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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어떻게 찾지?

자료를 찾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방법 A.
1 단계, 도서관에 와서 입구 왼쪽에 앉아 있는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이슈에 대한 책들은 어디에 꽂혀 있나요?”
2 단계, 직원이 가르쳐 준 곳에 가서 책장 사이를 주욱 걸어다니며 어떤 책들이 있는지 구경합니다.
이렇게, 책장을 훑어 보다가 괜찮은 책이 보이면 빼서 내용을 살펴 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을
여러 권 골라와 책상에 앉아 편히 이 책 저 책 비교해 보며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빼서 본 책은
본인이 다시 꽂지 말고 북트럭에 놓아 둡니다. 잘 못 꽂힌 책을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 B.
1 단계, 선배, 친구, 교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2 단계, 책 이름이나 저자 이름에 대해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책 이름 및 저자 이름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wmu.edu) 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도서관에 들어 오면 바로 오른쪽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Figure 1 도서관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를 열면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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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예를 들어, 추천 도서 정보로서, “존 스토트의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을 받았다고
합시다. [Quick Search 빠른 검색] 에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검색 방법은 “WMU 도서관 목록
검색법”을 참고하세요. 도서관 목록 검색법 시리즈 (1)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색 방법을 소개하며
시리즈 번호가 커질수록 좀 더 다양한 검색법을 소개합니다.
4 단계,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서가에서 찾아가는 방법은 “WMU 도서관 자료는 이렇게 찾아 가세요”
를 참고하세요.

방법 C.
1 단계, 컴퓨터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wmu.edu) 로 가서 검색합니다.
2 단계,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넣어 자연어검색을 합니다. 다양한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WMU 도서관 목록 검색법”을 참고하세요.
3 단계,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서가에서 찾아가는 방법은 “WMU 도서관 자료는 이렇게 찾아 가세요”
를 참고하세요.

방법 D.
1 단계, 컴퓨터에서 RISS.KR 로 가서 검색합니다.
2 단계,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합니다. RISS 검색법은 RISS 사용법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로그인 방법부터 다양한 검색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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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도서관 지도

Figure 2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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