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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의 고민이…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다 돌아가고…”
“음성인식, 녹음도 다 되면서…”
“나만의 교재와 커리큘럼 쉽게 담아서…”
“뷔페처럼 내 입맛에 맞는 기능만 골라 쓸 수 있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그런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어디 없을까?”

.. 아니신가요?

영어마법사란?
•

스마트러닝 플랫폼입니다. 그 시작은 ‘영어’ 교육 분야부터 입니다.

•

데스크탑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원, 공부방 등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사용 가능)

•

구글 음성인식, 음성합성(TTS) 기술을 채용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록된 학습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콘텐츠 업체와 제휴 환영!)

•

쓸데없는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을 우선 추구했습니다.

•

15년 넘는 전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월에 걸쳐 기획, 개발하였습니다.

•

고객의 요구 사항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모듈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레고블럭!)

•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기능들이 점점 추가될 것입니다.(지켜봐 주
세요 ^^)

학생 vs LMS(관리자툴)

학생 화면

LMS 화면

LMS는 원장,강사 등의 관리자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역시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편리성을 고려한다면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함.)

단위 학습자료
종류

내용

비고

단어

단어, 한글뜻, 영문뜻, 품사, 예문, 그림, 음원

사용중

문장

문장, 해석, 그림, 음원

사용중

객관식문항

질문, 정답, 지문, 그림, 음원

사용 예정

주관식문항

질문, 정답, 그림, 음원

사용 예정

전자책

URL, 책커버그림

사용중

기타

다양한 형식 추가 예정. 언제든 의견 주세요!

★ 혹시 원본 자료를 넘겨주실 때 꼭 참고해 주세요!

도서관 학습자료 구성도
도서관

분류1

case 1
학습모듈1

책1

책2

책3

책4

책5

책6

…

분류2

분류3

…

case 2

챕터1

챕터2

챕터3

챕터4

…

학습모듈1
학습모듈2
학습모듈3

학습모듈2

학습모듈4

…

학습모듈3
학습모듈4

…

도서관 > 분류 > 책 > 챕터(옵션) > 학습모듈 순으로 포함관계 설정 (마치 폴더와 파일처럼)
★ 혹시 원본 자료를 넘겨주실 때 꼭 참고해 주세요!

도서관 vs 내서재

관리자가 학원/반/학생개인 옵션을 조절하여 해당 학생에게 책 일부만을 배포하는 경우는 ‘내서재’(배포된 책)
가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경우는 ‘도서관’(모든 책)이 보이게 된다. (참고: LMS 안내글)

학습자료 원본 제공 예 (엑셀파일)
영어마법사에 수록할 학습자료를 아래 처럼 엑셀파일 혹은 텍스트파일로 제공해 주시면
미리 준비된 ‘학습자료 가져오기’ 스크립트로 순식간에 일괄 탑재됩니다.

도서관(전체자료구성), 단어, 문장에 관한 정보 및 이미지(jpg,png),음원(mp3) 파일 정도면 됨

첫 페이지

학생이 로그인하면
[내가 할 숙제],
[나의 최근학습자료]
목록이 최상단에 나타난다.

해당 학습자료의
학습기록(시각,완성도,점수)을
보여준다

내정보
획득한 점수, 별, 하트 수를 표시해 준다.
학원 현황판에서 기간별 누적점수로 학습
활동 순위(랭킹)을 표시할 수 있다.
별은 숙제검사(평가)시에 강사가 부여한다.
하트는 특별 인센티브 크레딧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30일간 기준의 점수 및
학습시간 그래프를 보여준다.

로그인 / 사용자등록

로그인, 사용자등록시에
는 해당 학원을 선택하
게 되어있음.
여러 학원이 하나의 앱
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
임.
학원별 혹은 업체별로
앱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으나 개발/유지보수
관리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됨

학습모듈 목록
해당 학습자료의
학습기록(시각,완성도,점수)을
보여준다

순차학습 설정 상태

순차학습 미설정 상태

학원/반/학생 옵션에서 순차학습을 설정하면
해당 학원/반/학생 학습모듈목록 화면에서
학습모듈들이 지정한 순서대로 나타나며
다음 단계 학습모듈에 자물쇠가 나타난다.

단어 학습모듈 voca

🔈

🔈

🔇

🔇

코드

내용

voca-1

단어/뜻-보고듣고-단어-입력하기 (셔플키보드)

voca-2

단어보고-알맞은-뜻-고르기 (4지선다)

voca-3

뜻보고-단어-입력하기 (미니키보드)

voca-4

뜻보고-단어-입력하기 (셔플키보드)

voca-5

뜻보고-알맞은-단어-고르기 (4지선다)

🔇

듣기 학습모듈 listen

🔈

코드

🔈

🔈

내용

🔈

listen-1

원문듣고-빈칸에-알맞은-단어-고르기 (4지선다)

listen-2

원문듣고-빈칸에-알맞은-단어-채우기 (셔플키보드)

listen-3

원문듣고-빈칸에-알맞은-단어-채우기 (미니키보드)

listen-4

원문듣고-받아쓰기 (청크키보드)

listen-5

원문듣고-받아쓰기 (셔플키보드)

listen-6 (예정)

듣기퀴즈-객관식문항

🔈

쓰기 학습모듈 write

🔇

🔇

코드

내용

write-1

해석보고-문장순서-바로하기 (청크키보드)

write-2

해석보고-영작하기 (셔플키보드)

말하기 학습모듈 speak

🔈

🔈

🔇

🔈

코드

내용

speak-1

원문/해석듣고-원문/해석보고-말하기 (음성인식)

speak-2

해석보고-원문듣고-말하기 (음성인식)

speak-3

원문/해석보고-말하기 (음성인식)

speak-4

원문듣고-녹음하기 (녹음)

speak-5 (예정)

원문보고-녹음하기 (녹음)

통역 학습모듈 trans

🔈

🔈

🔇

코드

내용

trans-1

해석듣고-해석보고-통역하기 (음성인식)

trans-2

해석듣고-통역하기 (음성인식)

trans-3

해석보고-통역하기 (음성인식)

기타 학습모듈

코드

내용

read-1

전자책보기 (자동진행)

read-2 (예정)

전자책보기 (수동진행)

기타 다양한 학습모듈이 향후 추가될 예정임. (현재 20여가지 학습모듈 존재)
* 현재 지원하는 전자책 형식은 3dissue와 같은 편집툴로 만들어진 html5(웹) 형식임

학습모듈 사용자입력방식
종류 (tcode)

내용 (툴옵션)

셔플키보드
shufflekb

정답 철자 모두를 뒤섞어서 나열한 형태

정답 철자 하나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재배열되어 나오는 키버튼 형태

청크키보드
chunkkb

단어 청크 단위 나열 형태

음성인식
srs
녹음기
record
기타
*
*

{ orgText:'eng', partText:'ext', maxHint:1 }

미니키보드
minikb

다지선다
mchoices

비고

{ orgText:'eng', partText:'ext', maxKey:5, maxHint:1}

{ orgText:'eng', delimiter:' '}

객관식 지문 선택 형태
{ orgText:'eng', maxExam:4, makeBlank:true }

구글 음성인식 형태
{ dispText:'eng', hintWord:0, hintChar:0 }

마이크 통해 녹음 후 서버에 업로드하는 형태
{ maxSecs:120 }

전자책, 짝맞추기, 사진찍기 등 다양한 입력 종류 마련 예정

위와 같은 사용자입력방식과 실제 학습자료를 조합하면 다양한 학습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음
툴(도구)옵션 값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정할 수 있음.

LMS - 1. 관리자 로그인

* 웹브라우저(모바일 포함)에서 관리자 페이지 URL로 접속하면 됨. 학생은 관리자 로그인 불가.

LMS - 2. 학생관리
새로운 반을 추가

반옵션 편집버튼

학생관리에서는 반, 학생,
강사 등의 사용자 정보에
대해 편집하고 학생들의
학습기록을 조회할 수 있
다.

반옵션이 특정값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주황
색으로 표시된다.
만약 반옵션이 세팅되
어 있지 않으면 하얀색
버튼 상태로 있다.

크게 3가지 구분
반별그룹 / 미배정그룹 /
강사그룹

위/아래 화살표 버튼으로 해
당 반내의 학생 목록을 펼쳤
다 닫았다 할 수 있다.

LMS - 2. 학생관리

반의 이름, 포함 학생 명단을
편집할 수 있다.

학생 이름 왼쪽에 [+]
[-] 버튼을 클릭해서 최
근 30일간의 학습기록
을 관찰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특히, 패스워드 변
경, 점수, 별, 하트수
변경 등

최근 30일간 학습시
간 (분) 그래프

최근 30일간 획득점
수 그래프

마감시킨 숙
제들만 보고
자 할 경우
선택한다.

LMS - 3. 숙제관리
마감된 숙제
는 학생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새로운 숙제 추가

숙제 내용 편
집 및 재배포

학생들의 숙
제 수행 정도
를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다.

* 영어마법사의 숙제학습 및 숙제관리 기능은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모듈입니다.

LMS - 3. 숙제관리
선생님이 숙제 검사
후 별점 점수를 평가
점수로 매길 수 있으
며,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자동평가]를
진행하면 점수 대역
에 맞는 별점이 자동
적으로 부여되어 편
리하다.

학생 이름 옆의 [+][-]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숙
제 수행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학습유
니트당의 점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음성녹음한 결과물을 업로드 한 경우, 마이
크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이를 클릭해서 실제 녹음된 내
용을 들어볼 수 있다.

LMS - 3. 숙제관리
숙제 편집 및 배포
숙제 제목 및 메모
마감일을 지정.
(현재는 마감일에 자동
으로 숙제가 마감되지
는 않는다. 옵션 마련
예정)
숙제로 배포할
학습모듈들

숙제가 할당될 학생들.
반단위뿐만 아니라 개
인단위로 선택 가능하
다.

LMS - 4. 학원관리
* 학원관리 페이지는 학원의 학생 학습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과 학원옵션 세팅 기능이 있다.

학생 이름 옆의 [+]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 학생의 학습 그래프가
나타난다.
현재 학생 순위 목록은…
1)
오늘
2)
최근 7일
3)
최근 30일
4)
이번주
5)
이번달
기준으로 나열해 놨으며…
새로운 기준은 손쉽게 추가
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영어마법사의 옵션은 ‘학생 개인별’, ‘반별’, ‘학원별’로 설정할 수 있다.
학생 -> 반 -> 학원 순으로 옵션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학원 옵션 보다는 반 옵션이 우선하고, 반 옵션 보다는 학생(개인) 옵션이 우선한다.
(의견: 옵션을 자주 바꾸는 것은 권장할 일이 못된다.)
1순위 학생 개인 옵션
특정 학생 개인에게 특
별한 옵션 부여
2순위 반 옵션
특정 반에 소속된 학생
들에게 특별한 옵션 부
여
3순위 학원 옵션
학원 전체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옵션

옵션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1) 학습모듈 유형 선택
영어마법사에는 20여개 가량의 학습모듈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러므로, 실제 사용할 학습모듈 유형을 옵션으로 몇가지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크게 단어 / 듣기 / 쓰
기 / 말하기 / 통역 / 전자책 보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학습모듈 유형 옵션 설정 후의 모습.
오른쪽 옵션 설정 화면의 연두색 선택
학습모듈 유형만 학습자에게 나타난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옵션 설정 후 반드
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앱은 완전 종료했
다가 다시 실행해야 옵션이 반영된 상
태로 출력된다.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2) 순차학습 (학습모듈 학습 순서 및 기준 결정)
앞선 (1) 학습모듈 유형 선택 옵션에서 선택
된 학습모듈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순차적으
로 학습시키고자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한다.

현재 단계(학습모듈)에서 학습결과가 90%
이상의 완성도, 7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들어
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즉, 다음 단계의
자물쇠가 열리게 된다.
순차학습 적용에서 완성도 0% 이
상, 점수 0점 이상으로 설정하면
학습모듈 순서만 조절되고 자물쇠
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습모듈 순
서만 변경을 원할 때 사용 가능)

새롭게 옵션을 세팅한 후 오른쪽 상단의 [저
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3) 책 배포 옵션
특정한 책(학습자료)만 선택적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옵션.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전체 [도서관]이 [내서재]로 축소되어 배포된 책만 보이게된다.

[책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배포할 책을 선택할 수 있음
새롭게 옵션을 세팅
한 후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야 한다.

이 옵션 세팅 전에는
전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이었다
가 세팅 후에는 [내서
재]로 바뀌었음.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4) 학습모듈 세부조정 옵션

특정 학습(기능)모듈를 관리자의 취향에 맞게금 세부조정(튜닝)하는 고급 옵션.
테스트 사용을 통해 옵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전 사용하길 권장함.

모든 학습모듈의 공통 세부조정 옵션
1. 텍스트출력: 학습화면에 출력될 요소 선택
2. 초기자동재생: 학습세션 시작시 초기 음원자동재생
3. 답변후자동재생: 학습 답변후 확인을 위한 음원자동재생
셔플키보드 툴(도구)옵션
1. orgText: 문제 대상 원문.주로 영어단어(문장). 기본값
은 ’eng’
2. partText: 학습 대상 특별 지정. 기본값 없음. 주로 빈칸채
우기 기출문제에 활용. (경우에 따라서 ‘ext’. 잘 쓰이지 않음)
3. maxHint: 힌트로 미리 보여주는 앞부분 철자 갯수. 기본
값0
미니키보드 툴(도구)옵션
1. orgText, partText, maxHint는 셔플키보드 설명과 같음
2. maxKey: 한 화면에 나타나는 미니키보드 갯수. 기본값
5
문장 학습에서 partText값을 ‘ext’ 에서 ‘’ (공백)으로 변경하
면 전체 문장을 받아쓰게 된다.
다지선다 툴(도구)옵션
1. orgText는 셔플키보드 설명과 같음
2. maxExam: 객관식문제 보기 지문 갯수. 기본값 4
3. makeBlank: 문제 대상 원문 안에 한 단어를 빈칸으로
만들 때 사용. 주로 영어문장에서
다른 옵션들과는 달리 학생 > 반 > 학원 > 시스템 디폴트 순으로 누적(덮어쓰기 방식) 적용됨
즉, 시스템 디폴트 옵션 설정 위에 학원 옵션 설정, 학원 옵션 설정 위에 반 옵션 설정, 반 옵션 설정 위에 학생 옵션 설정이 누적 덮어쓰기 되어
효과를 보게됨. 예를 들어 학원 옵션으로 voca-1 세부조정되고, 반 옵션으로 voca-2 세부조정되고, 학생 옵션으로 voca-2 세부조정되었다면
해당 학생은 voca-2 에선 학생 옵션 (반 옵션은 덮어쓰기되어 무시 됨), voca-1 에선 학원 옵션을 적용 받게 됨.

LMS - 5. 학생/반/학원 옵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옵션 세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법
[옵션] 버튼인 노란색(오렌지색)이면 특별한 옵션이 세팅이 되었다는 뜻이고, 흰색이면 옵션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됨.

옵션이 세팅되어 있
는 상태

옵션이 세팅되어 있
지 않은 상태

LMS - 6. 기타

각종 편집, 선택 대화상자들 -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사용하기 어렵지 않다.

LMS - 7. 자료관리
* 자료관리 페이지를 통해 기본 제공되는 자료 뿐만 아니라 학원 고유의 독특한 학습자료를 새롭게 직접 가공하여 영어마법사에 올릴 수 있다.

가져오기는 기존 도서관의
구성자료를 그대로 복사(클
론)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짜집기
/보강 등이 자유로움)

각 커리큘럼(도서관) 구성 단계마다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 선택된 책(혹은 챕터)의
내용물인 학습자료를 편집할 수 있
다. (다음페이지 참조)

LMS - 7. 자료관리

[단위학습자료] 종류는 크게 [단어], [문장], [퀴즈], [전자책]으로 나뉘고 이를 5
개~10개씩 [단위학습자료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현재 내용 편집 중인 책(챕터) 제목
단위학습자료그룹도 역시 기존 자료에서 복제(클론)
해 가져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위학습자료 ‘pink’의 내용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
그림은 확대해 볼 수 있고, 음원은 바로 재생해 볼 수
있다. (해당버튼 클릭)
서버에 그림/음원 파일 업로드 기능은 곧 추가 예정

일반 웹브라우저로 영어마법사 서비스 접속
음성인식, 녹음기능을 제외하고는 일반 웹브라우저(구글 크롬 사용 권장)에서 학습 진행 가능.

http://engwiz.com

영어마법사 소개 페이지
(EngWiz landing page)

http://m.engwiz.com/landing

영어마법사 각 서비스 URL 정리(안)
항목

URL

비고

영어마법사
소개 홈페이지

http://engwiz.com
(곧 활성화할 예정)

-

영어마법사
각 학원별 홈페이지

http://engwiz.com/ew/학원코드/

http://학원코드.engwiz.com/
형태로도 겸할 수 있음

영어마법사
각 학원별 자기주도학습

http://engwiz.com/ew/학원코드/study/

http://학원코드.engwiz.com/study/

영어마법사
각 학원별 관리자 페이지

http://engwiz.com/ew/학원코드/admin/

http://학원코드.engwiz.com/admin/

주 도메인 engwiz.com 을 다른 주 도메인(예: engwiz.co.kr)으로 쉽게 변경 적용 할 수 있음.
테스트학원의 학원코드는 test01, test02, ….. 이런 식으로 만들어짐.

데스크탑 윈도우 PC용 앱
음성인식, 녹음기능을 제외하고는 일반 웹브라우저(구글 크롬 사용 권장)에서 학습 진행 가능. 마이크 연동해야 하는 음성인식 및 녹음기능을 이용한 학
습을 하려면 데스크탑 윈도우 PC 전용앱을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해야 함.
(프로자이너 혹은 영어마법사 소개페이지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도 됨)

http://engwiz.com/download/engwizchrome_setup.exe
또는
http://engwiz.com/download/engwizchrome_direct.zip

설치프로그램

안드로이드폰용 앱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갤럭시S4 같은)의 구글플레이에서 ‘영어마법사’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나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rosigner.engwiz&hl=ko

아이폰/아이패드용 앱 - 애플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영어마법사’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나옴.
아이폰/아이패드 앱은 상대적으로 테스트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동작하는 경우가 안드로이드앱보다 많을 수 있
습니다. 또한 녹음기능 및 전자책 뷰어 기능은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yeong-eomabeobsa-engwiz/id936639432?mt=8

학원 및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제품
•

기존 학원 및 업체에는 다음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맞춰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작업에 필요한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학원(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임)

항목

내용

비고

서비스 로고

EngWiz에서 업체 고유 로고로

ai, png 파일로 제공 받음

전용 앱

안드로이드앱, iOS앱
윈도우앱

1) 앱 등록 및 유지보수 프로자이너
2) iOS경우 앱등록 리뷰기간 최소1주일

전용 서버

별도 리눅스 서버 탑재

원할한 유지보수를 위해 프로자이너에
서버 접근 권한 제공 필요

게임 연동

마이룸, 배틀바다 등의 기능성 게임과 연동

상세 내용은 문의요망

* 기본 제공되는 로고, 앱, 서버를 이용할 경우 별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학원 및 업체를 위한 맞춤형 표현 항목
•

예를 들어 학원과 업체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맞춤형으로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로고

서비스 제목

권장 이미지 규격:
312 x 64
.png
투명 바탕

저작권 정보
문의연락처

B2B 공급가 가이드라인
•

B2B 공급가는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공급가

초기 세팅비

기타

모든 과금은 월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B2B 공급에 있어서는 학생 개별 ID당 얼마로 과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월 최대 사용자수 범위를 제한하여 학원당 얼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월정액제로 받는 것이 서로 깔금하고 좋습니다.
업체 규모가 클 경우, 학원당이 아닌 업체당 월 얼마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세팅 비용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1) 별도의 학습자료(콘텐츠)를 영어마법사 플랫폼에 수록하는 작업 비용 (70%)
2)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20%)
3) 기타 준비 비용 (10%)
특히, 콘텐츠 작업 비용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에 따라 결정해 진행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로고, 앱, 서버를 이용할 경우 별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www.prosigner.com

연락처
•

콘텐츠업체/학원프랜차이즈업체/전화영어업체 사업담당자,
학원/공부방 원장님, 학교 선생님께서 연락주시면 10분 안
에 독자적인 학원 서비스를 운영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031-912-8331
engwiz@prosigner.com
www.prosigner.com
* 전화나 이메일로 용건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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