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북을 찾는 GCPS 학생들을 위한 12 가지 자원
인쇄할 수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학생들은 지금 그리고 여름 내내 많은
디지털북과 오디오북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12 가지 자원에서 다음에 읽을
것들을 찾아보세요...
GCPS 학생 포털 자원

1.

미디어 카탈로그. 학생 포털에 로그인하면 데스티니 디스커버에서 "전자책 형식"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서 지역
학교를 통해 이용 가능한 디지털북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리서치 도서관 전자책. 학생 포털의 온라인 리서치 라이브러리 링크에서 "전차책 옵션"을 선택하여
교육구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책을 찾으세요. 출판사들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9 월까지 GCPS 에서 수백 개의 추가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리서치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리서치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텀블북스"를 선택하여 인기 있는 스토리북, 챕터북 및 만화 소설의 전자책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리서치 라이브러리 링크의 데이터베이스 옵션에 있는 BookFLIX 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제별 대화형 픽션과 논픽션 전자책이 있습니다.

브랜치 아웃을 통한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 디지털 자원
GCPS 와 귀넷 카운티 공공 도서관(GCPL)이 제휴한 브랜치 아웃!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ID 카드를 GCPL 도서관 카드로
사용하여 카운티의 광범위한 디지털 및 인쇄된 자료들과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원에 접근하려면,
학생들은 GCPS 학생 ID 와 생년월일(MMDD)을 비밀번호로 하여 로그인합니다. 브랜치 아웃 계정이 없는 학생도
온라인으로 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오버드라이브. 귀넷 공공 도서관의 브랜치 아웃 계정을 사용하여 수천 개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키즈와 오버드라이브 스페인어를 통해 특정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무제한 이용을 제공합니다!

5.

이리드 키즈. 인기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으며 나중에 열람하기 위해 책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6.

틴북클라우드. 이 자원은 브랜치 아웃 사용자들에게 전자책 형식의 인기 있는 만화 소설 등 최신 소장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전자책 읽기에 편하도록 배경과 글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
7.
오더블. 아마존이 제공하는 오더블의 소장자료는 "제일 어린 청취자"에서 "10 대 초반"과 "10 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토리는 6 개 국어로 제공되며, 원 클릭만으로 데스트톱, 랩톱, 태블릿 또는 폰으로 무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8.

반스 앤 노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무료 누크 앱을 다운로드하면 프리 K 부터 중학교 대상의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겟 조지아 리딩. 일반적으로 여름 독서를 위한 자원인 겟 조지아 리딩은 올해 초부터 고품질의 흥미로운 디지털북
6,000 개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려면 다음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세요 - 학교명: Get Georgia
Reading, 사용자명: GWINNETTCOUNTY, 비밀번호: read.

10.

주니어 라이브러리 길드. 사용자는 5 월 31 일까지 무료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자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자명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앱에 대한 로그인 정보를 찾아보세요.

11.

캡스톤 인터랙티브.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000 개 이상의 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려면 다음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세요 - 사용자명: continue, 비밀번호: reading.

12.

셉코 전자책. 모든 연령대를 위한 픽션과 논픽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최근에 출판된 책들입니다.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는 링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 ID 로 '1'을 사용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음 DLD Daily Dozen 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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