: 과제에 부여된 술기



시작날짜 ~ 종료날짜: 과제 시작 및 종료 일자



부서 (학년): 과제가 부여된 부서.



그룹: 과제가 부여된 그룹



개별 배정: 과제를 개별 부여했을 경우 → [예]
과제를 부서/그룹 별로 과제를 부여했을 경우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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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학생: 해당 과제의 술기에 배정된 학생의 수, 클릭 시 팝업 창으로 학생 명단 확인 가능



평균 학습 시간: 과제배정 받은 “선택 학생” 의 평균 학습 시간



테스트를 완료한 전체 학생: 과제를 배정 받은 학생 중 테스트를 수료한 학생의 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평균 테스트 점수: 해당 술기(skill) 을 과제배정 받은 “선택 학생”의 평균 테스트 수료 점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체크리스트 완료 학생:


체크리스트 비 활성화 시 → [N/A]



체크리스트 활성화 시 → 체크리스트 완료한 학생의 수

체크리스트 수료율:


체크리스트 비 활성화 시 → [N/A]



체크리스트 활성화 시 → 과제배정 받은 전체 “선택학생” 대비 체크리스트 수료한 학생의 비

Export to Excel

: 파일 오픈 시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는 에러가 아니며, 웹에서 생성된

파일과 엑셀 파일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된 확인 창입니다. →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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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제 Skill 별 학습현황
과제로 배정된 술기(skill)의 학습자별 학습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port to Excel



을 누르면 엑셀로 학습현황 결과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

Skill 이름: 과제로 선택된 술기(Skill)의 이름을 입력하고

을 누르면 해당 술기(Skill) 의

학습자별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기간 선택: “학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학습한 과제

술기(skill)들이 검색되고, 이 과제 술기(skill)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학습 담당자: 과제부여 권한을 가진 “기관관리자/학장/강사” 명단이 나오며, 학습담당자를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학습 담당자가 배정한 과제별 학습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목: 검색된 과제



Skill 이름: 과제로 선정된 술기(skill) 이름



학습 담당자: 과제를 배정한 사람: “기관관리자/학장/강사”



시작날짜 ~ 종료날짜: 해당 Skill 이 포함된 과제의 “시작 및 종료 일자”



수료일: 술기(Skill) 수료 일자



그룹: 술기( skill) 과제가 부여된 그룹



부서 (학년): 술기(skill) 과제가 부여된 부서.



학습자: 학습자 이름



전체 조회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하위 메뉴를 열람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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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용 시간: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 에서 머물렀던 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 포함) ※주의사항:
로그인 후 10 분 이상 아무런 작동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며, 학습 기록이 남지 않음. 모바일 접속
시에도 동일.



테스트 통과 여부: 학습 담당자가 과제 배정시 지정한 수료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테스트 통과한 경우 O,
수료 점수 이상 획득 못한 경우 X (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응시 횟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 횟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평균 점수: 해당 술기(skill) 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횟수 동안 획득한 점수들의
평균(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수료: 학습 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횟수
(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미수료: 학습 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 미만을 획득하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횟수 (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체크리스트 등급:


체크리스트 비활성화 시 → [N/A]



체크리스트 활성화 시 → [수료] 또는 [미완료]

Export to Excel

: 파일 오픈 시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는 에러가 아니며, 웹에서 생성된

파일과 엑셀 파일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된 확인 창입니다. →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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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습자별 학습현황 (Reports_Student Learning)
학습자 별 학습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port to Excel

을 누르면 엑셀로 학습현황 결과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학습자: 학습자 이름을 입력하고



부서 (학년): “부서(학년)”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학습자의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검색

을 누르면, 해당 “부서(학년)”의 학습자에게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부서별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그룹: “그룹’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해당 “그룹”의 학습자들에게 배정된 과제들에 대한 그룹별

학습 현황이 조회됩니다.


기간 선택: “학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학습한

술기(skill)들이 검색되고, 이 술기(skill)들에 대한 학습자들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과제 제목: 선택한 학습자에게 부여된 과제 제목



Skill 이름: 과제로 선정된 술기(skill) 이름



학습 담당자: 과제를 배정한 사람: “기관관리자/학장/강사 권한”



학습자: 선택한 학습자 이름



전체 조회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하위 메뉴를 열람한 횟수



전체 사용 시간: 학습자가 해당 Skill 에서 머물렀던 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 포함)
(※ 주의사항: 로그인 후 10 분 이상 아무런 작동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며, 학습 기록이 남지
않음. 모바일 접속 시에도 동일.)



테스트 응시 횟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 횟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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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평균 점수: 해당술기(skill)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횟수 동안 획득한 점수들의 평균
(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수료: 학습 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횟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테스트 미수료: 학습 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 미만을 획득하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횟수(학습담당자가 과제 배정 시 지정한 수료 점수가 없을 때는 N/A 로 표시됨).





체크리스트 등급:


체크리스트 비활성화 시 → [N/A]



체크리스트 활성화 시 → [수료] 또는 [미완료]

Export to Excel

: 파일 오픈 시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는 에러가 아니며, 웹에서 생성된

파일과 엑셀 파일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된 확인 창입니다. → [예] 선택

39

5.4. 자율 학습 현황 (Report_SelfLearning)
학습자에게 배정된 과제 이외에 학습한 내용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port to Excel

을 누르면 엑셀로 학습현황 결과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과제로 부여한 술기(skill)의 학습 내용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선택: “학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학습자들이

학습한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Skill 이름: 자율 학습으로 학습한 술기(Skill) 이름



자율학습 인원: 해당 술기(skill)을 자율 학습한 인원 수, 클릭 시 팝업 창으로 학생 명단 확인 가능



전체 조회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하위 메뉴를 열람한 횟수



평균 학습 시간: 자율학습으로 해당 술기(skill)를 학습한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



테스트 응시 횟수: 학습자가 해당 술기(skill)의 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 횟수



테스트 평균 점수: 해당 술기(skill) 테스트에 응시한 전체 응시횟수 동안 획득한 점수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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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ontents 별 학습현황 (Report_ContentViews)
전체 사용자가 열람한 술기 목록(skill list) 및 해당 술기(skill)의 조회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학습 및 자율학습 포함). 단, 술기(skill)를 열람한 학습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Export to Excel

을 누르면 엑셀로 학습현황 결과를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Skill 이름: 술기(skill) 이름 입력하고



기관: 소속기관이 조회됩니다.



기간 선택: “학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
자율학습으로 학습한 술기(skill)들의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조회 기간: “ 년/월/일” 단위를
선택하고

검색

검색

을 누르면 해당 술기(skill) 의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에 과제 학습 및

을 누르면,

해당 조회 기간 단위에 따라
학습현황이 조회됩니다.



날짜: 해당 술기(skill)를 학습한 날짜



기관명: 소속기관 이름



Skill 이름: 과제학습 및 자율 학습으로 학습한



페이지 조회 수


버전: 해당 술기(skill)의 버전



학습요약: 해당 술기(skill)의 “학습요약”





영상 학습: 해당 술기(skill)의 “영상학습”
조회 수

페이지 조회 수



이미지: 해당 술기(skill)의 “이미지” 조회 수

체크리스트: 해당 술기(skill)의 “체크리스트”



추가 학습: 해당 술기(skill)의 “추가 학습”

페이지 조회 수


테스트 제출: 해당 술기(skill)의 “테스트”
응시 횟수

술기(skill) 이름


테스트 조회: 해당 술기(skill)의 “테스트”

준비물품: 해당 술기(skill)의 “준비물품”
페이지 조회 수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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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kill 관리
6.1. 분과/카테고리 관리 (Specialty Management)
등록되어 있는 술기(skill)를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검색 편의 도모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과, 카테고리는 변경/수정/삭제가 불가능



신규로 등록한 분과/카테고리는 변경/수정/삭제 가능



신규로 등록한 분과/카테고리는 해당 기관 사용자만 확인 가능

[분과/카테고리 생성 방법]

1

1
12

추가 항목 선택 : [분과] 또는 [카테고리]

3
4
5

이름: 새로운 분과/카테고리 이름 입력

추가 버튼 클릭

업데이트 및 목록으로 돌아가기: 추가 및 결과 확인
순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정렬 방식” 클릭 하고, 해당 카테고리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정렬 순서
조정 가능. “뒤로”를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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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kill 관리
6.2.1. Skill 관리 플랫폼 설명
“Skill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술기 목록(skill list)이 나오는데, 상단(엘스비어 콘텐츠)과
하단(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으로 리스트가 나누어져 있다.
상단의 “엘스비어 콘텐츠”는 엘스비어에서 개제한 술기(skill)내용 원본이고,
하단의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는 기관이 “엘스비어 콘텐츠”를 편집/수정 하였던지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신규 추가한 술기목록(skill list)이다.

엘스비어 콘텐츠



정렬 기준: 한국어 ‘가나다’ 순 혹은 영어 ‘abc’순으로 skill 정렬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Skill 이름 (영어): 영어 이름 / Skill 이름 (한국어): 한국어 이름



분과: 각 술기(skill)별로 분과 지정이 되어 있음. 2 개 이상 분과 가능.



카테고리: 각 술기(skill)별로 카테고리 지정 되어 있음. 2 개 이상 카테고리 가능



버전:

ex) 1.01.000 : 엘스비어 편집 술기(skill)
1.00.001: 소속 기관 편집 술기(skill)



Active: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기관 공개 상태 (예-공개, 아니오-비공개)



마지막 수정일: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마지막 수정일



숨기기: 체크박스 선택 시, 술기(skill)을 수정하는 동안 그 술기를 일시적으로 불활성화 시킬 수 있음.
(편집 완료 후 체크 박스를 반드시 해지 해야 다시 활성화 됨)



노트

: 기본절차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기관 관리자”가 업로드 하면 생기는 공간.

(노트 탭의 이름은 “기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술기(skill) 마다 다를 수 있음.)


: 술기(skill) 편집/수정 선택 아이콘 ( 해당 술기(skill)이 과제 배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신버전의 술기(skill)을 생성할 수 없음).



비교: 술기(skill) 버전 비교 아이콘. 엘스비어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시, 비교버튼
최신버전을 채택할지 여부는 비교버튼

생성되며,

클릭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단, 해당

술기(skill)가 과제 배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신버전의 술기(skill)를 채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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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Skill 이름 (영어): 영어 이름 / Skill 이름 (한국어): 한국어 이름



분과: 각 술기(skill)별로 분과 지정이 되어 있음. 2 개 이상 분과 가능.



카테고리: 각 술기(skill)별로 카테고리 지정 되어 있음. 2 개 이상 카테고리 가능



버전: 해당 술기(skill) 의 버전
ex) 1.01.000 : 엘스비어 편집 술기(skill)
1.00.001: 소속 기관 편집 술기(skill)



Active: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기관 공개 상태 (예-공개, 아니오-비공개)



마지막 수정일: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마지막 수정일



노트

: 기본절차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기관 관리자”가 업로드 하면 생기는 공간.

(노트 탭의 이름은 “기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술기(skill) 마다 다를 수 있음.)


편집

: 술기(skill) 편집/수정 아이콘



버전 관리: 술기(skill)의 버전을 생성/공개/관리하는 곳



비교: 술기(skill) 버전 비교 아이콘. 최신버전을 채택할지 여부는 비교버튼

클릭하여

기관에서 결정 (단, 해당 술기(skill)가 과제 배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신버전의
술기(skill)을 생성할 수 없음).


삭제: 기관에서 편집한 스킬을 삭제하면 엘스비어 오리지날 콘텐츠로 내용이 원상복귀되어
개시됨.

※ 각 기관에서 엘스비어 콘텐츠를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엘스비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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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기존 술기(skill) 편집/수정 관리
엘스비어에서 제공되는 570 여개 술기(skill) 의 내용을 편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술기(skill)는 새로운 버전을 부여 받고, 기존의 술기(skill)와 구별되게 됩니다.
※ 각 기관에서 엘스비어 콘텐츠를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엘스비어에 있습니다.

[기존 술기(skill) 편집 방법]

1

키워드/분과/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편집하고자 하는“엘스비어 콘텐츠”를 선택한다.
(※ “숨기기” 체크 시, 수정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술기(skill)를 불화성화 시킬 수 있으나, 수정 완료
후 에는 체크 박스를 반드시 해지해야 다시 활성화 된다.)

2

선택한 술기(skill)의 우측 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 해당 술기(skill)가 과제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콘 클릭하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즉, 과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술기(skill) 내용을 변경 할 수 없다).


해당 술기(skill)가 아래 “엘스비어 콘텐츠”에서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쪽으로 내려간다.
① 엘스비어 콘텐츠 에서는 해당스킬의

아이콘은 사라지고, 제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②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에서는 편집 가능한 술기(skill)로 새롭게 술기가 생성된다.
해당 술기(skill) 우측 끝에는
(

노트

편집

삭제

아이콘이 나타난다.
버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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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아이콘 클릭 후 “일반-학습요약-체크리스트-준비물품-테스트-데모-이미지-추가

내용-분과/카테고리-관련 Skill” 내용을 입력한다. (→[6.2.4. Skill 콘텐츠 편집 절차] p 49 참고)

4

버전관리

아이콘 클릭 후 신규 버전 술기(skill) 생성 및 개시 결정해야 학습자들이 편집/수정한

스킬을 구독할 수 있다. (→[6.2.6. 콘텐츠 버전 관리] p63 참고)

5

첨부자료 업로드 필요 시, “노트”

아이콘 클릭 후 첨부자료 설명 입력하고, 다운로드 탭에서

자체 추가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6.2.5. Note tap 생성 및 편집 기능] p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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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신규 술기(skill) 추가/ 편집/수정 관리
새로운 술기(skill) 을 추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술기 생성 시, 새로운 버전 생성됨)
*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문제는 해당 기관에 귀속됩니다.

[신규 술기(skill)추가 방법]

1

“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에서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술기(skill)을 형성하는

페이지로 이동

2

새로운 술기(skill)의 “일반” 정보를 입력한다.



Skill 제목 (영어):영어 이름



Skill 제목 (한국어):한국어 이름



키워드: 검색 키워드.“,”로 구분



Active: [예]- Skill 활성화, [아니오]Skill 비활성화



버전: 편집하고 있는 현재
술기(skill)의 버전



간호 알림 서비스 포함: [예]- 간략한
술기(skill)설명을 “스킬 학습”에 표시하고자 할
때 → “간호 알림 서비스”에 설명 내용 입력,
[아니오] – 내용 무



요약: 술기(skill)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일반”탭 내에 표시할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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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클릭하면 새로운 술기(skill)가 생성된다.

업데이트

“일반-학습요약-체크리스트-준비물품-테스트-데모-이미지-추가 내용-분과/카테고리관련 Skill” 내용을 입력한다. 세부 항목은 (→ [6.2.4. Skill 콘텐츠 편집 절차 p51] 참조)

5

버전관리

아이콘 클릭 후 신규 버전 술기(skill) 생성 및 개시 결정해야 학습자들이 편집/수정한

스킬을 구독할 수 있다. (→[6.2.6. B. 버전 관리] p62 참고)

6

첨부자료 업로드
필요 시, “노트”
아이콘 클릭 후
첨부자료 설명
입력하고, 다운로드
탭에서 자체
추가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6.2.5. Note
tap 생성 및 편집
기능] p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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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Skill 콘텐츠 편집 절차
술기(skill)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술기 내용 구성 항목 탭들]
“일반, 학습요약, 체크리스트, 준비물품, 테스트, 데모, 이미지, 추가내용, 분과/카테고리,
관련 Skill”
주의사항!!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주의사항!! 과제 배정중인 술기(skill)의 경우, 해당 술기(skill)의 “일반” 탭 만 수정 가능합니다.

4-1) 공통 버튼 설명
?
○
?

아이콘 클릭 시, 추가 설명 나타남
Skill 삭제

: 클릭 시,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에서 “엘스비어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고 버전 1.00.000 원본만 남게 됨.

미리 보기
신규 버전
취소

업그레이드

: 편집한 내용을 “Skill 학습”화면에서 확인
: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편집하고자 할 때 클릭
: 편집 화면 에서 나가고자 할 때, 즉, “Skill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클릭
: 각 페이지 마다“업데이트”버튼을 눌러 주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됨(* 중간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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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 ( 술기(skill)의 기본 정보 등록)
o

Skill 제목 (영어)* :영어 이름

o

Skill 제목 (한국어)*: 한국어 이름

o

키워드: 검색 키워드.“,”로 구분

o

Active: [예]- 술기(skill) 활성화, [아니오]- 술기(skill) 비활성화

o

간호 알림 서비스 포함:
[예]-술기(skill)학습에서 상단에 간략한 설명 표시하고자 할 때 선택 → “간호 알림
서비스”에 설명 내용 입력
[아니오] – 내용 무

o

요약: 술기(skill)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일반”탭 내에 표시할 내용 기재

o

버전: 편집하고 있는 현재 술기(skill)의 버전

o

업그레이드

클릭하여 저장하고,

미리 보기

4-3) 학습요약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업데이트”버튼을 눌러 주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 중간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클릭 하여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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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체크리스트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o

항목별로 입력하고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다.

o

소스: 화면 아래 위치한 “소스” 박스에는 실습자/ 평가자 서명 및 참고문헌이 기재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 입력

o

업그레이드

클릭하여 저장하고,

미리 보기

클릭 하여 내용 확인.

[체크리스트 순서 변경방법]

① 숫자 앞 빈 공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과 같이 아이콘이 나타남.
②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drag 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
(* 숫자는 자동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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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비물품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업데이트”버튼을 눌러 주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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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테스트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내용 입력 후에는

추가/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 주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테스트 질문은 한 개씩 업로드 됩니다.

o

형태: “다중선택”,“True/False”및“예/아니오”형태의 문제 양식을 선택할 수 있음

o

질문: 테스트 질문 입력

o

답변 A/ 답변 B/ 답변 C / 답변 D: 선택지 입력

o

추가적인 답변: 선택지 추가

o

정답: 답안 표기

o

이론적 해석: 문제에 대한 해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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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데모

참고 동영상 자료를 업로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SWF, FLV, XML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 방법]
① “비디오 업로드” 선택

② 미디어 유형 : 비디오, 애니메이션 중에 선택
③ 각 화면의

Brows
e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 선택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 확장명 = SWF / 자막 파일 확장명 = XML
비디오: 동영상 파일 확장명 = FLV / 자막 파일 확장명 = XML
* 자막(XML)은 선택 항목입니다.
* 자막을 넣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목란에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하세요.
* 파일 전환이 필요하신 경우(AVI, MPG, MP4, 등의 파일)에는 포탈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전환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5

업로드

④ 파일을 선택한 후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업로드 진행 (컴퓨터 사항에

따라 수 초~ 수 분이 소요)
⑤ 업로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자막이 표시됨
* 자막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자막 표시 되지 않음.

⑥ 하단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

[기존 동영상 수정 방법]

①

수정

삭제 아이콘을 선택하여 동영상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가능

②

수정 아이콘을 선택 시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의 과정 화면으로 이어짐.
([6.2.4. Skill 콘텐츠 편집 절차] → [ 4-7) 데모] 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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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이미지

o

“큰 이미지가 필요합니까?”체크 시 이미지 자동 확대 기능 제공
(단, 확대 시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o

반드시 제목 및 캡션을 입력해야 합니다.
캡션은 html 코드를 이용하여 줄 변경 및 굵은 글씨, 등의 효과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 굵은 글씨 코드 <b></b>)

o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
(*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문제는 해당 기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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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추가 내용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내용 입력 후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중간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4-10) 분과/카테고리
o

Skill 의 분과/카테고리를 등록 또는 수정

o

중복 지정 가능

o

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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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관련 Skill
o

술기(skill) 학습 시 추가적인 학습이나 참고가 필요한 스킬을 링크하는 기능

o

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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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Note tap 생성 및 편집 기능


각 술기(skill)마다 부가내용을 올리는 Note tap 을 생성 및 편집 하는 방법입니다.



“엘스비어 콘텐츠”,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모두에서 Note tap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 Note tap 생성 및 편집 방법]
1

1

2
3

노트 아이콘을 클릭한다.

탭 이름: 기관관리자가 Note tap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
“노트 설명”: 노트 내용을 기재 후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

* 워드 또는 한글에 미리 작성 후“붙여 넣기”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탭이 형성되지 않고, 엑셀 PPT 워드 등의 파일을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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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데이트 클릭 전 “다운로드” 탭 화면

② 업데이트 클릭 후 “다운로드” 탭 화면



표제: 제목 입력



업로드 파일:
버튼을 누른다.

3

클릭하여 업로드 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탭으로 가서, 표제를 입력하고, 업로드 파일을 선택(엑셀, PPT, 워드 파일 등) 후
업로드

4

Brows
e

미리보기
있습니다.

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킬학습 화면에서 노트탭의 생성 내용을 미리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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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콘텐츠 버전 관리


각 기관에서 엘스비어 콘텐츠를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엘스비어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버전의 스킬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통해 원하는 버전의 스킬을
선택하여 게시합니다.
A. 비교버튼
엘스비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어 새로운 버전이 게시 될 때 비교버튼이 생성된다.
첫째, 이
이 Skill
Skill 이
을 기관에서
기관에서 편집/수정한
편집/수정하지
않았다면,
첫째,
Skill
이 아니라면,

“엘스비어
콘텐츠”에
남아남아
있기있기
때문에
“엘스비어
콘텐츠”에
비교버튼이
생성된다.
“엘스비어
콘텐츠”에
때문에
“엘스비어
콘텐츠”에
비교버튼이
생성된다.
둘째, 이
이 Skill
Skill 이
이 기관에서
Skill
이라면,
둘째,
기관에서 편집/수정한
편집/수정 중이
Skill
이라면,
 아래쪽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에서
비교버튼이
생성된다.
 아래쪽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에서
비교버튼이
생성된다.
 “ 엘스비어 콘텐츠” 에서

비교버튼이 나타난 경우: 최신 엘스비어 버전과 기존 엘스비어버전

콘텐츠를 비교하여 원하는 버전을 부분 선택하여 게시한다.

 “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에서

비교버튼이 나타난 경우: 최신엘스비어 버전과 기존에

사용중인 기관 콘텐츠 버전을 비교하여 원하는 버전을 부분 선택하여 게시한다.

비교버튼”들
버튼 클릭
시,시,
위의 “비교
클릭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엘스비어의
엘스비어의 최신버전을 게시할
최신버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최신버전 선택
 취소 버튼: 기존버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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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버전관리
 위치: [Skill 관리]- [Skill 관리]-[기관에서 수정한 콘텐츠]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에 버전관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 에 있는 Skill 들은 “엘스비어 콘텐츠”에서

버튼을 눌러

수정 가능하게 된 Skill 들 입니다.)
 “기관에서 수정된 콘텐츠”의 버전 관리
 한 개의 Skill 을 가지고, 기관에서 편집/수정을 하여 여러 버전의 Skill 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버전의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게시할지 버전관리에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단,
동일한 콘텐츠의 여러 버전을 동시에 게시할 수는 없음).
 신규 버전 Skill 생성 시 주의할 점
버전관리 들어가서 생성 및 개시 결정해야 학습자들이 해당 Skill 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1

버전관리
(

아이콘을 클릭한다

아이콘 위로 마우스 올려 놓으면 “버전 관리” 이름 나옴).

클릭



버전: 해당 술기(skill) 의 버전
ex) 1.01.000 : 엘스비어 편집 술기(skill)
1.00.001: 소속 기관 편집 술기(skill)



최초 제작일: 해당 버전의 술기(skill)이 처음 제작된 날짜



마지막 수정일: 해당 버전의 술기(술기(skill))이 마지막 수정된 날짜



댓글: 해당 버전의 술기(skill)에 대한 설명 간략히 입력



편집상태: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을 출시(publish)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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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 → “생성 완료” 검정글씨로 바뀜)


Active: 생성 완료된 해당 버전의 술기(skill) 를 기관에 공개할지 여부 선택 [공개(Y), 비공개(N)
선택]

2

편집이 완료된 스킬이라면 “생성 수락” 버튼을 누른다.



“생성 수락”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해당 버전의 술기(skill)는 수정 편집 가능하다.



그러나, “생성 수락”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더 이상 편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는지를 묻는 창이 뜨게 된다.

OK 클릭 시, “생성 완료” 검정글씨가 나타나며, 이때부터는 해당 버전 술기(skill) 편집이
불가능하게 된다.

3

“생성 완료”된 스킬이고 기관에 공개하고자 한다면, “Active”로 가서 “공개(Y)”를 누른다.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N)인 상태 그대로 두면 된다.

4

해당 스킬 버전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다면 “댓글”에 내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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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관 관리자
기관의 구독 정보, 사용자 정보 확인 및 수정 메뉴

7.1. 기관 관리(Management_Institution)
기관의 등록 정보 확인



코드: 기관 코드





기관: 등록된 기관 명칭



주소: 기관의 등록된 주소



IP 대역: 현재 Nursing Skills 를 로그인

메뉴로 이동


부서목록 확인: [부서(학년) 관리]
메뉴로 이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IP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 목록 확인:
[사용자 관리] 메뉴로 이동



Active: 현재 구독 여부



전체접속: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구독 Skill 보기: [구독 관리] 메뉴로
이동

여부


[로고 수정 방법]

[Choose File: 로고 파일 선택] →

학습그룹 정보 확인: [그룹 관리]

업로드

→

업데이트

수정: 로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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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구독관리 (Management_Subscription)
구독 현황 확인 가능



형태: 현재 구독 형태.“무료 사용”또는“구독”



신규 Skill 최대 개수: 신규 또는 수정 할 수 있는 총 술기(skill) 개수



구독 시작일 ~ 구독 만료일: 구독 기간



전체 접속: 엘스비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접속 여부



상태: 구독 상태“구독중”“, 만료”



A/B/C/D 구독 세부 사항
▶ A: 스킬 수정 가능/불가능

▶ B: 동영상 업로드 가능/불가능

▶ C: 카테고리 생성 가능/불가능

▶ D: 분과 생성 가능/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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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용자 관리 (Management_User)
등록된 사용자 기관,역할,이름,그룹,부서, 사용자 ID 별로 검색 가능



수정

버튼 클릭 시,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직책, 부서, 그룹 및 Acteiv 형태 수정

가능



사용자 삭제/ 추가 불가합니다.



신규 사용자 등록 및 신학기 학적 변경(학년, 분반, 휴학, 군입대, 자퇴, 퇴학, 등) 시에는 엘스비어
담당자에게 지정된 양식(엑셀)에 맞추어 사용자 명단을 주시면 등록 및 수정을 도와드립니다.

[사용자 정보 수정 방법]


사용자(학생)가 비밀번호 분실 시 본 페이지에서 변경 부탁 드립니다.


비밀번호 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 [9.4.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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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서 관리 (Management_Department)
학습자의 부서 및 학년 관리



부서를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 삭제 시 기존 부서에 부여되어 있던 과제에 대한 수료 여부 확인은 가능하나, 내용 수정은 불가합니다



과제 진행중인 그룹은 수정 삭제 불가합니다.

수정

삭 제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부서 추가/수정 방법]
부서선택→학습자 선택(“이용 가능한 학습자” 에서” 학습자 배정” 쪽으로) → 그룹 선택 (“이용 가능한
그룹”에서 “그룹 배정”쪽으로) → Active 선택 → 업데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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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그룹관리(Management_Group)
학습자의 그룹 관리



그룹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삭제 시 기존 부서에 부여되어 있던 과제에 대한 수료 여부 확인은 가능하나, 내용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룹 관리 방법]
그룹선택→학습자 선택(“이용 가능한 학습자” 에서 “할당된 학습자” 쪽으로) → Active 선택→업데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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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사항
[과제 배정 관련]


과제 배정 중인 술기(skill)는 편집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노트탭 생성 및 편집은 가능)



과제 생성 후 진행중인 과제의 경우 시작날짜는 고정되고 기한연장은 가능합니다.



과제 생성 후 진행중인 과제의 경우, 수료를 위한 점수 조정이 가능하나, 조정 시 이전 수료 기준점수로
수료 처리된 내용은 조정이 안됨.



기한 만료된 과제의 경우, 기간 연장 및 모든 과제배정 수정 불가능함.



강사 권한으로 과제배정 한 경우, 배정한 강사 본인의 배정 과제 이외의 타인 배정과제 열람 불가함.



기관관리자가 그룹/부서 생성,삭제 및 조정 가능하나, 과제 배정된 그룹/부서를 삭제/조정하고자 할 때는
불가

[술기(skill) 관리 관련]



수정된 스킬 삭제 시, 원본 스킬이 다시 “엘스비어 콘텐츠”에 게시됩니다.

[과제 현황 관련]


로그인 후 10 분 이상 아무런 작동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며, 학습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모바일
접속 시에도 동일)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의 도구-> 옵션 -> 쿠키 삭제



새로 고침(F5)



위의 방법으로도 로그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엘스비어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02-6714-3000)
 Mobile 학습 시 간혹 학습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버그가 수정 될 때까지 과제는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 주세요.

[비밀번호 분실 시]


병원(기관)간호사 -> 간호교육부



간호대학 학생 -> 간호대학 조교선생님



Contents 및 기타 문의


nursingkr@elsevier.com



02-6714-3000



과제 공지 메일이 수신 되지 않을 경우 스팸 메일 함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lsevier.com 을 스팸 등록 시 과제 공지 메일 및 CS 관련, 등 엘스비어의 모든 메일이 발송 되지
않습니다. 특히, nate, daum, naver 계정 mail 은 자동필터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수신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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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rouble Shooting
9.1. 로그인 불가
9.1.1. 로그인 버튼 또는 링크가 보이지 않아요.


새로고침 (F5,

) 또는 compatibility view

클릭

9.1.2. ID, 비밀번호, 기관코드를 모두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쿠키, 임시파일 등 삭제 후 익스플로러를 재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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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인터넷 임시파일, 등의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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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인터넷 임시파일, 쿠키, 등을 삭제하고 익스플로러를 재실행 했음에도 로그인이
안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a) 기관 컴퓨터일 경우 방화벽의 유무를 확인하신 후, 방화벽 사용 중이실 경우 기관의 전산팀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b) 컴퓨터를 재부팅 합니다.
c)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로그인.
d) 지속적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의 이메일로 아래사항을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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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Internet explorer error
9.2.1. 404 Not Found
 서버에 대한 요청이 실패한 경우 발생하는 에러로 사용자의 PC 문제로 인해 발생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URL 을 항상 UTF-8 로 보냄” →
“적용” →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 컴퓨터 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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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Run time Error
 사용자 PC 의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충돌에 의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해결 방법


바이러스 치료 및 프로세스 정리: 백신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클린 프로그램, 등 사용



모든 프로그램 및 익스플로러 창을 닫은 후 재실행



IE 및 Flash player 재설치

9.2.3. 기타 익스플로러 에러 발생 시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 후 버전 8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재설치 및 컴퓨터 재부팅



윈도우 재설치



컴퓨터 제조사 또는 인터넷 공급업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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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학습기록 error
9.3.1. 학습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하지 않고 기관 IP 에서 학습 시,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10 분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었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되어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모바일 접속 시 멀티태스킹으로 10 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되어
학습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9.3.2. 과제 수행 기록 또는 학습기록 조회 시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 되거나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제의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여 조회
 조회 기간을 1 달 단위로 최소화하여 조회

78

9.4.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기관관리자메뉴에서 “사용자관리” 선택



Active: ID 이용 가능



수정 버튼 누른다.



비밀번호: 수정 가능 (학생 비밀번호 분실 시 관리자 권한 로그인 후 변경하여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성명: 수정가능



이메일 주소: 수정가능



직책, 역할: 수정 가능



학습부서 및 학습그룹: 수정 가능



수정 후 반드시 “업데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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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ontents 오류


Content 의 내용 상 오류, 정답 이상, 동영상 이상, 등의 문제


이메일: nursingkr@elsevier.com



이메일에 해당 contents 의 정확한 제목, 오류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유선: 02-3714-3000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