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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듣기유형을 중1부터 고3까지 각 학년 Grade에 맞게 6단계로 정비하여

리스닝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 리스닝 학습 과정입니다.

받아쓰기와 동일한 스크립트로 구성하여 리스닝과 딕테이션의 유기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IBT모드와 인쇄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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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평가 학습을 진행할 학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학년에 따라 회차별로 듣기학습과 받아쓰기학습,

오답체크업의 수업리스트가 보여됩니다.

문제인쇄의    `듣기` 버튼을 클릭하면 듣기 문제를 인쇄가능한

창이 뜨며, 듣기문제 인쇄를 활용하여 IBT가 아닌 오프라인

에서도 듣기학습이 가능합니다.

인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메뉴얼 인쇄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수업리스트의 PLAY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뜹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성취점수와 REPLAY 버튼이 생성됩니다.

수업리스트에 표시되는 성취점수 등 학습이력으로 

자신의 학습역량과 진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취점수는 가장 최신의 학습내용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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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상단의 평가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시간이 표시되며 듣기음성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재생됩니다.  
플레이어의 기능은 이용메뉴얼 플레이어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왼쪽 편의 문제를 푼 후 오른쪽 답안의 

정답번호를 클릭하여 답안을 입력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한 후 아래쪽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항별 정오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해야 결과보기가 가능합니다.



듣기평가
영어듣기평가 이용메뉴얼

Chapter1

문항별 채점 결과와 성취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모든 문항을 정.오답 확인, 대본보기를 통한 풀이학습,

상단 음성 플레이어를 통해 문항별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체크업을 통해 오답문제만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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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유형을 중1부터 고3까지 각 학년 Grade에 맞게 6단계로 정비하여

딕테이션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 받아쓰기 학습 과정입니다.

듣기평가와 동일한 스크립트로 구성하여 리스닝과 딕테이션의 유기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IBT모드와 인쇄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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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학습을 진행할 학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학년에 따라 회차별로 듣기학습과 받아쓰기학습,

오답체크업의 수업리스트가 보여됩니다.

문제인쇄의    `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듣기 문제를 인쇄가능한

창이 뜨며, 듣기문제 인쇄를 활용하여 IBT가 아닌 오프라인

에서도 듣기학습이 가능합니다.

인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메뉴얼 인쇄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수업리스트의 PLAY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뜹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성취점수와 REPLAY 버튼이 생성됩니다.

수업리스트에 표시되는 성취점수 등 학습이력으로 

자신의 학습역량과 진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취점수는 가장 최신의 학습내용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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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상단의 평가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시간이 표시되며 음성파일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재생됩니다.  
플레이어의 기능은 이용메뉴얼 플레이어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되는 스크립트를 들으며 문제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오른쪽 답안에 입력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한 후 아래쪽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항별 정오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해야 결과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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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채점 결과와 성취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모든 문항을 정.오답 확인, 대본보기를 통한 풀이학습,

상단 음성 플레이어를 통해 문항별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체크업을 통해 오답문제만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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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평가와 받아쓰기 학습 후 오답문제의 해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다시풀기를 통해 오답문제의 재학습을 진행 하는 학습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오답문제를 관리하여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답체크
영어듣기평가 이용메뉴얼

Chapter3

오답체크를 진행할 회차의 버튼을 클릭하면 듣기평가와 

받아쓰기의 오답체크를 진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오답체크를 진행하면 버튼이 COMPLETE로 변경됩니다.
듣기평가나 받아쓰기를 완료해야 오답체크가 가능하며 오답체크는 여러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문항 다시풀기와 오답문항 해설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오답문제만 재 학습하는 창과 대본보기를 통해 오답문제의 

해설을 확인 할 수 있는 창이 각각 뜹니다.
오답체크는 듣기평가와 받아쓰기를 각각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다시풀기와
해설확인의 화면은 듣기평가와 받아쓰기 학습화면과 동일합니다.



실전평가
Chapter 4

영어듣기평가 이용메뉴얼

Chapter4



실전평가
영어듣기평가 이용메뉴얼

Chapter4

실전평가는 실제 출제되었던 듣기평가문항을 리스닝 분석시스템을 응용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듣기평가 실전 기출문제 학습시스템입니다. 

실전평가는 각 출제된 기출문제를 전체문항연계출제와 각 문항별 분석출제를 응용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최고의 기출문제 학습툴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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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듣기평가 학습을 진행할 학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학년에 따라 기출 듣기평가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실전평가 학습을 진행할 시험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뜹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PLAY버튼은 REPLAY로 바뀌며 성취 점수도 같이 표시됩니다.
성취점수는 가장 최신의 학습내용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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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상단의 평가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시간이 표시되며 듣기학습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플레이어의 기능은 이용메뉴얼 플레이어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왼쪽 편의 문제를 푼 후 오른쪽 답안의 

정답번호를 클릭하여 답안을 입력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한 후 아래쪽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항별 정오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안을 입력해야 결과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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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채점 결과와 성취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모든 문항을 정.오답 확인, 대본보기를 통한 풀이학습,

상단 음성 플레이어를 통해 문항별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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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평가닷컴의 플레이어는 모든 메뉴에서 실행되는 학습화면 내에서 

전체듣기/문항별듣기의 듣기방법선택, 음량조절,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 등의 컨트롤을 

제공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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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파일이 1번부터 순서대로 

재생되며 학습 소요 시간이 표시 됩니다.

`전체듣기`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음성파일이 재생되며,

`문항별듣기`는 선택한 문항의 음성파일이 재생됩니다.

재생/포즈, 이전문항, 다음문항, 정지 기능이 탑재된 플레이어

컨트롤 버튼입니다.
받아쓰기 학습시 포즈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파일을 듣고 왼쪽 문항에 해당되는 정답을 모두 체크/입력

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정오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인쇄, 대본인쇄 기능으로 iBT형태 온라인 학습 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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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닷컴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습과정에서의 문제와 대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한 시험지로 오프라인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수업보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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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리스트의                  평 버튼을 누르거나,

플레이어 화면의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인쇄가 가능한 창이 뜹니다.

프린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 선택 등의 인쇄창이 뜨며

인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쇄기능은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야 사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