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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다운로드 방법 
앱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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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CEDA English” 또는 “쎄다영어”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3 



[앱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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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CEDA VOCA” 또는 “쎄다보카”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2. 쎄다보카 앱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실행은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쎄다영어” 앱을 통해서만 합니다. 



2. 
앱 실행 및 사용 방법 
앱 실행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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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다운로드 된 “쎄다영어” 앱을 클릭하세요. 

2. 현재 사용 중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광고 팝업 화면입니다. 아래 x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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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프로그램 선택 화면입니다. VOCA를 클릭하면 보카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지사항, 숙제, 성적표, 포인트 버튼은 추후 사용 가능합니다.  

3. 선생님의 경우, 학생의 성적표와 포인트를 PC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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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메뉴 선택 화면입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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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학습 선택 화면입니다. 

2. STUDY = 듣고 공부하기  

3. VOCA TEST = 영한, 한영, 스펠링 시험  

4. EM TEST = 영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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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단어 공부 화면입니다.  

2.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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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단어 시험 화면입니다.  

2. 아래 보여지는 단어들 중에 정답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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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단어 스펠링 쓰기 화면입니다.  

2. 아래 보여지는 노란색 알파벳을 순서에 맞게 클릭하세요.  

3. 파란색 박스에 입력된 알파벳을 클릭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4. 단어 길이에 따라 빈칸 또는 알파벳이 다 안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왼쪽/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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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및 사용 방법] 

1. 틀린 단어 학습 화면입니다. 

2. 모바일의 경우, 영어 단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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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 승인 방법 

관리자 페이지에서 앱 승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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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승인 방법] 

1. 관리자 페이지  학생 & 반관리  쎄다모바일 학생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승인하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패키지없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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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승인 방법] 

1. 상단에서 학생 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승인 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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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02-6433-6001~2 

www.ce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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