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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도서는 독서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모든 독후 학습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이 포함된 성적표가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 도서관

e-Library란?

미국 HMH(Houghton Mifflin Harcourt)사의 미국 초등학교 공급용 Readers 중에서
엄선된 약 1,000여권의 e-Book을 제공하여 다독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양질의 해외 수입도서를
읽고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독 중심의 러닝캐슬(Learning Castle)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출판사인
Penguin Random House사, Scholastic사 등의 도서들 1,000여권에 대한 온라인 북퀴즈를 통해
독서 중심의 영어 학습을 완성시켜줍니다.

미국 현지 학생이 읽는
Readers 중 엄선한

정독 중심의
Blended Learning

1,000여 권의
e-Book

1,000여 권의
온라인 북퀴즈

러닝캐슬
프로그램

독서 중심의 영어 학습

9단계로 세분화된 레벨별로 다양한 원서를 다루고 있어, 파닉스 이후부터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본인 수준에 맞는
도서 리스트를 추천 받고, 해당 도서에 대한 온라인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세분화된 9단계 레벨과 레벨 테스트로 수준에 맞는 학습 가능

유형별 분석 성적표 제공으로 취약점 파악 및 보완

세계적인 출판사의
우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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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Library 프로그램 구성

학습 프로세스

STEP 3STEP 1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별 도서를 추천합니다.

소속된 단체(학교 및 학원 등)의 담당 선생님이 도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추천받은 도서를 읽고, 담당 선생님은
학습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e-Library 추천 도서

② 선생님 추천 도서

리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률에 따라 문항의 레벨이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마친 후, 레벨 테스트 점수와 함께 레벨에
맞는 추천 도서 리스트 및 성적표를 받습니다.

레벨 테스트
학습 중이거나 학습을 완료한 도서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간별, 학습 상태별로 학습 완료 및 진행 도서를 검색해 재학습을
하거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읽고 학습한 도서의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서 이력 관리

학습 후 얻은 나의 누적 e-sticke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누적 스티커 개수를 기준으로 학습왕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전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습을 한 학습왕을 선발해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즐거운 영어책 읽기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누적 e-sticker

이달의 e-Library 학습왕

도서별 성적표와 누적 성적표 두 가지로 제공하며 나의 점수와 전체 학습자의 
평균 비교표가 제공되어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별 정·오답률이 분석되므로 취약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미국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HMH의 교과서와 연계된 리더스로
구성된 e-Book은 AR지수, Reader Level 등 독서지수를 분석해
국내 학습자의 레벨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e-Book 학습에는
원어민 음성과 단어 정의, 북마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e-Book

e-Book 읽기를 마친 후 해당 도서의 온라인 학습으로 연결됩니다.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영역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
과정을 마친 뒤, 문제 유형을 분석한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학습(QUIZ)

추천 도서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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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프로그램 구성

레벨 테스트
e-Library 프로그램 구성

추천 도서

샘플 도서와 5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성적을 분석하고 결과 레벨을 제공합니다.

결과 레벨에 따라 e-Library 추천 도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정기적인 레벨 테스트로 학습 향상도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Grade의 AR, DRA 등 독서지수를 종합 분석한 상세한 레벨 안내로 자신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도서를 참고해 수준에 맞는
테스트 레벨을 선택합니다.

수준별 난이도가 자동 조절 형식으로
문제 난이도가 재설정되어 다음 레벨의
문항이 제시됩니다.

제공된 문제 유형별, 장르별 정답률로
적합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후 문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e-Library 추천 도서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도서가 추천됩니다.
선생님 추천 도서
*선생님 추천 도서는 학교, 학원 등 단체만 설정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적합한 도서와 학습 기간을 지정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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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프로그램 구성

e-Book

북마크(책갈피)
다시 읽고 싶거나,
이전 학습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지원

자동.수동 재생
학습자가 원하는
재생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에 편의성 향상

쉐도우 리딩
재생 중인 부분을 문장 단위로 
보여주며, 클릭 시 해당 문장만 
재생되어 효과적인 듣기 학습 지원

단어 카드
한 권당 약 5~30개 단어의
뜻을 제공해 어휘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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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Castle은 파닉스 이후 단계부터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n-off Blended Learning Program으로 개발되어 수업용 교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레벨 테스트 프로그램, 학습 관리 프로그램  등 양질의 콘텐츠를 교재 구입만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1

POINT 2

e-Library 프로그램 구성

Paper Book

(Paper Book은 e-Book을 제공하지 않으며 도서의 퀴즈 학습만 제공됩니다.)

레벨별 Fiction, Non Fiction을 골고루 학습 가능한 풍부한 도서의 북퀴즈 수록

Step into Reading, Magic Tree House, Harry Potter 등
전세계 베스트셀러부터 뉴베리까지 인기 도서의 퀴즈학습 제공

읽고 싶은 도서를 레벨별 및 주제별로 다양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도서 검색

학습한 도서와 연관된 레벨 및 주제의 도서를 큐레이션하여
다음 학습 할 도서를 추천합니다. 내가 학습한 도서 이외에
확장 학습이 가능합니다.

확장 학습 가능한 도서 추천

온.오프 블랜디드 영어 학습 프로그램

Learning Castle이란?

수입 도서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한 Learning Castle 워크북은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영역별 수업 스케줄에 맞춰
선생님 지도하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Learning Castle 워크북의 학습 내용을 확장하여 Vocabulary 학습,
Reading 이해력 평가, Listening 이해력 평가 등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 일정을 설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학습을 마친 워크북의 과제를 영역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닉스 이후부터 학습하여 토론 수업까지!
9단계의 포괄적인 레벨

온·오프 블랜디드
영어학습 프로그램

읽기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Learning Castle 프로그램 구성

수업용 교재

유명 해외 출판사 추천 도서

해외 수상작

미국도서관협회(ALA)선정작

다양한 장르, 테마별 도서

IRA 참가 기관 추천작

자사 출판 도서

Level Junior A Junior B Junior C Junior D Senior A Senior B Senior C Senior D Senior E

Picture Book ● ● ● ● ● ●

Readers ● ● ● ● ●

Chapter Book ● ● ●

John Newbery
미국 도서관협회가 아동 문학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작가에게 시상하는 권위있는 아동 문학상

Notable Children's Recordings
내용과 음질 등 우수한 아동 오디오에 시상

Notable Children's Books
미국 도서관 서비스 아동위원회(ALSC)가 "최고 중의 최고"의
북 리스트를 작성해 가장 주목할 만한 아동 도서에 시상

Robert F. Sibert
가장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의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시상

The California Young Reader Medal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와 도서관에서 우수한
어린이 도서에 직접 투표해 시상

Randolph Caldecott Medal
픽쳐북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미국 도서관협회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을 그린 작가에게 시상

Notable Children's Videos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동 비디오에 시상

John Steptoe New Talent Award
일반적인 책과는 다른 모험적인 책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시상

Best Books for Young Adults
YALSA에서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우수한
도서를 선별해 도서 목록 발표

Learning Castle 도서 수상 내역

Learning Castle 도서 선정 기준

Learning Castl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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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A

Junior B

학교 | 예절

여행 | 탈것

자연 | 수개념

판타지 | 운동

동물 | 감각

우리동네 | 직업

이웃 | 편견

감정 | 친구

과학 | 달의 주기

자연 | 계절

과학 | 어휘

음식 | 맛

At School

Birthday Present

No More Chocolates

Sally, the Witch

What Is It?

My Tubby Teddy

Pink Cats, Blue Cats

We are friends

It Wasn’t Me

When Will Daddy 
Come?

Oh, No!

Mr. Cook’s Kitchen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13,500원

JA-01 JA-02 JA-03 JA-04 JA-05 JA-06

JA-07 JA-08 JA-09 JA-10 JA-11 JA-12

수학 | 숫자

가족 | 사랑

청결 | 동물

유머 | 가족

자연과학 | 식물

환경 | 시골

동물 | 친구

동물 | 직업

요일 | 일상생활

판타지 | 꿈

가족 | 반대

학교 | 우정

Splash!

Fix-it

Henry’s Bath

Mrs. McNosh Hangs Up 
Her Wash

Up, Down and Around

City Dog

Hondo & Fabian

Sam Who Never 
Forgets

Cookie’s Week

Grandfather Twilight

Hello Twins

Drop It, Rocket!

15,000원

15,000원

18,000원

15,000원

18,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8,000원

15,000원

JB-01 JB-02 JB-03 JB-04 JB-05 JB-06

JB-07 JB-08 JB-09 JB-10 JB-12 JB-13

Learning Castle  Boo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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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C

학교 | 우정

계절 | 동물

자연과학 | 일상

동물 | 추리

태도 | 감정

농장생활 | 동물

자연 | 계절

요리 | 협동

학교 | 도형

동물 | 유머

동물 | 우정

Rocket's 100th Day

Aaron Is Cool

Water

Who Stole the Cookies?

Mine!

Chicks!

Apple Picking Day!

The Pizza That We 
Made

Shape Spotters

Meet Trouble

Aaron Loves Apples 
and Pumpkins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7,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JB-14 JB-15 JB-16 JB-17 JB-18 JB-19

JB-20 JB-21 JB-22 JB-23 JB-24

자신감 | 여름방학 과학 | 동물유머 | 가족 가족 | 사랑모험 | 자아정체성 놀이 | 감정

The Boy Who Looked 
Like Lincoln

The Missing Science 
Project

My Father the Dog Harriet, You’ll Drive Me 
Wild!

Widget Roller Coaster

15,000원 15,000원18,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JC-01 JC-05JC-02 JC-06JC-04 JC-07

가족 | 사랑 시 | 동물모험 | 자아정체성 과학 | 동물감정 | 자신감 판타지 | 직업

Because Your Dad 
Loves You

And Here’s to You!The Dog Who Cried 
Wolf

Feeding Time at the 
Zoo

Scared-Y-Cat Sammy Elephant Joe, Brave 
Firefighter!

15,000원 18,000원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JC-08 JC-12JC-09 JC-13JC-10 JC-14

가족 | 사랑 시 | 동물모험 | 자아정체성 창의 | 유머감정 | 자신감 다문화 | 가족

Fabulous Frogs The Statue of LibertyBack to Dog-Gone 
School

BagheadP.J. Funnybunny's
Bag of Tricks

Peter's Chair

17,000원 15,000원15,000원 16,000원15,000원 16,000원

JC-21 JC-24JC-22 JC-25JC-23 JC-26

학교 | 감정 과학 | 동물자연 | 계절 판타지 | 소원학교 | 공동체 동물 | 정체성

Freda Stops a Bully The Little ButterflySpring Surprises Clara's Crazy CurlsMax for President Sylvie

16,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16,000원 16,000원

JC-15 JC-18JC-16 JC-19JC-17 JC-20

Junior D

우정 | 성장 사회적 이슈 | 사랑사회적 이슈 | 애완동물 모험 | 여름방학모험 | 가족 사회적 이슈 | 학교

Wemberly Worried PretzelNot Norman
A Goldfish Story

How I Spent My 
Summer Vacation

Boomer’s Big Day A Fine, Fine School

15,000원 15,000원18,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JD-01 JD-02 JD-03 JD-04 JD-05 JD-06

직업 | 탈것 유머 | 경제관념모험 | 우정 계절 | 협동운동 | 자신감 가족 | 일상

Lightship Pigs Will Be PigsThe Magic Rabbit Sun BreadMia Hamm Winners 
Never Quit!

My Daddy and Me

18,000원 15,000원18,000원 15,000원15,000원 16,000원

JD-07 JD-09 JD-10 JD-11 JD-12 J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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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 행동 판타지 | 우정동물 | 정체성 과학 | 동물특별한 도움 | 정체성 인물 | 영감

The Stinky Giant Dear Mr. BlueberryRicky Stingrays!
Underwater Fliers

Isaac and His Amazing 
Asperger Superpowers!

Barack Obama
Out of Many, One

15,000원 16,000원16,000원 15,000원17,000원 15,000원

JD-14 JD-15 JD-16 JD-17 JD-18 JD-19

역사, 인물 인물 | 스포츠(자연, 날씨) 동물 | 동화동물 | 우정 동화 | 유머

Francis Scott Key's 
Star-Spangled Banner

Babe Ruth
Saves Baseball!

Twisters! PupunzelPaddywack Paul Bunyan My Story

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JD-20 JD-21 JD-22 JD-23 JD-24 JD-25

Senior A

사회적 이슈 | 행동

동물 | 편견

사회적 이슈 | 협동

나의 주변 | 우정

판타지 | 학교

동물 | 우정

가족 | 회상

사회적 이슈 | 가족

사회적 이슈 | 커뮤니티

자연 | 계절

미술 | 자신감

역사 | 영감

Norma Jean,
Jumping Bean

Sophie’s Masterpiece

Beans Baker’s Best 
Shot

The Old Woman Who 
Named Things

Little Witch Goes to 
School

Big Al

Song and Dance Man

Music Music for 
Everyone

Samantha the Snob

The Money Tree

Emily’s Art

Egyptian Gods and 
Goddesses

13,500원

15,000원

12,000원

15,000원

12,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2,000원

15,000원

15,000원

12,000원

SA-01 SA-02 SA-03 SA-04 SA-05 SA-06

SA-08 SA-09 SA-10 SA-11 SA-13 SA-14

문화 | 성장

과학 | 동물

인체 | 감각

유머 | 학교

이웃 | 우정

전설 | 편견

과학 | 동물

역사 | 음식

자연과학 | 날씨

모험 | 영웅심

인물 | 편견

역사 | 수학

Dear Tooth Fairy

My Visit to the Aquarium

You Can’t Smell a 
Flower with Your Ear!

How Not to Start Third 
Grade

Shining Star

Babushka Baba Yaga

Do Dolphins Really 
Smile?

Thomas Jefferson's 
Feast

Pink Snow and Other 
Weird Weather

The Mystery of the 
Pirate Ghost

Jackie Robinson
He Led the Way

The Fly on the Ceiling 
A Math Reader

12,000원

15,000원

12,000원

13,500원

12,000원

15,000원

12,000원

13,500원

12,000원

13,500원

12,000원

13,500원

SA-16

SA-23

SA-18

SA-24

SA-19

SA-25

SA-20

SA-26

SA-21

SA-27

SA-22

SA-28

Senior B

사회적 이슈 | 가족

사회적 이슈 | 학교

모험 | 여행

음악 | 악기

모험 | 가족

동물 | 우정

사회적 이슈 | 이주

인물 | 나의 주변

유머 | 음식 습관

가족 | 나의 주변

역사 | 혼란

모험 | 우정

Fly Away Home

Hooway for Wodney 
Wat

The Journey of Oliver 
K. Woodman

Meet the Orchestra

Mailing May

True Blue

Going Home

Odd Boy Out

The Seven Silly Eaters

The Purple Coat

Smoky Night

Amos & Boris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2,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SB-01 SB-02 SB-03 SB-04 SB-05 SB-06

SB-07 SB-09 SB-10 SB-12 SB-13 S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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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전쟁 인물 | 영감인물 | 가족 문화 | 성장

Civil War Sub Just a Few Words, Mr. 
Lincoln

George Washington's 
Mother

Bintou’s Braids

12,000원 12,000원12,000원 15,000원

SB-17 SB-19 SB-20 SB-21

Senior C

사회적 이슈 | 경제관념 사회적 이슈 | 성장사회적 이슈 | 수학 사회적 이슈 | 성장사회적 이슈 | 과학 미스터리 | 규칙

Max Malone Makes a 
Million

Just Grace7x9=Trouble! Frankly FrannieI was a Third Grade 
Science Project

Say What?

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SC-01 SC-04SC-02 SC-05SC-03 SC-06

모험 | 영웅심 사회적 이슈 | 소속감유머 | 개성 사회적 이슈 | 우정사회적 이슈 | 소속감 판타지 | 우정

Roxie and the 
Hooligans

The Girl with 500 
Middle Names

Horrid Henry The Hundred DressesGeorge Brown, Class 
Clown

The Whipping Boy

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

SC-07 SC-10SC-08 SC-11SC-09 SC-12

Senior E

사회적 이슈 | 자존심 사회적 이슈 | 정체성사회적 이슈 | 유토피아 미스터리 | 예술사회적 이슈 | 자신감 사회적 이슈 | 이주

There's A Boy in the 
Girls' Bathroom

Brendan Buckley's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The Giver From the Mixed-Up Files
of Mrs. Basil E. Frankweiler

Wringer La Linea

15,000원 15,000원15,000원 18,000원18,000원 18,000원

SE-01 SE-04SE-02 SE-05SE-03 SE-06

가족 | 사랑 가족 | 영웅유머 | 동물 판타지 | 가족판타지 | 모험 판타지 | 모험

Notes from a Liar and 
Her Dog

Captain NobodyI Was a Rat A Wrinkle in TimeElla Enchanted 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

18,000원 15,000원18,000원 18,000원18,000원 15,000원

SE-07 SE-10SE-08 SE-11SE-09 SE-12

Senior D

유머 | 책임감 역사 | 용기사회적 이슈 | 과학 모험 | 날씨사회적 이슈 | 비즈니스 사회적 이슈 | 이주

Judy Moody Declares 
Independence!

Number the StarsPhineas L. MacGuire... 
Erupts!

Night of the TwistersThe Lemonade War Drita My Homegirl

15,000원 15,000원15,000원 15,000원15,000원 18,000원

SD-01 SD-02 SD-03 SD-04 SD-05 SD-06

유머 | 가족 모험 | 자연재해사회적 이슈 | 자신감 사회적 이슈 | 친구모험 | 서바이벌 유머 | 동물

Attack of the Growling 
Eyeballs

Earthquake TerrorOtherwise Known as 
Sheila the Great

How to Eat Fried 
Worms

Abel’s Island Mr.Popper's Penguins

15,000원 18,000원15,000원 18,000원15,000원 15,000원

SD-07 SD-08 SD-09 SD-10 SD-11 S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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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어휘와 빈출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고
문장을 완성하면서 단어 활용 능력 향상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분석하고 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이고 추론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학습

문장 구조와 중요 문법을 활용, 각 교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

Vocabulary

Reading

Writing

수업 전, 도서에 대한 흥미 유발

Building Background

정확한 발음을 듣고 학생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긴 문단의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 풀이

스토리를 요약하여 발표, 문장 패턴 학습을 통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Listening

Speaking

Learning Castle 프로그램 구성

워크북

Learning Castle 워크북은 Vocabulary,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교재입니다.

도서의 레벨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개발하여
영어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또한 창의력 및 논리적인 사고를 이끄는 문제들은 학생의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원용 교재인 Learning Castle 워크북은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이 책의 내용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비판적, 논리적 추론을 통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Vocabulary

Preview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워크북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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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 Learning Castle

레벨 구성
e-Library & Learning Castle

레벨별 특징

e-Library Reading Level은 Grade와 AR, DRA, Reading Recovery Level 등 독서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능력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Grade는 해당 레벨별 도서의 학년을 기준으로 범위를 반영해, 프로그램 이용 시 제공되는 검색 분류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Library Reading Level
(Learning Castle Level) Grade AR DRA

K~G1 0~1.3 A~6

G1 0.4~1.9 6~14

G1~2 0.8~2.5 14~20

G2 2.0~3.0 16~28

G3 2.8~4.0 28~38

G3~4 3.2~4.8 30~40

G4~5 3.9~5.2 38~44

G5~6 4.8~6.3 44

G6~ 5.5~7.0 44~

Level 1
(Junior A)

Level 5
(Senior A)

Level 3
(Junior C)

Level 7
(Senior C)

Level 2
(Junior B)

Level 6
(Senior B)

Level 4
(Junior D)

Level 8
(Senior D)

Level 9
(Senior E)

e-Library Reading Level
(Learning Castle Level) 학습 대상 레벨 설명

파닉스를 학습 중이거나 마친 후 
처음 책을 접하는 학습자

● �쉬운 단어로만 구성돼 있거나 약 3~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페이지당 1~2개 정도 제공

● �간단하고 명확한 그림으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익힐 수 있으며 독립적인 리딩을 위한 준비 단계

그림과 함께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 �페이지당 약 4~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2~3개 정도 
제공되며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로 구성

●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스스로 읽고 따라 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표현은 1~2문장 정도 쓰기 학습이 가능한 단계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 
표현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이 가능한 학습자

● �페이지당 약 7~10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3~4개 정도 
제공되며 Level 2보다 다양한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

●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리딩과 쓰기가 가능하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기초 단계

스토리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습자

● �페이지당 약 5개의 문장이 제공되며,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구성
● �기승전결에 맞는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인 사고능력의 기초를 
기를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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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챕터별 스토리 이해능력이 있어 긴 내용과 계속되는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구성 

●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어휘력 확장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기승전결에 맞는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인 사고로 
토론 학습을 하는 단계

미국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로, 챕터북을 비롯해 
스토리가 긴 픽션 또는 특정 
주제를 심도있게 다룬 논픽션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 �역사, 사회, 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픽션·논픽션 스토리로 구성
● �심도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기로, 읽은 
내용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 심화토론 및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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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용어에 대한 학습 및 이해, 활용이 가능하며 스스로 주제를 
확장시켜 관심분야의 심화 학습으로 활용이 가능한 단계

● �뉴베리 수상작과 같이 예술성과 난이도 있는 도서를 학습하는 
단계

Level 1
(JA)

Level 3
(JC)

Level 7-8
(SC~SD)

Level 2
(JB)

Level 5-6
(SA~SB)

Level 4
(JD)

Level 9
(SE)

Reading Level, Grade Comparison Chart e-Library 레벨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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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 Learning Castle

온라인 학습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영역별로 각 5~10문항씩 출제되어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Reading Quiz

Word Quiz

Listening Quiz

Word Card

적당한 수의 문항으로 부담없이 학습하고 독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 테스트 유사 문항으로 TOSEL, Junior TOFEL 등 시험대비가 가능합니다.
읽은 도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기초실력을 쌓는 데 효과적입니다.

학습한 도서를 기반으로 한 5~10개의
핵심 단어를 학습합니다.

글의 주제나 제목 찾기, 내용 유추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여러 타입의
리딩 테스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어카드에서 학습한 단어를 퀴즈로 다시
풀어보며 어휘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지문 가리기, 문제 가리기 등 다양한 타입의 문제로 
리스닝 테스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Library & Learning Castle

도서별 성적 분석

학습 중이거나 학습한 모든 도서에 대한 개별 학습 이력과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 정보
학습한 도서의 레벨, 단어수,
테마 등 세부 정보

도서별 성적표
전체 학습자 및
같은 학년의 점수 비교

영역별 점수 분석
영역별 질문 유형을 소개하고 
정·오답 여부 확인

비교 그래프
학습 영역별 나의 점수, 전체 
학습자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 
그래프를 제공해 영역별 레벨을 
쉽게 이해

학습 점수 확인
영역별(Vocabulary, Reading, 
Listening) 평균과 전체 학생 
평균을 비교해 학습의 강점과 
보완할 부분을 확인해 학습 
방향 제시



학습한 모든 도서의 종합 성적과 학습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 현황
전체 학습 완료, 진행 중인 도서 권수 
및 1주일 평균 독서 권수 통계 제공

영역별 분석
영역별(Vocabulary, Reading, Listening) 
점수와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 공인 인증 
테스트 준비를 위한 유형별 학습 방향 제시

질문 유형별 분석
모두 25가지의 문제 유형별 
점수 분석을 표와 차트로 
제공해 취약한 부분의 집중 
보완 학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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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 Learning Castle

누적 성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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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brary & Learning Castle

학습 지원

선생님의 편리한 학생 관리를 위해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분반 기능 등의 기본 기능과 추천 도서 지정,
독서 이력 관리, 학습 성적 관리, 학습왕 선발 등을 제공해
소속 학생의 관리 및 다독 활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LMS) 교사용 프로그램

대부분의 디바이스 기기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e-Book을 읽고 각 영역별 북퀴즈를
마음껏 풀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틈틈이 간편하게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이거나 학습을 완료한 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효과적인 어휘 학습이 가능합니다. 엑셀 다운로드 및 
프린트가 가능해 나만의 단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리기> 기능으로 영어 단어와 뜻을 안 보이게 프린트할
수 있어 선생님은 숙제로, 또는 학습자 스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지원

M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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