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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받았는데 막막하다면, 꼭 과제를 낸 교수 혹은 도서관의 사서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슨 문제든 답을 하고 싶다면,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과제를 적은 글에는 사실 그 의도가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모두 만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초기 기독교’와 ‘알렌’의 관계에 대해 써야 한다고 합시다.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찾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로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와서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들이 있을 만한 섹션에서 책들을 쭈욱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어떻게 찾지?” 를 참고하십시오. 
 

 
 

 
 

도서관에 들어와 바로 오른쪽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고,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를 열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library.wmu.edu)  
 
 
 
 
 
 
 

 
 

https://wmude.files.wordpress.com/2015/04/ec9e90eba38ceba5bc-ec96b4eb96bbeab28c-ecb0beeca780.pdf
http://library.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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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사곡을 찾기 

위해  “미사”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9 건이었습니다. 

결과로 나온 자료의 면면을 살펴 

보면,  ‘미사’라는 단어가  ‘초록’ 

부분에 ‘을미사변’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  ‘목차’에 ‘카톨릭교의 

미사’라고 나와 있는 경우,  

‘출판사’가 ‘원미사’인 경우 등등 

모든 목록 정보에서 ‘미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모두 

검색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한 건만이 “ML”로 

시작하는 청구번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음악자료 가운데 

‘미사’에 대한 한국어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그 한 건 뿐인 것 

같습니다. 책의 청구기호 보는 

방법은 “WMU 도서관이 사용하는 

LC 분류법은…”을 참고하시고, 

서가로 가서 이 책을 찾는 법은 

“WMU 도서관 자료는 이렇게 

찾아 가세요”를 참고하세요. 

 

https://wmude.files.wordpress.com/2015/04/wmueb8f84ec849ceab480ec9db4-ec82acec9aa9ed9598eb8a94-lcebb684eba598ebb295ec9d801.pdf
https://wmude.files.wordpress.com/2015/04/wmueb8f84ec849ceab480ec9db4-ec82acec9aa9ed9598eb8a94-lcebb684eba598ebb295ec9d801.pdf
https://wmude.files.wordpress.com/2015/04/wmueb8f84ec849ceab480-ec9e90eba38ceb8a94-ec9db4eba087eab28c-ecb0beec9584-eab080ec84b8ec9a9406292015.pdf
https://wmude.files.wordpress.com/2015/04/wmueb8f84ec849ceab480-ec9e90eba38ceb8a94-ec9db4eba087eab28c-ecb0beec9584-eab080ec84b8ec9a940629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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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책의 제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제목 전체를 다 적어 검색하지 마시고, 제목 가운데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십시오. 알고 있는 제목 가운데 글자가 하나만 틀려도 책이 검색되지 않아 도서관에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어에 조사를 넣지 마세요. 

둘째, 저자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 필드를 [저자]가 아닌 [전체]로 선택하고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외국 저자의 경우, 본래 영문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Raymond 의 경우 [레이먼드, 레이몬드, 래이몬드]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고, Brown 은 [브라운, 

부라운] 등 다양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WMU 도서관 검색 시스템에서 자주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 검색에서는 0 

건이지만, 같은 검색어로 한 번만 더 검색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결과가 0 건이면, 반드시 다시 한 번 같은 조건에서 같은 단어로 검색을 시도해 보도록 

권장합니다. 

넷째, WMU 도서관에 아래 그림처럼 1 권이 소장중이라고 나와도, 관내에 한 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카운티 도서실이 생겨서 그곳에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한 권 대출되었지만 소장중인 책이 1 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책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월드미션대학교 도서실에 가 있는 

관계로 (별치기호가 OCL), LA 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렌지카운티 도서실에 

있는 책은 모두 대출불가입니다. 자료 검색하실 때 LA 본관에 있는 자료인지 끝까지 확인하셔서,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책을 찾아 LA 본 도서관 내 서가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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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자료 구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자료구입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이메일로 Library@wmu.edu 에 신청자 이름, 소속, 자료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자료의 형태(도서, CD, DVD 등), 신청이유를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mailto:Library@w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