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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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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방법�및�접속�:�PC

PC버전

1.�웅진빅박스�홈페이지�접속(www.playbigbox.com)�

2.�'무료다운로드'�클릭하여�빅박스�설치파일�다운로드�후�실행

3.�바탕화면에�설치�확인�후�‘BIGBOX’�실행�

1

2



01 설치�방법�및�접속�:�태블릿PC�/�스마트폰�버전

구글플레이스토어�접속

'웅진빅박스'�검색�후�설치

빅박스�앱�실행

설치

iOS�기기��버전

Android�기기�버전

앱스토어�접속

'웅진빅박스'�검색�후�설치

빅박스�앱�실행

�태블릿PC�/�스마트폰�버전



회원가입�
및�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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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박스�앱에서�가입했다면�별도�가입없이�바로�로그인�할�수�있습니다.

이메일�가입과�간편로그인�연동되지�않습니다.�가입�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로그인해주세요.

02 회원가입�및�로그인�:�홈페이지

홈페이지

1
2

3

상단�‘회원가입’�클릭하여�회원가입�진행웅진빅박스�홈페이지�접속�

(www.playbigbox.com)

상단�‘로그인’�클릭하여�로그인



02 회원가입�및�로그인�:�빅박스앱

빅박스앱

앱에서�회원가입하기

앱에서�로그인하기

웅진빅박스�접속�후�
[로그인�및�회원가입]�탭

[빅박스�회원가입]�탭하여�
회원가입�진행

빅박스�아이디/비밀번호�
입력하고�[로그인]�버튼�탭

로그인�완료�후�
[시작하기]�탭

정보�입력하고�[가입완료]�버튼�
탭하면�가입완료!

1 2 3

웅진빅박스�접속�후�
[로그인�및�회원가입]�탭

빅박스�홈페이지에서�가입했다면�별도�가입없이�바로�로그인�할�수�있습니다.

이메일�가입과�간편로그인�연동되지�않습니다.�가입�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로그인해주세요.

(예)�네이버�간편가입�시�네이버�버튼�클릭하여�로그인

1 2 3







































책�코드�등록

04 메뉴별�이용방법�:�클래스부스터�책�코드�등록

도서�코드�확인

코드�입력�후�검색

각�유닛�별�액티비티�진행

클래스부스터�메뉴�접속�후�
�‘책�코드�입력하기’�클릭

표지�클릭하여�다운로드

책�등록�완료



클래스부스터�메뉴

04 메뉴별�이용방법�:�클래스부스터�메뉴

추가�도서�등록

Books

우리반�찾기

1 오른쪽�하단�손바닥�클릭�

1 이용가능한�전체�도서�분야별�확인�가능�

1 학원(기관)등에서�이용하는�경우�안내�받은�코드�등록�후�이용

2 책�코드�입력�클릭하고�코드�입력

2 이용권이�없을�때



Expression�forest
3가지�게임을�통한�문장�학습

04�메뉴별�이용방법

주요�기능
단어�학습

학습�단어�기반�문장�학습

Listen�&�Repeat



04 메뉴별�이용방법�:�Expression�forest�메뉴

Expression�forest�메뉴

기적의�강
캐릭터가�밟고�지나간�자리�순서대로�

선택해�문장�만들기

환상의�숲
캐릭터가�숨었던�곳�순서대로�

선택해�문장�만들기

마법의�동굴
직접�문장을�따라�말하며�캐릭터가�

도망가지�못하게�봉인



A.I.몬티
빅박스�캐릭터�몬티와�대화!

04�메뉴별�이용방법

주요�기능
다양한�문장�듣고�말하기

인공지능과�함께�영어�대화



04 메뉴별�이용방법�:�A.I.몬티�메뉴

A.I.몬티�메뉴

몬티와�자유롭게�대화

여러가지�문장�듣고�따라�말하기



킨더박스
유치원에서�빅박스로�배우는�신나는�영어학습�

04�메뉴별�이용방법

주요�기능
수업�영상�및�액티비티�제공

Digital�TG

홈러닝�시스템�

누리�과정�연계



04 메뉴별�이용방법�:�킨더박스�메뉴�

킨더박스�메뉴�

튜토리얼�확인�후�이용가능

유치원에서�수업�등록�후�이용�가능한�메뉴.�일반�회원은�일부�무료�학습만�가능



호두ABC
웅진빅박스와�호두ABC가�만났다!

04�메뉴별�이용방법

주요�기능
캐릭터와�함께�수업

학습게임

원어민과�영어�말하기

영어�책�읽기



04 메뉴별�이용방법�:�호두ABC�메뉴

호두ABC�메뉴

※�빅박스�통하여�호두ABC접속�후�이용�가능합니다.�(별도�이용권�구매�필요/�PC�이용�불가)

호두ABC�설치�페이지�이동�
별도�로그인없이�빅박스�계정으로�이용가능�

(이용권�구매�필요)

패키지�구매�시�리딩오션스�3개월�
이용권�무료�제공�



빅박스�
학습�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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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빅박스�학습�리포트

학습�리포트

빅박스�홈페이지에서�로그인�후�학습리포트�클릭

빅박스�앱에서�우리�아이�월간�학습리포트�확인!



05 빅박스�학습�리포트�미리보기

학습�리포트�미리보기



이용권�구매�
및�등록

06

Bigbox Study Guide 



이용권�구매�:�홈페이지

06 이용권�구매�및�등록�:�이용권�구매�:�홈페이지

1

2

3

이용권�구매

-�이용권은�구매�시�바로�사용�시작됩니다.��

-�이미�이용권을�보유하고�있다면�기존�이용권�사용�종료�후�자동으로�기간�연장되어�사용됩니다.

홈페이지�접속�후�로그인

‘학습신청’�클릭

구매�원하는�학습�및�기간�선택�→�수강�하기�



06 이용권�구매�및�등록�:�이용권�등록하기�:�홈페이지

이용권�등록하기�:�홈페이지

1

홈페이지�접속�후�로그인

이용권�등록’�클릭

2

3

이용권�번호�입력

이용권�등록�(외부에서�빅박스�이용권을�받았을�경우�등록하여�사용�가능)

이용권은�등록�시�바로�사용�시작됩니다.�

이미�이용권을�보유하고�있다면�기존�이용권�사용�종료�후�자동으로�기간�연장되어�사용됩니다.�





이용권�구매�:�빅박스�앱

06 이용권�구매�및�등록�:�이용권�구매�:�빅박스�앱

빅박스�앱�접속�→�로그인�→��메인화면�→�‘MY�TICKET’�클릭�1

'BUY�TICKET'�클릭2

구매�원하는�학습�선택3

학습�기간�선택�및�구매하기4

1

2

3

4



이용권�등록하기�:�빅박스�앱

06 이용권�구매�및�등록�:�이용권�등록하기�:�빅박스�앱

빅박스�앱�접속�→�로그인�→��메인화면�→�왼쪽하단�아바타�클릭1

오른쪽�상단�설정버튼�클릭2

Coupon�Code�클릭3

입력�후�예�클릭�4

1



이용권�확인�:�빅박스�앱

06 이용권�구매�및�등록�:�이용권�확인�:�빅박스�앱

빅박스�앱�접속�→�로그인�→��메인화면�→�상단�‘MY�TICKET’�클릭하여�확인

보유�이용권�확인 이용권이�없을때



자주�묻는�
질문과�답변

07

Bigbox Study Guide 



Q.�빅박스�배경음악�조절�방법

Q.�게스트모드�로그아웃

07 자주�묻는�질문�:�배경음악�조절�/�게스트�로그아웃

오른쪽�상단�설정�클릭

2

Play�Effect�Sound(효과음)�음량�조절�
Background�Sound(배경음)�음량�조절

3

메인�아바타�클릭

1

메인�아바타�클릭 ‘Guest�Logout’�클릭

1 2

0



07 자주�묻는�질문�:�Shop�이용

Q.�Shop�이용
보유�골드로�아이템�구매�가능

아이템�구매�완료�후�구매�취소�불가

왕관모양�아이템�및�e-ticket은�빅박스�이용권�보유자만�구매�가능

하단�‘shop’�클릭1 원하는�메뉴�클릭�하여�구매��2

e-ticket은�문자�발송.�전화번호�입력�및�SMS�수신동의�필요.3



07 자주�묻는�질문�:�iOS기기�소리�설정

Q.�iOS기기�빅박스�소리�설정(아이폰,�아이패드)

무음설정�버튼이�없는�경우2

무음설정�버튼이�있는�경우1

무음모드�해제�

(주황색이�보이는�않는�상태)�

→�빅박스�소리�들림

무음모드�설정�

(주황색이�보이는�상태)�

→�빅박스�소리�들리지�않음

1

무음모드�설정�상태 무음모드�해제�상태패드�오른쪽�상단을�
위에서�아래로�내려�
‘종’�모양�확인�

기기�자체�무음설정이�되어있다면�빅박스�앱�소리가�들리지�않음



07 자주�묻는�질문�:�마이크�권한�확인

Q.�마이크�권한�확인(안드로이드)
빅박스�최초�설치�후�접속�시�마이크�권한�허용�필요(기기�별�설정�방법이�다를�수�있음)

앱�사용�중에만�허용�:�마이크�바로�이용�가능� 허용�안함�:�말해보기�버튼�없음

ⓘ�혹은�‘앱�설정’�클릭

허용�안함에서�
허용으로�변경

2

5

권한�클릭

완료

3

6

빅박스�아이콘�2-3초�정도�누르기�

허용되지�않음에�있는�
마이크�클릭�

1

4



07 자주�묻는�질문�:�마이크�권한�확인

Q.�마이크�권한�확인(iOS)�:�개인�정보�보호에서�변경

IOS�설정�애플리케이션�실행1

'개인�정보�보호’�클릭2 '마이크'�클릭3

권한�허용으로�변경4



07 자주�묻는�질문�:�마이크�권한�확인

Q.�마이크�권한�확인(iOS)�:�앱�설정에서�변경�

IOS�설정�애플리케이션�실행1

가장�하단�빅박스�앱�클릭2 마이크�권한�허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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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홈페이지�:�playbigbox.com�

고객문의�:�1544-0230�

E-mail�:�bigbox@wjcompa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