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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펭톡 앱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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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펭톡 앱 설치 방법

•

AI펭톡 다운로드 색션에서 [앱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창의 QR코드를 찍거나, 스토어 버튼을 클릭 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세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

1. AI펭톡 다운로드 섹션에서 [앱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앱을 다운로드

2. AI펭톡 다운로드 섹션에서 [앱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QR코드 스캔 혹은 스토어 버튼을 클릭을

앱 다운로드 팝업창이 뜹니다.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통해 해당 스토어로 이동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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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I펭톡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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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기

1. 여권을 만들기 위해 말풍선 영역을

2. 상단의 [건너뛰기]를 선택하시면

눌러주세요.

여권 만들기 팝업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여권을 만들기 팝업이 실행됩니다.

4. 먼저 회원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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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기

5. 선생님께 받은 회원 코드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비밀번호를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우측에 [연필] 아이콘을 누르고

8. AI펭톡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 후

AI펭톡에서 사용할 이름을 설정해 봅시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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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기

8. 마지막으로 내 프로필 옆 [연필] 아이콘을

9.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면 AI펭톡

누르고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여권이 완성되었어요.

10. 이제 펭수와 함께 여행을 시작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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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I펭톡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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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추천 콘텐츠

메인에서 추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어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놀이로 즐기며 실력을 향상해 볼까요?

참치캔 점수가 쑥쑥 올라가는 것으로 보니, 달성의 기쁨도 2배!

1. 메인에 들어가면 펭수가 친구들을 반겨줘요.

2. 펭수가 요일별로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줍니다.

3. 주요 학습 영역을 선택할 시 해당 학습

학습 게임을 통해 점수도 높이고 실력도 향상해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학습을 시작할 수

메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볼까요.

있어요. 자유로운 학습을 원하는 경우 [x] 버튼을
누르고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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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
(1) 학습 현황

메인에서 [내 가방] 버튼을 누르고 내 가방 페이지로 이동해볼까요?

내 가방 페이지에서 내 학습 현황을 체크해 봅시다.

1. 게임에서 획득한 스탬프와 랭킹 현황을

2. 내 가방 화면에서는 활동 현황/ 스탬프/

3. [평균 점수 영역]에서 프로그레스 바는

확인하고 싶다면, 메인 화면에서 [내 가방]

랭킹/ 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준답니다.

3단계로 표기되며, 학생의 성취 점수 단계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학습 현황]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아쉬운 표정 / 보통 표정 / 웃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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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
(1) 학습 현황

메인에서 [내 가방] 버튼을 누르고 내 가방 페이지로 이동해볼까요?

내 가방 페이지에서 내 학습 현황을 체크해 봅시다.

4. [분야별 평가]에서는 각 분야 별 평균

5. [별점 영역]에서는 총 획득 별점과 각 영역 별

6. [이번달 출석]에서는 출석 횟수와

7. [학습 시간]에서는 이번주 활동한 학습

점수를 다각형 그래프로 확인 가능합니다.

(토픽월드/ 스피킹/ 렛츠톡) 획득 별점을 확인할 수

날짜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잔여 시간을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

있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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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
(2) 스탬프

AI펭톡 활동을 모두 완료하면 학습 메뉴별 스탬프를 얻을 수 있어요.

획득한 스탬프의 현황을 스탬프 화면에서 확인해 볼까요?

1. 스탬프를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스탬프 화면에서는 획득한 스탬프 개수와

3. 스탬프를 선택하면 스탬프 설명을 확인

내 가방 화면에서 [스탬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탬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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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
(3) 랭킹

내가 쌓은 이번 주 마일리지와 랭킹을 알아보고 싶다면 내 가방에서 랭킹 섹션으로 이동해볼까요?

우리 반과 우리 학교 랭킹 1~3위 친구들을 찾아봅시다.

1. 이번 주 마일리지와 별점 랭킹을 확인하기

2. 랭킹에서는 마일리지/ 별점 랭킹에 대해

3. [마일리지 랭킹]에서는 주간 학습 시간에

4. [별점 랭킹]에서는 주간 학습 점수에 따른

위해 [랭킹] 버튼을 눌러 주세요.

우리 반 랭킹과 우리 학교에서 동일한 학년

따른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랭킹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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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
(4) 내 정보

[내 정보]에서는 사용자의 특색에 맞는 이름과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답니다.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1.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면 [내 정보]

2. 내 정보에서 닉네임을 바꾸고 싶다면,

3. 원하는 이름을 입력창에 작성 후

4. 프로필을 변경하려면, [연필] 아이콘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연필]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고 팝업창에서 개성에 맞는 캐릭터를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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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I펭톡 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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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듣고 따라하기 (단어, 문장)
단어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는 주어진 이미지에 따른 영어 단어,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해보는 학습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하기

문장 듣고 따라하기 결과

1.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 봅니다.

2.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발음을 녹음할 수

3. 원어민의 발음과 학생의 발음 파형을 비교

단어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있습니다. 녹음 후에 발음 평가 결과를 확인해

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듣기]로 원어민 발음을

[힌트] 버튼을 누르고 힌트를 확인해보세요.

보세요.

다시 들어보고, 내가 녹음한 발음도 함께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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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듣고 따라하기 (단어, 문장)
단어 철자 배열하기

듣고 따라하기는 주어진 이미지에 따른 영어 철자를 배열해 단어, 문장 구조를 배우는 학습입니다.

문장 철자 배열하기

내 평가 보기

1.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잘 들어 보고,

2. 하단 보기에 있는 단어를 선택 후,

3. 철자 배열하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배열에 비어있는 영역에 알맞은 철자

문장 콘텐츠 영역에 비어 있는 첫 번째 파트

정/오답에 따라 “Perfect/ Sorry”로 보입니다.

를 골라 봅시다. 혹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고

부터 맞춰주세요. 선택된 철자는 회색 처리가

싶다면 상단의 [힌트]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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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단어, 문장 게임
문장 게임

단어, 문장 게임은 주어진 문제를 시간 안에 순발력 있게 풀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입니다.

단어 게임

게임 타임 아웃

게임 결과

1. 화면에서 제공되는 문장의 뜻을 확인합

2. 제한된 시간은 60초로 시간 내에 정답

3.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타임

4. 제한된 시간 내에 정답을 선택할 시

니다. 문장의 공란에 들어갈 적절한 영어 단

을 골라 주세요. 시간은 시계 타이머에서

아웃] 팝업창이 뜹니다. 평가 결과가 아쉽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를 선택해야 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면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정/오답에 따라 “Perfect/ Sorry”로 보입니다.

문제를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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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대화 연습

AI펭톡 대화 학습은 대화 전체 듣기, 듣고 따라 하기, 롤플레잉 A/B, 표현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 전체 듣기

대화 듣고 따라하기

롤플레잉 A/B

대화 연습 평가

1. 대화 전체를 잘 들어보세요. 놓친 문장

2. 대화를 듣고 따라서 말해봅시다. [마이크]

3. 대화를 듣고 대답해야 할 문장을 녹음

7. 대화하기 탭에서는 대화 듣고 대답하기,

은 [다시 듣기] 버튼을 눌러 다시 들어

버튼을 눌러 발음을 녹음하고, 결과를 확인

해 봅시다. 답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

대화 먼저 시작하기 활동 평가에 대한 상세

보세요.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고 대화

합니다.

면 [힌트] 버튼을 누르고 확인할 수

정보(발음 평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듣고 따라 하기 스텝을 진행해봅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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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표현 연습

문장의 공란에 적절한 표현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학습입니다.

표현 연습 활동

표현 연습 결과

평가 보기

1. 펭수가 제공하는 질문 카드를 확인해볼까

2. 녹음한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

3. 표현 활동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 표현 연습에서는 [영문+한글 텍스트] 문

습니다. 본인의 녹음과 원어민 선생님의 문장

[원어민 듣기] 버튼을 누르면 원어민 선생님

제가 제시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

을 비교해보고 [다시 하기] 혹은 [계속하기]를

의 음성을, [내 녹음 듣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

어로 문제에 대한 답을 녹음해봅시다.

선택하면 됩니다.

이 녹음한 음성에 관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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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월드
참치캔 찬스
참치캔 찬스 도전

발음 점수가 낮은 단어/ 문장을 다시 연습하고 참치캔도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학습 입니다.

참치캔 찬스

발음 점수가 높을 경우

표현 연습 결과

1. 단어, 문장 듣고 따라 하기 중 점수가 가장

2.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질문에 적절한

3. 원어민과 본인의 발음 평가 점수 비교를

4. 이전 점수 대비 발음 평가 점수가 높아지

낮은 3개 단어/ 문장을 재학습해 봅시다.

답을 알맞은 문장의 형태로 녹음해 주세요.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프 비

면 10개의 참치캔을 획득하게 됩니다.

교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참치캔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와 실력 모두
향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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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

스피킹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포함한 영어 말하기 연습이 제공됩니다.
해당 상황을 제시하고 필요한 의사소통 및 주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피킹 카테고리

스피킹 카테고리 콘텐츠 리스트

SCENE 팝업

1. 스피킹 카테고리 화면에서는 카테고리별

2. 카테고리별 상황 콘텐츠 리스트에서

3. 스피킹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팝업이

활동 진행 상황을 프로그레스 바로 확인할 수

마음에 드는 Scene을 선택 후 영어 말하기

뜹니다. 펭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면

있어요. 스피킹 카테고리 화면에서 진행하고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스피킹 활동이 진행됩니다.

싶은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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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

스피킹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포함한 영어 말하기 연습이 제공됩니다.
해당 상황을 제시하고 필요한 의사소통 및 주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듣기

대화 듣고 따라하기

롤플레잉 A/B

대화 연습 평가

4. 대화 전체를 잘 들어보세요. 놓친 문장

5. 대화를 듣고 따라서 말해봅시다. [마이크]

6. 대화를 듣고 대답해야 할 문장을 녹음

7. 대화하기 탭에서는 대화 듣고 대답하기,

은 [다시 듣기] 버튼을 눌러 다시 들어

버튼을 눌러 발음을 녹음하고, 결과를 확인

해 봅시다. 답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

대화 먼저 시작하기 활동 평가에 대한 상세

보세요.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고 대화

합니다.

면 [힌트] 버튼을 누르고 확인할 수

정보(발음 평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듣고 따라 하기 스텝을 진행해봅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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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톡

주제별 자유 대화를 진행하여 3개의 미션을 성공 시키는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실력 향상과 참치캔 획득에 도전해 보세요!
렛츠톡 에피소드 리스트

렛츠톡 대화 연습

렛츠톡 힌트 확인

미션 보기

1. 렛츠톡의 에피소드 리스트 중 오픈된

2. 펭수와 자유로운 대화 연습을 시도할

3. 답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면 말풍

4. 렛츠톡의 미션을 확인하고 싶나요?

에피소드를 진행해 봅시다.

수 있어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어

선 우측의 [힌트]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렇다면 [미션 보기] 버튼을 누르고

로 말해보세요. 이에 따라 음성이 인식됩

힌트 문장을 얻을 수 있답니다.

확인해 봅시다.

Free : 재화를 소진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입 가능
한 에피소드입니다.

니다.

재화 수 표시 : 해당 재화를 소진해야 입장할 수 있
는 에피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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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톡

초등영어 학습 주제 및 어휘를 기반으로 토론 영상과 모둠 토론 주제가 제공됩니다.
수준별 토론을 통해 모둠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스툴톡 열림/ 종료 탭

스쿨톡 대화방

스쿨톡 대화 보기

스쿨톡 선생님 피드백

1. [스쿨톡 열림] 탭에서는 스쿨톡 대화방

2.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화방 화면

3. 펭수와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인할 수

4. 수준별 토론을 통해 모둠 학습을 진

리스트가 공유되며, [스쿨톡 종료] 탭에서는

으로 이동합니다.

있어요. 채팅 말풍선을 누르고 최신 대화

행하고, 이에 따른 선생님의 피드백을

10건을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종료 상태의 대화방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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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잇

스캔잇은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물의 영어 단어 학습을 제공합니다.
동물 사전, 음식 준비, 실내 물건, 실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영어 단어 학습을 증진시킵니다.

스캔잇 토픽 별 물건 리스트

카메라 촬영

사물 인식

인식된 카드 확인

1. 토픽별로 수집할 수 있는 물건 리스트

2. 카메라 프레임 영역에 맞춰 촬영해주세

3.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사물이 인식되고,

4. 인식된 이미지 카드를 선택할 시

입니다. 수집된, 수집해야 하는 물건을 확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촬영한 이미지

인식된 사물의 최대 3개가 하단 카드에 수집

해당 단어 카드의 팝업이 띄어집니다.

인해 보세요.

로 사물 인식이 진행됩니다.

됩니다.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원어민의 음성을
다시 들어볼까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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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설치 관련

Q

AI펭톡 AI펭톡 사용법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2. 회원 코드 관련

Q

회원 코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AI펭톡’을 검색하시거나

회원 코드는 AI펭톡을 사용하기 위한 학생 회원 ID입니다. AI펭톡을 사용하려면 회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상세 이용 안내의 앱 설치를 참고해 주세요.

회원 코드가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에게 내 회원 코드를 물어보세요.

[01] AI펭톡 앱 설치 방법 (p4) >

Q
Q

Q

회원 코드 입력 시 계속 오류가 난다고 해요.

아이패드에는 앱 설치가 안 되나요?

선생님께 받은 회원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I펭톡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태블릿 기기, iOS 기반의 아이패드 모두 서비스 제공됩니다.

계속 오류가 난다면 선생님에게 내 회원 코드를 다시 물어보세요.

앱 설치가 안 되는 휴대폰, 태블릿이 있어요.

Q

회원 코드를 잊어버렸어요.

AI펭톡 최소 대응 범위는 Android OS 5.0이상 iOS 10.0이상 부터 입니다.

회원 코드가 없으면 AI펭톡을 사용할 수 없어요. 회원 코드는 선생님께만 받을 수 있어요.

기기의 OS와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설정] > [일반] > [휴대폰 정보] 에서 기기명과

선생님께 내 회원 코드를 물어보세요.

소프트웨어 Android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학생용 PC 웹사이트는 없나요?
학생용 PC 웹사이트는 www.ebse.co.kr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PC 웹사이트에서는 AI펭톡 앱 다운로드와 PC용 AI펭톡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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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펭톡 학습 메뉴 관련

Q

AI펭톡 사용법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Q

서비스 상세 이용 안내의 [03] AI펭톡 사용하기 > 를 참고해 주세요.

렛츠톡은 어떤 학습인가요?
렛츠톡은 토픽 월드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션톡과 스피킹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황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 표현 습득 및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 미션이 제시되고, 펭수와 1:1로 자유롭게 대

Q

토픽 월드는 어떤 학습인가요?

화하며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토픽 월드는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을 제공하는 영어 말하기 연습이에요.

렛츠톡 학습 메뉴 상세 이용 방법은 [03] AI펭톡 학습하기 - 렛츠톡> 을 참고해 주세요.

토픽 월드는 스테이지 모드와 테마 모드로 나뉘어요.

Q

Q

스캔잇은 어떤 학습인가요?

- 스테이지 모드 : 초등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학습 수준별로 제공한답니다.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촬영하면, 인식된 사물의 영어 단어를 학습해 볼 수 있어요. 스캔잇 도감

월드별로 제공되는 스테이지를 완수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형식이에요.

의 물건/음식/동물들을 보고 찾아 사진을 찍어 수집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 하며 모든 월드를 완료해보세요!

물건 등을 통해 단어 학습을 함께 해봐요!

- 테마 모드 : 스테이지 모드에서 제공하는 학습 내용을 학습 주제별(테마)로 제공하는 학습이에요.

스캔잇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인식하는 사물이 많지 않고 사물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스캔

원하는 주제(테마)를 선택해서 토픽별로 자유롭게 활동해보세요!

잇도 열심히 학습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중이랍니다!

월드 학습 메뉴 상세 이용 방법은 [03] AI펭톡 학습하기 - 월드> 를 참고해 주세요.

스캔잇 학습 메뉴 상세 이용 방법은 [03] AI펭톡 학습하기 - 스캔잇> 을 참고해 주세요.

스피킹은 어떤 학습인가요?

Q

스쿨톡은 어떤 학습인가요?

스피킹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화 주제에 대한 상황을 정해 영어 말하기 연습이 가능한

초등영어 학습 주제 및 어휘를 기반으로 토론 영상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모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학습이에요. 학교, 가정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및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대화방에서 친구들과 모둠 토론을 완료하면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어요~!

스쿨톡 학습 메뉴 상세 이용 방법은 [03] AI펭톡 학습하기 - 렛츠톡> 을 참고해 주세요.

스피킹 학습 메뉴 상세 이용 방법은 [03] AI펭톡 학습하기 - 스피킹> 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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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펭톡 학습 관련

Q

참치캔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Q

자물쇠로 잠겨진 미션톡은 학습할 수 없나요?

참치캔을 얻으려면 펭수와 함께 여행하며 열심히 영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답니다.

미션톡이 자물쇠로 잠겨있어서 입장이 안 되나요?

아래 활동들을 통해 참치캔을 얻을 수 있어요.

[토픽 월드] 스테이지 모드에서 어떤 월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미션톡이 열리게 된답니다.

1. 매일매일 AI펭톡에 접속하면 출석 이벤트 참치캔을 얻을 수 있어요.

- 월드 3 진입 : 미션톡 STEP2 열림

2. 활동 결과에서 얻은 점수만큼 참치캔을 얻을 수 있어요!

- 월드 5 진입 : 미션톡 STEP3 열림

3. 참치캔 찬스를 통해 발음 평가 점수를 높이면 참치캔을 얻을 수 있어요.

- 월드 7 진입 : 미션톡 STEP4 열림
- 월드 9 진입 : 미션톡 STEP5 열림

Q

학년별로 시작하는 월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션톡의 자물쇠를 열고 렛츠톡 활동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토픽 월드] 스테이지 모드의 월드를

토픽 월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학년의 목표 수준에 맞춘 수준별 학습을 제공해요.

학습해보세요!

따라서 AI펭톡은 학년별 월드 진입에 차이를 두어 맞춤형 학습을 제안하고자 해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학년별로 시작하는 월드를 확인하세요~

Q

스캔잇 도감에 없는 단어는 수집할 수 없나요?

월드를 건너띄어 시작한 경우 이전 월드를 모두 학습해볼 수 있어요.

네. 스캔잇 사물 인식은 도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물 리스트 중에서 수집이 가능해요.

- 3학년 : 월드 1부터 시작해요.

총 4개의 카테고리, 72개의 사물 단어를 제공해요. 도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단어는 아직 수집할

- 4학년 : 월드 3부터 시작해요.

수 없어요. 앞으로 스캔잇에서 더 많은 단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 5학년 : 월드 5부터 시작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6학년 : 월드 7부터 시작해요.

Q

스쿨톡 대화방은 언제 생기나요?
스쿨톡 대화방은 선생님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대화방을 만들어 주셔야해요.
아직 대화방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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