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 원어민 영어 사용 가이드.
2018.05.10.

A. 회원이 가입하셨습니다. (또는 소개하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1. 어떻게 알고 가입(연락)을 주셨나요 ? (상황에 따라 생략).
2.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선 "반디영어" 또는 다음에서 ”반디잉글리쉬“ 검색합니다.

3. 홈페이지 우측 중간 "학습하기" 원 클릭, 로그인 창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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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가능한 시간과 영어 수준, 연령, 성격을 질문합니다.
(레벨테스트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5.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이메일은 id 이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영어 이름[닉네임]도 생각해 둡니다.)
6. 수업에 필요한 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 있으면 ↔ 캠과 헤드셋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USB 포트 사용 권장)
b. 없으면 → 구입하거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확인하는 방법은 수업 시작 전 장치마법사를 따라가기 하면 됩니다.
( 아래 9번 진행 후 / 강의 프로그램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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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이클래스에서 우측 중간에 "강의실입장" 을 원 클릭 합니다.

My class 의 회원 가입 정보가 보입니다.

원도우 10 인 경우 Esc 키를 눌러 취소하시면 8번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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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상 강의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ex: 예,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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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우 7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조절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9. 화상강의 프로그램 설치완료가 되면 팝업 화면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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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스트를 위하여, 문자주세요 !
11. 스마트 기기인 경우(폰)도 PC 사용설명과 같습니다.
(반디 홈페이지 → 로그인 → 강의실입장 → 화상강의 프로그램설치 → 수업).
◑ 아래 사이트 별 회원 가입 접속 URL을 꼭 !

확인하세요 !

B. 반디잉글리쉬 앱 설치하기.
1. "플레이 스토어"에서.
2. "반디잉글리쉬" 앱 검색.
3. "반디잉글리쉬" 앱 설치.
4. 매일 2회씩 오늘에 단어 및 문장이 앱을 통해 전송하고 수업한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C. 신입회원 전화 걸어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과 선생님 비어있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D. 그리고, 신입회원의 화상시스템 점검합니다.
▣

원어민 실시간 화상 영어의 각 사이트 구분표.

구분
반디영어
원어민 영어 학습관
토모 영어
반디영어 Manager [ 성명 :

(PC & 스마트 기기 공통).

사이트 URL
www.vandi.biz
edu.vandi.biz
tomo.vandi.biz
/

연락처 :

◇ 녹화 파일 변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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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가능 컴퓨터와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 모바일 기기
1. Desktop & NoteBook : Windows 7.0 이상 / Mac OSX
2. Web Browser : Internet Explorer 10 이상, Chrome, MS Edge, Firefox, Opera
3. Mobile : Android,

iOS

F. 앱 설치가 안되는 스마트 기기 구분
1. 안드로이드 OS 4.2 이전
2. 아이폰 모든 기기

→

수업은 가능

→

iOS 7.1.2 이전

G. 반디 앱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
반디영어 - 원어민 화상 영어 “반디 잉글리쉬“ 확인 Google Play Store APK Downloader Android Version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vandi.english

H.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 찾기가 어려우시면
1. 반디 홈페이지
2. NOTICE
3. 반디 앱 설치파일_안드로이드 버젼
4. 읽고 우측 상단의 첨부자료 파일
5. 팝업 파일 원클릭
6. 다운로드 파일
7. com.vandi.english.apk 실행 ↔ 패키지 설치
*. 설치 차단되었습니다. ☜ 처리하기
1. 보안상의 이유로 PLAY 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차단하도록 설
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환경설정]>[보안]>[알수 없는 출처]로 이동하세요.
2. [설정]
3. [알수 없는 출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나 알 수 없는 출처에 상관없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설
치를 허용합니다.
4. 체크
5. 이번에만 허용합니다. [확인]
6. 다음
7. 설치
8.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9.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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