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부모/보호자께,
올해 귀하의 자녀는 특정한 필요에 맞게 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인 Lexia® PowerUp Literacy,® 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PowerUp 내 활동은 영어 아트 교실 수업 과정을 지원하고 구축하며, 능숙한 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음 세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단어 학습, 문법 및 이해력.
PowerUp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이는 자신의 특정 필요에 맞는 시작점에서 PowerUp을 시작하고 한 주 동안 온라인 활동에 참여합니다.
•온
 라인 활동에는 아이의 새로운 능력 학습에 따른 직접적인 지침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포함됩니다.
•개
 별 학생에게는 학생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간 사용 목표가 주어집니다.
•진
 행 상황과 성과는 교사에게 직접 보고되어 필요시 교사가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활동도 연습용으로 사용되며 학교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
 업 성공을 축하하고 프로그램 진도를 보여주는 성취도 증명서를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
 생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성인이나 친구 또는 형제/자매가 힌트나 팁을 주면 안 됩니다! PowerUp은 학생이
과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알려주므로 중요합니다.
•학
 습을 위해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헤드폰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P
 owerUp 학생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Your Progress 타일을 통해 자녀의 진행 상황을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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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용을 위한 준비
LexiaLink

•시
 스템 요구 사항: 장비가 PowerUp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드를 스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SCAN CODE OR CLICK

System Requirements
https://tinyurl.com/y25af9bk

•C
 hromebook 또는 노트북: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Chrome, Edge, Firefox 또는 Safari. Internet Explorer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iPad®: App Store에서 LexiaPowerUp 앱 다운로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LexiaLink

SCAN CODE OR CLICK

Lexia Programs with Clever

❏ 학교에서 Clever 사용—
How to Access Lexia Programs with Clever 확인

https://tinyurl.com/yxq4cqqa

❏ 학교에서 포털 사용
1. 학교/교육구 포털로 이동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교 또는 교육구 포털 자격증명으로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3. PowerUp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학교에서 PowerUp로 바로 로그인합니다
아이가 PowerUp을 가정에서 처음 사용할 때 설정 화면에서 교사 이메일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에서
발급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URL(브라우저용)

www.lexiapowerup.com

교사 이메일(설정용)
학생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지원되는 장치나 기술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Lexia Help Center Support fo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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