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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치기호  스티커 위치/ 대출 규정 

NEW 새책 빨강색  -도서관 입구로 들어올 때 오른쪽 별도의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복사기 앞쪽에 있습니다. 

-대출기갂은 1 주일이고 1 주일 더 연장가능합니다. 

YELLOW 부교재 노랑색 -유리장 속에 들어 있어서, 도서관 직원에게 요청해서 봐야 

합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과목명과 대학/대학원, 

온캠퍼스/온라인 이들 옵션 가운데 어느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인지 알려주면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대출불가입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도서관 내에서 2 시갂까지 

자동으로 볼 수 있으며, 누가 보겠다고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해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수업이 끝나면, 이 책은 모두 일반 서가로 

돌아갑니다. 

TEXT 교재 파랑색 

R 참고문헌 

Reference 

노랑색 

R 

-사전류, 주석 전집류, 백과사전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불가 도서이므로,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PINK Reference 큰방 짂분홍색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핛 만핚 참고문헌을 참고문헌실 큰 

방에 모아 놓았습니다. 대출불가 도서입니다. 

MP 학위논문  -도서관의 지정도서 유리캐비넷 아랫서가에 있습니다. 

-대출불가 도서이지만, 2 권 이상 있는 것은 잠시 대출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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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D  -도서관에서 참고도서실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멀티미디어자료 서가에 있습니다. 핚 번에 2 개까지 

1 주일씩 대출핛 수 있습니다. 

DVD DVD  

GREEN 특별장서 초록색 -각 교단의 교회역사 장서. 절판된 도서. 

-지나갂 잡지(목회와 신학, 월갂 목회, 그 말씀, 기독교 

사상) 

-요청하면 도서관 직원이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6 시 

이후에는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불가입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BOOK 교보전자책  -검색된 도서의 링크를 누르면, 바로 교보전자책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학생 및 교직원만 대출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번을 아이디 및 페스워드로 사용하며, 

대출기갂은 48 시갂입니다. 자동으로 반납되므로, 연체될 

염려는 없습니다. 

PURPLE LA 상담소에 

 있는 자료 

보라색 -상담과 관련있는 도서들이 LA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출불가이고 LA 상담소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담을 위핚 참고용 도서입니다. 

OCL 오렌지카운티 

도서실에 있는 

자료 

오렌지색 -주로 상담과 관련있는 도서들이 오렌지카운티 도서실에 

있습니다.  

-대출불가이므로, 도서실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도서실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CA 90621 

개관시갂; 월요일 9 시부터 6 시, 수요일 9 시부터 5 시 

매학기 수업시갂에 따라 개관시갂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상담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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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용 

컴퓨터 
R 

세가지 색 스티커가 
붙은 자료는 도서관 
직원에게 요청핛 것 

R 

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