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능률교육  
모바일 러닝 이용안내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사이트 주소 
https://b2b.neungyule.com/pusa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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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러닝 이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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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1] URL 직접 입력 방법 

http://b2b.neungyule.com/pusanac 

[2] QR코드 스캔 방법 

◦ QR코드스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 

인증코드발급방법 

[3] 인증코드 로그인 [1] 모바일사이트 접속 

로그인 

[2] 로그인 클릭 [4] 모바일사이트 접속완료 

1. PC를 이용한 온라인사이트에서 발급가능 

로그인 

2. 부산대학교 도서관 접속>  로그인  
    
   > 전자자료검색 > e-Learning 메뉴 > 
 
    외국어 학습센터 클릭 후 이동 

3. 메인좌측배너 > [인증코드 발급받기] 

4. 인증코드 발급완료 

인증코드발급받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인증코드를 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 모바일 사이트로 이동 

◦ 모바일 주소창에 직접입력 
     

http://www.iconfinder.com/icondetails/54230/32/login_icon
http://www.iconfinder.com/icondetails/19682/128/microsoft_outlook_icon
http://www.iconfinder.com/icondetails/19682/128/microsoft_outlook_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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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학습 학습 Q&A 

[1] 수강중인 나의 과정 

• 수강중인 과정의 진도율 확인 
• 학습 기간 확인 

[2] 복습 가능 

• 분류별 빠른 이동 
• 추천과정 보기 
• 레벨순 정렬 

[1] 학습튜터의 1:1 상담 

• 모바일 학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의 가능한 Help Desk 상시 운영 

[2] 모바일 바로 전화 상담 

• 즉시 연결 가능한 학습지원센터 상담 

http://www.iconfinder.com/icondetails/54230/32/login_icon
http://www.iconfinder.com/icondetails/44295/32/about_ask_faq_information_question_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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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메뉴 이동 

• 메인 
• 원하는 메뉴로의 
  빠른이동 

2 
나의 강의실 
나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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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이용안내 

 

• 수강중인 과정,  
  신청중인 과정,  
  수강완료 과정  
  리스트 확인 
• 수강중인 과정 학습 
• 나의 정보 확인 및 수정 

• Help Desk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이용안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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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사이트? 

• 현재 이 사이트는 모바일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환경에 기재된 기기로만 학습하실 수 있으며,  
  웹 사이트의 학습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모바일 사이트의 과정은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2 
이용환경? 

• 모바일 사이트는 현재 iPhone 3 / iPhone 4(Safari 브라우저), 갤럭시S(안드로이드 기본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모바일 기기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거나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전 잠깐!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은 통신사가 부과하는 것으로, 3G망, 4G망을 통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무료로 제공되는 Wi-Fi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Wi-Fi이외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접속방법 
/로그인 

• 모바일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Safari, 안드로이드 기본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주소창에       
  http://b2b.neungyule.com/pusanac (부산대학교 모바일 러닝) 기재 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1) 즐겨찾기 추가 : 웹 브라우저의 [북마크] 추가 버튼을 이용 
2) 바로가기 추가 : 웹 브루우저의 [홈화면에 추가] or [대기화면에 단축메뉴 추가] 버튼을 이용  
3) 어플리케이션 : 능률 NE-Learn 설치 *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어 : 능률 ne 
 
- 회원가입 및 아이디/패스워드 찾기는 모바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학습사이트에서 인증코드 발급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