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A eBook 입력코드 시작 및 실행하기 eBooks.heart.org 

1 단계: AHA eBook 스토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언어변경 제출 후 로그인 버튼 클릭 eBooks.heart.org 

 

2단계: 로그인 혹은 등록: AHA 계정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the 

AHA Instructor Network or My.Americanheart.org). 로그인에 성공하면 본인의 eBook 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3단계로 이동하시거나 혹은 계정 등록을 원한다면 2A-2B 단계를 보시오. 

2A: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New User? Create 

an account 클릭후 2B 처럼 입력 

2B: 등록하기 화면에서 당신의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기간과 개인정보보호정책 승인 

후 송신버튼을 클릭하세요. 

 
 

https://ebooks.heart.org/
https://ebooks.heart.org/


  

3단계: 전송 클릭 후, AHA eBook 책장 페이지로 가거나 혹은 페이지 상단 우측의 책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책장페이지에 있다면 “할당”(Redeem Access Code) 버튼을 클릭하세요.   

 

4단계: 아래처럼 “할당”(Redeem Access Code)에 받으신 코드를 입력하세요. (빈칸 없이 코드는 

대문자입력). “할당”(Redeem Access Code)버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책자를 책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eBook 스토어에 로그인하는 동안 일본어, 폴란드어, 한국어 전자 책은 귀하의 책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컴퓨터에서 iPublishCentral Reader apps. 에 로그인 한 후, 일본, 폴란드어, 한국어 전자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코드 할당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책장을 확인하거나 전자 도서가 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PublishCenter 리더를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수정된 문제입니다. 

 



  

구매한 eBook 액세스: 

 

귀하는 4가지 방법으로 ebook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한 온라인 상태(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등) 

 테블릿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온라인 상태(Safari, Google Chrome 등) 

 테블릿 앱을 사용한 오프라인 (먼저 본인 장치에 앱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본인의 컴퓨터에 iPublishCentral Read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오프라인 상태 (먼저 본인이 앱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본인의 eBook에 액세스 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Download and Reading 

Instructions”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 일본어, 폴란드어, 한국어 전자 책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읽을 수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eBook 스토어 책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컴퓨터에서 iPublishCentral Reader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 한 후에 표시 될 것입니다. 

 
 
 

구매한 eBook 다운로드 및 읽기: 

 

계정 로그인 

 

계정 인증은 https://ebooks.heart.org/ 본인 모바일 장치의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계정입니다.  

본인 모바일 앱에서 본인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구매가 성공적으로 동기화하기 위해 

https://ebooks.heart.org/에서 만든 계정과 동일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다운로드와 읽기 가이드: 

 

주의: 당신은 일본어, 한국어 혹은 폴란드어 전자 책을 가지고 있다면, 오로지 iPublishcentral Reade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구매한 eBook 컴퓨터에서 읽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구입 한 전자 책을 다운로드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전자 책은 컴퓨터 온라인 상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내 책장에서 iPublishCentral Reader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 (다음 가이드 참조). 

 2. iPublishCentral Reader 및 Adobe AI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3. 본인의 AHA eBook의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AHA eBook의 웹 사이트의 본인 액세스 정보와  

    계정 URL을 위해 http://ebooks.AHA.org 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프라인 보기를 위해 귀하의  

    모든 내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ublishCentral Reader 다운로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구입한 전자 책 구입(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의 PC / Mac에 iPublishCentral Reader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본인의 AHA eBook 웹사이트에서 만든 본인의 AHA eBooks 계정으로 로그인. 

2. 상단에서 "Download App" 버튼을 클릭합니다. 귀하의 컴퓨터에 iPublishCentral Reader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절차의 페이지로 변경됩니다. 

 

  3. “다운로드” 아래 iPublishCentral Reader의 이미지를 클릭 후 “지금 설치” 를 선택합니다. 

 

 

4.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다운로드가 성공 후, 본인 컴퓨터에 iPublishCentral Reader 를  

    열려면 iPublishCentral Reader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http://ebooks.aha.org/


  

 
5. 로그인 화면은 화면이 열릴 때 표시됩니다. 

  6. 다음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a. 구매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b. iPublishCentral Reader에 로그인하기 위해 본인의 AHA eBook 등록에 사용된 로그인 인증을  

      사용합니다. 

     c. 사용자 이름란에 사용자이름을 입력합니다. 

     d. 암호 란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e. Sign In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 만약 로그인 인증이 올바르지 않으면, “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사이트정보” 라고 표기됩니다. 

  7. 성공적으로 Sign In 후, 온라인에서 구매한 전자 책들은 iPublishCentral Reader의 책장에  

     동기화 될 것입니다. 

  8. 당신이 읽고 싶은 전자 책 옆의 다운로드 버튼를 선택합니다.  

  9.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다운로드 버튼에 Read가 표시 될 것입니다. 본인의 eBook을 열려면 Read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iOS (애플) 장치에 당신의 전자 책을 읽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Apple 장치에 구입 한 전자 책을 다운로드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장치에서 App Store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검색 창에 "AHA eBook"을 검색하십시오. (링크) 

  2. 다음 AHA eBook reader apps 클릭 후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선택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AHA eBook의 웹 사이트에서 본인의 전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합니다. 

  4. 본인의 구매 한 전자 책은 책장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 보기를 위해서 당신의 장치에 본인이 읽기 위해 다운로드 한 eBook을 탭 하십시오. 

6. eBook을 보기 위해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eBook을 탭 하십시오. 

 

https://itunes.apple.com/WebObjects/MZStore.woa/wa/viewSoftware?id=734453806&mt=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Android 장치에서 본인의 전자 책 읽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Android 장치에서 구입 한 전자 책을 다운로드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본인의 장치에서 Google Play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검색 창에 "AHA eBook '을 검색. (링크) 

  2. 다음 AHA eBook Reader apps 클릭 후 본인의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를 선택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을 연후 AHA eBook 사이트에 본인의 전자 책 구매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합니다. 

  4. 귀하가 구매 한 전자 책은 책장 아이콘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장치에서 오프라인 보기와 그 책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eBook을 탭 하시오. 

6.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eBook을 탭 후 읽으십시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mpelsys.aha.android.ebookstore&hl=en_G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HA 전자 책 리더 응용 프로그램:  

 

iTunes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사용 가능한 AHA eBook reader apps을 무료로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와 테블릿을 통해 온라인 전자 책, 오프라인 혹은 언제든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무료 AHA eBook reader 에 액세스 하기 위한 절차는 AHA eBook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기기 요구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HA 전자 책,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PC / Mac에서와 iOS 및 Android 장치에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은 AHA 전자 서점의 FAQ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HA 전자 책 기술 지원은 URL: https://ebooks.heart.org/staticcms/contactus에서 AHA의 전자 서적 스토어의 

지원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AHA 전자 책 연락처에 관한 질문 및 기술 지원의 경우: 

이메일: AHA.support@ipublishcentral.com 

채팅: 실시간 채팅 지원은 가능합니다. 

평일 8:00 AM CDT 부터 오후 6:00 CDT 

평일 9:00 AM EDT 부터 오후 5:00 EDT  

실시간 에이전트 사용을 위해 웹 페이지 우측 하단에 "채팅" 탭을 보시오. (URL: 

https://ebooks.heart.org/staticcms/contactus).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채팅이 용이하며 연결을 위해 장치 

사용시 채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기술 지원 담당자과 연결이 안될 시, 귀하가 제공 할 수 있는 다른 세부 사항/스크린 샷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등록 된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위의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가이드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보와 고객을 위한 리소스는 AHA eBook 스토어의 연락처 섹션에서 가능합니다. 

https://ebooks.heart.org/staticcms/support 

https://ebooks.heart.org/staticcms/contactus
mailto:AHA.support@ipublishcent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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