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와 함께하는 어휘학습관

hibricks.com
초중등 어휘력이
평생 영어실력을 좌우합니다
● 파닉스 어휘부터 NEAT 어휘까지 5,000여 개의 어휘 완전정복!
● 개인별로 설정된 진도에 따라 매일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 초등 필수어휘 784개
● 중등 필수 어휘 1,001개
● NEAT 3급 어휘 2,174개
● NEAT 2급 어휘 1,064개

1
어휘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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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학습관리와 평가!

● Bricks Phonics, Listening,
Reading 시리즈의 어휘를 각 교재별,
Unit별로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학원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진도설정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상황과 학습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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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에서 출간된 파닉스, 리스닝, 리딩 시리즈의
어휘학습을 도와주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어휘학습
사이트로 총 7단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5천여 개의
어휘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ics

3

하이브릭스의
7단계 어휘학습법

STEP1 Word
어휘학습

Bricks 시리즈 교재의 각 Unit별로 배우게 되는 새로운
단어를 보고, 듣고, 읽는 학습과정입니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예문과 함께 초 · 중등 필수어휘와 NEAT 3급 · 2급 어휘를
명시해주어 어휘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여줍니다.

STEP2 Listen & Speak
듣고 말하기

단어와 의미를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듣고 두 번씩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하다 보면 점차 유창한 발음을 구사하게 됩니다.

STEP3 Spell
철자 쓰기

소리를 듣고 단어에서 빠진 글자를 빠른 시간 내에 입력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더불어 단어의 철자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STEP4 Sentence
문장 속 어휘 익히기

핵심 어휘와 표현이 포함된 다양한 예문을 듣고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을 자연스럽게 문장을
통해 체득하게 됩니다.

STEP5 Test
어휘테스트

앞에서 배운 어휘에 대한 Reading Test, Listening
Test, Writing Test 등의 문항으로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어휘실력을 체크합니다. 테스트를 마치면 점수와 리포트,
오답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STEP6 오답노트

테스트 응시 후, 학생이 틀린 어휘만을 모아서 재학습
과정과 테스트를 거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틀린 어휘들을
마지막 단어까지 다시 학습하고 확인하여 자신의 어휘로
만들어갑니다.

STEP7 My Dictionary
나만의 사전

오답노트 테스트에서도 틀린 어휘나 학습자가 선택한 자신이
잘 틀리는 어휘로 구성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사전입니다. 효과적인 반복학습과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한
학생 개인용 학습서비스입니다.

Re a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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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는 본격
어휘학습 사이트

on

Listen

Speaking

● 단계별로 구성된 Bricks 시리즈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문으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 학습 후 어휘테스트 성적표에서
제공되는 영역별 점수 및 평가내용을
통해 학생의 어휘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학원회원 가입 방법

학원회원 관리방법

학교 및 학원 전용 학습관리 시스템
● 학교 및 학원 이름으로 등록하면 교사용 전용사이트가 개설됩니다(학교 및 학원로고 사용 가능).
● 선생님들이 직접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진도설정과 테스트 문항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학원회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학원회원으로 등록된 학교와 학원은 www.hibricks.com과 www.bricksneat.com 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관리(학생 등록 및 승인)
● 회원관리 메뉴에 학원코드로 등록한
학생들이 대기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승인 필요)
● 리스트 아래 신규등록 버튼을 통해서도
일괄적으로도 학생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 승인)

학원회원 가입방법

1
학원등록
학원회원가입 버튼 클릭
이용약관 동의
학원정보 입력
등록 완료

k!
C lic

2
강사관리

2

● 강사관리와 학원정보수정 메뉴는 학원 ID로
접속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학원 강사등록은 반드시 학원ID로 접속한
후 학원관리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강사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반배정이
가능합니다.

학원등록 코드 확인
등록한 학원 ID로 접속

학원관리
– 학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학원코드 확인

3
반관리와 반배정

3
학원 학생회원 등록
학생 회원 가입시 학원코드를
입력해야 해당 학원 및 학교로 자동
등록됩니다.

반명 등록하고 강사
● 반관리 : 신규등록
이름 선택
교재 선택
반 등록 완료
● 반배정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에
학생이름을 검색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저장합니다.

학습관리

레벨테스트(Level Test)

1

Bricks Online Level Test는 학습자의 정확한
영어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맞춤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Bricks 교재와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왼쪽에 Class 목록과 해당반 학생들이 트리
형식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2
학원 전체 혹은 반별로 검색하여 학습진도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 테스트를 마치면 학습자의 영어능력의 장단점이
상세하게 분석된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부분 응시한
경우엔 각 스킬별 성적표, 4skills을 모두 응시한
경우에는 종합 성적표로 제공되며 인쇄출력도
가능합니다.

각 교재의 Unit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반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완료 여부가 체크됩니다.
STEP1 레벨 선택

4
학생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학생통합카드를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현황이 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레벨테스트와 성취도평가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2 레벨테스트 응시

STEP3 레벨테스트 결과 확인

진도관리

STEP4 브릭스 추천 교재 확인

맞춤형 온라인학습 진도 설정
Class 전체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학습과는 별도로 Bricks 온라인학습관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반별로,
혹은 학생별로 개별적 특징을 반영하여 진도
및 학습횟수, 학습량 등을 조정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리

1
반별로, 학생개인별로 진도설정이 가능합니다.

2
반과 교재를 선택한 후 시작 Unit과 주당 횟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진도가 설정됩니다.

3
진도가 설정되면 해당 반/학생들의 My Page>My
Class로 Unit이 발송됩니다.

성취도 평가
각 교재별로 2Unit~4Unit 마다 앞서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테스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리포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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