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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파닉스 설치 방법 – PC

프로그램 설치

렛츠고 파닉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www.letsgophonics.com

공식 사이트
1 2

순서대로 클릭하여
설치해주세요.

렛츠고파닉스 공식 사이트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서 프로그램 설치 순서대로 다운을 받습니다.
* PC의 경우 음성인식이 가능한 별도의 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설치2프로그램 설치1

[프로그램1] 클릭 후 다운받아진 

알집파일 속 Adobe Air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1 [프로그램2] 클릭 후 실행되는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렛츠고 파닉스를 설치

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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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렛츠고 파닉스 설치 방법 – MOBILE

플레이 스토어에서 렛츠고 파닉스를 검색하세요.

APP (Android)

1. 검색창 활성화 후, 렛츠고 파닉스를 입력하세요.

2. [설치]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됩니다.

1

2

* 추후 iOS 지원 업데이트 예정4



렛츠고 파닉스 실행 후, 메인화면 상단에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 아이디/비밀번호를

기입 후, [Sign in]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 / 쿠폰 등록

4

1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문자로 받은 티켓번호

입력 후, [쿠폰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이 완료돼요.3

렛츠고 파닉스 실행 후, 로그인 화면 우측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전체 동의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2

가입시
쿠폰등록 가능

[기존회원] 로그인 후 쿠폰 등록하기

기본설정

5



닉네임 선택 Tip

최초 로그인 시
1회 캐릭터 생성 가능

닉네임 작성 후,
Go버튼 클릭

렛츠고 파닉스 시작하기

로그인 후, 남/여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 변경 가능)

1 갖고싶은 닉네임을 작성해주세요.

(작성 후 변경 가능)

2

캐릭터와 닉네임 설정이 완료되었어요.3

기본설정

이름 입력창 오른쪽의 [Name] 버튼을 누르면

추천 영어닉네임을 볼 수 있어요.

6



기본설정

버튼 설명

5 6

9

7 8

3 41 2

3 4

5

1 2

5

4

3

2

1

출석/학습결과 캘린더

짝꿍고르기

내 캐릭터 꾸미기

닉네임 바꾸기

아이스크림 획득/사용내역

9

8

7

6

5

4

3

2

1

쪽지

원격지원

음소거/해제

플레이그라운드(p.20 참조)

파닉스학습(p.12 참조)

리딩플러스(p.21 참조)

로그아웃

쿠폰등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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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캐릭터]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옷장으로 들어가

언제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1

캐릭터의 얼굴을 누르면 캐릭터 성별을 바꿀 수 있고, 아이의 얼굴로도 변경이 가능해요.3

옷장 화면에서 좌측 상단 [스토어] 버튼을 누르면 CLOTHING STORE 로 들어가 아이스크림으로 

캐릭터 옷을 구매할 수 있어요. (다시 옷장으로 돌아가려면 같은 위치의 [옷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내 캐릭터 꾸미기(옷장/스토어)

8



 [Attendance] 버튼을 눌러 출석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어요.

1 연속 출석 보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속 출석의 경우 주말을 포함해요.

2

색깔별로 학습내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Phonics 학습 내역만 표시되며

Reading Plus 내용은 표시되지 않아요)

2[History] 버튼을 눌러

학습결과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어요.

1

달력의 학습내역을 누르면

학습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출석 / 학습결과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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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고 파닉스 학습가이드

아이스크림 내역 및 보상

[TODAY] / [MONTH] 버튼을 누르면

일/월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Playground를 통해 아이스크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5학습을 통해 아이스크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4

출석을 통해 아이스크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3[획득]/[사용] 버튼을 누르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플레이보상학습보상

출석보상

10



렛츠고 파닉스 학습가이드

[→] 버튼을 눌러 파닉스 학습을 시작해주세요.

(화살표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5 이후 실행되는 써클타임은 바로 건너뛸 수 있어요.

(프로그램 종료 후 재실행할 경우 초기화돼요)

6

테드의 질문에 따라 마이크 표시가 뜨면

선택한 대답을 말해주세요.

3 올바른 대답 후, 녹음된 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답이 틀렸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4

파닉스 학습 실행시 써클타임이 진행돼요.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랜덤으로 물어봐요)

1 질문에 대한 답을 골라 눌러주세요.2

써클타임

11



Phonics 학습 : Alphabet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Preview > Lesson > Practice > Test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요.

1 알파벳을 따라 적어주세요. 

(Lesson 챕터 진행시, 학습 후 나타나는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노란색 표시가 뜨면 알파벳을 눌러주세요.3 단어를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가진 두더지를

찾아 눌러주세요.

4

Click 표시에 따라 그림을 누르고,

알파벳과 단어를 들으며 학습해요.

5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눌러주세요.

(Practice 챕터 진행시, 학습 후 다음학습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6

Practice 1Lesson 4

Lesson 3Lesson 2

Lesson 1

12



Test2

Practice 2

Test1

Practice 3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모든 학습을 마치면, [X] 버튼을 눌러 종료해주세요.11 학습 종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이 지급돼요1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눌러주세요.

(test 챕터 진행시, 학습 후 다음학습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9 단어를 듣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눌러주세요.10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눌러주세요.

7 퍼즐 모양에 맞춰 드래그하여 그림을 완성한 후,

알맞은 단어를 골라 눌러주세요.

8

드래그
(밀어옮기기)

13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Phonics 학습 : Phonics

Exposure

Trace&write Practice 1

Test Writing

65

43

21 반짝이는 회전목마의 말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학습 후 나타나는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Preview > Practice > Test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요.

말풍선의 안내에 따라 음성을 듣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눌러주세요.

말풍선의 안내에 따라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입력해주세요.

알파벳 소리와 단어를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눌러주세요.

알파벳 소리와 단어를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눌러주세요.

(학습 후 다음학습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14



파닉스 학습 Tip

모든 파닉스 학습은 중간에 종료해도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Alphabet / Phonics / Phonics plus / Sight words)

다만, 학습을 완료한 챕터를 다시 진행할 경우,

이전 학습 내용은 초기화 됨을 유의해주세요.

학습 종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이 지급돼요.모든 학습을 마치면, 

[Exit] 버튼을 눌러 종료해주세요.

Speaking Speaking

109

87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마이크가 있을 경우, 마이크 있음을 누르고

내 발음과 비교하여 들을 수 있어요.

마이크가 없을 경우, 마이크 없음을 누르고

단어 발음을 들을 수 있어요.

15



Phonics 학습 : Phonics Plus

음성 듣고 빠진 철자 고르기 음성 듣고 단어에 들어간 철자 고르기

단어 보고 음성 고르기 음성 듣고 그림과 단어 잇기

음성 듣고 이미지/단어 고르기

65

43

21

음성을 듣고 알맞은 그림(단어)을 누른 후,

그에 맞는 단어(그림)를 골라 눌러주세요.

(단어와 그림 순서 상관 없이 짝지어주세요)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음성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눌러주세요.

(다시 듣고싶을 땐 [sound] 버튼을 눌러주세요)

Study Map 순서에 따라 학습을 진행해요.

(학습 후 다음학습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음성을 듣고 그림과 빠진 철자 확인 후,

알맞은 철자를 골라 눌러주세요.

음성을 듣고, 들리는 단어에 들어간

알맞은 철자를 골라 눌러주세요.

말풍선의 안내에 따라 소리를 듣고

맞는 음성을 가진 당근을 골라 눌러주세요.

16



모든 학습을 마치면, 

[Exit] 버튼을 눌러 종료해주세요.

음성을 듣고,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 눌러주세요.

파닉스 PLUS 학습 중에는 [SOUND] 버튼을 눌러

언제든 영어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

학습 종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이 지급돼요.

문장에 들어간 그림의 단어 고르기

9

87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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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3

2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눌러주세요.음성을 듣고, 문장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눌러주세요.

그림과 문장을 확인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눌러주세요.

그림, 단어, 문장을 확인하고 [>]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학습 후 다음학습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3초간 보여지는 카드를 확인 후, 같은 단어가

쓰여진 2개의 카드를 뒤집어 짝지어주세요.

(skip 버튼을 누르면 건너뛸 수 있어요)

Preview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Test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요.

Phonics 학습 : Sight Words

ReadingListening

Word HuntPreview 2

Preview 1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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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9

87

학습 종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이 지급돼요.

[EXIT] 버튼을 눌러 학습을 종료해주세요.그림과 한글 문장 확인 후 알맞은 영어 문장을

찾아 눌러주세요.

그림 확인 후, 아래 단어를 순서에 맞게

눌러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잘못 눌렀을 땐 [Erase]버튼을 눌러 지워주세요)

그림과 문장 확인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입력 후,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Writing 2Writing 1

Test

사이트워드 학습 중에는

SOUND 버튼을 눌러

영어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렛츠고 파닉스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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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round

Level 1

Voca drive

Toy

화살표 방향으로 선을 따라 그어주세요.Tracing Level. 1 ~ 4

선긋기 놀이를 통해 소근육 운동이 가능해요.

단어를 듣고, 상단에 나타난 단어의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차를 움직여주세요.

(PC의 경우 키보드의 화살표키로 움직여요)

Hide and Seek / Click 49 / Voca Drive

두뇌 자극 게임을 통해 사고력을 높여요.

캐릭터의 물음에 원하는 물건을 골라 누른 후,

문장으로 소리 내어 대답해주세요.

Toy / Bathroom / Food

상황별로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어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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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lus

양쪽의 화살표 버튼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동화보기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인터넷 창이

열리며 실행돼요.

상단 중앙                               버튼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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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생/해제 (음성포함)

페이지목록 보기/해제

전체화면 보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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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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