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O Digital Story Book 만들기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1. 도서 등록
① 도서 뒷 페이지 은색 부분을 긁어서 “Redeem Code” 를 확인합니다.
②	www.moo-o.com/stories/redeem에서 “Redeem Code”를 입력
후 “Redeem”을 클릭합니다.
③ 화면에 도서 표지가 나오면 왼쪽 하단의 “Confirm“을 클릭합니다.
④ 로그인 창으로 이동됩니다.

2. www.moo-o.com 로그인
① 로그인 창의 “Sign Up“을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메일과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 후 “Register“를 클릭합니다.
② 계정이 있는 경우 Username에 이메일 주소를, Password에 비밀번
호 입력 후 “Sign In“을 클릭하여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3.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①	www.moo-o.com에서 “Download“를 클릭하거나 로그인 상태
에서는 웹페이지 하단의 “Download“를 클릭합니다.
②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맞는 것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세요.
(내컴퓨터 폴더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속성 클릭하여 확인)
③ M
 oo-O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습니
다.

윈도우 사용자 (PC, 노트북)

	
		

•운영체제 (OS) : W
 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Desktop mode)

		

•오디오 : Windows Media Player 10 이상
윈도우 7, 8 버전 다운로드 (웹캠)

맥 사용자 (iPad, MacBook, iMac, Mac Mini, Mac Pro)
		

•운영체제 (OS) : Intel-based, Mac OS X 10.6.6 (Leopard)
아이패드 버전 다운로드

이상

윈도우ㆍ맥 공통
		
		
		
		

•프로세서(CPU) : Intel Duo Core 1.8 GHz 이상
•메모리(RAM) : 2GB

윈도우 8 버전 다운로드 (3D 카메라)

•하드디스크 : 1GB
•웹캠, 마이크, 스피커

맥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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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O Digital Story Book 만들기 (윈도우)
www.moo-o.com/stories/redeem에서 “Redeem Code“를 입력한 도서만 Digital Story Book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장비 체크
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PC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됩
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Moo-O를 실행하세요.

Moo-o 2.0

②	U sername에 이메일 주소, Password에 비밀번호를 입력 후
“OK“를 클릭합니다.
③	자동으로 웹캠과 마이크를 점검합니다. “OK“를 클릭하여 다음 페
이지로 넘어가세요.

2. 스토리 선택
①	“Redeem Code“를 입력한 도서 목록이 화면에 보입니다.
② Reading Level과 캐릭터의 수 대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스토리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의 “Next“를 클릭합니다.
④	스토리 시놉시스가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Next“를 클릭하면 스
토리 컨텐츠가 다운로드됩니다. Install Story창이 나오면 “Yes“를
클릭하세요.
⑤	스토리 설치가 끝나면 다시 “Next“를 클릭합니다.
⑥	프로젝트명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나중에 저장할 비디오 파일
명이 되므로 시간이나 반 이름, 학생 이름 등으로 만들면 됩니다.
⑦ 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나옵니다. “Add Actor“를 클릭하
여 캐릭터를 연기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웹캠으로 사진을 찍
어도 좋습니다.
⑧	역할을 정한 후에 “Next“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 디지털 스토리북 녹화
① 화면의 왼쪽 첫 번째 줄부터 읽으며 녹화를 시작합니다.
(Read All) 전체 스토리를 읽어줍니다.
(Read to Me) 문장을 읽어줍니다. 단어도 클릭할 수 있습니
다. 녹화 전에 들어보고 발음이나 억양을 참고합니다.
		(Record) “녹화“ 버튼입니다.
(Camera Mode) “다시 녹화하기“ 버튼입니다.
② 전체 스토리 녹화를 마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Next

(Next) 클릭하면 한 편의 동영상이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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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치면 오른쪽과 같이 동영상의 스타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Text Layout : 서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redit Style :  동영상 마지막에 보여지는 크레딧 스타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Dedication Page :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④ 동영상을 확인하고 “Publish”를 클릭하여 파일로 저장합니다. 윈도
우는 WMA파일, 맥은 MOV파일로 저장됩니다.

   (Play) 클릭하여 녹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ublish    (Publish) 클릭하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⑤ 다시 녹화하고 싶으면 하단의 “Back”버튼을 클릭한 후 “Camera
Mode”를 클릭합니다.
.
(Camera Mode) “다시 녹화하기“ 버튼입니다
⑥ 완성된 Digital Story Book을 친구나 가족과 즐겁게 감상합니다.

Moo-O Digital Story Book 만들기 (아이패드)
www.moo-o.com/stories/redeem에서 “Redeem Code“를 입력한 도서만 Digital Story Book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장비 체크
App Store 에서 Moo-O를 검색하여 “받기“를 클릭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실행
①	Username에 이메일 주소, Password에 비밀번호를 입력 후 “OK“
를 클릭합니다.
② www.moo-o.com/stories/redeem 에서 “Redeem Code“를 입
력하여 확인 받은 도서들이 보입니다. 스토리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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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④ 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나옵니다. “Add”를 클릭하면 “Reading Buddies”가 나옵니다. 본인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⑤ “Reading Buddies”의 오른쪽 “Others”를 클릭하면 여러 친구들과 녹화할 수 있습니다.

Katie Kim

3. 디지털 스토리북 녹화
① 화면에서 본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Read to me) 해당 문장을 읽어줍니다. 단어를 클릭하면 단
어를 읽어줍니다.
(Play)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Record) 녹화 버튼입니다. 클릭한 후 녹화합니다. 한 페이
지를 녹화한 후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여 Play 하세요.
(Next) 모든 페이지를 녹화한 후 “Next“를 클릭하면 한 편
의 동영상이 제작됩니다.
②	“Others“로 여러 명과 녹화 할 경우, 해당 대사마다 친구들의 얼굴
을 바꿔가며 녹화합니다.
③ 녹화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Publish) 파일을 저장하려면 “Publish“를 클릭 후 “Publish
locally“를 클릭합니다. 아이패드의 “사진“폴더에서 최종 동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④ 완성된 Digital Story Book을 친구나 가족과 즐겁게 감상합니다.

www.moo-o.co.kr 에서 음원 및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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