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전자 도구: 정보의 보물창고
(eTools: Information on Demand)
모든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중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참고 자료
참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미디아 교사에게 로그인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
http://www.socialstudies.abc-clio.com

미대륙 탐험가로부터 최근의 머리기사까지, American History
는 미국의 역사발전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주제 등을 탐구해
줍니다. 미국의 정치, 과학, 문화, 철학, 경제를 아우르는 직접,
간접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현재진행형 발전상을 보여
주는 권위있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CultureGrams 는 최근 190 개 이상의 세계문화에 대한
CultureGrams

http://online.culturegrams.com

NoodleBib 6

http://www.noodletools.com/login.php

간단하며 신뢰할 만한 보고서들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사실들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관점과
문화(세계 사람들의 역사와 풍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포함
해서)를 전해줍니다.

MLA (현대 언어 협회) Handbook 및 APA (미국 심리학
협회)Publication Manual의 규정에 따라MLA HMLA Works
인용 목록이나 APA 참고 목록을 출력, 편집하여 출판합니다.
NoodleBib은Word 로 들여오기 위해 세련되어진 자원을
만들어, 구두법, 알파벳 순서화 및 포맷 만들기를 합니다.

Science Resource Center 는 모든 과학관련 리서치에

과학 자료 센터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깊이있고, 교과중심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구과학, 과학의 역사, 생명 과학,
물리, 과학과 기술, 우주 등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의
중심 개념을 집중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미디어 담당교사에게 url 을 받으세요.

SIRS Decades 는 20 세기 미국의 주요 사건, 움직임, 인물
SIRS Decades

http://sks.sirs.com

그리고 장소 등을 조명하는 5,000 건 이상의 엄선된 직간접적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문서, 편지, 메모, 편집자 만화, 재생
비디오, 웹사이트, 사진, 지도, 광고, 발간된 기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IRS Knowledge Source 는 종합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SIRS Knowledge Source
http://sks.sirs.com

수천종의 전문(full-text) 기사, 문서, 그리고 SIRS 리서처,
SIRS 정부 보고, SIRS 르네상스의 그래픽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 과학, 건강, 역사, 비즈니스, 경제, 정치 그리고
세계적 이슈를 탐구하는 국내외 자료의 수천여 기사의 전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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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udent Resource Center Jr.는 수천가지의 교과 관련 직접

(Jr. 학생 참고 자료센터)

http://www.teachingbooks.net/signin.cgi

자료와, 자서전, 주제별 에세이, 배경 설명, 비교 분석,
1000 가지가 넘는 월간지 및 신문들의 전문 게재, 2 만여개가
넘는 사진들과 삽화, 8 시간이상 걸리는 시청각 및 비디오
클립들 등이 담겨있는 총체적인 데이터 베이스 입니다. 또한
학생 참고 자료 센터- 건강 학습 단원(Student Resource
Center-Health Module)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TeachingBooks.net 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도서 및 저자를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온라인 도서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주는 포털입니다. 교실이나 도서 자료실, 가정에서
멀티미디어를 동반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신나고 유용한
프로그램(단편영화, 오디오 도서, 독서 토론 가이드 등)을
즉석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World Book Online Reference Center 백과 사전은

World Book Online Reference Center
http://www.worldbookonline.com

Howard County Library
http://www.hclibrary.org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우수한 참고 자료로서,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북 백과사전 온라인은 본
백과사전 인쇄본의 모든 내용과 더불어 지도, 웹 사이트,
그리고 다른 인쇄물들의 내용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카드와 핀 번호(도서관에서 핀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사용하여 많은 참고 자료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들을 찾으려면, “Databases”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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