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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충 학습·성적관리·학습관리를 동시에!

언어세상 

교재를 사용하면 

무료 제공



온라인
학습

•교재 연계 보충 학습

•영어 인증시험 대비

성적관리
•진단형 성적 관리

•학습 성취도 비교 분석

•중간, 기말 리포트 카드

학습관리
•손쉬운 학습 관리

•개인별/클래스별 관리

e러닝타운은 온라인 보충학습 및 학습관리(LMS)를 지원하는‘이러닝 학습관리 사이트’로 

학생과 선생님 모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학생은 교재로 학습한 내용을 e러닝타운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복습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과 취약점 진단, 기간별 학습 성취도, 성적 비교 등으로 체계적인 성적 확인이 가능

합니다. 

선생님은 e러닝타운의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학생 별 학습 현황과 성적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비교 분석  

리포트카드와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해 꼼꼼한 학습관리가 가능합니다.

e러닝타운은 ㈜언어세상에서 출판된 교재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러닝타운은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공인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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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hat?

Why?

e 러닝타운이란?
언어세상 교재 내용을 영역별로 재미있게 학습하는‘e러닝 학습관리 사이트’

로 온라인 학습과 체계적인 성적관리, 손쉬운 학습관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이용하나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현황 

및 성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e 러닝타운이 좋은가요?

•맞춤형 커리큘럼 학습 가능 

파닉스부터 스피킹, 리딩, 코스북, 리스닝까지 다양한 영역의 교재가 온라인 

학습과 연계 되어 학생 레벨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레벨 테스트로 영어 실력 진단 

레벨 테스트로 영어 실력을 진단한 후, 학습 할 레벨 및 교재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 

음성인식이 탑재된 말하기(Speaking), 쓰기(Writing), 읽기(Reading) 및 

원어민 발음 듣기(Listening)를 제공해 영어 실력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향

상됩니다. 

•내신 대비 훈련 

교재에 실린 모든 내용을 온라인으로 반복, 테스트 할 수 있어 내신 대비 훈

련으로 이어집니다. 



      꼼꼼

한
 학

습
관

리

탄
탄

한
 실

력
 다

지기

                   든든한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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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실력 다지기

교재 내용을 온라인 학습으로 마스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다집니다.  

온라인 학습은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체크 

교재로 학습한 내용을 영역별로 접근해 연습해 봅니다. 

영역별 학습 목적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공됩니다.

든든한 시험 대비

영어인증시험 대비

온라인 테스트는 YLE, PELT, TOSEL 등 주니어 영어 인증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면서 영어인증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 평가 
온라인 학습 완료 후 학습 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의 문항은 영어 인증시험 유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학습관리

간편하고 편리한 LMS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현황과  

성적을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성취도 비교 분석

리포트 카드로 학생의 강점과 취약점 진단,  

기간별 학습 성취도, 성적 비교 등이 가능합니다.

진단형 성적관리

학생이 어떤 영역과 항목에 취약한지 진단해 주고  

영역별 평가 점수와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꼼꼼한 학습관리 



교재의 학습 구성 및 특징을 분석해 영역별로 꼭 필요한 문제만을 구성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반복 학습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고 추천 받은 레벨을 참고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틀린 문제를 확인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료 레벨테스트 

학습 유형

음가와 철자 규칙 학습 그림을 보고 따라 읽어보기 어휘 개념/규칙/변화 학습 어휘 의미에 맞는 단어 선택 

Phonics Vocabulary 

표현을 듣고 알맞은 질문 선택 질문을 듣고 알맞은 답 선택 듣고 문장 따라 읽기 그림보며 질문에 답하기

Listening Speaking

스펠링 학습 그림을 보고 문장 완성 스토리를 읽고 질문에 답하기 문장 순서대로 스토리맵  완성

Writing Reading

결과
확인

교재
선택

Self-
check

Level
Test  

Step 1.

간단한 체크를 통해 
수준에 맞는 Level Test가  

제공됩니다.

레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레벨티스트 결과를 토대로 
학습 레벨을 추천 받습니다.

'북 레벨가이드'를 참고하여 
학습할 교재를 선택합니다.

Step 2. Step 3.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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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온라인으로 복습하면서  학습 내용을 심화 · 발전 시킵니다.

온라인 학습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연습하며 복습합니다. 

·  학습 목표에 따라 2~3 단계로 구성된 영역별  

학습 진행

테스트
온라인 학습 후, 학습 내용을 평가합니다. 

· 모든 영역의 온라인 학습 완료 후 진행 

· 다양한 평가 항목의 문항들로 구성 

·  테스트 문항의 70% 이상 영어인증시험  

유형 반영

학습 시스템

오프라인 학습 성적 진단온라인 복습

온라인 학습

Test

학습 프로세스

학습 구성

Vocabulary

Listening & Speaking

Reading

Wri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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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학습 관리 기능

클래스 관리  
단체 소속 학생들을 클래스 단위로 관리합니다.

· 클래스 분반 기능 

· 과제 알리미 기능

학습 관리  

학습 현황 및 성적을 관리합니다.

▣ 학습 현황 및 테스트 성적 관리 

· 클래스 성적 : 클래스 학생들의 학습/성적을 한 눈에 확인 

· 개인별 성적 : 학습자별로 세부적인 학습/성적 내역을 확인

▣ 학습왕 

· 단체의 학습왕 1~3위 선정

성적 관리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학습 성취도를 진단합니다. 

▣ 성적표 : 유닛별 학습 진단 

· 유닛 총점, 영역별 점수, 평가 항목별 취약점 진단 

· 다른 학습자들과 점수 비교 제시 

· 정오답 확인 페이지 제공

▣ 리포트카드 : 기간별 학습 진단 

· 총 2회 (중간/기말) 리포트 카드 제공 

· 기간내 학습 이력 및 평균 성취도, 취약점 진단

자료실  

다양한 수업용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업용 자료 다운로드 

· 온라인 테스트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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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러닝타운이 제공되는 언어세상 교재는 계속 추가됩니다.

온라인 학습 시리즈

Phonics Cue

Phonics Race Readers

Student Level     

Early Beginner ~ Early Elementary

Book Level 

Book 1~4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Hybrid CD 

Activity Worksheet

Student Level      

Early Beginner ~ Early Elementary

Book Level 

Book 1~4

Components  

Readers / Activity Book / Audio CD

Phonics

Phonics

Phonics Race

Reading Rookie Starter

Reading Rookie

Reading Ace

Reading Cue

Reading Ace Starter

Reading Champion

Reading Cue Plus

Student Level     

Early Beginner ~ Early Elementary

Book Level 

Book 1~4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Hybrid CD 

·Flashcards  ·Word Builder 

Student Level      

Mid Beginner ~ Early Elementary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My Portfolio 

Word Note / Audio CD

Student Level      

High Beginner ~ Mid Elementary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My Portfolio 

Word Note / Audio CD

Student Level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My Portfolio 

Word Note / Audio CD

Student Level      

High Beginner ~ Mid Elementary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Student Level      

Mid Elementary ~ Early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My Portfolio 

mp3 CD

Student Level      

Upper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Summary Book / mp3 CD

Student Level      

Mid Elementary ~ Early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Phonics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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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Ace

Speaking Ace

Student Level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Student Level      

High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Listening

Speaking

Speaking Cue

Speaking Champion

Grammar Cue

Super Star

Reading Place

Grammar Cue Plus

Going Places

Sparkles

Student Level     

High Elementary ~ Mid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Hybrid CD

Student Level      

Upper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mp3 CD

Student Level      

High Elementary ~ Mid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Hybrid CD

Student Level      

Mid Beginner ~ Early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6

Components  

Student Book / Hybrid CD 

·Workbook  ·Teacher’s Guide

Student Level      

Elementary ~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6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Student Level      

Intermediate ~ Upper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3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Hybrid CD

Student Level      

Elementary ~ Intermediate 

Book Level 

Book 1~6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Student Level      

Beginner ~ Early Elementary 

Book Level 

Book 1A~3B

Components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Speaking

Speaking

Grammar

Course Book

Course Book

Grammar

Course Book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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