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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to Start School?
Open Your Book, Open Your Future

A library just opened up in my school yesterday, and 
I’m really excited about it. 

I finally had the chance to visit  the library today.
visiting (X)

• chance to do: ~할 기회 / chance of -ing: ~할 가능성
  
The library wasn’t as big as I imagined. 

However, I was amazed to see the shelves full of 
amazing (X) 선 행 사 . . .

books and felt overwhelmed by the thought of 
o v e r w h e l m i n g ( X )

reading all those books. 

It then occurred to me “How are all of these books 
생각등이 떠오르다

arranged?” 
배 열 된 . .

It seemed that the books were categorized in some 
분 류 된 . . .

way, but it looked so complicated.
c o m p l i c a t i n g ( X )

• The books seem to be categorized ~

I wanted to look for a new science fiction novel, 
신 간 . .

so I tried a quick search on a computer nearby. 

Hundreds of books came up on a pop-up window, 
and I clicked on one of them. 

Another small window popped up and showed 
strange letters mixed with numbers. 

선 행 사 . .

I figured that this number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location of the book, but I was too  shy to  

빈 칸 추 론 너무(부사) ~하기에는

ask anyone.
• have _________ to do with A = be related to A
• too - to = so - that ~ can’t

번역

어제 학교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나는 이
에 정말로 신이 났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나는 도서관에 들를 기회가 생
겼다. 

도서관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책이 빼곡히 들어찬 책장들을 보고 놀
랐고, 그 모든 책을 읽을 생각에 압도되었다. 

그때 문득 “이 모든 책들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
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듯 보였으
나 매우 복잡해 보였다.

나는 신간 공상 과학 소설을 찾고 싶어서 근처에 있
는 컴퓨터에서 간단히 검색을 해 보았다. 

수백 권의 책들이 팝업 창에 검색되었고 나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다. 

또 다른 작은 창이 떴고 숫자가 섞인 낯선 글자가 
보였다. 

나는 이 숫자가 그 책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했지만 너무 쑥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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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ily, a lady walked toward me and offered to 
help me. 

She said her name was Diane Brooks and that she 
was a librarian. 

사 서 . . . . .

After she helped me to find a location of the book, 
she handed me a little flier that read “Your Library 

건 네 주 었 다 . . 전단지 . .

Guide.” 

She also kindly informed me that there is a library 
orientation every Friday. 

Of course, I’m going to the orientation this Friday.

Welcome to Our Library Orientation

My name is Diane Brooks, and I’m very happy to 
introduce to you how to use our new librar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at any time.

To start with, when you need a book, you should 
first do a quick search on the computer by 
accessing the library database. 
accessing to (X)

If you already know the book title or the author, you 
can easily do the search by typing in the title or the 
author’s name. 

Once you find the book in the database, you should 
일단 ~하면..

look for the call number and write it down.

번역

운 좋게도, 한 숙녀분이 내게로 걸어와서 나를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Diane Brooks이며 도서관 
사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 책의 위치를 찾는 것을 도와 준 후, 
나에게 ‘당신의 도서관 가이드’라고 적힌 작은 전단
지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또한 친절하게 매주 금요일에 도서관 오리
엔테이션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당연히,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갈 예정이다.

제 이름은 Diane Brooks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 
개관한 우리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서 매우 기쁩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이 어떤 책이 필요할 때면, 먼저 도서
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컴퓨터로 간단한 검색
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책의 제목이나 저자를 알고 
있다면,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을(검색창에) 입력함
으로써 쉽게 검색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책을 찾으면, 여러분은 
청구번호를 찾아 그것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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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s. Brooks, what's a call number?

A call number is a unique number assigned to each 
부 여 된 . . .

book. It tells you where the book is shelved. 
t h a t ( X )

It usually begins with a three-digit number, which 
선 행 사 . . . .

tells you the general subject area of the book, 
followed by the first three letters of the author’s last 
name. 
• A be followed B: A 다음에 B가 오다
• a three-digit number / which~, (which is) followed~

For example, a call number of a book about 
선 행 사 . .

mammals written by Susan H. Gray would be 599 
GRA. 
빈칸추론

This way of classifying library books is called the 
Dewey Decimal System. 

십 진 법 . . .

In our library, a call number for a fiction book begins 
with an F followed by the first three letters of the 
author’s last name. 

So, a fiction book written by Hermann Hesse would 
have a call number of F HES . Are you with me so 

빈칸추론 (X)

far?

Q2. Yes, but I was wondering where we can find 
궁 금 하 다

books like encyclopedias and dictionaries.

번역

질문1. Brooks 선생님, 청구번호가 무엇인가요?

청구번호는 각 책에 부여된 고유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도서의 청구번호는 보통 세 자리 숫자
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책의 일반 주
제 영역을 말해 주고 그 뒤에는 저자 성의 첫 세 글
자가 뒤따라 나옵니다. 

예를 들어, Susan H. Gray가 쓴 포유류에 관한 
책의 청구번호는 ‘599 GRA’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분류하는 이러한 방법은 듀이 십
진 분류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소설책에 대한 청구번호는 F로 
시작하며 저자 성의 첫 세 글자가 뒤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Hermann Hesse가 쓴 소설책은 ‘HES'라
는 청구번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
하셨나요?

질문2 네, 그런데 저는 백과사전이나 사전 같은 책
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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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that’s an important question. They are called 
reference books and can be found in the reference 
section. 

Their call number typically starts with the letters Ref. 

On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y can 
only be used inside the library.

They cannot be checked out from the library.

Now, let’s find out how to actually check out a book 
from the library. 

You remember the call number that we just talked 
about, right? 

Once you have this number, you can easily locate 
일단 ~하면...

the book by following the numeric signs on the 
bookshelves. 

When you find the book on the shelf, you can then 
bring it to the circulation desk and check it out 
using your student ID. It’s all pretty simple. 

Now that you know how to check out a book from 
the library, be sur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school library. 

Remember, reading can strengthen your mind as  
~처럼..

exercise can strengthen your body!

번역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것들은 참고 도서라고 불
리며, 참고 서적 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의 청구번호는 일반적으로 ‘Ref’라는 글자
로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것들은 도서관 내에서
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들은 도서관 밖으로는 대여되지 않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실제로 책을 대여하는 방법을 알
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청구번호 기
억하지요? 

일단 이 번호를 알게 되면, 책장에 있는 숫자 기호
를 따라서 쉽게 책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책장에서 책을 발견하면, 그것을 대여대로 가져와
서 학생증을 이용해 책을 대여하면 됩니다. 아주 간
단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학교 
도서관의 모든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세요. 

운동이 몸을 강하게 해 주는 것처럼 독서가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