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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용 스마트 단어장 서비스
클래스카드는

선생님이 단어장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요 !

01

학생들은 수업 후 
암기학습 (스마트폰, PC)

02 03

단어장으로 수업시간에 
즐거운 수업활동



선생님 시간을 절약하는 도우미
클래스카드는

문제유형만 선택하면
시험이 출제되고
자동 채점까지!

01

클릭만으로 시험지, 워크시트
제작하고 멋지게 인쇄!

02 03

학습기록과 시험 점수는 
실시간으로 확인



클래스카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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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주로 PC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앱은 주요기능만 제공)

학생들은 주로 클래스카드 앱으로 학습

(PC 브라우저도 지원)

학생들의�데이터요금�절감을�
위해�오프라인�학습모드�지원

구글�크롬브라우저������

에서�가장�쾌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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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하기 
클래스카드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사용기간에 제약이 없고, 모든 기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리미엄 기능까지 이용하려면  다른 선생님 두 분을 초대하시면 바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01

회원가입



단어장을 직접 만들수도 있고, 10만개의 단어장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세트를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단어장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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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카드 시작 화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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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를 만들면 학생들에게 
세트(단어장)을 과제로 내줄 
수 있습니다.

손쉽게 나만의 세트(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들이 만드신 10만개 
세트(단어장)를 검색하세요



영단어의 경우 단어만 입력하면 뜻, 이미지, 예문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며, 엑셀, 한글 자료는 복사&붙여넣기로 한 번에 단어장 제작이 가능합니다.

세트 (단어장) 만들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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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엑셀, 한글 파일을 
복사&붙여넣기 한 번에 단어장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
고 검색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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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단어장) 다양하게 활용하기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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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암기/스펠/리콣
학습입니다. 

복습용 게임  모든 단어를 학습
한 후 게임형태로 복습합니다.

단어장은 효과적 암기를 위해 구간단위로 학습을 반복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구간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을 위한 수업도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도구를 제공합니다. 

수업도구  수업시간에 단어를 
함께 학습하고, 퀴즈 활동도 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클래스 및 학생관리, 효과적인 학습과제 및 시험출제가 가능합니다. 

클래스 이용하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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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영역 : 선생님이 세트를 만드
시거나 검색해서 클래스에 추가하
면 학생들이 학습을 합니다.

클래스 여기서 만드세요

리포트 : 학습 기록과 성적을 바로 
확인하세요 !



초대코드만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학생들이 초대코드로 가입과 동시에 클래스에 등록됩니다.

클래스에 학생등록06

www.classcard.net

학생초대 : 안내 메세지를 선택하고 
초대코드가 포함된 메세지를 카톡등
으로 전달합니다.



나의 세트,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세트를 클래스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과제가 부여되고, 스피드퀴즈도 출제됩니다. 

클래스에 과제 내기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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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세트 혹은 검색한 세트를 클래스에 
추가하면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과제가 
부여되고, 스피드퀴즈도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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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 번이면 빠르게 시험 설정이 가능하며, 우리반 학습기록과 시험점수는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출제 및 리포트08

스피드퀴즈
문제 유형과 문항 수 선택

스피드퀴즈 조건 설정 : 시험 응시조건과 
출제 기준 상세 설정

학습기록 및 스피드 퀴즈 점수는 실시
간으로 리포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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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2

배틀코드입

세트에서 퀴즈배틀을 실행!
또는 battle.classcard.net

b.classcard.net에 접속, 화
면에 표시된 배틀코드 입력
하면 준비 완료 !

학생들이 PC, 스마트폰으로 동시 접속하는 퀴즈 게임형식의 수업활동으로 모든 세트에서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퀴즈 배틀09



온라인 가이드 : www.classcard.net/Home/supprt

제안·불편 사항은 화면 우측하단의 고객센터에 접수하세요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
센터

직통전화 : 070-4042-1075

http://www.classcard.net/Home/supp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