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영어 e-교과서 온라인 보급 안내 (2학년)

제2018-7호
어문학교육부
☎ 8026-0519

인터넷에서 <e-교과서>를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
1.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다운로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e-교과서 내려 받는 방법
〇 에듀넷(http://www.edunet.net)의 영어(듣기자료, e-교과서) 메뉴에 접속하여 아래 상자 안의
인증코드번호를 입력하고 압축파일을 내려 받아 풀어서 실행하면 됩니다.(2쪽 참조)

※ 사용기간 : ‘18. 3. 2. ～ ‘19. 2. 20

▶ 인증코드를 붙여주세요.

( 2 ) 학년 인증코드번호

19K1Q76M48
인증코드번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내려 받기 OK!, 인증번호 보관은 필수!
〇 영어(e-교과서)를 내려 받는데 2~5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증코드 확인은 학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교과서와 e-교과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영어
e-교과서 학교 관리자(NEIS 혹은 전산 담당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만족센터(☎ 1544-0079 (3-2-2),

운영시간 : 평일 9 ~ 18시)

※ 신학기(3~4월)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8시까지 운영

2. 자녀의 e-교과서 이용에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교과서 활용 자녀 지도 요령
〇 e-교과서는 종이교과서에는 없는 <보충학습자료>나 <학습지원도구>가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
그리고 시험을 앞둔 막바지 정리에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〇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e-교과서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 습관이 걱정되시면 인터넷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나 공부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〇 자녀가 내려 받은 e-교과서를 웹하드, P2P,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하오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기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〇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영어듣기자료,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를 국가가 학생들에
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영어 듣기자료,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의 구매를 유도하
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전화 등은 보이스 피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
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5.

미 사 강 변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2018년 영어 e-교과서 보급 대상
학교급

학년

다운받는 교과목

적용되는 교육과정

중학교

2~3학년

영어 e-교과서

2009 교육과정

* e-교과서는 PC 및 스마트기기(안드로이드, iOS)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음
※ 시력 저하, 스마트폰 중독 등의 우려로 스마트기기는 7인치 이상의 태블릿 PC에서의 사용을 권장함
-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접속 → ‘e-교과서’검색 → 설치 → 실행 → 인증번호 입력
→ e-교과서 다운로드 및 설치 → 실행
- iOS

: 앱스토어 접속

→ ‘e-교과서’검색 → 설치 → 실행 → 인증번호 입력

→ e-교과서 다운로드 및 설치 → 실행

1단계: 에듀넷 →
영어(듣기자료, e-교과서) 클릭

1단계: 인증코드 입력

3단계: 교과서 선택 →
내려받기 클릭

4단계: 내려받기 프로그램 설치
(확인→설치→계속 →동의’ 버튼 클릭)

5단계: 다운로드 폴더 선택

6단계: 다운로드

7단계: 선택 폴더에 압축파일 생성

8단계:압축풀기/폴더생성

9단계: e-교과서 실행 파일 클릭

http://www.edunet.net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