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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도서관 어휘 설명 

 

2D Graphic (2D 그래픽) 

판화 혹은 포스터와 같은 시각 예술품을 기술하기 위해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용어.  
 

3D Object (3D 물건) 

노트북 컴퓨터 혹은 이어폰과 같이 도서관 소장 자료 중의 물질적 아이템. 
 

3 Day Loan Collection (3 일 대출 자료) 

3 일 대출 자료는 수요가 큰 아이템들입니다. ‘책등’에 ‘THREE DAY LOAN’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있습니다.  
 

Abstract (초록) 

글이나 논문의 요약이며, 흔히 논문의 서두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색인에서도 

초록 항목이 이용 가능합니다. 
 

Authentication (인증) 

EZProxy 참조. 

 

Available (대출 가능) 

도서관 아이템이 현재 대출 가능함을 가리키기 위해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용어. 
  

Call Number (청구 번호) 

도서관 소장 자료의 개별 표제에 부여된 글자 및 숫자의 고유 일련번호이며, 

서가에서 주제, 위치 및 아이템의 순서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 번호 

라벨은 보통 책등에 붙어있습니다.  
 

Citation (인용문헌) 

Reference 참조. 

 

Curric (교과과정 소장 자료) 

교과과정 소장 자료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교육생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책 (픽션 및 논픽션), 교재 세트 및 기타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Due Date (반납 기일) 

이것은 귀하가 대출한 아이템을 도서관에 돌려주기로 되어있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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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엔드노트: 소프트웨어 이름)  

EndNote 는 서지문헌,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을 출판하고 관리하기 위한 

산업표준소프트웨어 툴입니다.  
 

EZProxy (이지프록시)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학생 및 교직원이 자신의 UTAS 이메일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자료에 접속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사용됨.   
 

Folio / eFolio (대형 서적) 

대부분의 소장 자료 장서보다 현저하게 큰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내의 

서적들. 
 

Hold (예약 자료) 

도서관 이용자에 의해 예약된 아이템. 대출을 기다리는 예약 자료는 예약 자료 

서가에 대출 신청을 한 이용자의 알파벳 성명 (family name) 순으로 진열됩니다. 
 

Holdings (장서) 

특정 도서관의 장소 혹은 소장 자료를 가리킬 때 이 단어는 소장된 모든 자료의 

총계를 말합니다. 특정 아이템을 가리킬 때에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책들을 

말합니다.  
 

In cataloguing (분류 중) 

도서관 소장 용으로 아이템이 입수되었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의 카탈로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중입니다.  
 

In transit (운반 중) 

아이템이 도서관 사이에서 이동되는 중입니다. 
 

ISBN / ISSN 

ISBN (국제 표준 도서 번호)은 해당 도서의 출판사가 책 표제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ISSN (국제 표준 간행물 일련 번호)은 연속 간행물/정기 간행물/신문 

잡지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들은 식별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Item (아이템) 

책, DVD, 신문 잡지 등 도서관 소장 자료 중의 실제 품목을 가리킵니다.   

 

Lib Use Only (대출 불가)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Library Resources (도서관 자료) 

도서관 소장 자료 (인쇄 및 전자)로 있는 아이템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개발한 주제 안내서 및 온라인 지도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Lost and Billed (분실 및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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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아이템이 ‘분실’로 표시되었고 책임을 져야 할 도서관 이용자에게 아이템에 

대한 금액 청구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템을 더 이상 대출할 수 없습니다.  
 

Manuscript (필사본) 

인쇄되거나 손으로 쓰여진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Manuscript Map (필사 지도) 

특정 지역에 대한 출판되지 않은 시각적 표현물. 
 

Manuscript Music (필사 음악) 

출판되지 않은 음악 작곡의 손으로 쓴 표현물. 
 

Microfiche (마이크로피시) 

 

작은 4 x 6 필름 시트에 복제된 사진적 축소 이미지. 
  

Microfilm (마이크로필름) 

35mm 필름에 담은 사진적 축소 이미지. 
 

Microform (마이크로폼) 

전달매체를 담고 있는 극소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 예: 마이크로피시 혹은 

마이크로필름.  
 

Missing (소재 불명) 

도서관 아이템을 도서관 소장 자료 중에서 찾을 수 없어서 현재 대출할 수 

없습니다.  
 

My Library (나의 도서관) 

귀하의 대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 귀하가 대출한 아이템의 반납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거나, 아이템을 대출 연장하거나, 귀하가 했을 지 모를 

예약 자료 신청 혹은 예약을 확인하거나, 도서관 통지용 이메일 주소 변경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Music Recording (음악 녹음) 

작곡한 음악의 오디오 녹음. 이 형식을 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CD 가 

이용됩니다.  

 

Music Score (악보) 

쓰여지거나 인쇄되어 출판된 작곡 음악. 
 

Newly Acquired (신규 입수) 

도서관에서 아이템을 수령했으나 완전히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n Holdshelf (예약 서가 진열 중) 



 4 

아이템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예약 자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아이템을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출할 수 없습니다.  

 

On Loan (대출 중) 

대출된 도서관 품목. 만기일 (due date)은 해당 품목을 반납해야 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On Order (주문 중) 

새로운 아이템을 소장 용으로 주문하였으나 아직 도서관에서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Online Video/Streaming Online (온라인 비디오/온라인 실시간 재생 )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Overdue (연체) 

반납 기일까지 도서관으로 반납되거나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대출 자료. 귀하의 

대출 상태를 귀하의 도서관 기록 혹은 ‘나의 도서관 (My Library)’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ckup Location (수령 장소) 

대출 청구한 아이템이 대출 가능한 경우, 지정된 도서관에서 그 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Printed Map (인쇄 지도) 

특정 지역에 대한 출판된 시각적 표현물. 
 

Processed (처리됨)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거의 임박했지만 아직 소소한 처리 과정이 

남아있는 아이템.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ading Lists (선정 도서 목록) 

전자 독서에 대한 직접 접속 및 특정 단위 그룹을 위해 예약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Recall (반납 요청) 

귀하가 현재 대출한 아이템에 대하여 다른 대출자가 대출 신청을 한 경우에 반납 

요청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이메일로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Recently Returned (최근 반납) 

아이템을 이전 대출자가 최근에 반납하였습니다. 아이템은 처리되는 중이며 곧 

대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분류 서가 (Sorting shelves) 참조 
 

Reference (참고문헌) 

참고문헌 자료에는 다양한 사전, 백과사전, 핸드북 및 연구를 지원하는 기타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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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참고문헌) 

참고문헌이 인용문헌(citations)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으며 출판물 말미에 있는 

서지목록 혹은 참고문헌목록에 열거됩니다. 참고문헌에는 아이템이 책인 경우, 

표준적으로 저자, 표제, 출판 장소, 출판사 및 연도가 포함됩니다. 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의 표제, 정기간행물의 표제, 통권 호수, 페이지 및 날짜가 포함됩니다.     
 

Renew (대출 연장) 

귀하가 빌린 도서관 아이템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 
 

Requests (대출 신청) 

‘대출 중’이거나 타즈매니아의 다른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을 대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orting Shelves (분류 서가) 

최근에 반납된 아이템 혹은 도서관에서 이용된 아이템은 정확한 위치의 서가에 

꽂히기 전 분류 서가에 놓여집니다. 카탈로그에는 이용 가능으로 표시되지만 그 

아이템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분류 서가를 확인하십시오.  
 

Spoken Recording (음성 녹음)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의 오디오 녹음.  

 

Thesis (논문) 

논문 (또한 dissertation 으로도 알려질 수 있음)은 이론 혹은 명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쓰여진 긴 연구 저작입니다. Thesis 의 복수 형태는 theses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