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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학습로그인  -  클릭. 



 

부여된 ID와 PW를 입력. 



 

부여된 ID가 조회되고 
등록 되어있으면 id가  
나타남. 

멀티북 1의 전체 과목 현황. 

1. Grammar(Basic)부터 시작합니다. 
2. 마우스- 과목을 더블클릭. 



• 영어 문법학습. 

•  중.고 학년 

• 구성 : Basic/ Advanced  

          (4개 Lesson / Speaking TEST) 

• Program개요. 

   모두 같은구성이므로 lesson1 만 설명. 

   Speaking TEST. 



 

Basic / Advanced 
Speaking TEST 



 

Grammar 1(lesson 1) 

각각 Chapter의 내용을 출력
가능. 

각Lesson 별 TEST 



 

Grammar 1(lesson 1) 

주제 : Family 
(각 파트별로 주제가 다름.) 

영단어 음성이 나옴. 

     홈                    시작 .정지 .반복.테스트                                볼륨           Exit 

TEST : 영단어가 사라짐. 
안보고 음성으로만 학습. 

다음단계 

1 단계 



 

Grammar 1(lesson 1) 

문장 음성이 나옴. 

     홈                    시작 .정지 .반복.테스트                                볼륨           Exit 

TEST : 영문/한글 바뀜. 

다음단계 

이전단계 

2 단계 



 

Grammar 1(lesson 1) 

문장의 음성으로 설명 함. 

     홈                    시작 .정지 .반복.테스트                                볼륨           Exit 

TEST : 중요한 단어나 어
구는 ( )로 변함. 

다음단계 

이전단계 

3 단계 



 

Grammar 1(lesson 1) 

문장의 음성으로 나옴. 

     홈                    시작 .정지 .반복.                                          볼륨           Exit 

다음단계 

이전단계 

4 단계 

음성을 듣고 작문을 함. 

작문 답안 



 

Grammar 1(lesson 1) 

     홈                                                                                                      Exit 

5 단계(Grammar TEST) 

문법 문제 
출력 가능. 



 

Grammar 1(lesson 1) 

홈  시작 .정지 .일시. 반복.   X     X                                        볼륨           Exit 

5 단계(Grammar TEST) 

    

1.각 문제를 클릭 하면  
   음성이 나옴. 
  5문제의 맞는 답을 먼   
  저 첵크 합니다 

4. 다 풀면 각각 
점수가 채점됩니
다. 

2.’정답 Check’를 
  누르면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선별됨. 

3.틀린문제 다시하기 
 틀린 문제만 다시  
풉니다 



 

Grammar 1(lesson 1) 

     홈                                                                                                      Exit 

6 단계(Speaking TEST) 

녹음기능 TEST. 
- 기능을 미리 시험. 
REC: 녹음 
STOP: 녹음저장 
HEAR: 듣기 



 

Grammar 1(lesson 1) 

     홈                                                                                                      Exit 

6 단계(Speaking TEST) 

각 Lesson 학습. 



 

Grammar 1(lesson 1) 

     홈                                                                                                      Exit 

6 단계(Speaking TEST) 

학습자의 폴더를 생성
하기 위해 자신의 닉
네임이나 파일명을 입
력함. 
입력된 폴더명으로 위
의 경로안에 저장됨. 
 
Ex) kim 
엔터를 치면 ‘kim’
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다음 본
문으로 이동. 



 

Grammar 1(lesson 1) 

     홈                                                                                                      Exit 

6 단계(Speaking TEST) 

앞의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 
그림에 맞게 녹음함. 
 
Record: 녹음 
Stop : 녹음저장(kim 폴더에 저장) 
Hear: 녹음 듣기 

저장파일  다시 듣기. 
File : 내폴더(\kim)에서 불러오기 
Play : 파일 듣기 
Stop: 정지 
Repeat: 음성 반복 

다음단계 

이전단계 

녹음시간 

현재문제 / 전체문제수 



수고하셨어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