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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목차를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e-Histology
e-Histology는대한해부학회와

범문에듀케이션이만든조직학실습

교육솔루션 입니다.

학회를중심으로국내의저명한

조직학전공 교수진들이참여하여, 

인체조직학전반의필수 자료만을

엄선하고이를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제한된실습시간및 실습환경으로

인해부족했던 교육여건을이를통해

효과적으로개선할수 있습니다. 



2 3 4

1

5

Main Page
계약된회원이로그인을 하면,

처음으로보여지는페이지입니다.

1. 해당부분에는구독만료일이표시됩니다.

2. e-Text는기존 e-Book에서한단계진화한

Multi-Media e-Book 형태입니다. 엄선된

핵심만을요약하여짧은시간내에효과적

인개념정립이가능합니다.     

3. Color Atlas는 조직학전반의주요모식도

와이미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책의한

계를넘어디지털의특성을살린최적화된

이미지를제공합니다.

4. Virtual Slide는오프라인에서이루어지는

실습환경을온라인으로 옮겨놓은형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Instructor Resource는 교수자가강의에

활용할수있는자료들로구성되어있습니

다. 



Main Page
6. Services는 이용자가이드와사이트맵의

이용이가능합니다.

7. 검색기능을통하여 찾고자하는내용을

검색할수있습니다.

8. 자물쇠를버튼을클릭하면보이는사용자

정보화면입니다. 사용자정보에서는접속

형태및서비스만료예정일을확인할수

있습니다.

9. 해당버튼을누르면My page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0. 해당버튼을누르면로그아웃됩니다.

8홍길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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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통해구독중인 고객의경우, 

개인계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1. 해당버튼으로개인계정신청페이지로

이동이가능합니다.

2. 항목별로빠짐없이작성해주시고, 제출

하기버튼을누르면,작성해주신 e-mail

계정으로개인계정승인관련안내메일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발급받은계정으로 동시접속은불가하며, 

부당이용에관한 징후포착시

이를별도의고지없이차단할수있습니다.

1

2

개인계정신청



e-Tex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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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의목차입니다.                              

선택하시면, 해당챕터로이동할수

있습니다.

2. 선택하신챕터의제목입니다.

3. 부제목으로선택하시면, 해당내용으로

바로가기가가능합니다.

4. 학습하시는내용에 대한스크랩, 수정요청, 

공유하기를할수있습니다.

5. Top 버튼을누르면학습중인페이지의

가장위로이동이가능합니다.

6. 챕터별로요약된이론내용을제공합니다.  

이미지와함께학습이가능하며마우스

오버시, 이미지에대한설명도확인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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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xt (2)
임상응용은 e-Text의 내용중심화학습에해당

하는내용입니다.

7. 해당버튼을클릭하면, 해당챕터와관련된

임상응용의리스트가 펼쳐집니다.

8. 펼쳐진리스트중 학습하고자하는내용을

클릭하면해당내용으로임상응용부분이

바뀝니다. 현재학습중인내용은회색으로

표시됩니다.

9. 페이지하단의좌,우화살표와이전챕터,   

다음챕터의제목이쓰여있고,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가운데의 Top 버튼을누르면학습중인

페이지의가장위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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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Atlas (1)
1. 목차를선택하시면, 해당챕터로이동할수

있습니다.

2. 이미지마다제목을함께확인할수있고, 

확인하고싶은이미지를선택하시면상세

페이지로이동합니다.

3. 상세페이지에서해당카테고리내에

포함된다른이미지로빠른이동이가능

합니다. 현재보고있는페이지는회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4. 이미지의제목과영문명, 그리고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마우스를가져가

면자동으로돋보기기능이실행되며해당

부분의이미지가확대되어보여집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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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Atla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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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아이콘을클릭하면, 확인해야할부분

의전체내용이나타납니다.

6. 이미지의확인해야할부분에대한리스트

입니다. 글자앞의푸른색글씨를누르면

해당부분에대한표시를이미지에서확인

할수있습니다.

7. 해당이미지에대한부연설명을확인할수

있습니다.

8. 메모장버튼을클릭하면별도의창에서

메모를작성할수있습니다.                          

해당기능은모든페이지에서이용할수

있고, My page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9. 제목, 내용을입력하면해당페이지의링크

와메모가등록되고, 메모한내용과리스트

들은My Page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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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Slide (1)

1

1. 좌측목차를선택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할수있습니다.

2. 해당버튼을누르면 Virtual Slide가 별도

창으로실행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설명)

3. 해당버튼을누르면 Slide에대한해설

동영상이실행됩니다. 동영상이없는경우

해당버튼은보이지않습니다.

4. 해당버튼을누르면확인해야할구조물리

스트가표시되고, 해당내용은새창에서

실행되는 Virtual slide 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5. 확인해야할구조물의팝업창입니다.     

해당창의우측하단부분에서도 Virtual 

Slide와동영상을 실행할수있습니다.

6. 실행된동영상화면입니다. 영상우측의

확인해야할구조물에대한리스트클릭시

설명의바로가기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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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Sli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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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옵션툴바를통해전체화면보기, Virtual 

Pointer, 인쇄하기등다양한기능을활용

할수있고, 보안의문제로이용이불가능

한일부기능도있습니다.

8. 조직슬라이드의썸네일을제공하며보고

있는위치가썸네일에표시됩니다. 

9. 슬라이드의확대 시, 현재의슬라이드의

배율을확인할수있고, 최대 400배 까지

확대가됩니다.

10. 확인해야할구조물의리스트와해당리스

트의썸네일을통해학습자가스스로슬라

이드를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를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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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Resource

1

2

3

Instructor Resource는 교수자를위한전용

메뉴로별도부여되는 Instructor용 계정이

있어야이용하실수있습니다.

1. 좌측목차를선택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할수있습니다.

2. 개별파일이아닌해당카테고리에서

보여지는모든이미지를 Indication 있는

이미지와없는이미지로선택하여, 

한번에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3. 마우스를이미지위에올리면해당이미지

에대한 Indication 있는이미지와없는

이미지를다운받을수있습니다.



Services

1

2

1. User Guide 메뉴를선택하여이용자

가이드를다운받을수있습니다.

2. Site Map 메뉴를 선택하여웹사이트의

구성을확인할수있고, 리스트를선택

하여, 원하는페이지로바로이동할수

있습니다.



My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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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랩페이지로이동하여, 콘텐츠를이용

하면서스크랩했던내용들을확인할수

있습니다. 

2. 콘텐츠를이용하면서메모했던내용들의

리스트를확인할수있습니다. 

3. 수정요청현황페이지로이동하여, 

콘텐츠를이용하면서수정을요청했던

내용들의리스트를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당 이용자가이드는 학습자및 교수자를

위한 안내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원활한이용이불가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 02-2654-5131 (318)

계약 관련 : 02-2654-5131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