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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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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stic Reading Inventory & Scholastic Reading Counts의 30여 년 연구에 기반하여
개발된 Scholastic Literacy Pro™는 학생의 Lexile® 지수를 측정하는 LitPro Test와 수천 개의
퀴즈가 포함된 읽기 능력과 이해력을 평가하여 독서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읽기 관리 프로그램
입니다. 

Literacy Pro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들은 모두 adaptive 테스트로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하면
해당 시험의 성취도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측정된 학생의 Lexile® 지수에 따라 개인별 맞춤 도서를 추천하며 다양한 글감, 퀴즈, 피드백을
통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교사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퀴즈 결과 확인, 학생의 학습 현황 및 수업 보고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리자는 데이터를 보고, 학교 전체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성취도에 대한 유의미한 학습 데이터 제공하여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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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stic Learning Zone(SLZ) 로그인 화면을 사용하여 Scholastic Literacy Pro에 로그인하세요. 
www.scholasticlearningzone.com 또는 소속된 해당 기관의 고유 로그인 URL로 이동하여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 국가, Organization ID는 소속된 기관에 확인합니다.

LOGGING IN

http://www.scholasticlearningz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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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ING IN

My Zone 필드에서 Scholastic Literacy Pro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엽니다.



FIRST-TIME LOGG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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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Pro에 처음 로그인 하는 경우 환영 인사와 함께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읽고 싶거나 선호하는 도서 장르를 클릭한 후 Create My Reading List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 분야를 설정합니다.



FIRST-TIME LOGG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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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Pro 접속 후 LitPro Test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홈스크린으로 이동하기 전 LitPro Test 진행을 권유하는 팝업 창이 뜹니다.
TAKE THE LITPRO TEST NOW를 클릭하면 시험 창으로 이동합니다. 버튼 아래의 I will do it later를 클릭하면 시험을 보는 대신 Hom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ITPR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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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Pro Test

LitPro Test는 앞서 보여진 팝업 창 또는 상단 메뉴 중 LitPro Test 탭으로 이동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테스트는 선생님이 지정한 LitPro Test 설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LitPro Test 설정은 선생님 계정
혹은 관리자 계정에서만 가능합니다.

Let’s Get Started를 클릭하면 LitPro Test를 시작합니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 테스트 방법에 대한 화면이 제공됩니다. LitPro Test 설정에 따라 연습 문제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습문제 기능을 비활성화 한 경우 바로 본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 전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Directions)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중간에 시험을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세션까지의 답변이 저장됩니다. Let’s Get Started를
클릭하여 Test를 시작하거나 Exit 버튼을 클릭하여 Test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LITPR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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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을 읽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옵션을 클릭하면 Next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은 기록되며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연습 문제가 끝난 후에는 나머지 문항에 대한 답은 점수에 반영이 됨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Go On을 클릭하면 Test를 이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LitPro 실전 테스트는 연습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본 시험을 시작하면 Skip 옵션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최대 3개의 질문을 Skip(건너뛰기)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지 않은 채 질문을 건너뛰려면 왼쪽 하단의 Skip 버튼을 클릭합니다. Skip 버튼 아래 몇 번의 건너뛰기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TPR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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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Pro Test를 완료하면 측정된 Lexile®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정에 따라 Lexile® 지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it 버튼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종료하거나 Lexile® 지수에 따른 추천 도서 목록을 생성하려면 Create My Reading List를 클릭하십시오.

LitPro 테스트는 클래스를 관리하는 선생님이 일정 시기에 재시험을 보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HOME SCREEN &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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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면 Home 화면에 도착합니다. 학생 Home 화면에는 My Reading Interests 
(관심 분야)와 Recommended(추천 도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상단에는 네 개의 탭이 표시됩니다.

• Home : 해당 탭은 학생의 My Reading Interests(관심 분야)및 Recommended for
you (추천 도서) 목록 등을 보여줍니다.

• Search : 해당 탭은 도서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 My Results : 해당 탭은 LitPro Test 와 도서별 Quiz 데이터를 포함하는 학습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 LitPro Test : 해당 탭을 클릭하면 LitPro Test 가 실행됩니다.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HOME SCREEN &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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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의 Parent Zone 기능을 활성화해둔 경우, 우측 상단의 Parent Zone을
클릭하여 학생의 선택 관심 분야, 리포트, 액티비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해당 기능을 활성화했을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Student Results

Home 탭의 바(bar)는 Scholastic Literacy Pro에서의 학생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곳에 표시되는 결과는 My Results 탭에도 표시됩니다.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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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ading Interests 섹션은 학생들이 선택한 관심 분야를 나타냅니다. 독서 관심 분야를
선택하거나 편집하려면 Edit Reading Interest 버튼을 클릭하세요.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Update My Reading List를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닫으려면 Cancel을
클릭합니다. Reading Interest는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새로 선택한 독서 관심 분야와 업데이트된 추천 도서 목록이 함께 Home 화면에 나타납니다.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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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Skills Test를 보려면 Take the Test 버튼을 클릭하여
Comprehension Skills Tes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학생의 읽기 이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할당한 Comprehension Skills Test를 이곳에서 확인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테스트가 없는 경우 옵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ome 탭 하단에는 도서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 Recommended for you : 학생의 Lexile® 지수와 선택한 독서 관심 분야에 따라 추천 도서 목록을 보여줍니다.

• Assigned to Me : 선생님이 할당한 퀴즈가 포함된 도서가 이곳에 보여집니다. 학생이 퀴즈를 완료할 때까지
도서가 보여집니다.

• New Arrivals : 프로그램에 최근 추가된 도서들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학생의 Lexile® 지수와 선택한 독서 관심
분야에 따라 신규 도서를 추천합니다.

• Popular Reads : 학생의 Lexile® 지수 범위의 도서 중 인기 있는 도서가 이곳에 보여집니다.

도서 하단의 ratings 부분에 마우스 오버를 할 경우 해당 도서의 점수가 나타납니다. 도서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이곳에서 바로 도서 읽기를 시작하거나 퀴즈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려면 하단의 Explore All Books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HOME

16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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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Search 탭을 클릭하면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도서 또는 퀴즈를 도서 제목, 저자 또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하려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창 아래의 필터 옵션을 이용하여 검색 범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검색된 도서가 리스트로 보여지며, 프린트 아이콘을 이용하여 검색한
리스트를 인쇄할 수 있으며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도서 수를 최대 200권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리스트 보기를 원하는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기 옵션을 변경하면
됩니다. 

인쇄 노출 도서 수량 보기 옵션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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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는 도서 제목, 저자명, 도서 줄거리와 함께 도서
장르(관심 분야), Lexile® 지수, 단어 수가 표시됩니다. 

퀴즈 보기를 원할 경우 검색결과에서 바로 퀴즈 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TAKE THE QUIZ

19

Take the Quiz 버튼을 클릭하면 퀴즈가 시작됩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선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려면 Next를 클릭하세요. 퀴즈를 종료하려면 좌측 하단의 Exit Quiz를 클릭합니다. Exit Quiz를 클릭하는 경우
현재까지 완료한 답변들은 모두 기록되지 않습니다.

퀴즈를 끝까지 진행한 경우 마지막 질문에서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퀴즈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퀴즈 점수를 보여줍니다. 퀴즈를 통과한 학생은 해당 도서를 평가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Done을 클릭하면 퀴즈가 종료됩니다.



M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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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ults

My Results 탭을 클릭하면 나의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현재 학습연도 기간동안
Scholastic Literacy Pro에서 완료한 모든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My Results 탭의 상단에는 Home 화면에서도 보여지는 다섯 가지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My Lexile®, Certificate Level. Quizzes Passed, Words Read, Average 
Quiz Score.

Certificate Level은 Scholastic Literary Pro 프로그램 설정을 통해 부여됩니다. 
(*설정은 선생님 계정 혹은 관리자 계정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arents Zone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Access Parent Zone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의
선택 관심 분야, 리포트, 액티비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ents Zone은 선생님
계정 혹은 관리자 계정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완독한 모든 도서가 리스트로 나열됩니다.



M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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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독 도서 리스트 상단의 Print My Results 기능을 이용하여 내가 남긴 도서 별 코멘트, 
Award Certificate 그리고 Literacy Pro에서의 활동 기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