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문해력 학습
국어하다가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하루 10분, 온라인 학습 습관

어휘력
독해의 시작, 어휘부터 구멍 없이 탄탄하게!

문해력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적용하는 능력!

문해력

독해력
작문력

논리력

추리력
비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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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의 기본인 문해력을 중심으로

어휘력, 사고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국어하다

문해력이 잡혀야 성적이 잡힙니다.

‘하루 10분’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 국어하다

학습이 복잡하고 길면,
습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문해력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학습 능력

국어하다 6개월 학습 후, 

몸으로 느끼는 ‘분당 읽기 속도’ 변화 

사용 첫 달 사용 3개월 후 사용 6개월 후

689자/분 751자/분 788자/분 문해력 노트 작성+

심플한 3 STEP 학습법

1. 어휘 학습 

2. 본문 독해

3. 문제 풀이



*다양한 영역의 지문으로 균형 잡힌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국어하다는 총 3개의 영역으로

지문을 출제합니다.

오답 풀이, 복습, 정답 및 해설 확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교실에 있어도, 
아이들의 읽기 능력은 천차만별!
내 아이의 읽기 부진, 
학습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영어 지문을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해석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영어 성적이 낮은 아이들!
문해력 훈련을 통해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 지시문을 읽어도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아이들

연산만 잘한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 
문제를 이해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수학 성적 향상의 지름길! 
바로 문해력 학습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What do

you mean?

“ 독해력이 부족하니 결국 영어나 수학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독해력 학습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

“ 메인 과목 학습에 지장 없이, 하루 10분 독해력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어하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

원장님 인터뷰

학습 현장 살펴보기학습 프로그램문해력은 왜 중요할까요?

“ 국어하다 덕분에 글 읽는 것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 중 1, 김O울 학생 국어하다 사용 후기 ‒ 

학부모님 인터뷰

1회
10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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