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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1

프로그램 설치

리딩매직 설치 방법 – PC

포털사이트에서 리딩매직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 readingmagic.co.kr 입력하세요.

순서대로 클릭하여 설치해주세요.

리딩매직 공식 사이트 메인화면 우측에서 프로그램 설치 순서대로 다운을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

1

2

사이트 메인에 있는 [프로그램 설치1] 

클릭하고, ‘화면에 나오는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1 [다음] 버튼을 누르고 설치하여 

저장합니다.

2

3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2

사이트 메인에 있는 [프로그램 설치2] 

클릭하고, ‘화면 하단에 나오는 

‘RM_Setup.air’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치]버튼을 누릅니다.4

설치 환경 설정과 설치 위치를 확인 후,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5 바탕화면에 있는 ‘리딩매직’ 아이콘을 

누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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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리딩매직 설치 방법 – MOBILE, 태블릿PC

APP (IOS)

앱/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딩매직 검색하세요.

1. [검색]아이콘 클릭 하세요

2. 검색창에 리딩매직을 입력하세요.

3. [다운로드]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됩니다.

APP (Android)

1. [돋보기]아이콘 클릭 후, 검색창에
    리딩매직을 입력하세요.

2. [설치]버튼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됩니다.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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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내역

수강내역에서 상품명, 쿠폰등록일, 수강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문자로 받은 티켓번호 

입력 후, [티켓번호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설정

회원 가입 / 쿠폰 등록 / 수강 전환

Reading magi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SIGN UP]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 http://readingmagic.co.kr]

1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클릭 후, 하단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 리딩 매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성)

2

홈페이지 상단 [LOGIN] 메뉴를 누른 뒤, 

아이디/비밀번호를 기입 후 [로그인]버튼을 

누릅니다.

3 4

5 원하는 '강좌' 버튼을 누릅니다. 

(리딩매직과 파닉스는 동시 수강이 불가능 합니다. 

원하는 강좌를 선택 후, 학습해 주세요.)

6

수강내역

6

수강 전환 방법
리딩        파닉스



기본설정

리딩 매직 시작하기

닉네임 작성 후,
OK버튼 클릭!

바탕화면에 있는 [리딩 매직] 아이콘을 누릅니다.

(PC, 태블릿 PC,모바일 공통)

1 Reading Magic 홈페이지와 동일한 

ID/ Password를 입력한 후 [Login] 버튼을 

누릅니다.

2

남/여 성별을 선택 해 주세요. 

(선택 후, 변경 불가능)

3 원하는 캐릭터 중 한가지를 선택하세요.

(선택 후, 변경 불가능)

4

갖고 싶은 닉네임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 후, 변경 불가능)

5 캐릭터와 닉네임이 설정 완료되었어요.6

최초 로그인 시, 
1회 캐릭터 생성 가능

리딩 매직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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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시작단계 정하기 (Level Test)

연령 선택

[Start] 버튼을 누릅니다.3 책장을 넘기며 원서를 읽습니다.4

클릭 시,
 다음페지로 이동

SATRT Step 1

원서를 다 읽은 후,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5 학습 결과 확인 후,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6

[Level Test] 버튼을 누릅니다.1 권장 연령에 맞는 레벨을 선택하여 누릅니다.2

12~13세11~12세10~11세9~10세

6~7세 7~8세 7~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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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단어 학습 후, 분홍색 화살표 표시가 나오면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

7 단어 학습 결과 확인 후,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

8

그림과 음성을 듣고,

 Step2 학습에서 익힌 단어를 누릅니다.

11 점수 결과 확인 후,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

12

Step 2

학습페이지

Step 3

문장을 듣고 Step1 원서에 나온 내용은 

[Ture]버튼을 나오지 않은 내용이면 

[False]버튼을 누릅니다.

9 점수 결과 확인 후, 

[다음 학습] 버튼을 누릅니다.

10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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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est 선택 Tip

드레그
( 밀어옮기기)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두가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누릅니다.13 문장을 듣고 단어를 어순에 맞춰 넣습니다.14

 [Archive 교재도감] 버튼을 누릅니다1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원서를 확인 후, 

난이도 확인합니다. 

(Level별 교재 6페이까지 미리 보기 가능)

2

Step 5

Test 결과 누릅니다.15 결과 점수에 따라 한 단계 낮은 레벨, 

한 단계 높은 레벨을 재도전 할 수 있습니다.

60점 미만: 한 단계 낮은 레벨 도전
60점 ~ 90점 미만: 레벨획득
90점 이상: 한 단계 높은 레벨 도전

16

레벨별 원서는
밀어서 보기

교재 미리보기로 내용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 한 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세요!

10



Before Reading

1. Vocabulary

2. Vocabulary Speak

3. Pop Balloon ( Matching )

4. Vocabulary Test

While Reading

5. Story Book

6. Reading Check Up

7. Listening Quiz

8. Dictation 1 (Choice Blank)

9. Dictation 2 (Choice Sentence)

10. Listen and Speak

After Reading

11. Fun Zone

12. King & a Parrot

13. Read out Loud

14.Talking With Mom

Low Level (1~7)

Before Reading

1. Vocabulary

2. Vocabulary Speak

3. Pop Balloon (Typing)

4. Vocabulary Dictation (Typing)

While Reading

5. Story Book

6. Comprehension Test

7. Listening Quiz

8. Dictation 1 (Typing Full Sentence)

9. Dictation 2 (Typing Full Sentence)

10. Listen and Speak

After Reading

11. Fun Zone

12. King & a Parrot

13. Read out Loud

14.Talking With Mom

High Level (8~20)

학습 과정 (Level 학습)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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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서관 (Library)

정독 학습이 가능한 20개 Level 600여 권 중 
원하는 교재를 책장에 담아 학습을 시작 할 수 있어요.

담아두었던 교재는 
언제든지 학습 가능!

(Book Set)

교재를 밀어서 
책장으로 옮겨주세요.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원하는 교재를 책장으로 밀어서(드레그) 

옮겨 놓습니다.

3 원하는 교재를 넣었다면,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4

리딩 매직 HOME 화면에서 

[Library]버튼을 누릅니다.

1 [교재 선택] 메뉴를 누릅니다.2

12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학습하기 (Activity)

학습별 루비 차등 지급

선택한 Step의 학습이 시작되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3 해당 Step의 학습이 완료되면 우측 화살표를 

눌러 다음 Step의 Activity를 진행합니다.

(Step1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Step의 Activity)를 

진행합니다.)

4

앞 단계 Activity를 모두 완료하면 마지막 Step인 

[Talking with Mom]에 접속하여 학습내용을

점검합니다.

5 비밀번호 입력 후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Talking with mom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습입니다. 

비밀번호는 부모님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6

책을 모두 읽은 후, 읽은 책 하단 [Activites] 버튼을 

누르면 Activity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Step 아이콘을 눌러 학습을 시작합니다.2

13

Talking with Mom
비밀번호 bigmom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학습을 완료하면 Activity 목록으로 돌아오고, 

완료한 Step 밑에는 학습 결과가 찍힙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Step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7 [Record] 버튼을 누르면 학습 횟수, 점수, 평점, 

시간, 등급 등 학습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8

학습하기          나오는 [다음 Step Activity 진행] 버튼 소개

모든 스탭의 학습을 마친 후, 다음 학습을 위해 [화살표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성적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4

Activity 학습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14가지 단계별 반복 G러닝 학습 입니다. 
(원서를 읽고 난 후,  Activites 학습을 권장합니다.)14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녹음 합니다.원어민 음성을 들으면서 그림과 단어를 보고 학습입니다.

영문, 한글 
ON,OFF 기능

Vocabulary

듣고
녹음하기

Vocabulary Speak

음성을 듣고 그림과 일치하는 단어를 누릅니다. 음성을 듣고 네모 상자를 눌러 단어를 작성합니다.

영문, 한글 
랜덤

Vocabulary Test Low Level High Level

네모 상자를 누르고 풍선에 있는 단어를 2번씩 

작성합니다.

누르고 들리는 단어와 일치하는 그림을 누릅니다. 

 Pop Balloon Low Level High Level

학습소개 (Activity)

15

1

듣기

2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Story Book 누르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누르면, 한글 스크립트를 볼 수 있습니다.처음 읽는 경우, 페이지 음성이 끝나야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6

교재에 나오는 문장을 듣고 일치하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음성을 듣고 문장 순서대로 드레그 하여 옮겨 넣습니다.

Listening Quiz Low Level High Level

원서에 나온 내용에 맞는 답을 선택합니다.원서에 나온 내용은 [O]버튼을

나오지 않은 내용이면 [X]버튼을 누릅니다.

Reading Check up Low Level High Level



원어민 음성

학습자 음성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Dictation 1

빈간에 맞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면 원어민 발음과 억양을 

비교합니다.

30%, 60%, 100% 영어문장 숨김과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학습합니다.

Listen and Speak

우리말 문장을 보고 네모 상자를 눌러 영어로 작성합니다.원어민 음성을 듣고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Dictation 2

힌트보기

17

Low Level High Level

Low Level High Level

Low Level High Level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녹음

문장을 듣고 어순에 맞춰 캐릭터 위 단어를 보고  

옮겨 넣습니다.

문장을 듣고 단어를 어순에 맞춰 넣습니다.

[Step 1] 제시된 영어 단어의 뜻을 말합니다.

[Step 2] 제시된 한글 단어에 맞는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답하면 부모님이 [0]를 누르고, 

틀리는 경우 [X]를 누릅니다.

[Step 3] 제시된 영어문장의 뜻을 말합니다.

[Step 4] 제시된 한글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말합니다. 아이가 답하면 정확도에 따라 부모님이 

[Bad] [Good] [Perfect] 중 하나를 누릅니다.

Talking with mom 단어 학습 문장 학습

[녹음 하기] 버튼을 누르고, 교재를 보며 소리내어 

읽습니다. [NEXT] 누르면 책장이 넘어갑니다. 

원어민 음성을 듣고, 마이크 모양이 나오면 따라 말합니다.

(자동녹음)

Roller Coaster Gyro Drop

드레그
( 밀어옮기기)

King and a parrot Read out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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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 하기(Extensive Reading)

다독학습은 1,000권의 원서가 prelevel ~Level8까지 9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음성 + 해석보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화 보기 
클릭

1. 학습자 레벨에 맞는 동화를 선택 하세요. 2. 원어민 음성과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재생 버튼이 생겨요

레벨 선택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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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훈련(Brain Zone) & 아바타 샵(Avarta Shop)

두뇌 훈련은 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두뇌 게임입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루비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두뇌 게임마다 20개 루비가 소진돼요. 루비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어요.

두뇌 훈련(Brain Zone) 아바타 샵(Avarta Shop)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20



학습 랭킹

월간 성적표(Report) & 학습 랭킹

일간, 월간 랭킹으로 어느 초등학교 누가 순위에 올랐을까요?

일별, 교재별, G-TELP, 파닉스 별
성적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월간 성적표(Report)

다독 성적도 
볼 수 있어요.

리딩 매직 학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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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랭킹도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