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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공간계획 방향에 한 연구

- 랑스 고등학교의 지식정보센터(CDI)를 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of the CDI in Lycées.

김 경 호*        염  **       김 종 석***

Kim, Kyung-Ho    Yeom, Dae-Bong    Kim Jong-Seok 

Abstract

We have analysed the use and organization of space in the Centres des Documentations et de Informations 

(CDI) in lycees in France with the equivalent information centres.

The majority of CDI ar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 Academic staff and provide easy student access. 

The CDI provide not only books but also reviews, magazines and CD-Rom. This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to pupils both in the pursuit of their higher studies and also with their future professional life as there is also 

careers information available to be discussed regularly with the careers advisor.

The function of the CDI is not only to provide information. As part of the curriculum there are classes on how 

to access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CDI as well as Seminars and Audio-Visual courses. This management 

makes it possible for the CDI to operate, not only as a school library but also as a multi-function centre of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a variety of spaces are also available: a room for private/small group study. A 

computer room (as well as a research corner), a reading room, monthly review room, photocopy room, rest room, 

exhibition room, careers information room, audio visual room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ssential information during the space planning of Korean school 

libraries in the future.

키워드： 랑스, 고등학교, 학교도서 ,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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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도서류의 출 

 반납활동만 발생하는 곳이 아닌 교과활동을 포

   * 정회원, 강남 학교 도시･건축공학부, 부교수

  ** 정회원, 리10 학 박사학 과정

 *** 정회원, 강남 학교 도시･건축공학부, 부교수

함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

는 교내생활의 심 인 기능을 지닌 곳이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심시설이 아닌 

지원시설 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시설 인 측면에서 도서 이 지닌 원래의 목

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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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   시설 측면에

서 선도 인 치를 하고 있는 랑스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CDI)의 기능을 악하기 하여 표

인 학교 4곳을 방문, 지식정보센터 운 자와의 면

담을 통하여 센터의 운   사용 실태, 그리고 기

존 시설에 한 문제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학

교 도서  계획에 필요한 공간구성 련 기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학교도서 의 기능  개념

2.1 프랑스 학교 도서관의 변천과정

랑스의 학교도서 은 재 우리나라와 같이 

담사서 없이 학생들을 해 일반도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출하고 반납받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8년 도서  사서가 상주하기 시작하면

서 기존의 기능 이외에 문헌을 서어비스하는 기능

(SD, Services de Documentation)이 추가되어 교사

의 수업자료를 지원하기 시작하 으며, 1966년에는 

교사와 학생의 개인 인 이용을 한 기능이 확충

되어 크게 학생을 한 도서 으로서의 기능과 교

사의 학습자료 비를 한 서어비스 기능, 그리고 

교수-학습 정보제공의 기능과 같은 3가지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1973년에 이르러 지식정보센터

(CDI)로 나아나게 되었으며, 도서 운  책임자도 

문서책임자에서 문서책임교사로 변화되어 교과과정

과 별개로 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의 하

나로 학습활동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공간 기능 역시 학생의 정보습득의 장이자 교사와 

학생이 하거나 개별 인 요구에 따라 정보가 

재구성되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으며, 비치자

료 역시 기의 문헌 심에서 시청각자료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지식정보센터(CDI)의 기능

랑스에서의 학교도서 인 지식정보센터의 기능

을 악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방식과 학습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7차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랑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다양한 시청

각기기를 이용한 학습형식이 용되고 있으며, 학습

자료 역시 과거의 텍스트 형태에서 차 시청각 자

료가 많은 비 을 차지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에 

학생들이 좀 더 하게 하도록 할 필요성에서 

야기되었다.

따라서 학습방식도 자율학습과 련자료의 검색

과 토의 등이 지닌 교육 인 우수성이 인정되어 일

선학교에 용되기 시작하 다. 

이처럼 학습자료와 학습방법이라는 두 가지의 변

화는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단지 교과교실만의 결합

체가 아닌 지식정보센터의 발생을 요구하게 되었다

표 1. 지식정보센터의 이용주체별 주요 기능1)

항  목 주  요  활  동

문서책임교사

문서책임교사 와 보조원( 는 실습생)의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생  교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작

하고 정규교과수업에도 교과 담당 교사

와 함께 참여함.

이

용

자

진로지도 

교사

상주하지 않고 특정 요일에 방문하여 개

인 는 학 단 의 진로지도.

교사

학습자료 검색  제작

제작된 학습자료의 보

일부학교의 경우 교사의 사물함을 설치

학

생

정규 

교과 

활동

학  는 그룹단 로 이용하며, 이용내

용은 장래 진로에 련된 진로탐색이외

에 학습활동과 련하여 시청각활동, 토

의, 자료검색,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검색 

등의 활동이 발생한다.

비정규

교과 

활동

문헌의 열람  출(반납), 컴퓨터를 이

용한 자료탐색  출력, 

필요한 자료의 복사, 휴식(정기간행물 열

람), 시험 비, 그룹토의  자율학습, 시

청각자료 열람.

따라서 학교도서 이 단지 학생들이 필요할 경우

에만 이용하는 소극 인 이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랑스 지식정보센터의 경우 

정규교과과정에 이 시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

이 의무 으로 교사와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문서책임교사가 교과 담

1) 문서책임교사는 단순한 시설 리자가 아닌 정보 리자를 

의미하며, 진로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여 

학교별로 특정요일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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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교사와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매우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학교도서 과 랑스 지식정보

센터와의 주요한 차이로 인하여 센터는 학교시설 

배치에서 심 인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서 학생과 교사들의 생활 거 으로서의 역할을 지

니고 있다.

3. 공간이용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센터의 시설  사용실태

를 조사분석하여 배치  공간구성에 련된 건축 

계획자료를 도출하기 하여 랑스 리지역을 

심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지식정보센터가 고려된 

학교 4개교를 방문하여 센터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표 2. 조사 상 학교의 CDI공간구성 배치2)

학교명
총학 

생수

수용 

인원
CDI담당자수

Lycée henri becquerel 575명 60명 2명(보조1명 포함)

Lycée de Villaroy 984명 100명 2명(보조1명 포함)

Lycée Saint-Exupéry 1350명 175명 4명(실습생2명 포함)

Lycée sept mares 692명 80명 2명

3.1 앙리 베큐리(henri becquerel)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가 지하1층에 치하고 있으나 정

으로는 외기에 노출된 개방된 배치형식으로 되어 있

다. 센터 내에는 문서정보실, 소규모그룹 작업실, 소

규모 컴퓨터실, 그리고 센터와는 별도의 출입구를 지

닌 진로지도실과 수업용 컴퓨터실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 치 CDI 공간구성

그림 1. 앙리 베큐리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의 치  

공간구성3)

2) Lycée sept mares의 경우 도서 에 인 하여 소규모실 

3개를 증축할 정이며, 수용인원은 소규모실의 수용인

원을 포함한 수치임.

센터 내의 소규모실  교사실로 이용되는 실은 

교사를 동반한 수업의 연장으로써 이용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자율 으로 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교사와 동반한 학생들이 실을 사용하

는 경우로 수업은 지식정보센터에 비치된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격시험을 비하는 학생들이 자치 인 자율학습 공

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실에는 교사들의 수업에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비치

되어 있어 필요시 교사들의 학습교재제작 등에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은 복도에서 직  진

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센터에서도 근

이 가능하도록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내에는 과목 담당 교사와의 동반시에만 이

용이 가능한 수업 용 컴퓨터실과는 달리 학생들이 

자율 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이 갖추어

져 있으며, 여기서는 센터 내에 비치된 자료뿐만 아

니라 인터넷상의 자료검색 등 학생들이 자치 으로 

사용 가능토록 10-12 의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센터와 인  배치되어 있는 진로지도 상담

실의 경우 진로지도 상담원은 1주일에 하루동안 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미래의 직업선택이나 상

학교의 진학 등에 해 진로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

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담,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고등학교의 경우 각종 잡지  신문기사 련 

들에서 주제별로 발췌된 자료들을 보 하고 정리

하기 한 용도의 문서보 실이 없어서 소규모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근본 으로는 센터가 지하에 치

하고 있어서 학교 주출입 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시활동과 련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3.2 드 빌라루아(de Villaroy) 고등학교 

드 빌라루아 고등학교의 지식정보센터는 주 출입

3) 그림의 배치 치 도면에서 검은색이 CDI를 나타낸다. 

한 CDI 공간구성에서 각 실  공간의 숫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서가, 2: 열람공간, 3: 문서책임교사 역, 4: 

휴게공간, 5: 정기간행물비치 공간, 6: 진로지도자료비치 

공간, 7: 게시공간, 8: open된 컴퓨터이용 공간, 9: 컴퓨

터실, 10: 수납공간, 11: 수납실 는 창고, 12: 문서정리 

 보 실, 13: 진로지도실, 14: 소규모실, 15: 교사실, 16: 

옥내홀 는 복도, 17: 옥외, 18: 도난 감지기, 19: 기타

실. (그림2.-4.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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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상부 3층에 치해 있어 학교의 첫 이미지상

에서도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배치 치 CDI 공간구성

그림 2. 드 빌라루아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의 치  

공간구성

지식정보센터 내에 치한 3개의 소규모실은 소

그룹단 의 개별 인 주제에 따른 작업(TPE)4)을 

해 정규수업에 주로 이용된다. 3개의 실은 오직 

교사와의 동행시만 이용이 가능하며, 각 요일별 시

간 별 실이용계획을 지식정보센터 담당자가 리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재와 같은 비슷한 크기가 아니라 형, 소형 등으

로 계획할 경우 학습 로그램에 따라 더 탄력 으

로 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의 소규모실은 정규교과과정에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열람실을 통해서만 근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어 개가식 열람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 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

이 학교의 경우 개설된 교과분야   컴퓨터 이용

빈도가 높은 기술분야의 경우 용교과교실들에 컴

퓨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3.3 쌩떽쥐뻬리(Saint-Exupéry)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의 지식정보센터는 다른 학교와는 달

리 열람실에 하고 있는 컴퓨터실 등의 소규모실

들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학

교에 비하여 공간종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다. 

먼  높은 층고를 지니고 있는 개가식 열람실에는 

4) 소그룹 단 로 이루어지는 학습 로그램은 학과정에서 학

생들이 자율 인 자료 수집  학문탐구를 한 비과정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 단 의 작업은 고2와 

고3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주당 2시간씩 6개월 동안 지속

된다. 학생들은 주제별로 2-3명이 한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

어 스스로 주제 련 자료를 탐구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는 형

식으로 진행된다. 3개의 소규모 실들은 역사-지리학 수업에

서 시사문제 련 주제를 다룰 때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 근  수업이 진행된다.

4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2개의 컴퓨터실에는 2인 1개의 컴퓨터 기 으

로 2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컴퓨터실

은 학생들의 학습진행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

색하기 한 용도로 쓰인다.5)

센터의 상부층에는 총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소규모 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실들은 

타 학교처럼 정규수업이나 지식정보센터의 자료나 

기자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드 빌라루아 고등학교와 마

찬가지로 이 실들은 열람실을 거쳐서 출입하게 되

어 있음으로 인하여 학생들 이동시 타 이용자들에

게 피해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배치 치 CDI 공간구성

그림 3. 쎙떽쥐뻬리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의 치  

공간구성

메자닌 상층부는 교사실(컴퓨터사용공간, 휴게공

간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기능 으로 교사들의 자

료검색  수업 비, 그리고 지식정보센터 담당자와

의 긴 한 커뮤니 이션 유지에 편리함을 지식정보

센터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알 수 있었다.

지식정보센터에는 외부에서도 직 인 근이 

가능한 진로지도 상담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진로지도 상담원은 지식정보센터내

의 실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1개 학  학생들 

체를 상으로 진로정보에 한 반 인 정보를 

제공할 시 이러한 실들을 활용하게 된다.

3.4 쎄마르(sept mares) 고등학교

1970년  신도시에 건설된 세 마르 고등학교 지

식정보센터는 학교계획 기단계에서 부터 지식정

5) 이 고등학교도 드 빌라루아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식정보

센터 외에 380여 의 컴퓨터가 련 교과분야에 별도로 설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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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센터와 타 련실들과의 연계가 요하게 고려되

어 건설되었다. 그러나 재는 학습 로그램의 변화

와 컴퓨터의 화 그리고 이용인원의 증 로 인

하여 내부공간 구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계획당시 부터 지식정보센터의 

측면에 인 하여 교사실이 바로 연계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해 센터내의 자료를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원

회실과도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에 용이한 

다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치 치 CDI 공간구성

그림 4. 쎄마르 고등학교 지식정보센터의 치  

공간구성6)

그러나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학교와는 달리 단

일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룹단  수업 로그램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함을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알 수 있었다. 즉 다른 고등학교처럼 기능별로 실이 

분할되어 있지 않아 소그룹단  수업 진행시 독립

으로 센터 내 개가식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에게 매우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재 센터 출입

구 앞에 치한 학생용 휴게실을 소그룹단  수업 

 학생들 간의 토론이 가능한 3개의 소규모 실로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설 개조계획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

상 학교와는 달리 진로지도실이 인 하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 창고 등과 같은 소규모의 

실들이 없어서 향후 더 합리 인 공간구조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었다.

4. 공간구성 계획기

4.1 주요 공간 구성

6) 공간구성에서 3개의 소규모실은 증축 정임.

1) 서가  열람실

조사 상학교의 서가  열람실은 모두 개가식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서 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7) 

이 실은 센터의 가장 넓은 면 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공통 으로 열람실 출입구에 문헌책임교사 역

이 있어서 체 공간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 1. 열람실내 공간의 종류8)

7) 방문조사결과 쎄마르 고등학교(Lycée sept mares)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교의 경우는 자감지식 도난방지시스템이 출입

구에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센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8) 에서 부터 서가  열람공간, 문서책임교사 공간, 컴퓨

터이용코 , 진학지도자료  색인코 , 휴게공간  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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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학교도서 과는 달리 서가는 일반

문헌 이외에 정기간행물과 진학지도 련자료가 별

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 자료 시 에 바로 

하여 간단한 소 와 테이블로 구성된 휴게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컴퓨터실

컴퓨터실은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정규교과목에서 

교사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독자

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센터 내

에 치하기 보다는 인 하여 별도의 컴퓨터실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독자 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의 편의성을 하여 열람실내 일부 공

간에 컴퓨터를 배치하거나 별도의 소규모 컴퓨터실

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사진 2. 컴퓨터실의 이용유형9)

학 단 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CD-ROM을 갖춘 

별도의 비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이 실을 교체

상 컴퓨터가 수리를 요하는 컴퓨터를 임시 보

하는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9) 상단의 사진은 소규모실을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로 좌측 사진은 소규모실을 컴퓨터실과 부족한 문서보

실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우측 사진은 소규

모실을 컴퓨터실의 용도로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다

목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 하단의 사진은 

소규모실을 컴퓨터실 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진이다.

3) 소규모실

우리나라와 공간배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분의 센터에는 소규모실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실에서 교사와 동반하여 자료

검색  토의수업 활동이 일어난다. 이용동선 처리

에 있어서는 모든 센터 담당자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열람실내 타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실은 수업이외의 시간에는 시험을 비하는 

학생들이나 교사의 수업 비 등과 같은 기타 다양

한 목 으로 이용 가능하여 센터 내에서 이 실의 

존재여부가 센터의 기능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3. 소규모실

특히 이 실은 다양한 시청각활동을 동반한 수업

이 많이 발생하므로 소규모 지식정보센터의 경우 

시청각 기자재실  컴퓨터실의 기능을 동시에 충

족시켜 다목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4) 시실  기타공간

센터 내에 상기의 주요 실 이외에 센터 담당자 

코 , 문서정리실, 문서보 실, 진로지도 담당자실, 

창고, 복사  린트 코 , 교사를 한 교재 비

실, 시청각자료 열람실, 시공간 등과 같은 각종 공

간이 요구된다.

특히 방문조사한 학교 부분의 문헌책임교사들이 

지식정보센타의 다양한 수납물10) 처리에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수납공간이 

계획 기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10) 지식정보센터에서 발생하는 수납물품은 본 방문조사결과 가

구류(의자  테이블), 잘 이용하지 않는 기자재, 수리 기

인 컴퓨터, 구보 이 필요한 자료  정리 이거나 정

리 기 인 각종 문헌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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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용자별 주요활동간 련성

이용자 RELATION 주요 활동  공간

학생

(개인, 그룹)

문서자료 열람

정기간행물

진로지도자료

휴게공간

학습, 과제, 시험 비 등

학생

(그룹, 학 )

시청각 자료검색

린트, 복사

그룹토론, 세미나

문서검색(컴퓨터)  출력

학습자료제작  교재보

교과담당

교사

학습자료검색

휴게(교사)

문서정리  보

문서책임

교사

기자재보

수납

컴퓨터 로그램 보

자료 출  반납

진로지도

교사

문서제작

개인진로지도

학 단 진로지도

  

  

사진 4. 교사이용 공간11)

4.2 영역별 공간구성 분석

조사 상 학교의 지식정보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공간별로 사용자 심으로 분류하면 크게 학

생과 교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이용주체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교사의 경우는 크게 일반 교과담당교사와 진로지

도 담당교사, 그리고 센터의 운 을 책임지는 문서

책임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담당교사의 경우 학습의 일부분으로 학생들

과 같이 소규모실에서 시청각이나 문헌자료를 이용

한 토의 등에 이용하는 경우와 학습교재제작시 이

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료를 

센터내에 비치함으로 인하여 교사휴게실과 탕비실, 

그리고 사물함이 교사 역이 센터의 주요 역으로 

긴 히 연 됨을 알 수 있었다.

진로지도교사의 경우 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른 

진로지도 방식이 채택되어 있어서 공간구성을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각종 진로지도자료가 학

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은 학생이용의 편리성이라는 에서 받아들일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운 을 책임지고 있는 문서책임

교사는 아직까지 담사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

라의 학교도서  운 실태에 비추어볼 때 정책 인 

측면에서 각종 공간들의 구성에 한 신 한 단이 

요구되나 진 으로 학교도서 의 기능을 확충할 필

11)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교사실, 탕실, 교사용 사

물함, 진로지도교사실의 내부를 촬 한 사진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에서 건축 인 측면에서 

이를 미리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학생

학생은 정규교과활동으로 이용하는 학   그룹

단 의 이용자와 교과활동 이외의 경우에 이용하는 

그룹과 개인이용자로 세분할 수 있다.

정규교과활동의 일부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사의 지도하에 단체로 출입하므로 일반 개인  

그룹이용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분의 센터는 이러한 측면에서 단체 이

용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이 이

상 임을 문서책임교사와의 면담결과 알 수 있었다.

그룹  개인이용자의 경우 센터가 단순히 정보

를 취득하는 시설이 아닌 학교생활의 주요 거 으

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도록 학생들이 자발 으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

하며, 센터내에 비치된 컴퓨터나 각종 정기간행물, 

그리고 휴게공간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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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 영역 및 공간구성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랑스 지식정보센터를 구

성하고 있는 공간들을 재구성하여 본 결과 다음 그

림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학생 심 이용 역 교사 심 이용 역

소규 
모실 1

소규
모실 2

소규
모실 
3

  ▼ 진로지도교사  학생

정규
교과
활동
심

이용
역

부출
입구

 
  ▼ 교사

진로
지도

교재제작실 탕실

컴퓨터실 기자
재실 휴게실 사물함C

비정
규
교과
활동 
심

이용
역

 서

 가

열람공간 홀 C 주출
입홀

◀ 학생,
   교사

문서정리
보 실소

컴
퓨
터

문서책 임교사

정기간행물  
진로자료

복사
코 창고

그림 6. 학교도서 의 공간구성 개념12)

그러나 학교규모  운 방식에 따라서 이들 공

간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이

용 역에 있는 소규모실의 경우 학교규모가 을 

경우 센터와 기능 으로 완 히 분리하는 것이 아

닌 센터내 일부분을 간막이로 구획하여 컴퓨터 이

용공간으로도 이용가능한 다목 실로 배치하는 등 

통합형으로도 변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랑스의 학교도서 인 지식정보센터가 비록 우

리나라의 학교도서 과 기본 으로 그 기능에서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  시설

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열람실은 서가와 열람테이블 외에 컴퓨터 

이용코 , 정기간행물  진로지도자료 비치 코 , 

휴게공간, 린트  복사코 , 각종 교내행사 게시 

코  등 다양한 공간들로 조합되어 있어서 학생들

이 교내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서 이 개방형으로 운 되고 있어서 학생

12) 그림에서의 C는 자 도난방지기를 의미하며, 주출입홀의 

경우 각종 시 는 센터 련 정보게시 공간으로 활용.

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학

습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다양한 잡지류 등을 구비

하여 휴게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컴퓨터를 배치한 

 역시 학생들의 이용성을 높이는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공간종류와 면  등

에서 비록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근본

으로 열람실과 서가이외에 소규모실, 컴퓨터실, 진

로지도실, 문서정리  보 실, 기자재실, 시청각실, 

교사실 등 다양한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배치

에 있어서도 지식정보센터가 학교의 심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상징 인 시설

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우리나라와 랑스간의 교육환경 

시스템의 차이에 한 심도 깊은 비교연구가 아닌 

시설 인 측면에 제한된 연구 음에도 불구하고 

차 학교의 각 실들이 문화되어 가는 교육시설의 

변화경향을 살펴볼 때 정보화 련 시설들을 유기

으로 결합한 실 를 보여 다는 에서 향후 학교

도서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조건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 학교도서 의 인 자원 운  

 제7차 교육과정과 련된 도서 의 역할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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