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R 프로그램

AR(Accelerated Reader)이란 학생들에게 독

학부모 가이드

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학
생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정도를 컴
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테스트 합니다.

포인트와 AR 목표

도서관에서 아이를 위한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분기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별로 AR 퀴즈를 풀

TIS 도서관에 가셔서 사서에게 찾으시는 책이

고 받는 포인트를 모아서 달성해야 할 AR 목표

놓인 위치를 물어 보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학

를 정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책
들에 AR 퀴즈가 있습니다. 책표지 정면 하단에
북레벨을 참고 하시고, 이와 함께 표시된 포인
트 점수는 그 책을 읽고 퀴즈를 풀었을 때
100%의 정답률을 보인 경우 받는 최고 점수를
뜻 합니다.

교 홈페이지를 통해 (메인화면-프로그램pro
gram-도서관library-카타로그catalog) 도서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들 중에서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보여지는 책
마다 AR 레벨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

색창 제일 하단에 있는 Reading Programs 에
서 Accelerated Reader를 선택하시면 AR 레벨

집에 가지고 있는 영어책에도
해당되는 AR 퀴즈가 있을까요?

별로 책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네, 있습니다! TIS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AR 프

로그램은 170,000권 이상의 방대한 서적을 기
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있는 책
으로만 퀴즈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www.arbookfind.com을 방문하시면 가지고
계신 책에 AR 퀴즈가 있는지, 자녀에게 적절한
레벨의 책은 무엇인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AR 사용자ID:______________________
AR 패스워드: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ZPD: 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아이가 언제 퀴즈를 풀 수 있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AR 퀴즈는 학교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교실 컴퓨터
와 컴퓨터 랩,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학교 일과 중

각 분기마다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시상이 있습니

에 접속하여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다. 반별로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 전체로 진행 되기

집에서 읽은 책으로 퀴즈를 풀고자 할 때는 책의 제

도 합니다. 귀자녀가 목표를 달성한 경우, 칭찬해 주

목과 저자에 대한 메모를 보내 주시면, 퀴즈를 찾는

시고 계속해서 읽기를 독려하여 다음 목표는 얼마나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AR 프로그램 이용 규칙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춰야 하나요?
책마다 포인트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 포인트를 모
두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맞게 풀어야 합니다.
일부 오답이 있는 경우 이보다 낮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도와 주어도 괜찮은가요?
함께 책을 읽어 주시는 것은 언제든 바람직 합니다!
초등부 학생들은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답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
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방과후 도서관에서 퀴즈를 풀
며 도움을 구하는 경우, “이건 네 스스로 해야할 부
분이야,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퀴즈를 풀어
야 합니다.

1. 자신의 리딩 레벨보다 1단계 이상 낮은 레벨의

책에 관한 퀴즈는 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
학년 레벨인 경우, 2학년 레벨 책의 퀴즈는 풀

아이의 현재 AR 포인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AR을 클릭하시고 AR Home

2. 퀴즈를 풀기 이전에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
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읽는 것

도 좋습니다.

Connect 로 자녀의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
력하고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의 리딩 스페셜리스트

3. 퀴즈는 혼자 풉니다. 낮은 레벨 학생의 경우 화

에게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Home Connect 에 접속

면 전환 및 퀴즈를 푸는 과정 등 초기에 교사의

하시면, 아이가 퀴즈를 푼 책들이 무엇인지와, 점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R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실

4. 책의 내용이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 영화만 보

수 있습니다!

고 퀴즈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5. 읽은 책의 상세한 내용을 잊어 버리지 않도록
책을 읽고 난 뒤 미루지 말고 바로 퀴즈를 풀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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