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ia® PowerUp Literacy®를 사용하는 가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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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는 자신의 특정 필요에 맞는 시작점에서 PowerUp을 시작하고 한 주 동안 온라인 활동에 참여합니다.

•  온라인 활동에는 아이의 새로운 능력 학습에 따른 직접적인 지침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포함됩니다.

•  개별 학생에게는 학생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간 사용 목표가 주어집니다.

•  진행 상황과 성과는 교사에게 직접 보고되어 필요시 교사가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활동도 연습용으로 사용되며 학교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성공을 축하하고 프로그램 진도를 보여주는 성취도 증명서를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 함께해 주세요!  

가정 사용을 위한 준비

1. 시스템 요구 사항: Chromebook 또는 노트북: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Chrome, Edge, Firefox 또는 Safari. Internet Explorer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iPad®: App Store에서 LexiaPowerUp 앱 다운로드.

3.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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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학교에서 Clever. 

❏ 학교/교육구 포털로 이동합니다: 

❏ 학교에서 로 바로 로그인합니다 www.lexiapowerup.com:

교사 이메일(설정용)

학생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지원되는 장치나 기술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Lexia Help Center Support for Families.

Lexia Customer Support는 학생의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교사의 이메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F O R  F A M I L I E S

https://www.lexialearningresources.com/shared/public/How_to_Access_Lexia_with_Clever.pdf
https://www.lexiapowerup.com/
https://help.lexialearning.com/s/families
https://twitter.com/LexiaLearning
https://www.facebook.com/lexialearning
https://www.instagram.com/lexialearning/?hl=en
https://www.linkedin.com/company/lexia-learning-systems/
https://www.lexialearning.com


PowerUp를 사용하는 가족용
제가 독자의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습을 위한 시간 예약.  
독자가 개인별 주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구성하세요. 독자의 주간 시간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과 
완료한 단원의 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분으로 표시된 목표 
숫자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란 점을 명심하세요!

성공을 위한 준비.  
PowerUp은 오디오 지시, 질문 및 지침을 통한 학습을 
지원합니다. 학습을 위해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헤드폰이 도움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립형 학습 지원.  
독자가 부모, 형제나 돌보미의 도움 없이 PowerUp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werUp은 학생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생은 PowerUp에서 목표를 설정한 후 각 세션에서 
집중할 기술 영역을 선택합니다. 학생이 하나의 기술 
영역에서 주간 목표 시간(분)을 완료하게 되면 다른 
기술 영역에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 기술 영역은 
종료됩니다.

•  힌트 버튼이 표시될 경우 주목합니다. 힌트 버튼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으며 학습 지원 관련 지침 팁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로그오프하기 전에 단원을 완료하도록 독자에게 
이야기하세요. 페이지 하단의 녹색 진행 막대는 해당 
단원이 완료되면 채워집니다.

•  dashboard로 돌아가 왼쪽 상단에 위치한 X를 선택하면 
독자가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고 로그아웃이 완료됩니다. 각 활동에 
독자가 사용한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완벽하게 
로그아웃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성공 축하! 
Student Dashboard에서 Your Progress 타일을 선택하면 
연속 학습 내역, 프로그램에 머무른 시간 등을 포함한 독자의 
진행 상황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owerUp에서의 진행 상황과 성과는 교사에게 직접 
보고되어 필요시 교사가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 정보를 귀하와 공유하고 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할 때마다 학생들은 읽기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교사가 성취도 증명서를 가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독자가 PowerUp에서 학습할 때, 교사는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교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Lexia Anchor Charts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침을 보조하고 학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Anchor Charts는 
지침용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거나 학습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xia Skill Builders는 추가 연습을 위한 워크시트입니다. 
Lexia Skill Builders는 학생이 PowerUp 레벨을 완료한 
후 권장됩니다. 인쇄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Lexia Read @ Home Newsletters는 가정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 개발을 증진할 수 있는 실습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모든 레벨에 대한 옵션이 갖춰진 이 
재미있는 게임과 프로젝트는 집에 있는 아이템으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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