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죽초 온∙오프라인 영어도서관 ❛리딩게이트❜ 이용 안내
“영어를 시작하는 알파벳부터 해외 고전까지 22단계의 수준별 영어독서”
✓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재미있는 책과 함께 즐겁게 영어공부
✓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영어의 4대 영역이 골고루 향상
✓ 학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자녀들의 학습이력 확인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터 활용 또는 핸드폰, 테블릿에 App. 설치 후 이용 가능
• eBook :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독후학습 (문제풀이)까지 가능한 도서
• pBook Quiz : 학교도서관에서 영어원서 종이책을 읽고 온라인으로는 독후학습
(문제풀이)만 가능한 도서
• Movie Book : 책을 만화처럼 보면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동적 영상물

--------------------[ 이용 방법 ]-------------------✱ 사용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2022년 3월 31일(목)
✱ 가입절차 : 개인정보이용 부모님 동의
✱ 용죽초등학교 전용 리딩게이트 홈페이지 : http://yongjuk.readinggate.com
학교홈페이지에서 ‘영어도서관’ 배너를 클릭하여 리딩게이트 전용 홈페이지 이동도 가능합니다.

✱ 로그인 : 학교에서 부여받은 학생 개인 ID, PW 입력
예) ID : 2021학생이름 (2021홍길동), PW : 1234 (최초 로그인시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 학습 Process

학습
프로그램
선택

01
책 읽기

02
학습하기

03
포인트확인

기초
학습

영어
독서

➡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학습 단계로 알파
벳, 파닉스, 사이트워드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영어독서에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벨별 학습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테스트는 선택사항입니다.

❚ 상단 “도서관”에서 도서 선택
❶ 책선택 (추천도서, 전체도서, 도서검색) →
✌
❷ 시작하기 or 도서 추가하기 (찜하기) →
❸ 책읽기 (Story) → ❹ 학습하기 (Study)
❚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 알파벳 또는 파닉스 등의 Pre K 레벨은 연습 중간 중간 확인 학습을 합니다.
✌ KA~6C 레벨은 해당 도서를 읽고 (Study) 버튼을 클릭해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을 완료한 도서는 “리포트” > 학습이력 에서 포인트 확인 및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해당 도서에 부여된 Point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한 도서는 언제든 재학습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도서는 두 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받을 때는 100%, 두 번째 받을 때는 원래 점수의 40%를 획득합니다.

✱ 리딩게이트 이용 문의는 고객센터 : 1599-0533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