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arning World 판매 제품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HMH의 리더스로 구성된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도서관

자기주도학습 및 선생님과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잡힌 온라인 프로그램

1,000여 개의 Reading Passage가
레벨에 맞게 맞춤 제공되는

온라인 리딩 학습 프로그램
e-Learning World 는?
(주)언어세상이 제공하는 Digital Learning Program 쇼핑몰입니다.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도구와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나세요.
•전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양질의 영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우수한 Digital Learning 프로그램에 수여되는 각종 수상작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디바이스로 구매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고 비교, 선택하는 One-stop 구매로 편리합니다.

69,000여 권의 도서와 스콜라스틱만의
수준 높은 퀴즈가 제공되는

온라인 독서 능력 평가 시스템

www.e-learningworld.co.kr | 02-2644-7400

e-Library

e-Library 는?
수준별 독서 활동이 가능한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HMH (Houghton Mifflin Harcourt)의 Readers
중 1,060여권의 e-book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9단계로 촘촘하게 레벨링되어 있어, 다양한 학생의
수준에 딱 맞는 원서를 선택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레벨 테스트

02 e-book 읽기

읽기를 시작하기 전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적합한 도서 추천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제
사용 중인 다양한 장르와
테마의 e-book 읽기

학습 중 이거나 학습을
완료한 도서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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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도서관

e-Library 학습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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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HMH의 리더스로 구성된

STEP 04

04 성적 분석
온라인 학습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게 유도

03 온라인 학습
읽은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등 영역별 온라인
학습

Mana

클래스를

e-Library

e-Library 특징
•Leveled Reader로 구성되어 수준별 독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Grade K-Grade 6까지의 수준별 Leveled Reader로,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한 학년 안에서도 레벨이 Below-On-Above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제공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의 도서 레벨을 국내 환경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e-Library Reading Level은 Grade와 AR, DRA, Reading Recovery Level 등 독서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e-Library 레벨
•e-Library Reading Level은 Grade 뿐만 아니라, AR, DRA, Reading Recovery Level등 독서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Grade는 HMH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도서 별 미국 학년입니다.
•Grade는 해당 레벨 별 다수 도서의 독서지수 및 학년을 위주로 범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 시 검색
분류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ading Grade-Level Comparision Chart
e-Library
Read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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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Reading Level

학습 대상

Level 1

파닉스의 마지막 단계 혹은 파닉스를
마친 후 처음 책을 접하는 학습자

ㆍ용이한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약 3~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1~2개
정도 되는 글이 제공
ㆍ간단하고 명확한 그림을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익힐 수 있으며 독립적인
리딩을 위한 준비단계

Level 2

그림과 함께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ㆍ페이지당 약 4~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2~3개 정도 제공되며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로 구성
ㆍ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읽고 따라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표현은
1~2문장 정도 쓰기학습이 가능한 단계

Level 3

스토리 속의 중심내용을 이해하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이 가능한 학습자

ㆍ페이지당 약 7~10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3~4개 정도 제공되며 Level2보다
다양항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
ㆍ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읽고 따라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표현은
1~2문장 정도 쓰기학습이 가능한 단계

Level 4

스토리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습자

Level 5-6

미국 초등학교 2~4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로, 챕터별로 나누어진 이야기
혹은 기승전결에 따른 스토리 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Level 7-8

미국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로, 챕터북을 비롯한 길이감 있는
픽션 혹은 특정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논픽션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ㆍ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스토리북을 스스로 찾아 읽고
이해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기로, 읽은 내용과 연관된 주제에 대한
심화토론 및 자신의 생각 표현이 가능

Level 9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리딩
레벨로,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된
내용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ㆍ전문용어에 대한 학습 및 이해, 활용이 가능하며 스스로 주제를 확장시켜
관심분야의 심화학습을 통한 활용이 가능한 단계
ㆍ뉴베리 수상작과 같은 예술성과 난이도가 있는 도서 학습이 가능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도서관입니다.
•레벨테스트부터 e-book 읽기, 온라인 학습 그리고 독서이력관리에 이르는 모든 학습 과정을 학생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영역별 독후활동으로 도서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e-book을 읽고 영역별 Comprehension Questions을 풀 수 있습니다. 학습은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영역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읽은 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습한 도서는 독서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독서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독서 이력과 모든 독후 학습에 대한 상세한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독후 학습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을 포함한 성적표가 제공되어 학생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레벨 설명

ㆍ페이지당 약 5개의 문장이 제공되며,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구성
ㆍ기승전결에 맞는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인 사고능력의 기초를 기를 수 있음

ㆍ챕터별로 스토리 이해능력이 있어 좀 더 긴 줄거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이해가능
ㆍ주제별 어휘력 확장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기승전결에 맞는 논리적
글쓰기가 가능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한 토론학습도 가능한 단계

e-Library

e-Library 이용안내

e-Library 가격

I For Teachers
단체 회원 가입

단체 소속 학생 회원 가입

단체 기관의 승인

학습권 구입

•단체 기관에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단체 기관이 먼저 가입을 한 뒤에 단체 기관 소속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기관 소속의 학생이 가입 시, 해당 단체 기관명을 선택합니다.

•단체 기관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소속 승인을 완료한 후에 학생
성적, 독서 이력 등의 각종 관리가 가능합니다.

학습권 종류

정가

판매가

3개월 권

45,000원

42,750원 (5%할인)

6개월 권

90,000원

81,000원 (10%할인)

•e-Library 프로그램은 ‘e-Library홈페이지 www.go-elibrary.co.kr’ 에서 학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31일 단위입니다.(1개월 학습권의 경우: 1월 1일에 사용을 시작하면 1월 31일에 종료)
•학습권 유효기간은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입니다.
•기존 학습권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 학습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습권의 복수 구입은 가능합니다.
•사용이 시작되면 일시 중지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 및 총판을 통해 학습권을 구매한 후,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사용합니다.

I For Students
회원 가입

학습권 구입 & 확인

도서 학습

•사이트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MEMBERSHIP을 클릭해 가입 합니다.
•단체학생은 반드시 소속단체를 선택하고 개인학생 소속 단체 선택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단체학생: 'E-Library>이용안내>학습권 등록' 에서 학습 쿠폰번호를
입력하거나, 부여 받은 학습권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개인학생: 'E-Library >이용안내> 결제하기' 에서 학습권을 구매합니다.

•'도서관' 메뉴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소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Benchmark Universe

Benchmark Universe 는?
Benchmark Universe는 학생 스스로 양질의 책을
자유롭게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Fiction과 Non-fiction은
물론, 현재의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및 선생님과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잡힌 온라인 프로그램
02 e-book 읽기

읽기를 시작하기 전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적합한 도서 추천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제
사용 중인 다양한 장르와
테마의 e-book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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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Univers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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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Manage

03 온라인 학습
읽은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등 영역별 온라인
학습

Manage
클래스를 만들어 학생을 손쉽게 관리

Assign
Assign
Teach

04 성적 분석
온라인 학습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게 유도

도서 선정 및 숙제 부여

맞춤형 e-book 제작 및 다양한
교사용 리소스를 수업에 활용

Benchmark Universe

Benchmark Universe 특징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가 가능합니다.
•Benchmark Universe에서 제공하는 도서는 미국의 유치원~고등학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7개 레벨로 분류 된 Interactive 도서를 e-book으로 읽으며 체계적인 수준별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도서는 Fiction과 Non-fiction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생활, 시, 수학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글들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독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기주도형 영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도서를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Filtering을 제공합니다. 또, 듣기 기능을 제공하여
쉽고 정확하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enchmark Universe 도서레벨
•A부터 Z+까지 27단계로 세분화된 다양한 3,600여 권 이상의 e-book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Lexile을 선택하여 도서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Conversion Guide For leveled Texts
Developmental Category

Emergent

Emergent / Early

Early

Grade Level

Letter Level

Number Level

A

1

B

2

C

3,4

D

5,6

E

7,8

F

9,10

G

11,12

H

13,14

I

15,16

J

18

K

20

L

24

M

28

N

30

O

34

P

38

Q

40

R

40

S

44

T

44

U

50

V

60

W

60

X

60

6-7

Y

70

8-9

Z

80

9+

Z+

90

k

k-1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도서 학습 시, 교사가 학습과 연관된 오디오/비디오 링크, 사진 포스트, 새로운 페이지 개설 등의 Activity를
e-book에 넣어 학생의 흥미를 더해줄 수 있으며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또 그 외에 노트 기능과 오디오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학생의 Reading Skill, Writing Skill, Speaking Skill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BR*-420L

1

1-2
Early / Fluent

Lexile Range

2
2-3

3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PC 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420L-820L

4

•다양한 부가 도서와 오프라인 레슨 자료로 학습효과가 배가됩니다.
•영어 도서 이외에도 600여권의 Spanish 도서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Teacher's Guide, Comprehension Card의 교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Fluent

4-5

740L-1010L

5
5-6
6

Advanced Fluent

925L-1185L

1050L-1335L

Benchmark Universe

Benchmark Universe 이용안내
I For Teachers
계정 생성 요청

학생에게 계정 전달

클래스 관리

•주문 완료 후 Benchmark Tech 본사에 교사계정/학생계정 생성을
요청합니다.
•계정 요청 후 7일 이내로 처리 완료됩니다. (Business Day 기준)

Benchmark Universe 판매 가격
가격

3,000,000원

기간

1년

e-book 이용가능 학생 수

300명

혜택

첫 해 구매 시 300여권의 도서 무료 증정

•부여 받은 계정을 확인 후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클래스를 생성한 후 학생을 선택하여 매칭합니다.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언어세상
•상담 문의: 02-2644-7400

Benchmark Universe 신청 절차
과제 부여

•클래스를 선택 후 학생을 선택하여 과제를 부여합니다.
•또한 부여한 과제의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I For Students
로그인

•선생님께 부여 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소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도서학습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부여한 과제가 있는경우 과제학습을 진행합니다.

SRA Reading Lab

SRA Reading Lab 은?
SRA Reading Lab은 학생의 Reading Level과 흥미에
맞춰 다양한 글을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Reading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초등 ~ 성인 수준까지
커버하는 1,000여개의 Reading Passage가 제공되며,
CCSS(미국 공교육 커리큘럼)와 Lexile 지수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초등 ~ 성인 수준까지 커버하는 레벨 범위
•Fiction과 Non-fiction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
•1,082개의 방대한 Reading Passage
•CCSS(미국 공교육 커리큘럼) 반영
•Lexile 지수를 반영한 정확한 레벨링

1,000여 개의 Reading Passage가 개인별로 맞춤 제공되는

온라인 리딩 학습 프로그램

SRA Reading Lab 특징
Digital

•다양한 주제의 Reading Passage를 제공하는 온라인 도서관입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읽고 싶은 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집, 학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친구와 함께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습니다.
•학습 결과, 학습 후기, 좋아하는 지문, Activity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Badge와 Point 제공 시스템으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선생님은 LMS로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학습관리가 가능합니다.

Personalized

•학생의 읽기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는 Reading Passage를 골라 읽을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retest로 본인 레벨에 맞는 Reading Passage를 추천해 줍니다.

SRA Reading Lab

SRA Reading Lab 특징
I 50여 년 동안 이미 검증된 Reading Passage를 기반으로 합니다.

I 학습에 필요한 Reading Skill이 향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Reading Passage
•1,000개가 넘는 양질의 Reading Passage는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 커버
•검증된 Reading Passage로 매우 효율적인 학습 효과 기대

•기존의 Reading Program은 재미와 흥미로 다독을 지향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SRA Reading Lab은 학습에
필요한 Reading Skill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
•Reading Skill 지도가 힘든 교사라도 Tutorial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 Reading Skill 학습이 가능

I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Lexile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I LMS 기능이 간단명료해 누구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SRA Reading Lab의 모든 Reading Passage는 Lexile 지수를 기준으로 구분
•Pretest를 통한 학생의 수준 평가도 Lexile 지수로 구분되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Reading
Passage를 더욱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추천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Reading이 이루어져 최적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줌

•SRA Reading Lab에서 제공하는 LMS(학습 관리 기능)는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해 처음 접하는
선생님도 쉽게 관리
•성적 관리 기능은 단순히 Reading 현황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진척도를
7~8 영역으로 세분된 리포트로 제공해 학생 실력과 향상도 평가가 가능

SRA Reading Lab

SRA Reading Lab 이용 안내
I For Teachers
교사 계정 생성

콘텐츠 등록

학생 등록 & 클래스 배정

•License를 신청하면, Master Code를 부여받습니다.
•http://connected.mcgraw-hill.com에 접속하여 교사 계정을 생성합니다.
관리자가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 학생들을
직접 등록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콘텐츠의 Teacher Edition과 Student Edition을 등록합니다.

•학생을 개별 등록하거나 양식을 내려받아 일괄 등록합니다.
•Teacher Edition에서 클래스를 생성한 후 학생을 선택하여 배정합니다.

SRA Reading Lab 판매 가격
학급 구분

학생

교사

가격

Small Class

10명

1명

\330,000원

Single Class

50명

5명

\1,320,000원

Multiple Class

150명

15명

\2,970,000원

Standard Building

500명

25명

\8,990,000원

Large Building

1,000명

50명

\16,100,000원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상품별 학생 추가가 가능하며 추가금액은 1명당 33,000원입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언어세상
•상담 문의: 02-2644-7400

SRA Reading Lab 신청 절차
콘텐츠 부여

•Teacher Edition에서 학생이 학습할 콘텐츠를 선택하여 부여합니다.
콘텐츠는 개별 또는 클래스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SRA Reading Lab 이용 기간
학생 계정 전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계정(Username/Password)을 전달합니다.

I For Students

신청 기간

이용 기간

5월 1일 ~ 10월 31일

코드 발급일 ~ 다음 해 8월 31일

11월 1일 ~ 4월 30일

코드 발급일로부터 1년

※ 기본 이용 기간은 1년이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등록

•http://connected.mcgraw-hill.com에 접속해 전달받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Pretest 보기

•안내 동영상 재생을 종료하면 Pretest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Pretest의 ‘Begin’ 버튼을 클릭해 Pretest를 봅니다.
•Pretest 결과에 따라 읽기 레벨이 측정됩니다.

관심 분야 선택 & 학습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관심 분야에 맞춰 도서가 추천됩니다.
•책이 추천되면 학습을 시작합니다.

소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Literacy Pro

Literacy Pro 는?

온라인 독서 능력 평가 시스템

Literacy Pro는 스콜라스틱의 오랜 연구로 만들어진 "개인별 맞춤독서"를 위한 강력한 "독서능력 평가 시스템"
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도구인 Lexile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읽기 수준을 진단해주며, 개인별
수준에 맞는 도서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후 학생이 개별적으로 읽기 이해 정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69,000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정보 및
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벨에 맞는 퀴즈 학습 후 체계적인 독서이력관리를 제공합니다.

Literacy Pro 학습 프로세스

p
velo
De

Inform

Info
rm

60,000여 권의 도서와 스콜라스틱만의 수준 높은 퀴즈가 제공되는

객관적인 읽기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생용 Reading Report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효율적으로 분석

Develop
학생의 읽기 수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주며, 레벨에
맞는 퀴즈학습 및 피드백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Assess
Assess
영어독서수준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수인 Lexile을
기반으로하는 독서능력 및 이해도를 평가

Literacy Pro

Literacy Pro 특징

Literacy Pro Library 는?
Literacy Pro Library는 인기도서 및 다양한 장르의 e-book 도서가
제공되며 850여권의 수준별 도서가 제공됩니다.
자기주도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듣기, 읽기, 녹음하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어려움 없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I 학생의 읽기 수준 진단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 시험: 학생들의 답안에 따라서 문항 난이도가 조절되는 컴퓨터
적응형(Computer-adaptive)시험입니다. 개개인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매번 다른 시험 문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텍스트: 우수 아동 문학, 픽션, 논픽션, 고전, 신문기사, 잡지기사 등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읽기수준 진단: Percentile Rank, Lexile 지수를 포함하는 준거지향(Criterion-referenced),
규준지향(Norm-referenced)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의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읽기능력 향상 정도의 효과적인 관찰 및 관리: 학생은 테스트 종료 후 바로 본인의 Lexile Scor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취향과 읽기 수준에 알맞은 "추천 도서 목록" 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읽기능력
향상도를 관찰하고 관리합니다.

Literacy Pro Library 특징
•e-book 850권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Lexile 기반으로 제공되는 픽션, 논픽션의 도서 850권을 e-book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 도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Lexile, Guided Reading Level, Age, 주제, 장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를 검색해 학생의 개인별 맞춤 도서를
추천해 주고, 읽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줍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에서 e-book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Mobile 등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녹음, 사전, 메모, 주요 어휘 하이라이트 등의 기능 툴이 제공됩니다.
•e-book을 듣고, 녹음하는 기능 이외에도 사전, 어휘 하이라이트 기능이 제공되어 학습의 효과를 높입니다.

I 학생의 읽기 이해도 측정
•최신 도서 69,000권 이상 포함: 최신 양질의 도서 69,000권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학생이 보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Lexile 지수 기반 읽기 수준 진단: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Lexile 지수를 기반으로 읽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독서 이력 관리 유용: 개인별 읽기 능력 향상 정도를 효과적으로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 독서이력관리에 유용합니다.

소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Literacy Pro 이용안내

Literacy Pro 가격

I For Teachers
계정 생성 요청

학생에게 계정 전달

Report 확인

학생 1인당 연간 구독료
•주문 완료 후 본사에 교사계정/학생계정 생성을 요청합니다.
•계정 요청 후 3주 이내로 처리 완료됩니다.

부여 받은 계정을 확인 후 학생에게 계정을 전달합니다.

•학생들의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합니다.

I For Students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 사용자 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대, 소문자 구분)

상품 명

가격

Literacy Pro

50,000원 (1인/ 1년)

Literacy Pro Library

24,000원 (1인/ 1년)

Literacy Pro + Literacy Pro Library

60,000원 (1인/ 1년)

최초 신청 인원 수

각 상품 별 30명 이상

•해외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학생 추가 주문은 최소 10명 이상 시 주문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 878301-01-243855 | 예금주 (주)언어세상
•상담 문의: 02-2644-7400

Literacy Pro 신청 절차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후 3주 이내에 관리자코드 및 계정을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테스트 응시

관심 분야 선택

•LitPro.test 메뉴에서 테스트를 응시하여 나의 Lexile level을 확인합니다.
•시간 제약은 없으며 모르는 문제는 총 세 번의 Skip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 스스로 관심 분야를 선택합니다. (총 세 개까지 선택 가능)
소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퀴즈

학습 결과 보고서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퀴즈를 풉니다. (사지선다 문제)

•자신의 틀린 문제를 확인합니다.

서울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11 범문빌딩 2층 | TEL : 02)2643-0264 | FAX: 02)2643-7768
대구/경북지사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73 종각빌딩 5층 | TEL : 053)256-0011,0051 | FAX: 053)256-0611
부산/경남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 센텀타워 1207호 | TEL : 051)744-5131 | FAX: 051)744-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