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y Audio Tour: Main Library
도서관 오디오 투어: 메인 도서관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메인 도서관(main
library)을 오디오를 통해서 투어 하겠습니다. 도서관 투어 중에 자세히 보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지금 듣고 계신 오디오는 언제든지 일시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투어 중 음악이 들리시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 때까지 오디오는 일시 정지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다시 듣고 싶은 부분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도서관
투어 첫 번째 장소는 일층 로비에서 시작 합니다. 일층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이
두 문의 중간지점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지도와 도서관
주소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CATA 버스 노선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시려면 지금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일시 정지)

LOBBY (로비)
지금 계신 곳은 메인 도서관 로비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있는 정보 중에 "Call
Numbers"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건물 측면도가 있습니다. 메인
도서관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캠퍼스 중앙에 있습니다. 메인 도서관은 2 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 건물은 east wing 그리고 서쪽 건물은 west wing 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 층과 지하층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가을학기와 봄 학기 중에는
24 시간 출입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 시부터 출입이 가능하며, 금요일
토요일은 밤 12 시에 문을 닫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대출 데스크가 있고 그 옆에는 Red Cedar
Entrance 라고도 불리는 후문이 있습니다. 왼쪽에도 작은 대출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Beaumont Entrance 라고도 불리는 정문이 있습니다. 양쪽 데스크에서는 도서관
책과 다른 유형의 자료들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MSU 학생증이 도서관 대출카드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에는 꼭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호대차업무 또한 대출벌금도 대출 데스크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도서관의 동쪽
건물을 보실 차례입니다. 후문에 위치한 대출 데스크 쪽으로 가신 후 왼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일시 정지)

EAST WING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동쪽 건물 1 층입니다. 오른쪽에는 대출 데스크와 왼쪽에는 Beaumont
Instruction Room, Beaumont 교육실이 있습니다. MSU 사서들은 이 교육실을 도서목록과
e-resource 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용합니다. 사서들이 이 교육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컴퓨터 랩으로 사용합니다. 앞쪽을 보시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메인
도서관은 캠퍼스에서 제일 큰 컴퓨터 랩이므로 약 500 개의 컴퓨터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시고 싶은 컴퓨터가 "Full Applications" 컴퓨터라고 적혀있으면, MSU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필요합니다. Full Applications 컴퓨터에는 웹 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어도브크리에이티브수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이토큰(e-token)을 이용한 출력도 가능합니다. 동쪽 건물 1 층에는 참고 도서도
보관 중입니다. 이곳에 있는 참고 도서는 백과사전, 사전, 전기, 여행과 직업 안내서 등
여러 종류의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도서관 내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쪽 건물의 2 층, 3 층, 4 층에는 대출 가능한 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만약 찾고
계신 책의 위치를 모르시면, Call Number guides, 청구기호가 적혀있는 녹색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청구기호 종이는 정보지원데스크, reference 데스크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동쪽 건물 전
층은 Quiet Study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1 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으로 가주세요. 왼쪽에는 Reference 데스크, 정보지원
데스크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캠퍼스 연결 전화, 그리고 현금지급기 앞에 있는 정보지원
데스크로 건너 가십시오. (일시 정지)

정보지원 데스크 - REFERENCE DESK
지금 서 계신 곳은 정보지원 데스크 앞입니다. 이 투어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보지원 데스크입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이 정보지원 데스크에
있는 사서들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데스크에 있는 사서들과 함께 메인 도서관 도서목록과
e-resources 에서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지원
데스크에 있는 사서들에게 전화, 이메일, 또 채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MSU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Ask-A-Librarian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메인 도서관의 서쪽 건물입니다. 걸어가시는 중에 오른쪽에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도서관 여러 곳에서는 옆에 보시는 복사기와 같이 동전투입식의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는 한 장당 10 전이고, 동전 그리고 지폐는 1 불 5 불 자리만 사용
가능합니다. 복사카드를 사용하시면 한 장당 8 전입니다. 복사카드는 일층 로비에 있는
복사기 옆 복사카드 자동판매기에서 5 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서쪽 건물을
투어 하시려면 "사이버 카페"라고 적혀있는 표시판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계단이 보이시면 멈추십시오. (일시 정지)

WEST WING
지금 계신 곳은 도서관의 서쪽 건물입니다. 걸어오시는 길에 혹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과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책상도 보셨나요? 조금 전에 보셨던 곳은 그룹 스터디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조금 시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위에 보시면
"Faculty Book Collection"이라고 적혀있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MSU 직원들이
출판한 혹은 번역한 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계단 입구 옆에 보시면 새로 발행된

책들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학기 중에 혹시 논문이나 페이퍼 쓰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왼쪽에는 MSU Writing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Cyber Cafe"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에서 제일 좋은 장소이기도합니다. 커피도 있고, 간식과
샌드위치도 있는 곳, 도서관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Cyber Cafe 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Cyber Cafe 라고 불리는 이유는 도서관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무선 인터넷이 연결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도서관 건물 안 어디에서든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4 층으로 가볼까요? 4 층에 도착하실 때까지 이 오디오는 일시
정지 하셔도 됩니다. (일시 정지)

4 WEST (4 층 서쪽)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곳은 메인 도서관 서쪽 건물의 4 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왼쪽으로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센터 (DMC) 영상 자료실 그리고 빈센트 보이스
자료실, 음성 자료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fine arts, 미술 자료실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실을 DMC 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자료실에는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영상들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빈센트 보이스 자료실. 이 곳 음성 자료실에는 약 40,000 시간이
넘는 음성 녹음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고 싶으시거나 또는 음성 자료를 듣고
싶으시면 DMC 에 있는 개인 열람석에 모니터와 헤드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도서관에 있는 6 개의 테크놀로지 실 중 2 개는 DMC 에 있습니다. 이러한 "Hi-Tech" 실은
여러 가지의 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그룹 또한 개인 스터디를 위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Hi-Tech 실을 사용하시려면 꼭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관련 질문 또한 Hi-Tech 실 관련 질문은 꼭
정보지원 데스크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는 fine arts 미술 자료실입니다. 이 자료실은 시각예술, 미술의 역사, 그리고
CD 를 포함한 음악 관련된 자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술 자료실 데스크는 자료실
입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DMC 와 미술 자료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오디오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일시 정지).

3 WEST (3 층 서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신 후 3 층으로 내려가십시오. 이 층은 정부자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정부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스트 랜싱 시(City of East Lansing)
자료부터 국제기구 자료까지 있는 곳입니다. 3 층에는 서비스 데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 층에 있는 정보지원 데스크에서 궁금하신 정부 자료들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층 왼쪽 끝에는 2 개의 자료실이 더 있습니다. Turf grass Information Center 그리고
Map Library 가 있습니다. 투어를 계속 하기 전에 map library 와 다른 곳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 오디오를 일시 정지하시면 됩니다. (일시 정지)

2 WEST (2 층 서쪽)
이제 3 층을 다 보셨으면, 2 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맞은편에
파란색 선반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반에 놓여 있는 것은 연속간행물실입니다. 연속
간행 학술지와 잡지가 있는 곳입니다. 연속간행물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 오른쪽으로 가시면 2 개의 데스크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데스크는 지정도서 데스크입니다.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교수가
선정하여 수강중인 학생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도서로 비치되는 곳입니다.
수강중인 학생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도서는 일반 도서와는 달리 대출 시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2 시간) 다른 데스크는 Copy Center 또는 복사실 입구입니다. 복사를
하시려면 출납원에게 복사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사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카드는
일반인이 도서관 1 층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복사카드와 다릅니다. 복사실에서 복사는
8 전이고 복사가 끝난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자기앞수표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Sparty Cash 또는 이토큰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복사실에는 이토큰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스캐너와 칼라 복사기 그리고 포스터 크기 종류도 출력할 수 있는 대형 인쇄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무용품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사실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도서 데스크와 복사실을 다 둘러보셨다면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어에서 학생들이 일하는 곳을 여러 군데 보셨습니다. 매
학기마다 도서관은 약 500 명 정도의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하층으로 가시는 중이라면 도착하실 때까지 오디오를 일시 중지하셔도 됩니다.

BASEMENT (지하층)
지금 계신 곳은 서쪽 건물의 지하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 오른쪽에 있는
2 문을 보십시오. 이 문은 도서관의 서쪽과 동쪽건물들을 이어주는 문입니다. 문을
지나가신 후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는 여러 색깔의 선과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검은색 선을 따라서 Special Collections 라고 쓰여 있는 문까지 가보십시오. (일시 정지)

SPECIAL COLLECTIONS - 특수 자료실
지금 도착하신 곳은 Special Collections 라고 쓰여 있는 문입니다. 이곳은 전체 도서관
운영시간과는 다른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들은 Rare Book Reading Room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특수 자료실입니다. 이곳에 보관중인 책들 중 대부분은
대중문화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공상과학, 역사, 웨스턴, 그리고 약 200,000 권의
만화책까지. 특수 자료실이 열려있으면 들어가 보십시오. (일시 정지)

COMPACT SHELVING
특수 자료실을 다 보셨으면 나오셔서 잠깐 멈춰주세요. 지하층에 내려오셨으면 꼭 보셔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Compact Shelving 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게 compact
shelving 인데요. 말 그대로 빽빽하게 책 정리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서관에는 약
500 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정리하려면 특별히 움직이는 책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시려면 일단 청구기호를 보시고 책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책이 어느 쪽에 있는 지 확인하신 후 책이 있는 방향의
화살표를 누릅니다. 화살표 버튼 위에는 "Ready for Use" 사용 가능함 이라고 적혀있어야
합니다. 적혀있지 않다면 책장 사이 통로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지 않다면 다시 한 번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시는 책장이 열릴 때까지 다른 책장들이 움직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책장은 움직이지 않으니 매우 안전합니다.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시 정지)
Compact Shelving 을 테스트 해 보셨다면 다시 검은 선을 따라 서쪽 건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셔서 로비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보지원 데스크로 가신 후
오른쪽으로 가세요. 정보지원 데스크를 지나면 "Selected Resources/Catalog" 라고
적혀있는 12 대의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찾으실 때까지 잠시 오디오는 일시 정지하십시오.
(Pause)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중 하나를 켜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이 컴퓨터는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도서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목록(Library Catalog)을 제일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액세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 가지입니다. 퀵서치 상자 안에 도서목록 탭을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리소스 메뉴에서 도서목록을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서 목록은 MSU 도서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인 도서관뿐만 아니라 6 개의 분관도 포함됩니다.
(Business, Engineering, Biomedical and Physical Sciences, Math, VetMed, 그리고
캠퍼스 외에 위치한 Gull Lake 도서관)
탐험하기 좋은 또 한 가지는 바로 E-Resources 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Resources
링크를 찾아보십시오. 메인 도서관은 여러 가지 주제와 정보가 포함된 수백 개의 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정보지원 데스크에서 꼭! 제일 좋은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메인 도서관 투어는 여기서 마칩니다. 곧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