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및 답변
RATKS & Sakura Medal

1. 리드 어크로스 도쿄 한국 학교(RATKS) 및 사쿠라 메달이 무엇입니까?
- 이는 영어도서관 독서활동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된 책을 읽을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2.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습니까?
- 예, 읽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합니까?
- 매주 도서관에서 적어도 2권의 영어책을 빌리도록 아이들에게 권장하십시오. 또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책
을 읽을 때 경청하시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을 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해석하
도록 묻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독자의 반응’을 완성하도록 권장하십시오.

 4. ‘독자의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 이는 학생들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책에 응답하는데 도와주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만든 워크 시트입니다. 

www.tokoslibrary.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독자의 반응"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 예, 학생들은 책을 자세히 읽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합니다.  

6. RATKS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영어책을 빌려 읽도록 권장하는 데 있습니다. 

7. 사쿠라 메달 검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로 하여금 읽고자 하는 책을 선택하도록 하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
제 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모든 사쿠라 메달 책을 아이가 읽어야 합니까? 
- 모든 그림책이 모든 학생들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일부 그림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들은 그러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사진을 보고 더 책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 어떤 학생들이 사쿠라 메달  책을 읽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 모든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5학년 및 6학년은 챕터책을 읽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3학년
이라면, 아이의 선생님에게 챕터책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물어 보십시오. 

10. 학생들은 어떻게 투표합니까? 
- 학생이 5개의 책을 읽고 응답한 후, 5개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에 투표합니다. 투표용지는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
며, 이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11. 누가 사쿠라 메달상을 수상하였습니까? 
- 모든 참가 학교(일본 내 인터네셔널 스쿨)의 모든 투표를 함께 계산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책이 수
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사쿠라 메달 및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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