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ook, Video컨텐츠) 

· 윤선생 웰스터디의 해외원서 e북 서비스는 어린이영어전문 출판사인 애플리스외국어사의  e북 서비스
   브랜드인 “아이들이북”과 제휴로 제공되며, Oxford 등 세계유명출판사의 베스트셀러 약 1,700권
   (e북 및 Video 컨텐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안내에 따라, ‘① 앱설치’ ▶ ‘② 클래스코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클래스코드 1개당 최대 2대의 Device(안드로이드 패드/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북을 읽을 스마트패드 또는 스마트 폰에 ‘아이들이북’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윤선생 전용학습기는 별도 설치 불필요) 
   <지원 OS/기기>  ① Android(안드로이드) : 패드 및 폰 (OS 4.0 이상 / 해상도 1280x800이상)
                                ② IOS(애플) : 아이패드 (iOS 7.0 이상, 아이폰은 불가)
   ※ e북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패드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앱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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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코드 1개당 최대 2대의 Device(안드로이드 패드/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위 학습기 외 1대에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추가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App Store’에서 ‘아이들이북’ 검색 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윤선생 전용학습기의 경우, 3종의 학습기 중 ‘갤탭 A6 7.0 / G패드2 8.0’의 2종만  ‘윤선생-아이들이북’
        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YS25학습기는 해상도 조건이 맞지 않아 ‘윤선생-아이들이북’앱 이용불가)

· 스탠다드99 상품 결제 후 윤선생 전용학습기
  전원을 다시 ‘ 껐다가 켜면’ 윤선생 학습런처에  
  ‘윤선생-아이들이북’ 앱이 자동 설치됨

1) 윤선생 전용학습기 이용 회원

· 안드로이드앱 설치 후 이용
·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패드/폰 기기에서
  ‘Play스토어’로 들어가서 ‘아이들이북＇검색   
  후 설치

2) 일반(범용) 학습기 이용 회원

윤선생
아이들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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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생 웰스터디 회원에게 제공되는 ‘윤선생-아이들이북’ 서비스는 ‘클래스 코드’ 입력방식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윤선생 웰스터디 홈페이지(wellstudy.yoons.com)의  ‘마이페이지’ > ‘나의 학습비내역’ 에서 확인

2. 클래스 코드  확인 및  등록

1) 클래스 코드 확인

· ‘클래스 코드’  이용 회원은 별도로 ‘아이들이북’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2) 클래스 코드 등록

③ 클래스 코드
    (8자리) 입력

① 윤선생-아이들이북(또는 아이들이북)

    앱 상단               아이콘 터치 Class
② 
       아이콘 터치

코드입력

※ 스탠다드99상품 회원의 경우, 클래스코드의 이용(유효)기간은 학습비를 결제할때에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초기 1회 입력 후 재입력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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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코드’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e북’ 및 ‘비디오’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3.  컨텐츠 다운로드 및 유의사항

1) 컨텐츠 다운로드

① 윤선생-아이들이북(또는 아이들이북)    앱 상단               아이콘 터치 Class

② ‘e북’ 및 ‘비디오’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면 ‘레벨선택’ → ‘시리즈선택’ → ‘컨텐츠 선택’ 후 다운로드

‘레벨선택’           →           ‘시리즈선택’           →           ‘컨텐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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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이북의 ‘e북‘ 및 ‘비디오’ 컨텐츠는 단말기(device)에 저장 후에 재생(동작)되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윤선생 학습’을 위한 ‘e북 및 비디오 컨텐츠 다운로드’ 유의사항

     ▶ ‘윤선생 학습app’ 역시, 컨텐츠 다운로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원활한 ‘윤선생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기’에 여유 저장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외장메모리(저장장치) 사용 권장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경우, 대부분 ‘외장메모리(마이크로 SD card등)’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e북 및 비디오 컨텐츠’를 ‘외장메모리’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e북 및 비디오 컨텐츠’의 저장소 설정방법은 아래 참조
  
    (2) 외장메모리(저장장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적정량의 ‘컨텐츠‘ 다운로드 후 “이용 
         → 삭제 → 신규 컨텐츠 다운로드” 방식으로 저장소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컨텐츠 다운로드시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Wi-fi환경에서의
          다운로드를 권장해 드립니다.

3.  컨텐츠 다운로드 및 유의사항(계속)

2) 컨텐츠 다운로드시 유의사항

① 윤선생-아이들이북(또는 아이들이북)

    앱 상단            아이콘 터치 
② 

아이콘 터치 후
   ‘SD 카드’ 선택

    ※ [참고] 윤선생 전용학습기의 경우, 3종의 학습기 중 ‘갤탭 A6 7.0 / G패드2 8.0’의 2종만   
        ‘윤선생-아이들이북’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YS25학습기는 해상도 조건이 맞지 않아 ‘윤선생-아이들이북’앱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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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가이드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① 윤선생-아이들이북(또는 아이들이북)

    앱 상단             아이콘 터치 

② 새창이 나오면
   아래로 스크롤

③ 무료책 다운로드
    항목 중 ‘아이들
    이북이용가이드’
    다운로드

아이들이북
관련 이미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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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편  이용가이드(User Guide) 확인

① 윤선생-아이들이북(또는 아이들이북)

    앱 상단            아이콘 터치 

② 

아이콘 터치

③ 클래스 코드 입력방법 / 메뉴 / 주요기능 등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