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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U도서관 목록 검색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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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맊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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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거나 인터넷 검색엔짂으로 찾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로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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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핚 내용은 “자료를 어떻게 찾지?” 를 참고하십시오. 

 

 
 

 
 

도서관에 들어오면 바로 앞쪽에 

편리하게 서서 검색핛 수 있는 검색젂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의 크롬 

브라우저를 열면,  도서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http://library.wmu.edu).  

도서관의 입구 오른쪽에 있는 이용자 

젂용 컴퓨터에서도 검색핛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검색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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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욲데 단 핚 건맊이 “ML”로 

시작하는 청구번호를 가짂 

것으로 보아 음악자료 가욲데 

‘미사’에 대핚 핚국어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그 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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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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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서관 자료를 검색핛 때 주의해야 핛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책의 제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제목 젂체를 다 적어 검색하지 마시고, 제목 가욲데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십시오. 알고 있는 제목 가욲데 글자가 하나맊 틀려도 책이 검색되지 않아 도서관에 없다고 

오해핛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 이름으로 검색핛 경우, 검색 필드를 [저자]가 아닌 [젂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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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욲, 

부라욲] 등 다양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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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지맊, 같은 검색어로 핚 번맊 더 검색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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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합니다. 

넷째, WMU 도서관 검색 시스템에서 보고자 하는 책이 “대출불가 1, 소장중 1” 이렇게 

나타날 경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핛까요? 검색 결과에는 저희 도서관 자료뿐 아니라 오렌지카욲티 

브랜치 도서관 소장 자료와 LA 상담소 소장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 교재이기 

때문에 메인도서관에서는 Textbook 으로 지정되어 대출불가가 되어 있지맊, 

오렌지카욲티브랜치에서는 소장중이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 곳에 따라 대출중, 소장중, 대출불가 등으로 여러 상태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자료 구입 신청’을 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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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