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을 하세요 
http://betterpracticeapp.com/login에 접속하세요 
선생님이 주신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빠른 가이드
시작하기

다운로드가 필요 없습니다. 
Better Practice는 웹 앱이기에 브라우저가 있는 기기라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홈 메뉴 
알림, 중요한 약속들, 누가 오늘 연습을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Main Navigation

Gets You Around

어떤 것을 연습해야할까요? 

Smart Practice List 
당신의 현재 계획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 것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읽고 타이머를 시작하세요! 

세부과제

숙제, 음악, 메트로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도구들

자동 타이머

자신을 평가하기

알림들

친구들을 보세요

추가적인 도움

기본
1 2 3

http://betterpracticeapp.com/login


빠른 접속 
홈 메뉴에 저장을 해서 당신의 기기의 
앱처럼 활동하게 하세요!

어떻게 Smart Practice List는 사용되나요? 
Better Practice는 Spaced Repetition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더 많은 연습을 함으로써 당신
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Spaced repetition을 사용하면 장기간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논문에서 맑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연습은 덜 하고 실력을 더 늘 수 있습니다!

개인화하세요 
옵션에서 당신의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당신의 프로필을 개인화하세요.

다른 시각 
아이패드에서는 다른 음악 앱을 사용
하면 옆에서 나란히 작용됩니다.

XTRA TIPS

연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연습을 어려워하는 친
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매일마다 새로운 
곡들을 연주해야 하고 당신만의 망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요? 새로
운 기술들을 익히고 계속 연습하나요? 당신의 성
과를 남들과 비교하고 싶나요? Better Practice
만한 앱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레슨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겨두고 그 
유지하고 싶으세요? Better Practice를 사용하
면 당신은 모든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노트와 도구들을 포함해서) 당신이 연습할 때마다 
시간은 저장되어지고 당신의 성과도 저장이 됩니
다. 그렇기에 당신은 더 연습해야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하는 것은 더 쉬워진 적이 없습니다! Better 
Practice를 사용하면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볼 수도 있고 당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연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평가하세요!

} *표시가 있는 음악들은 선생님이 주
신 과제입니다. 매일마다 바뀝니다.

} 추천된 음악들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
다: 

마지막 연주에 대한 당신의 평가 
+ 

곡의 난이도 
+ 

얼마전에 노래를 연주했는지 

추전된 음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 당신은 여기에서 다른 음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연습
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Nancy Tanaka 

전문 음악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