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 BookFinder
학부모 가이드
Q&A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ZPD 범위 (ATOS Book Levels) ___________________

인터레스트 레벨
_____ 저학년 Lower Grades (LG)—K–3 학년
_____ 중간학년 Middle Grades (MG)—4–8 학년
_____ 고학년 Upper Grades (UG)—9–12 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게 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책을 읽으세요.
•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세요.
•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가족이 함께 학습에 관심을 기울일 때, 아이들은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책을 고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웹사이트 www.arbookfind.com 를 방문하셔서 AR BookFinder 를 이용하시면 몇번의 클릭만으로 자녀의 레벨에
맞는 흥미로운 책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책 제목 검색하고 나만의 도서 목록 만들기!

Quick Search
AR BookFinder 에서 Quick Search 탭 이용하기:
1. www.arbookfind.com 를 홈페이지를 엽니다
2. 메인 화면 상단의 Quick Search 탭을 찾아 검색창에 책 제목, 저자명, 주제
또는 퀴즈 번호를 타이핑하고 우측에 있는 Go 를 클릭하여 검색 합니다
3.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화면 왼편에 있는 Refine Your Search
아래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다양한
옵션을 계속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도서 목록을 만들려면 각 도서별 설명 하단에 작은 박스로 표시된 Add to AR
BookBag 을 클릭 합니다

AR BookBag
메인 화면 왼편 상단에 책가방 이미지와 함께 표시된 AR BookBag 은 선택된 책의
목록을 모아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출력하여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지고
갈 때 등 사용하실 수 있으나, 사이트 내에서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pdf 화일로 개인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Buy from Amazon.com
책 소개 우측 하단에 보시면 Buy from Amazon.com 표시가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찾지 못하신 책은 여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Notes:
만약 Buy from amazon.com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있을
것입니다: ISBN 에 따라 분류된 바로는 이 AR Quiz 에 해당하는
책은 Amazon.com 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Renaissance Learning 사는
Amazon.com 을 통한 모든 도서의 구매 가능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검색하는 경우 AR Book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첫
화면에서“Student”을 선택하여 검색하는 한, 이 버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Refine Your Search to Zero In on Specific Books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 를 이용하면 ATOS 북 레벨, 관심 레벨, 토픽/부주제, 소설/비소설. 언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여 보다 상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의 Advanced Search 탭을 클릭 합니다
2. 검색하실 방법의 매개 변수를 정하기 위해 Contains(검색어를 포함하는), Starts With(검색어로 시작하는), Exact
Match(검색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3. 검색할 분야를 선택하고 하단의 Go 를 누르세요
검색 결과가 자녀에게 적합하도록 ATOS book level 을 입력하실 것을 권합니다. ATOS book level 을 입력할 때는,
interest level 또한 입력해야 합니다. (?표를 클릭하시면 각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책에 흥미를 가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topic(주제)과 subtopic(부주제)를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4. 결과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화면 좌측 Refine Your Search 아래에 있는 검색 결과들을 클릭하세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다양한 옵션을 계속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검색 결과 중 원하시는 책은 AR BookBag 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llections
세 가지 종류의 도서 목록: Awards, State Lists, Librarians’ Picks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여 AR BookBag 에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1. 화면 상단의 Collections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의 컬렉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리스트가 나올때 까지 클릭합니다.
Awards 각 수상작 모음
ALA Notable/Best Books
Caldecott Honor
Caldecott Medal
Coretta Scott King Award/Honors
Newbery Honor
Newbery Medal
State Lists 미국내 주별 리스트
각 주마다 필독도서로 요구되거나 추천하는 도서 목록 검색 및 비교 가능합니다.
Librarians’ Picks 도서관 사서 추천
모든 인터레스트 레벨에 해당하는 리스트로 출판 연도별로 사서들이 추천한 책들입니다.

AR BookFinder 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자녀의 담임교사 또는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 DUAL-LANGUAGE FUNCTIONALITY to Sear

What Is Accelerated Reader (AR)?
AR 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독립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춰 책을 읽고 난 뒤, 컴퓨터로 짧은
퀴즈를 풉니다. 퀴즈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이가 읽은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AR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퀴즈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이것을 통해 아이의 AR 목표를 정하고 독서 지도에
활용합니다.
AR 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읽도록 정해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레벨 중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책을 스스로 선택하였기에 책읽기가 더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교사들과 사서들은 아이들의 레벨
중에서 약간의 도전은 되면서도 포기하게 될만큼 너무 어렵지 않은, 퀴즈를 통과해서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책을 선정하도록 돕습니다.
아이가 퀴즈를 어려워할 경우, 담임교사는 이런 식으로 돕게 됩니다:
• 보다 적절한 다른 책을 고릅니다
• 아이가 퀴즈를 풀기 이전에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 다른 학생과 짝을 지어 줍니다
• 아이가 (오디오 북 등을 통하여)책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퀴즈 푸는 것을 매우 즐거워 합니다. 아이들의 관심레벨과 리딩 레벨에 적합한 책을 읽게
되므로 결과도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족스러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What Is the ATOS Book Level?
책 레벨은 ATOS 읽기 난이도 공식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문장의 난이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책 레벨이
4.5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의 4 학년 5 째 달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도움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읽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책에 담겨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레벨이 책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참고 지표가 될 것입니다.)

What Is the Interest Level?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책을 고르실 수 있도록, AR 퀴즈가 4 가지 인터레스트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학년 Lower Grades (LG), 중간 학년 Middle Grades (MG), 중간 학년 플러스 Middle Grades Plus (MG+), 고학년
Upper Grades (UG). 인터레스트 레벨은 출판사 그리고/또는 전문 단체의 견해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책에 담긴 내용이 특정한 아이 개인에게 적절한 지를 마지막에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학부모님들,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