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KINVIA
학생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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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VIA란 무엇인가?
MackinVIA는 학생들에게 전자책, 따라 읽기, 오디오북,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디지털 자원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트
관리 시스템으로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MACKINVIA에 로그인하기
1.
2.
3.

웹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구글 크롬을 권장함.
https://launchpad.classlink.com/fcs로 찾아가십시오.
FCS(풀톤 카운티 교육청)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Sign
In(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a. 사용자명: 풀톤 교육청 학생 ID#
b. 비밀번호: 기본 비밀번호는 아무 특수 문자도 없는
생년월일(월월일일년년년년)입니다.
c. 유의: 학생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IT 서비스
데스크에 연락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하십시오.

4.

e-Library(전자 도서관)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5.

MackinVia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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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에서 MACKINVIA에 로그인하기

4.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a. 풀톤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데스크톱에 있는 교육청 카타로그에서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b. 개인 기기: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Class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ClassLink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a. 이번이 ClassLink 앱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Fulton County Schools(풀톤
카운티 교육청)을 검색하십시오.
b. 사용자명: 풀톤 교육청 학생 ID#
c. 비밀번호: 기본 비밀번호는 아무 특수 문자도 없는
생년월일(월월일일년년년년)입니다.
유의: 학생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IT 서비스 데스크에 연락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하십시오.
e-Library(전자 도서관)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5.

MackinVia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1.

2.

3.

지원받는 플랫폼 및 기기
2020년 6월 2일 업데이트됨. 업데이트된 기술 요건을 알아 보려면, https://help.mackin.com/에서 MackinVIA Help Center(도움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브라우저 요건
•
•
•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버전 14 이상
구글 크롬: 최신 버전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
사파리: 최신 버전

오프라인 기기 호환성
• 안드로이드 기기: OS 5 이상
• 크롬북: 최신 버전의 크롬
• 킨들 파이어 태블릿: 파이어 OS 5 이상
• 아이패드, 아이폰, 및 아이포드: OS 10.0.1 이상
• 맥 데스크톱 및 노트북: 10.8 이상
• 윈도우 데스크톱, 노트북, 및 테블릿: 윈도우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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