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대학교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신용호
중앙도서관인 McPherson Library 는 William C. Mearns Centre for Learning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여러분들이 빅토리아대학에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술 관련 정보 및 편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검색과 열람 통합검색엔진 Summon 과 주도서관카탈로그 Main Library Catalogue 를

이용해 서적, 학술지,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정보 등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도서를 찾으셨다면 이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청구 기호(call
number)를 적은 후 위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정보의 경우, 웹 링크를
통하여 바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술지 등재 논문은 주제별 데이타베이스
Find-Databases-by-Subject Page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혹은 전자저널링크 eJournals 로 바로 가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번호 Netlink ID 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캠퍼스 밖에서도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소장 서적. 학술지와 서적들은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관련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전, 백과 사전 및 지도 열람을 원하시면 참고자료 보관
코너 Reference Collection 과 지도 보관 코너 Maps Area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신 자료와 서적은 선반에 되돌려 꽂지 마십시오.


자료 대출. 대출 가능 서적수와 대출 가능 기간을 Borrowing Information Page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하신 자료는 대출을 요구한 이가 없을 시 대출
기간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DVD 또는 CD 들은 음악과 미디어 안내 및 대출
코너 Music & Media Help Desk 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자료 대출. 대학내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도서나 논문은 타 도서관에서

Interlibrary Loans Page 를 통해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서적은 도서명을
반드시 로마자로 표기하여만 합니다.


열람. 도서관에는 열람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룹 토론이

가능한 그룹스터디룸(Study Room)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전용열람책상을 Graduate Study Carrels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별 지정 보관 도서 검색. 과목에 따라서는 논문이나 책을 수강생이 나눠

열람하도록 담당 강사가 지정 도서를 따로 예약 보관해 둡니다. Course Reserve
Catalogue 에서 과목 번호나 교수의 이름으로 지정된 도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인쇄 및 복사. 컴퓨터, 인쇄 및 복사 computers, printing or photocopying 에

관한 질문과 도움은 도서관 도우미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관련 도움. 중앙도서관의 학습지원센타 Learning Commons 에서 영작문 및

과목별 학습에 관한 개인 지도를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어떻게 할까요?





도서관연구도우미 UVic Libraries Research Toolkit 는 연구 진행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안내해 줍니다.
전공별 안내 Subject Guides 를 이용하여 전공 및 주제에 관련된 핵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공별 담당 사서 Subject Librarian 와 별도로 약속을 정해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인용법에 대한 정보는 참고문헌 인용법 안내 Citation Guides (APA,
MLA, etc.)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캠퍼스 생활이 즐겁고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Translated by Hailey Hyekyeong Ce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