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도구: 정보의 보물창고 - 중학교

KOREAN

(eTools: Information on Demand - Middle School)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참조 자원이 모든 HCPSS 의 중학생들에게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내용 설명

http://www.socialstudies.abc-clio.com
학교의 도서미디어 스페셜리스트에게서 로그인 정보를 받는다

https://school.eb.com

Username: howardco Password: howardco

미대륙 탐험가로부터 최근의 머리기사까지,
American History 는 미국의 역사 발전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주제 등을 탐구해 준다.

Britannica School 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위한 안전하고 최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령별
적합한 정보 자원이다. 학생의 리서치를
지원하고 교과과정 기준을 강화하는 백과사전
기사, 멀티미디어, 1 차 자료, 게임, 기타 학습
자원을 찾아볼 수 있다.

Britannica ImageQuest 는 브리태니카의 온라인

https://quest.eb.com

데이터베이스로 세계 최고의 50 개 콜렉션에서
얻은 2 백만 이상의 저작권이 허용된 이미지들이
있다.

Username: howardco Password: howardco

http://online.culturegrams.com
Username: howardcps Password: howardcps

CultureGrams 는 세계 200 개국 이상의 문화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다.

Gale in Context: Middle School 은 전국 그리고

학교의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에게서 로그인 정보를 받는다

주 교과과정 기준에 맞추어 광범위한 학습 분야,
학생 편의의 권위있는 멀티미디어 컨텐트, 이동
응답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초등학교
자료들과 고급화된 고등학교 데이터베이스의
간격을 메꾸도록 고안된 Gale in Context:
Middle School 은 중학 연구조사가들을 위한
참여적이고 최신적인 경험의 필요를 충족해준다.

Gale in Context: Science 는 모든 과학 관련
연구조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심도있고 교과과정 지향적인 과학
데이터베이스이다.
학교의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에게서 로그인 정보를 받는다

기재된 글들은 Google Apps for Education
(교육용 구글 앱) 폴더에 쉽게 첨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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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VIA 는 전자책, 오디오책, 교육적

http://hcpss.mackinvia.com
컴퓨터 로그인 계정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http://www.noodletools.com/logon/gapps/landing/inst.hcpss.org

데이터베이스 및 동영상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전자리소스 관리 체계이다.

MLA 작업 인용 리스트나 APA 참조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편집하고 출판한다. NoodleBib
은 Word 또는 Google Docs 로 들여오기 위해,
다듬어진 자원을 만들어 구두법, 알파벳 순서화
및 포맷 만들기를 해준다.
일단 만들어지면, 구글 앱 인증으로 계정이
연결된다. GAFE 로 로그인한 후에 waffle 메뉴를
클릭하고, More 를 고른 다음 NoodleTools 를
누른다.

SIRS Discoverer 는 특별히 중학교 학습자,

ttps://explore.proquest.com/sirsdiscoverer
Customer Number: MD1570H
Password: 21042HCPSS*

https://explore.proquest.com/sirsissuesresearcher
Customer Number: MD1570H
Password: 21042HCPSS*

http://www.teachingbooks.net/signin.cgi
Password: hcpss
[학생 이메일은 필요하지 않다]

연구조사가, 교육자들을 위해 고안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데이터베이스로, 시사 및 역사,
보건, 언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같은 교과 영역을 다루고 있다.
모든 신문, 잡지, 기타 참조 내용은 100% 전문을
담았고 2,200 이상의 신뢰할만한 양질의
출처로부터 편집자가 선정하고 색인한
내용들이다.

SIRS Issues Researcher 는 2,000 이상의
국제적 출처로부터의 기사들을 담고 있다. 345
이상의 사회, 과학, 건강, 역사, 경제, 정치,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을 다룬다.
편집자 측이 구성한 Essential Questions(필수
질문들)이 담고 있는 대답과 관점 기사들은
복잡한 세계 이슈를 이해하는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TeachingBooks.net 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도서 및 그 저자를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온라인
도서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주는 포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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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http://hcpss.me
http://www.hclibrary.org

하워드 카운티 도서 시스템(HCLS)과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은 A+ 학생 계정을
만들어 모든 학생이 교실이나 가정, 또는 어느
장소에서나 숙제 내지 리서치를 하기 위해 HCLS
eContent (전자 컨텐트)에 더욱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이니셔티브는 HCLS 의
eContent 확장 카탈로그를 교실로 직접 배달해
준다.
학생들은 hcpss.me 에서 자신의 AD 계정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수학, 읽기, 과학, 사회,
영어/언어 그리고 쓰기 등의 숙제를 무료로 도와줄
개인 교습자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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