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 캠퍼스 도서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딘의 메시지  

딘에 대하여  

 

여러분이 새내기로 대학교에 입학하던지, 이제 연구자의 길을 탐험할 첫발을 내디뎠던지, 아니면 

친숙한 주제분야를 좀더 심도 있게 탐구하려 하던지 간에, 리버 캠퍼스 도서관은 로체스터 대학

교에서의 여러분의 학문적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화된 도서관들

은 방대한 전자 저널의 컬렉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희귀하고 독특한 자료들과 더불어 

총 350만권에 이르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영역을 향해 이동하는 지금은 도서관들에게 있어 무

척이나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리버 캠퍼스의 도서관들은 21세기의 도전과 기회들을 아우르는 이

노베이션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분의 요구를 예측하기 위하여 전반적

인 서비스, 자료 수집전략, 그리고 가상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 Information 

(또는 Q&i) 서비스 포인트는 여러분의 자료와 질문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공간이 되어줄 것

입니다. 우리의 사서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일대일로, 교실에서, 또는 가상공간에서 여

러분의 연구를 서포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자료들, 그리고 우리

의 컬렉션-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워크샵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이 여러분을 연구분야의 최첨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학기

술적인 공동의 환경으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칼슨 도서관에서는, 연구자들이 VISTA 

Collaboratory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가시화 할 수 있습니다. VISTA Collaboratory는 대학교의 슈퍼

컴퓨터에 연결된 대화형 벽면 디스플레이를 가진 첨단의 연구실입니다. 러쉬 리스 도서관의 

Digital Humanities Center는 디지털 연구와 웹 기반의 연구 발의를 위한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는 로체스터 대학교의 학생들,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의 스태프들이 힘을 합하여 세계적으

로 명망 있는 컬렉션을 이용,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도서관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찾는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혼자 사색할 공간이 필요할 때 러쉬 리스 도서관의 Messenger Periodical Reading 

Room, the Great Gall, 그리고 Welles-Brown Room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찾습니다. 

러쉬 리스 도서관의 자유로운 공부공간인 Gleason library는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에

게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인쇄간행물의 컬렉션에 파묻혀있는 학생들을 어

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간행물들은 로체스터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진의 학습과 

연구를 위해 신중히 선택되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前) 대학 총장인 Alan Valentine은 “대학교의 도서관은 그 대학교의 문화적 삶의 지리적, 그리



고 정신적인 심장부입니다-또는 심장부여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리버 캠퍼스 도서관

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체스터 대학교의 모토인 “Meliora”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로

체스터에서의 경험을 “좀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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