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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과학기술의 발 은 한 사회의 문화와 사회구성원 

간의 커뮤니 이션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존의 정

보를 수집,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도서 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최근 공공도서  신축 는 리모델링 수요의 증이 상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도서 의 유형과 서비스 규모를 

고려한 도서  공간운 에 한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 도서 이 합리 이고 체계 인 공간운 을 

하기 하여 필요한 조건과 사례를 검토하고 공간구성의 

황과 문제 을 도출하여 해결 안이 될 수 있는 공간요

소의 재구성을 통해 효율 인 운 을 한 공간구성체계

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하는 도서 의 조립과 리모델링 사업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 의 특성과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합리

인 공간운  표 모델의 개발을 해, 첫째, 국내 공공도

서  공간구성 황을 조사 분석하고 둘째, 국내  해외의 

도서  건축물 공간구성 사례 수집분석하며, 셋째, 향후 

신축할 국내 공공도서  건축물을 유형별로 정의하여 공

간구성에 한 합리 인 권장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공도서 , 공간구성, 공간구성체계, 공간요소, 표 모델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tremendous impact on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refore a library that typically serves to collect, 

arrange and provide information is required to perform 

more diversified roles to stay abreast with changing 

modern society. Recent surge in demand for public 

library construction or remodeling is expected, but we 

still are in an actual condition that there is no model about 

the library spatial operation which considers the type and 

a service size of lib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ditions for the rational and systematic 

spatial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in today`s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to make a case study on the state 

of spatial management, and to suggest the efficient 

rearrangement of spatial component as a solution. In this 

study, for rapid assembly and remodeling business plan 

of the library can be referred to, we should do following 

things for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model which 

has a rational space operations that correspond to the 

library features and services size. Firstly, analyze the 

space configuration of our nation's public libraries. 

Secondly, collect and analyze the libraries' spatial 

configuration in our nation and at abroad. Thirdly, define 

the next stretch of public library buildings by their types 

and develop a reasonable model as to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pres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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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ibrary, Spatial Component, Spatial Component 

System, Spatial Elements, Standard Model 

*
**

***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홍익 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홍익 학교 건축도시 학원 부교수(ksk@hongik.ac.kr) (제1 자)

홍익 학교 학원 공학석사(nstar7@hanmail.net) (공동 자)

홍익 학교 학원 석사과정(driye123@paran.com) (공동 자)

논문 수일자 : 2010년 10월 5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5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0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과학기술의 발 은 과거 단순한 인쇄술 심의 

정보에서 디지털 심의 정보로의 환을 가져왔고 기

존의 많은 도서 은 체공간에서 분리되려는 경향이 

강한 폐쇄 인 공간구조를 띠고 있으며, 공간구성에 있

어서도 특정 역이나 공간들만이 복합공간의 심  공

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네스코 공공도서 선언1)에 의하면 도서 은 본래

의 목 , 즉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척과 동시에 지

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계층을 상으로 그들의 정보 습득의 욕구를 

만족시켜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문화  

술 련 정보, 행사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

어야 한다.2)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공공도서 은 

재 로그램 복합화가 용 인 과도기  시 에 와 

있다. 사회  기능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등은 도서 의 복합 인 

기능공간화를 요구하고 있다.3)

따라서 도서 의 복합공간  변화하는 구성요소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공간구성의 상호 계에 한 

고려를 통해 체 인 구성의 유기 인 복합화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역별, 공간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보 환경의 개방성과 상호 작용성을 반 하여 

도서 이 정보공유를 확 하고 이용자의 정보교류를 증

진할 수 있는 정보공간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도서  신축 는 리모델링 수요의 증이 

상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도서 의 유형과 서비스 

규모를 고려한 도서 의 공간구성체계에 한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하는 도서 의 건립과 리모

델링 사업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 의 특성과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합리 인 공간구성체계 표 모

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 은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공공도

서 이 합리 이고 체계 인 공간운 을 하기 하여 

필요한 조건과 사례를 검토하고, 황조사를 통한 공간

운 의 황과 문제 을 도출하여 해결 안이 될 수 있

는 공간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도서 의 서비스 규모, 특

성, 유형을 고려한 도서  공간구성체계 표 모델을 개

발하여 국가, 는 자치단체가 공공도서 의 설립과 운

에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합리 인 공공도서  공간구성체계 모델개발을 목

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공도서  공간구성 황 조사분석

국내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구성 황조사를 실

시하여 규모와 지역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이 조사는 

한국도서 회의 도서 통계를 기 으로 한 수조사

를 원칙으로 하며, 도서 의 규모와 설립시간에 따른 비

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도서  건축물 공간구성 사례수집

국내  해외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구성 사

례를 수집․분석한다. 사례 선정의 기 은 주민을 한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기존 도서 의 기능을 탈피하여 

단순히 열람실이 아닌 정보공유의 수요자 심의 열린 

도서 으로 구축된 도서 , 특성화를 통해 도서  서비

스를 문화하 을 뿐만 아니라 도서  공간을 효율

으로 운 하고 있는 도서 , 그리고 정보공유의 장소로

서 미래 지향 이며 합리 인 공간을 구축하여 운 하

고 있는 도서  등으로 한다. 

3) 도서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 한 합리 인 공간

구성체계 모델 제시

국내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 황분석  국내외 공

공도서  건축  시설 련 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신축될 국내 공공도서  건축물을 유형별로 정의하여 

공간구성에 한 합리 인 권장모델을 제시한다. 공공도

서 의 공간구성에 한 정의는 도서 의 기능과 역할, 

지역별 특성, 서비스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  건축물을 지역 표도서 , 규모 앙도서

 1) UNESCO/IFLA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2) 국립 앙도서 . 2007.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 , 1.

 3) 김정희. 2007. 사회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  공간구성체계에 한 연구 . 홍익 학교 박사학 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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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지역도서 , 소규모 분  등으로 분류하고 이

들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모델을 도출

하여 합리  권장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가 설정한 연구범 와 내용을 한 연구방법

은 첫째, 련 선행연구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공공도서

 건축의 연구 동향과 이슈를 악한다. 둘째, 한국도서

회의 도서 통계에 수록된 국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하는 수조사를 통해 국의 공공도서  공간

구성 황을 악한다. 셋째, 일정한 기 에 부합하는 국

내  해외의 도서 들을 선정하여 공간구성 사례조사

를 실시한다. 넷째, 변화하는 공공도서 의 공간운 을 

한 공간구성체계를 구성한다.

2. 공공도서  공간구성 황 조사분석4)

2.1 조사 개요

공공도서  공간운 의 황과 문제 이 무엇이며,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실태를 악하

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한국도서 연감 2006년”을 토

로 공공도서  사서와 화통화를 시도하여 확보된 

524개 도서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하 는데 첫째, 공

공도서 의 반 인 황, 다음은 도서 의 공간 황에 

한 조사내용으로 도서 의 지면 과 건축면 , 소재

지역의 도시계획상황, 공간구성  용도별 면 , 각 공간

의 운 황  최근의 공간변화양상을 조사하 으며, 

마지막으로 공간운 에 한 만족도  리모델링에 

한 수요 악을 해 사서들이 생각하는 공간이나 시설

에 한 만족도, 앞으로 희망하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에 한 의견을 물었다. 

2.2 조사 분석

공공도서 의 반 인 황, 도서 의 공간구성 

황  변화에 한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

내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을 략 으로 악하 다. 

참여도서 의 일반 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167개 도서  1990년도 이 (76개 )과 1990-2000년 

사이(72개 )을 주요 상으로 반 인 황을 조사하

다. 도서 의 사 상자 규모는 5만명 미만인 도서

이 61개 (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서규모조사 결

과, 2~10만권을 소장한 도서 이 107개 (64.1%)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공공도서  공간구성 황에 한 내용을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4) 국립 앙도서 . 2007.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   설문 조사 분석 내용을 재구성.

황 별 내 용

입지  건물 황

∙ 지면 과 건축면 은 1,000㎡ 단 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결과 부분 도서 이 2,000㎡ 미만의 건물면 을 
갖고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 근 용이성 면에서 최 의 조건인 주거지역에 입지한 도서 이 체의 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면, 녹지지역, 

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등에 소재한 도서 이 28%에 달한다.

공간운  황

∙층별 공간구성을 보면 부분의 도서 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근성이 
좋은 지상 1,2층을 이용자 서비스 공간으로 으로 할애하고 있다. 
∙건물 연면  내 용도별 면 비율을 보면 이용자 서비스 공간이 49.8%로 체 건물면 의 반을 차지하는 반면 
수장 공간은 9.3%를 차지하여 공간운 의 균형을 잃고 있다. 한 많은 도서 들에서 사무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 학습공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용자 서비스공간의 잠식으로 수장 공간과 사무공간이 심각한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설립년도를 기 으로 건물면  비 각 공간별 구성 비율을 보면,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은 연도에 따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용자 서비스공간과 수장 공간은 설립년도에 따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 사 상 인구규모별 공간비율을 보면 이용자 서비스공간, 수장공간, 기타공간은 사 상규모에 따른 편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은 사 상규모에 따른 편차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공간운  황

∙사무공간은 장실, 총무실, 열람 사실, 수서정리실, 창고 등을 운 하는 반면 부분 도서 에서는 직원회의실, 
직원휴계실, 제본실 등이 없었다. 한 산실이 없는 도서 도 부분이었다.
∙이용자 서비스공간  로비, 일반열람실, 자료열람실, 디지털자료실과 어린이실은 많이 운 하고 있는 반면에 
주제별 자료실, 정보자료실, 고서실, 특수자료실, 향토자료실, 노인실, 장애인이용자를 한 시설을 운 하는 도서
은 었다.

<표 1> 국내 공공도서  공간구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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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서 의 공간운 변화를 살펴보면 공간을 축소

한 도서 들  가장 많은 48개 이 일반열람실을 축소

하 고 26개 은 사무공간을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도서 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에 해서는 시

장, 음악감상실, 화감상실과 같은 문화시설에 한 요

구가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３ 결과

공공 도서  공간구성 황의 조사 분석 결과 일반 열

람공간을 제외한 모든 역의 공간부족이었다. 특히 자

료의 수장 공간의 부족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무공간부족, 노년층과 신체 약자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한 시설  서비스의 부족, 지역

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  시설부족, 도서 의 

입지조건 등의 문제가 있었음이 악되었다.

3. 국내외 공공도서  공간 사례

3.1 해외 공공도서  공간 사례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해외 공공도서   사회정

보 커뮤니티로서의 새로운 공간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로그램 요소를 운 하고 있는 9개 을 상으로 분석

하여 다양한 로그램의 구성 체계와 역할의 확장에 따

른 공간변화와 새롭게 추구되어지는 공간을 악하 다. 

선정된 9개 의 해외사례에 한 건축개요( 치, 개

년도, 연면 , 규모)는 <표 2>와 같다.

해외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은 <표 3>과 같다.

도서 명 치 개 년도 연면 (㎡) 규모 설계

1 리국립도서 Paris France 1995 365,000 지하5층/지상22층 Dominique Perrault5)

2 님스 미디어테크 Nimes France 1993 20,000 지하3층/지상5층 Norman Foster6)

3 뉴페캄도서 London England 2000 3,454 지상5층 Will Alsop7)

4 베니시유 미디어테크 Venissieux France 2001 5,428 지하1층/지상4층 Dominique Perrault

5 센다이미디어테크 Sendai Japan 2001 21,682 지하2층/지상8층 Toyo Ito8)

6 씨애틀공공도서 Seattle USA 2004 362,987 지하1층/지상11층 Rem Koolhaas9)

7 뭔스터시립도서 Munster Germany 1993 9,750 지하1층/지상4층 Bolles+Wilson10)

8 알메로 공공도서 Almelo Netherlands 1994 4,800 지하1층/지상4층 Mecanoo11)

9 오를 앙 미디어테크 Orleans France 1994 7,430 지상4층 Dominique Pierre

<표 2> 해외사례 공공도서  개요

 5)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건축가, 기업인. (1953~ ). 주요작품은 이화여  캠퍼스센터(2008), 러시아 상트 
페테스부르크 마린스키 극장(2003) 등.

 6)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건축가. (1935~ ). 1999년 리츠커 상 수상. Foster Associates 설립. 주요작품은 홍콩 
상하이 은행, 국 런던 시청, 독일 국회의사당 등.

 7)  알솝(Will Alsop): 건축가. (1947~ ). Alsop architects Ltd. 건축사무소 운 / 국건축재단회장. 주요작품은 hamburg 
Ferry Terminal(1988-1991), Ontario college of art & design(2004) 등.

 8) 도요 이토(Toyo Ito): 건축가. (1941~ ). 주요작품은 야스시로 시립박술 (1991), Dome in Odate(1997) 등.

 9) 렘 콜하스(Rem Koolhaas): 건축가,  작가. (1944~ ). 주요작품은 서울 학교 미술 (2004). 국국 방송본사(CCTV) 
사옥(1995) 설계 등. 

10) 볼스& 슨(Bolles+Wilson):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 주요작품은 룩소르극장.

11) 메카 (Mecanoo):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 주요작품은 델 트공  도서 , Schouwburg Amphion 등.

황 별 내 용

∙수장공간의 경우 보존서고 공간은 54.4%, 일반서고는 60.2%, 그리고 고문서서고는 부분의 도서 이 학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공용공간의 경우 식당과 매 을 운 하지 않는 도서 이 70% 이상이며, 특히 이용자 편의시설인 복사실과 사물보
실을 구비하지 못한 도서 이 각각 88.6%와 92.7%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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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국립 도서 님스 미디어테크 뉴페캄도서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8-18F: 서고 
1- 7F: 사무실
B1F: 공개도서 , 엔트런스, 열람실
B2F: 서고, 연구자열람개별석

5F: Café, 바
4F: 시실, 휴게실
3F: 시실, 안내실
2F: 열람실, 사무실, 강의실, 토론실
1F: 열람실, 검색실
B1F: 공공도서
B2F~4F: 극장, 강당, 보존서고, 창고

5F: 미 룸, 아 리카/카리 자료실, 어린이놀이실
4F: 종합자료실, 회의실, 어린이자료실
2F: 사무실, 로비
1F: 리실, 종합서비스실, 로비

베니시유 미디어테크 센다이 미디어테크 씨애틀 공공도서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4F: 리, 폐가서고
3F: 리
2F: 리
1F: 오 랜 시, 아동열람, 이야기방, 아뜰리에, 일반열

람, 멀티미디어, 오디토리움, 정기간행물, AV열람 
B1F: 기계실, 창고

7F: 상도서 , 강당, 편집실 
6F: 오 랜 시실
5F: 고정 시실 
3~4F: 공공도서
2F: 아동도서 , 안내 
1F: 공개공지, 장 
B1F~B2F: 주차장, 서고

Level 01: 4번가 출입구
Level 02: 작업 공간(Staff Floor)
Level 03: 거실(Living Room)
Level 04: 회의실(Meeting Room)
Level 05: 믹싱체임버(Mixing Chamber)
Level 06-09: 나선형 서고(Book Spiral)
Level 10: 특별 열람실(Reading Rooms)
Level 11: 도서  본부(Headquarter)

뭔스터 시립도서 알메로 공공도서 오를 앙 미디어테크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평면구성 단면구성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층별 로그램

4F: 실습실, 제본실, 사무실
3F: 서가, 사무실, 회의실, 매
2F: 정기간행물실, 서가, 강의실, 사무실
1F: 안내/ 출․등록, 신문열람, 열람실, 서가, 사서실
지하1층: 장기서고, 어린이열람실, 미디어라이 러리

4F: 스튜디오
3F: 열람서가, 세미나실
2F: 오디토리움, 서가, 열람실
1F: 사무실, 서가, 열람실
B1: 독서 용카페

4F: 오디오/비디오열람, 오디토리움
3F: 이야기방, 아동열람, 비디오열람
2F: 멀티미디어, 일반열람실, 귀 도서
1F: 정기간행물, Cafe

1F: 안내/ 출․등록, 오디토리움, 시, 열람서가

<표 3> 해외 공공도서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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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립도서 은 펼쳐진 책을 모티 로 하여 네 개

의 지각 탑에 의하여 체공간으로 한정되어지고 그 수

직성은 외부를 향하여 강력한 기념성을 지니고 있다. 열

린 조직으로서의 건물은 환경과 독립된 기념비로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자유로운 교통을 조

직함으로써 주체를 외부로 열어 을 의미한다.12) 

님스미디어테크는 도시  맥락의 공공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하나이다. 시설 자체에 극장, 

시실, 카페, 스토랑 등의 복합  기능을 수용하는 외

에 건물 면에 새로운 공공 장을 형성하 다. 이 공

간은 야외 공연, 축제, 이벤트를 해 사용되면서 님스시

의 표 인 문화공간이 되었고 한 장에서 시설 내

부의 형 정으로 자연스러운 동선이 유입됨으로써 

도시의 측면과 시설의 측면 모두에서 공공성을 부각시

켰다.13) 

페캄도서 은 처음부터 도서 출 말고도 주민의 그룹 

활동 로그램을 극 수용하여 운 되고 있다. 건물은 

거꾸로 세워진 L자형의 형태로서 건물은 거리에서 새로

운 보행 장으로 지붕이 덮인 형 아치 같은 출입구를 

형성한다. 지붕이 있는 부분은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옥

외 공공공간이다.14) 

베니시유 미디어테크는 정원과 같은 높이에 치하는

데, 그것은 지  그 주변부와도 같은 높이이다. 이것

은 커다란 건물로서, 도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 있

는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다. 각 공간은 최소의 불투

명한 벽과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와 가구로 구성되어 있

고, 도시 거리의 개념에 의해 공공과의 연계를 한 큰 

폭의 회랑이 체 열람공간을 감싸고 있다.15)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졌고 하나

의 입구에서 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홀에서 건물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들을 통해 각각의 수평 인 

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16) 이는 

공간체계에서 심의 통 인 개념을 희석시키고, 네트

워크상에 분화된 심의 계로서 심의 개념을 규정

하고 있는 표 인 사례이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으로 재해석된 도미노구조와 튜 구조를 갖는다. 

한 평면에서는 도서 과 갤러리의 혼합된 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 티션 벽이 아니라 가구, 스테이지, 열람  

등을 통해 기능을 암시함으로써 유동 인 흐름과 공간

의 분할을 나타내고 있다.

씨애틀 공공도서 은 모든 사람들을 한 도서 이라

는 목표를 가지고 책이 꾸러미로 쌓여 있는 것으로 도서

의 모든 것을 개념화했다. 씨애틀 공공도서 이 일반 

도서  계획안과 차이 을 가지는 것은 사건 혹은 이벤

트를 한 의 연속 인 구성이 랫폼이라고 하는 새

로운 역 설정 방법을 통하여 상 으로 단 되고 구

획된 공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5개의 기능을 담은 

랫폼은 다양한 크기와 도, 불 투명도를 가지고 최

한 효율과 기능을 해 로그램 집단이 되었으며, 랫

폼들의 사이공간은 작업과 정보교환, 휴게와 문화 활동

의 장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생성되었다.17) 

뮌스터시립도서 은 주로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지

는데, 지하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기능 으로 소통한다. 

건물 사이의 공간(Bchereigasse)은 도시의 새로운 심

으로서 보행자에게 선사된 역동  상으로 가득한 공

간이다. 건물의 내부공간은 두 개의 커다란 동 의 표면

으로 감싸져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계단  복도로 동

선을 담당하여 내, 외부와의 물리 , 시각  연결을 제

공한다.18) 

알메로 공공도서 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주안 을 

둔 사항은 3가지 개념이 서로 겹쳐지게 하는(거리의 

심부라고 하는 복잡한 치, 요구되고 있는 신을 겨냥

한 다양한 로그램 요구와 공간감각) 것이었다. 도서

의 단면에 있어서는 서로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고 오

스페이스에 의해서 분리된 2개의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볼륨은 형태도 재료도 다르다. 도서

은 독서실과 강의, 토론, 연주회  다른 문화 인 활동

을 해 이용된다.19) 

12)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07. 도서 건축사례집 , 106.

13)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07. 도서 건축사례집 , 109.

14) 공간, space 2000.06호, 2000. <www.vmspace.com>.

15) 임호균. 2008. 공공도서  공간체계의 변화와 특성에 한 연구: 랑스미디어테크를 심으로 . 홍익 학교 박사학 논
문, 112.

16) 은경원. 2007. 공공도서 의 복합화경향에 따른 공간구성에 한 연구: 도서 의 다원  기능과 공간의 응 . 홍익 학교 
석사학 논문, 88.

17) 국립 앙도서 . 2007.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 , 98.

18)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07. 도서 건축사례집 ,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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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앙 미디어테크는 외형에서 보이는 입면으로는 

얼핏 3개의 sector로 보이나 내부공간은 층으로 구성

된 1층과 외부로 돌출된 반 원통형 창과 개방형 서가가 

있는 2층,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 3,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과 4층은 도면상으론 거의 비슷하나 4층엔 작

은 공연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일정한 가

구 배치의 양식 없이 열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20) 

해외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디지털 사회의 특성에 따른 공간 체계의 변화와 그로 인

해 변화되어진 도서  역할의 확장을 통한 공간의 구성 

변화, 유기체  공간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주제

들의 테마를 가진 새로운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요소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서 내 공간을 벽에 의해 구획하지 않으며 

로그램에 따라 나 지 않고 기능 으로 첩되는 가변

 공간을 도입함으로 도서 내 로그램이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층에 따라 로그램과 공간을 구분하여 경계와 

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나선형, 비선

형 구조를 결합함으로서 탈 심  특성을 보여 다.

셋째, 이와 더불어 바닥 의 변형과 조작을 통하여 이

용자의 동선을 다양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공간과 

연결시킴으로 도서 에 로그램과 이용자 간의 연속성

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과거의 도서 들과는 달리 도서  진입 시 공용

공간을 활용함으로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open공간

의 극 도입은 도서 내 근을 쉽게 하는 개방  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 투명한 외피는 이용자

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외부 상호 소통을 가져다주

고 있다.21)

해외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과 특성을 분석해 본 결

과 공공도서 은 그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단순히 도서

의 보존  기능에서 벗어나 공 의 이용을 시하고, 모

든 계층에 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종합 인 

정보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도

서 의 사회  역할의 요성을 확인하여, 공공도서 이 

도시 건축  요소를 지님으로써 사회  커뮤니 이션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한 

정  정보로부터 동  교환 계를 수용하는 장소로서 

유기체  도서  공간체계를 통해 도서  환경에 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3.2 국내 공공도서  공간운  사례

한국 도서 연감을 기 으로 2000년 이후에 개 한 

서울, 경기지역의 공공도서  9개 22)을 상으로 선정

하여 건축개요와 공간구성형태  체계를 통한 공간이

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공공도서 의 기능

과 변화된 공간구성, 그리고 구성 체계 측면에서 공간구

성 이용실태를 악하 다. 

도서 명 해당시/구(인구) 개 년도 지면 (㎡) 연면 (㎡) 장서수(권) 열람석수(석) 규모

1 은평구립도서 은평구(459,196) 01.10 8,013 5,059 138,152 684 지하1층/지상3층

2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구(345,478) 01.05 8,002 5,574 126,875 590 지하1층/지상4층

3 성북정보도서 성북구(469,973) 02.03 2,468 6,667  88,971 462 지하2층/지상5층

4 도 문화정보센터 도 구(375,975) 01.10 4,399 3,111  71,284 528 지하1층/지상2층

5 아리랑정보도서 성북구(469,973) 04.05 1,398 2,018  71,823 256 지하2층/지상2층

6 과천정보과학도서 과천시(68,641) 02.05 24,080 8,435 203,719 674 지하2층/지상4층

7 고양시화정도서 고양시(893,965) 03.09 4,149 4,580  79,142 866 지하1층/지상3층

8 고양시백석도서 고양시(893,965) 03.09 4,347 4,070  77,908 416 지하1층/지상3층

9 의왕 앙도서 의왕시(146,595) 07.05 7,529 7,268  72,410 634 지하1층/지상5층

<표 4> 국내사례 공공도서  개요

19) www.mecanoo.com/project:public library, ALMELO.

20)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07. 도서 건축사례집 , 125-128.

21) 김지 , 박희령, 김용성. 2007. 유비쿼터스 기술 용에 따른  공공 도서 의 이용자 공간구성에 한 연구. 한건축
학회논문 , 23(7): 45.

22)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07. 도서  건축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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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립도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열람공간 2,173.3㎡ 42.9% 열람공간 2,085.6㎡ 37.4% 열람공간 2,299.2㎡ 34.4%

교육/집회 258.2㎡ 5.1% 교육/집회 706.4㎡ 12.7% 교육/집회 661.4㎡ 10%

업무/ 리 508.7㎡ 10.1% 업무/ 리 258㎡ 4.6% 업무/ 리 491.2㎡ 7.4%

서비스 456.6㎡ 9% 서비스 216㎡ 3.8% 서비스 392.5㎡ 5.9%

공용 1,663.2㎡ 32.9% 공용 2,308.4㎡ 41.4% 공용 2,822.8㎡ 42.3%

합계 5,060㎡ 100% 합계 5,574.5㎡ 100% 합계 6,667.2㎡ 100%

도 문화정보센터 아리랑정보도서 과천정보과학도서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열람공간 955.0㎡ 30.7% 열람공간 685.3㎡ 33.9% 열람공간 3,285.0㎡ 38.0%

교육/집회 243.0㎡ 7.8% 교육/집회 197.5㎡ 9.8% 교육/집회 523.2㎡ 6.1%

업무/ 리 186.5㎡ 6.0% 업무/ 리 162.8㎡ 8.1% 업무/ 리 831.7㎡ 9.6%

서비스 143.4㎡ 4.6% 서비스 - - 서비스 365.3㎡ 4.3%

공용 1,583.1㎡ 50.9% 공용 973.4㎡ 48.2% 공용 3,640.2㎡ 42.0%

합계 3,111.0㎡ 100% 합계 2,018.0㎡ 100% 합계 8,645.4㎡ 100%

고양시화정도서 고양시백석도서 의왕 앙도서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공간 면 비율

열람공간 1,818.1㎡ 39.7% 열람공간 1,295.2㎡ 31.9% 열람공간 2,688.1㎡ 37.0%

교육/집회 - - 교육/집회 144.0㎡ 3.5% 교육/집회 419.1㎡ 5.8%

업무/ 리 480.0㎡ 10.5% 업무/ 리 436.5㎡ 10.7% 업무/ 리 737.0㎡ 10.1%

서비스 468.4㎡ 10.2% 서비스 656.7㎡ 16.1% 서비스 1,012.3㎡ 13.9%

공용 1,813.7㎡ 39.6% 공용 1,538.1㎡ 37.8% 공용 2,411.5㎡ 33.2%

합계 4,580.2㎡ 100% 합계 4,070.5㎡ 100% 합계 7,268㎡ 100%

<표 5> 국내사례 공공도서  공간별 면 비율

이상 국내사례에서 공공도서  공간별 면 비율을 통

한 공간특성을 보면 각 공간의 구성은 이용자 서비스공간

이 체 건물면 의 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수장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 그리고 기타공간은 은 공간을 차지

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는 가장 요한 요소인 장

서공간보다 이용자서비스공간이 가장 요한 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공간의 잠식으로 인해 사무공

간을 비롯한 기타공간들의 부족 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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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도서 들에서 사무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 학습공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용자

서비스공간의 잠식으로 수장공간과 사무공간이 심각한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 이 수행하는 기능의 범 와 수 은 기능의 복

합화 요구와 함께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공간구성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사례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시 의 변화와 요구에 의해 

국내 공공도서 의 공간운 방법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공간용도 이용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공간용도의 변경내용에 한 변경요인의 조사분석 결

과는 <표 7>과 같다.

구분
은평구립도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이용
공간

자유열람실Ⅰ 종합자료실+사무실 장애자열람실 사무실+ 장실 정기간행물실 북카페(신간도서)

자정보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장애자열람실

모자열람실
어린이정보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종합자료실 사무실

자유열람실Ⅱ 향토자료실+사무실 종합자료실+정기간행물실 향토자료실+사무실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실+자유열람실 자유열람실 산실+ 자정보실 사회과학열람실 자정보열람실
자정보열람실+
산작업실

종합자료실+자유열람실 자유열람실 음향 상자료실+지역정보 자연과학열람실 일반열람실 컴퓨터교육실

서고
문화교실+종합자료실+
식당/휴게실+시청각실

문화교실
자정보열람실+
상자료실

소강당+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어학실

교수/ 학원생용 연구실

출실+서고
서고+ 시실+
멀티미디어자료보 실

문화교실 강당

고등학생열람실 지역정보자료실+ 산실

리
공간

장실+양호실+사무실 자정보실+AV자료실 사무실+ 장실 모자열람실 사무실 종합자료실

기타
공간

휴게실 상담실 그룹스터디실 문화교실
폐가제서고, 창고 보존서고, 폐가제서고

주차장 세미나실

구분
도 문화정보센터 아리랑정보도서 과천정보과학도서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이용
공간

컴퓨터교육실+강의실+
시청각실

어린이열람실+자유열람실
정기간행물실+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어린이열람실+유아열람실 유아과학놀이터+특별 시 유아열람실+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Ⅰ 문화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문헌정보실+정기간행물실
+시각장애우코

시실 가족열람실

인터넷 용실+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Ⅱ

멀티미디어실+ 자문서작
성실+어학실습실

어학실+문화강좌실 자정보
상자료실+컴퓨터교실

상 컴퓨터자료실
열람실+ 산실+사무실

기 과학탐구 시실+
응용과학탐구 시실

어린이과학실+모자과학실
+청소년과학실+컴퓨터학
습실

어린이열람실+모자열람실

탐구교실+모자과학실
자정보자료실+A/V실

+음악감상실

자정보열람실+참고자료
+A/V열람실

자료실+사무실+어학실+
가족열람실

리
공간

- - - - - -

기타
공간

체력단련실 이동도서사무실+보존서고 - -

강당 자료실

세미나실
행사사무실+자원 사자실
+시청각실

구분
고양시화정도서 고양시백석도서 의왕 앙도서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후

이용
공간

종합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노인/장애우열람실

연속간행물실 노인/장애우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제2열람실

노인/장애인열람실+
아동/주부열람실

어린이열람실+유아실
노인/장애우열람실+
아동/주부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자정보자료실 제1열람실

정보통신실+
컴퓨터교육  열람실

정보검색실 향토/행정 산화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종합자료실 사무실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종합열람실+일반열람실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연속간행물실
+강의실

일반열람실
컴퓨터검색교육실+
정보/통신실

노트북코 +정보통신실+
컴퓨터정보검색

향토/행정/ 산화자료실+
열람실

종합자료실 학생열람실 열람실

리
공간

- - - - 사무+회의실 문화교실

기타
공간

- - 기실+발 기실+기계실
매 +식당+ 기실+
기계실+발 기실

기록보존  향토자료실 휴게실

창고+휴게실 매

<표 6> 공간용도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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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립도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성북정보도서

변경

요인

이용

공간

￫ 서가시스템의 변화, 근성개선

￫ 이용계층 확

￫ 다양한 정보제공

￫ 각실 교환에 의한 재배치

￫ 평생교육욕구의 증 , 서가 시스템의 

변화, 사업규모축소

￫ 각실 교환에 의한 재배치

￫ 이동문고와 연계성 확보

￫ 이용자 근성 개선  자정보 교육

￫ 소규모 자료실의 통합화, 근성  

연계성 개선

￫ 통신설비시스템의 효율화

￫ 서가시스템의 변경, 비도서 자료증가, 

다양한 문화 활동제공

￫ 도서 특성화 사업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 업무처리의 산화

￫ 자정보교육 요구 증가

리

공간
￫ 자정보욕구증 , 근성개선 ￫ 각실 교환에 의한 재배치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기타

공간
￫ 공공도서  사기능의 다양화 ￫ 평생교육욕구의 증

￫ 도서증가

￫ 근성  연계성 개선

도 문화정보센터 아리랑정보도서 과천정보과학도서

변경

요인

이용

공간

￫ 각실교환에 의한 재배치

￫ 열람인원의 증가

￫ 다양한 이용욕구 증

￫ 자정보욕구 증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 다양한 이용계층 증

￫ 자정보욕구 증

￫ 열람욕구 충족

￫ 열람욕구 증

￫ 사업규모축소에 의한 각실 재배치

￫ 평생교육욕구의 증

￫ 다양한 이용계층 증

리

공간
- - -

기타

공간
￫ 다양한 정보 제공 -

￫ 사업규모축소에 의한 각실 재배치

￫ 다양한 문화욕구의 증

고양시화정도서 고양시백석도서 의왕 앙도서

변경

요인

이용

공간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 자정보욕구의 증

￫ 열람인원의 증

￫ 열람욕구 증 (열람실 면  증가)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 자정보욕구의 증

￫ 열람인원의 증

￫ 근성  연계성 확보를 한 각실 

재배치

￫ 열람인원의 증

리

공간
- - ￫ 다양한 문화욕구의 증

기타

공간
-

￫ 사업규모 증

￫ 서비스욕구 증
￫ 서비스욕구 증

<표 7> 공간용도 변경요인

이처럼 국내 사례 의 도면분석과 장조사를 통한 

공간구성과 그 이용 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립계획 기부터 공공도서 의 특성, 즉 설립목

 입지특성, 운 체제, 이용계층 등에 한 정확

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변경요인의 측 

 반 이 요구된다.

나. 열람부문이 축소된 반면 사회교육 로그램  이

용자주체의 시청각활동 증가 등에 의한 교육/집

회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증가가 조사되었으며, 복

합화경향에 따른 문화시설에 한 공간도 새롭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도서  신설을 계획 시 

이러한 공간변화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 도서 정보화 정책에 따라 열람부문  자료

련 공간이 축소된 반면 자정보열람실, 멀티미

디어실과 같은 정보검색  비도서 련 공간이 

증가했으며, 자료의 앙 집 형 디지털화에 따

른 산실과 같은 리/업무부문의 증가가 나타

났다. 

라. 설계 후 시공단계, 시공이후 소요공간의 변화는 

장래에 한 측과 기획단계에서 사서 등 도서

 종사자, 투자처(정부, 공공기 ), 건축가(설계

자)의 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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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계획

4.1 공간구성요소와 동선체계

4.1.1 공공도서 의 구성요소와 공간구성

 공공도서 의 기능들은 재 정보 기술의 발달

과 새로운 정보의 등장, 문화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

여 변화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공간과 리자공간에 있

어서 <표 8>23)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도서 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오늘날 지식의 흐름 

한 일 방향 이지 않으며 우연 이고 연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깊은 연 이 있다.24) 이러한 정보의 다양

한 특성들은 기존 공공도서 의 기능에서 평생 학습

이라는 사회교육, 문화에 한 기능을 부각시킴과 동시

에 지역  문화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공공도서 은 재 사회교육, 문화보 에 필

요한 강의시설과 시실, 시청각실들의 문화 활동을 지

원하기 하여 상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열람실을 용도변경하고 분산 비치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자료실들을 통합, 용도 변경을 가져왔다.

즉 재의 미디어테크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 매체의 

보 이라는 물리  기능이 디지털과 멀티미디어의 등장 

등 정보 달매체의 다양화에 응한 공간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공공도서 이 공공 문화시설로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발 하게 된 것

이다.25)

가. 도서 의 부문별 공간요소 

공공도서 의 구성요소는 크게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

자부분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사부분의 두 가지 부분으

로 나 어지며 이를 기능에 따라 그 구성요소와 구성성

분  규모결정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9>

와 같다. 이에 제시된 소요시설 모두가 독립된 각 실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도서 의 규모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독립된 실로 구성되거나 기능이 유사할 

경우 코 형태를 포함하는 실로 구성될 수 있다.26)

나. 구성요소별 공간계획27)

구분 변화요인 변화양상

이용자 공간

목록 검색 방법  기기의 변화 목록 공간의 변화

서가제도의 변화 열람공간의 규모화

열람 형태의 변화 가구배치  열람공간의 개방화

이용자환경에 한 인식의 변화 경독서 공간의 증가

사회 교육 로그램의 증가 집회시설  다양한 공간 요구

장애자에 한 인식의 변화 장애자 시설의 증가

새로운 도서  자료의 등장 자료 보 실의 설치  확

이용자의 문지식 요구의 증가 참고 사기능의 강화

이용자 수 계층의 다양화 도서  로비  홀의 확

리 공간

자료의 앙 집 형 디지털화 산실의 설치

산미디어의 발달 AV서비스의 확

서가제도의 변화 기존 서고의 기능변화

이용도서 의 활성화 이동도서  시설의 확

도서  직원의 감소 유지 리의 효율성 추구

꾸 한 장서의 증가 수장을 한 기술의 도입

<표 8> 공간구성의 변화요인에 따른 변화양상

23) 한화진, 박승환, 최무 . 2004. 공공도서  이용자공간의 공간구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

24) 이경훈, 김우 , 김 . 2005. 미디어테크의 로그램 체계와 공간구형요소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

25) 김지 , 박희령, 김용승. 2007. 유비쿼터스 기술 용에 따른  공공도서 의 이용자 공간구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
회 논문집 .

26) 김정희, 이상호. 2007. 공공도서 의 공간복합 연결체계에 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

27) 서혜란. 2007.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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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세부구성성분

규모결정요소
단일  앙 소분

주민
이용
부분

열람부분

개가제 일반열람실 ,주제별 열람실, 아동 열람실, 청
소년 열람실, 노약자 열람실, 자자료실, 향토자료
실, 지방행정자료실, 연구실, 경독서실, 기타 특수자
료실 등

개가제 일반열람실, 아동열
람실, 경독서코

개가도서수(아동, 일반), 기타자료수, 
열람석수

참고  연속간행물
부분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복사설비코 , 정보안내
코  등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실
참고도서수, 버티컬 일 자료수, 연속
간행물 제본책수, 시자료종수, 열람
석수

서고부분
폐가제 서고, 보존서고, 시청각자료고, 고서  고문
서 보존고 등

수장도서수, 기타수장자료수

출부분 출실 는 출 , 독서상담실 등 출실, 독서상담코 출자수, 직원수

시청각
사부분

음악감상실, 마이크로 자료실, 시실 등 시청각자료실, 시실 자료수, 기자재수, 좌석수, 시공간

집회부분 ·소 집회실, 시청각실, 사설비, 음향설비 소집회실 집회실수, 수용인원수

공 을 한 부분
이야기방, 입구, 홀, 목록카드함실, 시코 , 소
지품보 소, 휴게실, 식당, 화장실, 공 화, 복도, 
계단

시, 소지품보 , 화장실

지원
사

부분

사무, 작업  
직원용 부분

장실  응 실, 서무실, 수서실, 정리실, 열람 사
업무실, 복사제본실, 자작업실, 회의실, 도서  
로그램 기획실, 작업실, 직원휴게실, 갱의실, 탕비실, 
화장실 등

사무실, 휴게실 직원수

건물유지
리부분

보일러실, 작업원실, 수 실, 숙직실, 기, 기계실, 
도구실, 연료창고 등

기 기계실, 휴게실

이동문고
부분

이동문고 작업실 겸 서고, 이동사무실, 휴게실, 화장
실, 차고 등

차량 수, 재량수장도서수

외부부분 자 거보 소, 주차장, 북포스트 등 좌동 자동차 수, 자 거 수

<표 9> 도서 의 부문별 구성요소

구성요소 시설계획

입구  홀
도서  리  보안을 해 한 개의 출입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동열람의 경우 학 단 의 규모 이동을 비하여 

용의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안내데스크

보안장치 유무선 통신장비가 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출 에서 조 될 수 있도록 고려

출   주변공간
출 의 배후 가까이에 수서/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실을 배치하여 직원의 출입과 자료나 소모품의 보 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고려

정기간행물실 개가제 일반열람실 입구 가까이에 경독서코 와 겸하거나 독립된 코 형태로 설치

경독서실 열람실내의 환경이 좋은 곳이나 열람실과 가깝고 출입구나 아동열람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나 구석에 코 로 구성

개가제 일반열람실
내부구조는 요철이 없는 단순한 형으로 계획하며 앙부는 낮은 서가를 배치하여 자료 치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고려

목록카드함실 출  가까이에 코 를 설치

참고열람실 별실로 하여 출 의 목록 카드함실에 가까운 치에 배치

청소년 열람실 일반열람실과 인 하여 별도의 실을 마련

아동열람실 1층의 출입구에 가까운 남향에 한 치  리상으로 사무실과 서고에 가까운 곳이 편리 

향토/행정자료실

집회실 열람시설과 거리가 먼 곳에 치하도록 하며 개별 인 출입구가 요구

시청각 자료실  

시청각실
입구나 출입구 홀의 가까운 곳에 배치(이용자들의 인지도 고려)

자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소음 등을 최 한 고려하여 독립된 실로 구성

시실 규모도서 의 경우 별실로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소규모 도서 의 경우 도서  입구의  홀을 이용하도록 배치

이동도서 의 

작업실
다른 정리 작업실이나 사무실까지 겨울의 냉기나 여름의 더 가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

정보검색실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

<표 10> 공공도서 의 구성요소별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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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주요 층의 공간구성  동선체계

주 층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이것을 건축 

안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요한 문제이다.

출입구가 설치된 1층은 통상 이용자에 있어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층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층보다 요

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 층을 주 층으로 구성하

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수의 이용자를 끌어당기

고 싶은 경우에는 이 은 특히 요하게 된다. 다만 

지의 상황 등에 의하여 1층에 계획하는 면 이 확보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층을 주 층으로 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1층으로 구애받아 주요 기능이 분할되는 것 

보다는 이것들이 넓은 공간에 종합하여 확보하는 쪽이 

요하기 때문이다.

지역도서 의 경우라면 주변 주민에게 출하는 것이 

제일의 기능이기 때문에 통상 1층 체 혹은 부분을 

성인․아동용 서가스페이스를 주체로 한 개가실로 충당

하고 이것을 주 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층

을 가능하다면 넓게 확보하고 조사․연구기능도 사무실

도 이곳에 설치할 수 있다면 이상 이다.

이 게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카운터의 배후

에 배치하여 출도서 으로써 완결시키고 거기에 참고

도서 과 그것을 이용하는 조사․연구에 해서는 이것

을 정리하여 2층으로 올리던지 는 그 부분을 1층에 설

치하는 신에 사무실의 부분을 2층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 퍼런스기능을 유리시키지 않기 해서, 지역도서

의 경우는 어느 쪽인가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좋

을 것이다. 한 1층이 넓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

사․연구기능도 사무실도, 모두 함께 2층으로 올리게 된

다. 그 경우 개가열람실 내의 아동에 해서 이것을 분

리하여 다른 층으로 옮기며, 신에 조사․연구를 한 

스페이스를 주 층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아

동의 유도를 한 방안이 있으면 지역 심 의 경우에

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한 각종 집회에 응하는 연구실․집회실 등은 주 

층에 둘 필요는 없다. 사무용 없이 보존서고도 주 층에 있

을 필요는 없으며 사무실과 엘리베이터로 연결할 수 있는 

지층이나 상방의 층에 충분하다(그림 1, 그림 2 참조).

4.2 사규모28)와 공간요소에 따른 구성체계29)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공간운  사례 분석을 통

한 도서 의 공간별 특성과 사 상 인구를 기 으로 

하여, 공간운 의 배치  상호연계에 근거한 공간구성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4.2.1 부문별 공간구성체계

가. 공용․지원부문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공용․지원부문은 이용자 규모

에 상 없이 홀과 휴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구부분과 

계단, 화장실 등의 기능이 포함된 코어 그리고 소지품을 

보 할 수 있는 코 와 기계․ 기실과 같은 지원공간

이 이용자 규모에 상 없이 공통 으로 배치되어야 할 

<그림 1> 기본  조닝 <그림 2> 공공도서  주요층 동선도

28) 소규모 도서 : 사 상인구 10만명 이하, 규모 도서 : 사 상인구 10~20만 명, 규모 도서 : 사 상인구 20만
명 이상.

29) 국립 앙도서 . 2007.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   126-130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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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다. 그리고 공용․지원부문은 열람, 집회교육, 사

무 리부문 등 다른 모든 공간과 상호 연계되어 각 공

간으로의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

요소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공용․지원부문 공간요소구성

나. 사무․장서부문

소규모 도서 ( 사 상인구 10만 명 이하)의 경우 

장실, 사무실 등의 업무공간과 이동도서 에 필요한 

공간이 기본 으로 필요하고, 규모 도서 ( 사 상

인구 10만～20만 명)의 경우는 회의실, 숙직실 등 리

자를 한 공간과 도서  물품 반출입을 한 소독실 

그리고 수서․정리실, 보존서고  폐가 서고 등 도서

리와 수장에 계된 공간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규모 도서 ( 사 상인구 2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실, 직원용 휴게실과 같은 작업  리자 휴게 공

간이 필요하고 시청각 자료실, 도서  로그램 계획실 

등의 공간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요

소구성은 <그림 4>와 같다.

다. 열람부문

소규모의 경우 성인․아동․노인/장애우를 한 각

각의 열람 코 와 참고․연속간행물 코 , 자 정보실

이 개가제 열람실의 형태로 배치되고, 이와 연계되어 

앙 출 와 AV코 , 장애우를 한 자자료실 등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우 정기간행물실, 향토자료실로 

분류된 참고열람공간이 추가 배치되고 복사설비코 , 경

독서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우에는 이밖

에도 특수 자료실, 개인 독서실, 그룹 스터디실 등이 추

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요소구성

은 <그림 5>와 같다.

라. 교육. 집회부문

소규모의 경우 교육  집회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집회실과 이와 연계된 시코 가 배치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시청각실과 시공간이 

추가되어야 하며, 규모의 경우는 이밖에도 ․ 규

모의 강의실과 집회․회의실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교육, 집회공간을 한 동선이 다른 도서 의 주

요기능공간과 연계될 수 있는 공용공간과 가까이 배치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요소구성은 <그림 

6>과 같다.

4.2.2 통합 공간구성체계 계획

에서 살펴본 공용․지원, 사무․장서 리, 열람, 교

육․집회 등 각 부문별 공간구성은 사 상인구의 규

모( 사 상인구 10만명 이하, 사 상인구 10만～20

만명, 사 상인구 20만명 이상)에 따라 분류된 , , 

소규모 도서 의 주요기능공간으로 그룹화 되어, 각 부

문별 공간에 있어서 공간별 특성에 따라 각 요소들이 연

계되고 이에 따른 동선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형태

의 통합모델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4> 사무․장서부문 공간요소구성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체계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63

<그림 5> 열람부문 공간요소구성

<그림 6> 교육․집회부문 공간요소구성

<그림 7> 사규모에 따른 공공도서 의 통합 공간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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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운  분야(특성)별 공간구성체계

가. 정보특성화 도서

재 우리나라 ｢도서 법｣30) 제28조에서 공공도서

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해 규정된 공공도서 의 

업무는 자료의 모집, 정리, 보존, 축   공 에의 이용, 

공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방행정  산업분야에 필

요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요구에 좀 더 체계 이고 다양한 정

보의 교류를 해 정보 특성화 도서 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 분야가 특성화된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체

계를 <그림 8>과 같이 제시한다.

나. 교육․연구 특성화 도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공도서 의 교육  기능과 서

비스는 더욱 요해진다. 

이와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교육 로그

램을 운 하며, 자기개발을 한 도구와 장소를 제공하

는 교육 특성화 도서 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

육 분야가 특성화된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체계를 <그

림 9>와 같이 제시한다.

다. 어린이 특성화 도서

책을 읽는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서

비스를 심으로 한 어린이 특성화 도서 이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어린이 분야가 특성화된 공공도서 의 공

간구성체계를 <표 10>과 같이 제시한다.

5. 결 론 

도서 이 수행하는 기능의 범 와 기 은 상당부분 

건축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능의 복합

<그림 8> 정보 특성화 부문 공간요소구성

<그림 9> 교육․연구 특성화 부문 공간요소구성

30) 한국도서 회. ｢도서 법｣. [ 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시행일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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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어린이 특성화 부문 공간요소구성

화 요구와 함께 새로운 정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

는 공공도서 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간구성의 변화가 필

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 황을 

악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응하는 공

간의 변화 형태를 제안하기 해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

하여 도서  공간운 에 한 공간 다이어그램으로 공

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 

변화와 리 방식의 변화가 도서  각 공간요소의 새로

운 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변화된 기능을 효율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도출하 다. 

그러나, 연구 상을 선정함에 있어, 범 를 한정함과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을 포 으로 다룸에 있어 세부

인 요소까지 명확히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

히며,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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