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a)

나사렛 교단
평생학습 등록소
등록소 이용방법 (https://learning.nazarene.org)
스텝 1: 이용자가 자신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사이트가 그
이용자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 이용자는 원하시면 아무 때나 웹 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서든지
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메뉴에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이트가 언어 선택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입력한 모든 로그인 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이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텝 2: 각 이용자는 등록 페이지에서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정보와 도움이 되는 간략하고 유용한 설명과 정의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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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페이지 입니다.
자신의 지구를 선택하고 “연회” 메뉴를 선택하면 그 지구에
속한 연회들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분(안수 받음, 연회 인정전도사, 해당 없음)을
표시합니다. 연회나 지구 리더십은 이용자가 입력한 것을
연회의 안수 교역자와 인정전도사 공식 명부와
대조함으로써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은
사역자 신분이 아니지만 등록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연회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스텝 3: 로그인 하면 이용자의 평생 학습 활동이
나타납니다. 이용자가 등록소를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면 “기록 추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기록 추가”를 선택하면 이용자가
참석한 학습 활동의 기본적 구체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록 추가” 페이지에는 유용한 설명이 나타나 평생 학습
시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설명해 주고
그러한 시간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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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추가 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행사 명 (예를 들어, “예배 인도”
또는 “슬픔에 잠긴 가족 돌보기”)
• 행사 시작일과 종료일 (펼침 메뉴가
나타나 날짜를 쉽게 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행사 설명 (이용자 자신의 말로
입력하거나 행사 주최자의 설명을 입력할 수
있음)
•

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한 기관 명

•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용자가
보고하는 평생 학습 시간 수
• 펼침 메뉴에서 선택하는 행사의 종류
(컨퍼런스, 세미나/교실, 화상 세미나, 교육
준비, 도서 스터디 그룹, 온라인 오디오/동영상,
기타)
• 그 행사의 학습 중점 – 내용, 상황, 능력,
인격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음)

스텝 4: 적어도 한 개의 행사를
입력하면, 이용자가 등록소에 입력한
모든 평생학습 행사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용자는 선택한 날짜
범위의 보고를 언제든지
다운로드하고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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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5: 메뉴에서 도움을 선택해 등록소 이용과 평생 학습에 대한
질문의 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텝 6: 이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이용자 계정을 업데이트 할 때 아이폰에
연회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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