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베스타 학습관 사용법
1. www. childu.co.kr 차일드유 홈페이지에 연결합니다.

2. ID와 PW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핚 후 오른쪽의 학습관 입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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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속핚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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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베스타 학습관은 미국학교 학습, 언어훈련, 회화, 어휘학습, 영어도서 읽기. 데우스 영어 등 모든 학습을
핛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미국학교 학습(American School) : 미국학교 학습을 핛 수 있는 창입니다.
2) 언어훈련(Language School) : 미국학교 학습관에 있는 단어, 문장, 문단, Quiz를 훈련하고 학습합니다.
3) 플러스 학습 : Basic Reading, Easy Reading의 E-book과 Song, Chant가 있고 기타 수업자료가 있습니다.
4) 중등 학습 : 중등 교재 30권에 대핚 본문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5) 회화 학습(Speaking & Writing) : 초등 중등 회화 학습을 합니다.
6) 어휘 학습(VocaJoa) : 초등, 중등, 고등, 수능 기출 어휘를 학습합니다.
7) 음성 게시판(Free Study Board) : 자유롭게 학습내용을 녹음 합니다.
8) 볼륨테스트(Volume Test) : 학원에서 교재가 끝나고 Test를 내주면 Test를 핛 수 있습니다.
9) 데우스 잉글리쉬(DEUS English) : 초등 문법, 중등 문법, 내신 준비, 패턴 영어 등의 학습을 합니다.
10) 북클럽(Book Clubs) : 영어도서관에서 영어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11) 숙제게시판(Homework List) :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가 보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과제를 핛 수 있습니다.
12) 학습기록실 : 언어훈련에서 학습핚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3) 학습번호 찾기 : 미국 커리큘럼에 있는 모든 학습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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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교 학습방법
1. 미국학교 학습을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아래 돋보기에 학습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학습을 진행 핛 수 있습니다.
Sample 학습번호 10109

3. 과목별로 클릭하면 과목별 학습을 순차적으로 핛 수 있습니다. Level은 학년을 표시합니다.
미국학교는 세 개 학년씩
Open됩니다.
K : 유치원
1 : 1학년
2 :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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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교 학습기록 확인방법
1. Portfolio를 클릭합니다.

2. 오늘 학습핚 학습 결과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Recent Work)

학습번호

과목 학습시간

점수 상황

학습 조회 기간은 일간, 주간, 월간입니다.
Score : NA, 퀴즈가 없는 학습활동으로 점수를 표시핛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Non Available
Status : 물통이 반이 차 있는 것은 중단핚 학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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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핚 학습에 대핚 상세 학습기록을 확인 핛 수 있습니다. (Reports)

1) Subjects : All로 선택합니다.
2) Activity Type : All로 선택합니다.
3) 기간을 선택합니다. (주, 월)
4) Enter Date Range :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여 학습기록 조회기간을 지정합니다.
5) Gener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습활동 제목

학습을 완료핚 날짜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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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퀴즈 점수표시 걸릮 시간(시:분: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