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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학습로그인  -  클릭. 



 

부여된 ID와 PW를 입력. 



 

부여된 ID가 조회되고 
등록 되어있으면 id가  
나타남. 

멀티북 1의 전체 과목 현황. 

1. preStarter 100부터 시작합니다. 
2. 마우스- 과목을 더블클릭. 



• 기초영어 학습.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 Program개요. 



Start – 마우스 클릭. 

Exit 

 



preStarter 100 -  단계 

 

1. 학습단계별로 클릭. 



preStarter 100 -  1 단계 (Alphabet Song)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기능                 볼륨                Exit 
                                                        정지 

알파벳이 노래따라
서 나타남. 

가장먼저 ‘시작’
클릭. 

타임 라인 

악보 : 본사의 작곡      
        (저작권) 



preStarter 100 - 2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출력                       볼륨           Exit 
                                                               정지    

클릭 : 해당 알파벳
음성이 나옴. 

출력 ; 알파벳 쓰기
노트 출력가능. 

1~5 : 5개씩 알파벳 학습.  A: 알파벳전체   A/a :  대.소문자 전환. 

Game 1, 2 
알파벳 게임 



preStarter 100 -  2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출력                       볼륨           Exit 
                                                               정지    

클릭 : 해당 알파벳
음성이 나옴. 

출력 ; 알파벳 쓰기
노트 출력가능. 

A: 알파벳전체 

Game 1, 2 
알파벳 게임 



preStarter 100 -  2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둘중에 음성이 나오는 
알파벳을 클릭하면 점
수가 5점씩 증가, 틀
리면 감소. 

이전 알파벳학습 
하는장면으로 



preStarter 100 - 2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왼쪽의 카드를 선택. 
-알파벳이 열리고, 
-오른쪽의 같은 알파
벳 카드를 열면 점수
증가, 틀리면 감소. 

이전 알파벳학습 
하는장면으로 

대,소문자 
알파벳학습  



preStarter 100 - 3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1.각 문제를 클릭 하면  
   음성이 나옴. 
  맞는 답의 5문제를 먼   
  저 첵크합니다 

출력 ; 알파벳 쓰기노트 
출력가능. 

2.’정답 Check’를 

  누르면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선별됨. 

3.틀린문제 다시하기 
   틀린 문제만 다시 풉니
다 

4. 다 풀면 각각 
점수가 채점됩니
다. 

대,소문자 

알파벳학습  



preStarter 100 - 4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4단계까지 학습. 
1,2단계 
 
-먼저 음성이 출력됨. 
음성에 맞는 알파벳을 
선택. 
맞으면 점수 증가, 틀리
면 감소. 



preStarter 100 - 4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4단계까지 학습. 
3,4단계 
 
-위에 소문자알파벳을 
선택하고, 
-아래 같은 대문자  알파
벳을 선택. 
맞으면 점수 증가, 틀리
면 감소. 



preStarter 100 - 5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한글   테스트           볼륨           Exit  
                                                               정지 

그림을 누르면 단어 음성
이 나옴. 

각 철자를 클릭하면 알파
벳 음성이 나옴. 

테스트 : 단어가‘---’로 
변하여 안보고 단어학습. 



preStarter 100 - 6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1.각 문제를 클릭 하면  
   음성이 나옴. 
  맞는 답을 5문제를 먼   
  저 첵크합 니다 

2.’정답 Check’를 

  누르면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선별됨. 

3.틀린문제 다시하기 
 틀린 문제만 다시  
풉니다 

4. 다 풀면 각각 
점수가 채점됩니
다. 



preStarter 100 - 7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한글                                볼륨           Exit 
                                                         정지    

단어를 누르면 음성이 
나옴. 



preStarter 100 - 7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한글                                볼륨           Exit 
                                                         정지    

해당그림을 누르면 
이 화면이 활성 됨. 
 
알파벳 학습 병행. 

단계가 1~20로 100개 
단어로 구성. 



preStarter 100 - 8 단계 

 

홈으로                                                                           테스트                  볼륨           Exit    

해당그림을 누르고 
음성을 듣고,  단어를 
선택. 
맞으면 선이 연결되고, 
점수가 증가, 틀리면  
점수가 감소 다시 시작. 



preStarter 100 - 9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볼륨               Exit 
                                                               정지    

1.각 문제를 클릭 하면  
   음성이 나옴. 
  맞는 답을 5문제를 먼   
  저 첵크합니다 

2.’정답 Check’를 

  누르면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가 선별됨. 

3.틀린문제 다시하기 
 틀린 문제만 다시  
풉니다 

4. 다 풀면 각각 
점수가 채점됩니
다. 



preStarter 100 - 10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대문자  힌트                         볼륨         Exit 
                                                     정지           소문자 

1. 그림을 누르면 단어
음성이 나옴. 

2. 단어를 마우스로 아
래의 알파벳을 선택하
여 클릭 하면 차례대로 
입력됨. 

3. 입력 후  마우스 그
림을 누르면 점수가 채
점됨 

위 보기가 모두 122개 
직접 번호를 입력하거
나 화살표로 원하는 그
림을 찾아 학습. 
 



preStarter 100 - 11 단계 

 

홈으로                                  시작   정지    잠시   반복   영.한                          볼륨         Exit 
                                                             정지            

단어를 누르면 음성이 
나옴. 

단어의 영문,한글이 차
례대로 활성화 됨. 



preStarter 100 - 12 단계 

 

단어그림카드를 맞추는 게임. 
위에서 단어장카드가 내려옴. 

왼쪽 단어그림카드와  단어를 맞
추는 게임. 

단어음성을 듣고 그림카드를 맞
추는 게임. 

왼쪽 단어그림카드를 보고 같은 
카드를 맞추는 게임. 



preStarter 100 - 12 단계 
(shooting) 

 

단어그림카드를 맞추는 게임. 
위에서 단어장 카드가 내려옴. 
단어 한 개의 음성이 나옴. 

영단어를 볼 수 있음. 

한글을 볼 수 있음. 

마우스로 카드를 클릭 
하면 사라지고, 점수가 
증가.  틀리면 감소. 

내려오는 속도를 조정. 
1~7 : 높을수록 빠름. 

음성을 들려준 단어 



preStarter 100 - 12 단계 
(matching) 

 

여기로 왼쪽의 그림카드를 마우
스로 끌어들여 놓고, 오른쪽의 맞
는 단어를 끌어서  넣으면 됨. 
맞으면 점수증가, 틀리면 감소. 



preStarter 100 - 12 단계 
(comparison 1) 

 

나오는 음성의 단어에 맞는 카드
를 선택 
맞으면 점수증가 하고 다음으로, 
틀리면 감소하고 계속 선택. 



preStarter 100 - 12 단계 
(comparison 2) 

 

왼쪽 그림과 맞는 오른쪽의 같은 
그림 맞추기. 
맞으면 점수증가 ,틀리면 감소하
고 계속 선택. 



수고하셨어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