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LON 초등 CL 매뉴얼
JB~JA Group 학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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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

•

LGT

•

Writing

•

AVALON Readers

학습 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77-0502 (평일 12:00-21:00, 토∙일∙공휴일 휴무)

Voca

PC
설치
PC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
1. 아발론 마이페이지 로그인

1) 아발론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http://avalon.co.kr 접속 > 학생 ID로그인)

2. CL 학습하기

1) 상단 메뉴 중, [CL 학습] 메뉴 클릭 시 상세 페이지로 이동
2) Voca 학습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의
CL 학습하기에서 Start 버튼 클릭하여 학습진행 가능

3. 프로그램 설치(PC)

1) Voca 탭에서 [학습 시작 안내]를 클릭

4. 프로그램 설치(PC)

1)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안내 팝업이
안내되며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 진행

5. 학습 시작하기(PC-설치 완료 후)

1) Voca 학습의 [Start] 버튼 클릭 시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됨
*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도 됩니다.

6. 프로그램 실행(PC-설치 완료 후)

1) [Start] 클릭 시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확인
안내 창이 표기됨 → [AVOCADO 열기] 클릭하여 실행

Voca – Daily Homework

Mobile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
Mobile
설치
1. 프로그램 설치

2. 프로그램 실행

Match of 비타민아보카도

1)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Match of 비타민아보카도

1) 홈 화면에서 VITAMIN · AVOCADO를 터치하여 실행

검색 후 ‘설치하기’를 눌러 프로그램 설치

Daily진행
Homework
학습
1. 로그인 하기

1) 학생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학습 시작하기

1) 메인화면에서 [AVOCADO] 버튼 클릭

(아발론/랭콘 홈페이지 로그인 계정)

2. 학습 시작하기(계속)

1)[Daily Homework] 클릭

3. 학습 Day 선택 및 데이터 다운로드

1) 학습할 Day 선택
2) Download 버튼 눌러 학습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
*최초 접속 1회만 학습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함
*Mobile 접속 시, Wifi 사용 권장

Voca – Daily Homework

4. 학습 시작하기

5. Pre-Check

1) [Start] 버튼을 눌러 학습 시작

1) 정해진 시간 내에 답 선택

* Voca 학습은 Pre-Check → Buildup → Checkup →Daily

* 아는 단어라도 학습을 원할 경우, [I don’t know] 버튼 클릭

Test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학습 시작 전, 단어장을 클릭하여 학습 할 단어를
예습할 수 있습니다.

6. Pre-Check 점수 확인

1) 정답 수와 오답 수 확인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Buildup 학습으로 이동
*Buildup에서는 Pre-Check에서 틀린 단어 수 만큼 학습을

7. Buildup

1) Sound: 단어 발음 학습 – 듣고 따라 말해보는 학습
2) Meaning: 단어 의미 학습 – 영어 단어와 한글 뜻 매칭
3) Usage: 문장 학습 - 문장 내 blank에 들어갈 단어 선택

진행하며, 오답이 없으면 Buildup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8. Checkup

1) 오늘 학습한 단어를 최종 점검하는 단계

9. Daily Test

1) Daily Test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됨

2) 단어-뜻 선택,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선택 Mix 출제

- 80점 이상: Pass

3) 오답 선택 시 화면에 정답이 표기됨

- 80점 미만: Fail
2) 응시 완료 후 Re-test 가능(점수 갱신됨)
3) 틀린 단어는 Push 단어장의 대기 목록에 자동 추가됨

Voca – Group Activity

Group Activity
1. Group Activity 시작하기

1) 메인화면에서 [Group Activity] 버튼 누름

2. 진행 스케줄 확인

1) 진행 예정된 스케줄이 목록에 표기
- Start: 대기실 입장이 가능한 스케줄
- Waiting: 시작 시간이 되지 않아 입장이 불가한 스케줄
2) Start 버튼을 눌러 대기실로 입장

3. 대기실 입장

1) 스케줄에 입장한 다른 친구들이 화면에 표기되며 시작 예정
시간이되면 Group Activity가 시작됨

4. Group Activity 진행

1) 여러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며 제한시간에 유의하며
정답 선택
2) 제한시간이되면 다음문제로 자동 이동
* 타이핑 유형: 입력 중 삭제 후 재입력 가능
* 객관식 유형: 정답 선택 후 수정 불가
* 레벨에 따라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화면

1) 나의 랭킹과 점수를 확인
* 4등 아래인 경우 친구들에게 결과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순위에 따라 트로피 보상이 지급됨
* 트로피를 사용하여 아이템 상점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Voca – 1:1 Match

1:1 Match
1. 1:1 Match 시작하기

1) 메인화면에서 [1:1 Match] 버튼 누름

3. Match 설정

1) 진행 범위, 문제수, 난이도 선택 후 [Invite] 클릭

5. 초대장 확인(초대받은 사람)

1) 친구가 보낸 초대장을 확인 후 [Accept] 버튼을 누르면
Match가 시작됨

2. 플레이어 선택 및 초대

1) 1:1 Match를 진행할 친구 선택 후 [Invite] 버튼 클릭

4. 대기실 입장(초대자)

1) 대기실에서 초대한 상대가 [수락] 할때까지 대기

6. 1:1Match 진행

1) 제한 시간내에 문제 풀이를 진행
* 설정한 난이도에 따라 제공되는 문제 유형이 변경됩니다.
2) 나와 친구의 정답 개수가 표기됨

Voca – Practice with AI

Practice with AI
7. 결과 확인

1) 나의 점수와 보상을 확인

2. 연습 설정

1) AI 친구 선택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실력이 늘어남)
2) 진행 범위, 문제수, 난이도 선택 후 [Start] 클릭

4. 결과 확인

1) 나의 점수와 보상을 확인

1. Practice with AI 시작하기

1) [My Match] → [Practice with AI] 클릭

3. Practice with AI 진행

1) 설정한 문제수와 난이도에 따라 AI와의 연습이 진행됨

Voca – MID VOCA

MID VOCA
1. MID VOCA 시작하기

1) 메인화면에서 [MID VOCA] 버튼 누름

3. Lesson 설정

2. 교과서/출판사 설정

1) 학년 / 출판사 선택 후 [Save] 버튼 클릭

4. 학습모드 선택

1) [Lesson] 버튼을 눌러 학습할 레슨을 선택 후 저장

1) 학습할 단어 선택

2) 선택한 레슨의 학습 단어가 표기됨

> 학습 단어 선택 시 녹색으로 표기됨
2) 학습 모드 선택

*Frequently Incorrect: 내가 자주 틀리는 단어

*MP3: 선택한 단어를 들으며 학습

* Mastered: 내가 학습 완료 후 저장한 단어

* Flash Card: 단어장을 통해 학습
* 1:1 Practice: AI 친구와 함께 학습

Voca – Grammar 1:1 Match

Grammar 1:1 Match
1. Grammar 1:1 Match 시작하기

1) 메인화면에서 [1:1 Match] 버튼 누름

3. Match 설정

1) 진행 범위, 문제수, 난이도 선택 후 [Invite] 클릭

4. 대기실 입장(초대자)

1) 대기실에서 초대한 상대가 [수락] 할때까지 대기

2. 플레이어 선택 및 초대

1) 1:1 Match를 진행할 친구 선택 후 [Invite] 버튼 클릭

3. Match 설정(계속)

1) 원하는 유형의 문법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 가능

5. 초대장 확인(초대받은 사람)

1) 친구가 보낸 초대장을 확인 후 [Accept] 버튼을 누르면
Match가 시작됨

Voca – Grammar 1:1 Match

6. Match 진행

1) 제한 시간내에 문제 풀이를 진행
* 설정한 난이도에 따라 제공되는 문제 유형이 변경됩니다.
2) 나와 친구의 정답 개수가 표기됨

7. 결과 확인

1) 나의 점수와 보상을 확인

LGT

LGT
1. LGT시작하기

2. 학습할 영역 선택

1) 학습리스트에서 학습상태(완료/미완료) 및 점수 확인

1) 학습 정보 확인

2) 해당 회차의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 진행

2) 학습할 영역 버튼 클릭

3. Listening

1) 들려주는 문제를 듣고 알맞은 답 선택
* 정답을 맞추거나 3회 오답 시, 하단에 해설이 표기 됨
2) 오른쪽 하단의 [Next] 버튼 눌러 다음 문제로 이동

4. Listening

1) 재생되는 음원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 타이핑
2) [스피커 아이콘] 클릭 시 음원을 다시 들을 수 있음
* 정답은 3화까지 입력 가능
3) [Enter] 또는 오른쪽 하단의 [OK] 버튼 눌러
정오답 확인 가능

5. Grammar

1)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정답 선택
2) 오른쪽 하단의 [Next] 버튼 눌러 다음 문제로 이동
3) 정답 확인 시,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단에 표기됨

6. Grammar

1) 기본 문제 풀이5개 완료 후, 틀린 문제 수 만큼
유사 문제 풀이 이어서 진행

LGT

7. Talk Talk

1) 학습 시작 전,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헤드셋 테스트
(음원 재생, 녹음) 진행
* 마이크 사용권한 확인 창에서 [허용] 클릭 해야

8. Talk Talk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준비하여 녹음
* 20초의 준비시간이 주어지며 종료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됨

TalkTalk 진행 가능

9. Talk Talk

1) 주어진 문장을 활용하여 사진 속 장면을 설명
* 준비시간 1분이 주어지며 종료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됨

11. Talk Talk

1) 준비시간 동안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준비 후,
지정된 시간 동안 녹음 진행. [Stop] 버튼 클릭 시
녹음이 중단됨(50%이상 진행시)
2) [Retry]버튼 클릭 시 재녹음 가능

10. Talk Talk

1) 그림을 보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 녹음
* 20초의 준비시간이 주어지며 종료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됨

Writing

Writing
1. Writing 학습하기

1) 작성할 회차의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 시작

2. Writing

1) Topic, Word Limit, Type, Remember 등
관련 정보 확인 후 에세이 작성 준비를 합니다.

3. Writing

1) Sample Essay 버튼 클릭 시, Sample Essay가 보임.
* 에세이 작성 전 참고

4. Writing

1) Self-Check list를 확인하며 에세이 작성
2) 에세이 작성란 하단에 word limit가 제시되고,
내가 작성하는 에세이의 word가 카운팅되어짐

5. Writing 피드백 확인

1) Final Essay 제출 후 [Feedback] 버튼 클릭 시 원어민
피드백 확인 가능

6. Writing 피드백 확인

1) 평가항목 별 점수그래프 및 원어민 코멘트 확인
2) 제출 후 1주일 이내 원어민 첨삭 확인 가능하며,
원어민 첨삭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가능

매뉴얼

PC 프로그램 설치
1. 홈페이지 접속

1) 아발론 홈페이지→ 학생 ID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https://avalon.co.kr)
2) Avalon Readers탭에서 학습 시작 안내 클릭

2. 프로그램 설치

1) 안내 팝업에서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 시 프로그램 다운로드
2)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되며
이미 프로그램을 설치한 학생은 바탕화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3. 프로그램 실행

1. [Read] 클릭 시 일부 브라우져에서 프로그램 실행 확인
안내 창이 표기됨 → AVALON Readers 열기 클릭

Mobile 프로그램 설치
1. 프로그램 설치(Mobile)

1)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발론 리더스 검색 후
‘설치하기’를 눌러 프로그램 설치

2. 프로그램 실행(Mobile)

1) 홈 화면에서 AVALON Readers를 터치하여 실행

학습 학습
진행진행
1. 프로그램 로그인

1) 학생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아발론/랭콘 홈페이지 로그인 계정)

2. AVALON Readers > Read

1) On Level Reading: 필독서2권, 추천도서 3권 = 1Set
한 학기 동안, 총 3개 Set가 제공됨 (총 15권)
2) Below Level Reading: 필독서 6권, 추천도서 9권 = 1Set
한 학기 동안, 총 3개 Set가 제공됨 (총 45권)
3) Download 버튼 클릭 시 도서 컨텐츠 다운로드 진행

3. AVALON Readers > Read

4. AVALON Readers > Read 컨트롤러

1)도서별 장르 및 Lexile 지수 확인

1) 독서 창 하단 컨트롤러 음원 재생 및 페이지 크기 조절 가능

2) Download 버튼 클릭 시 도서 컨텐츠 다운로드 진행

2) 페이지 진입 시 음원이 자동 재생됨

3) [Read] 버튼 클릭하여 학습 진행
* 구매한 학기에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5. AVALON Readers > Read 완료

1)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PC – 화면 상/하단 클릭 시, 메뉴 표시/숨김
*Mobile – 화면 중앙 터치 시, 메뉴 표시/숨김

6. AVALON Readers > Quiz

1) [Quiz] 버튼 클릭

학습창을 종료하면 학습완료(Complete) 처리
* e-Book Read 학습 완료 시, Quiz 버튼이 생깁니다.

7. AVALON Readers > Quiz

1) 총 10문제 문제풀이 진행
2) 정답 선택 후 하단에 [Next] 버튼 클릭하여 다음

8. AVALON Readers > Quiz

1) [!] 아이콘 클릭 시, 읽었던 교재가 표기되며 [Read]
버튼을 클릭하여 e-Book 다시 읽기 가능

문제로 이동

9. AVALON Readers > Report

1) 10문제 제출 완료 시 정답 결과가 표기되며 정답 1개당
½ 씩 별점 표기됨
2) 오답인 문제 클릭 시, 문제와 정답 확인 가능

10. AVALON Readers > Report

• Cancel: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
• Save: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을 저장
• Submit: 작성한 내용을 제출

3) Book Report 작성 클릭하여 Book Report 학습 진행
* Submit 버튼을 눌러야 학습이 완료됩니다.

11. AVALON Readers >Below Level Reading

12. Book Portfolio

1) [Below Level Reading] 버튼 클릭

1) 책 목록 아래에 있는 [Book Portfolio] 버튼을 클릭

2) 학생의 레벨보다 낮은 3 개의 레벨 도서도 독서 가능

2) 지금까지 읽은 책 목록과 내가 수행한 북퀴즈,

3) 총 45개 도서 독서 가능

북리포트 내용 조회 / 평가 확인 가능

* Bleow Level Reading 도서들에도 온라인 독서, 북퀴즈,
북리포트를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77-0502 (평일 12:00-21:00, 토∙일∙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