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인재의 사고력을 키우는

대립 개념 중심의 초등 모국어 학습

모공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 

어휘력 쑥쑥! 논리력·분석력 향상!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사고 확장!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학년/학습 수준/단계별 교재 구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모공열 콘텐츠 구성

대립 개념을 통한 초등 모국어 학습,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모공열 특장점

+ 초등 필요 어휘 모두 포함 

: 대립 개념에 기초한 모국어 학습

: 초등 교과서 2만3천여 어휘를 분석한 어휘 선별

+ 한자 대신 한자어 학습 

: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 학습

: 효율적인 어휘력 향상

+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선택 

: 기초, 1단계, 2단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품 구성

+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통신기기 이용 가능 

: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학습 가능

+ 통합 교과형 지문으로 창의적 사고력 배양 

: 234개의 다양한 통합 주제 읽을거리 탑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재미있는 학습 

: 대립 표현 익히기, 동음이의어 고르기, 같은 범주 어휘 찾기 등

+ 교사의 학생들 학습 성과 관리 편의성 제고 

: 학교 전체, 학급별, 학생별 학습 현황 관리 시스템(LMS) 구현

I  모공열 학습 맵  II  모공열 메인 화면  I I  모공열 학습 화면  I I  모공열 학습 화면  I

: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 대 상 1~2학년

: 주요 내용 

레슨 30개, 기본 대립 어휘 600개, 

통합 지문 90개, 기초 한자 120개, 

대립 어휘 쓰기, 평가 문제, 모국어 열쇠 

: 시스템 학습 구성 

대립 표현 익히기 / 대립 짝 연결하기와 

대립 짝 고르기 / 대립 짝 문장으로 익

히기 / 지문 내용 이해 / 같은 소리 다른 

한자 / 평가

: 대 상 3 ~ 4학년

: 주요 내용 

레슨 24개, 기본 대립 어휘 480개, 

통합 지문 72개, 기초 대립 한자 96개, 

모국어 열쇠,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주제 쓰기, 핵심 어휘 쓰기 

: 시스템 학습 구성 

대립 표현 익히기 / 대립 짝 연결하기와 

대립 짝 고르기 / 같은 범주 낱말 찾기 /  

대립 짝 문장으로 익히기 / 지문 내용 

이해 / 같은 소리 다른 한자 / 평가

: 대 상 5~6학년

: 주요 내용 

레슨 24개, 기본 대립 어휘 480개, 

통합 지문 72개, 기초 대립 한자 96개, 

모국어 열쇠,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주제 쓰기, 핵심 어휘 쓰기 

: 시스템 학습 구성 

대립 표현 익히기 / 대립 짝 연결하기와 

대립 짝 고르기 / 같은 범주 낱말 찾기 /

대립 짝 문장으로 익히기 / 지문 내용 

이해 /  같은 소리 다른 한자 / 평가

모공열 기초 모공열 1단계 모공열 2단계

학습 수준/단계별 교재 구성



모공열 시스템 활용 구조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

모공열 도입 기대효과

• 모국어  어휘력 획기적 향상

• 학습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  

• 한 사람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교육

• 최저 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 

•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 격차 해소

• 토론과 대화 문화 정착 

글로벌 경쟁력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모공열 도입 기대 효과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자녀 학습 파악과 토론

•자녀 학습 현황 파악 

•자녀와 함께 토론 

•내용 중심 대화

재학생 모국어 학습 관리

• 학생 학습 현황 통합 데이터 

조회 및 열람 

• 재학생 모국어 능력 파악 및 

전교생 학습 권장

   관리와 통계  

관리와 통계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모든  

학생 데이터 관리 

•게시판 관리 

• 학생별 학습 시간 및 평가  

결과 확인

• 학습 우수자 칭찬과 미학습자  

사용 독려

학습과 평가

•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

•매 차시별 평가

• 자기 학습 기록 및 칭찬 별점 

확인

학생 선생님

학부모학교장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장 간의 상호 활용이 가능한 학습 솔루션



www.eoneo.co.kr

모공열 교재와 정보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관리하는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환경" 구축

시스템과 

교재가 결합된 

블랜디드 러닝

콘텐츠명 가 격 학교장터물품번호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 기초 300만원(제품 + 교재 50권) 201510013954284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 1단계 300만원(제품 + 교재 50권) 201510013954338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 2단계 300만원(제품 + 교재 50권) 201510013954318

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 

기초 / 1단계 / 2단계
750만원(제품 + 교재150권) 201510023956465

        교재 다량 구매 + 사이트 1년 사용

교재 200권 이상 구매시 300만원(15,000원 * 200권) 사이트 1년 사용권 제공

모공열 제품 가격과 

데모 사이트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

창의적 인재를 위한 

모국어 학습 시스템

창의적 인재! 

그 출발은 모국어 

능력이다.

오프
라인

온라인

I  PC, 노트북, 테블릿PC, 스마트폰  I I  모공열 수준별 학습교재  I

문의 및 도입 상담

㈜언어과학 사업부 학교사업팀  : 장원철 이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601호

C.P. 010-3393-2715  / 031-8060-0028    E-mail wcjang@eoneo.co.kr

데모 사이트

school.mogong10.com/demo 

같은 소리 다른 한자!

어휘력 쑥쑥!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 학습으로 
어휘력 향상

다양한 주제로 사고 확장!

다양한 글을 읽고 주제 찾기와
토론 거리 제공

논리력 향상

대립 어휘, 어휘 간의 계층 구조,
범주 구별로 논리적 사고력 향상

창의적 사고 확장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모공열

분석력 향상!

같은 소리 다른 한자를 구별하는 
분석적 사고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