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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community-based cultural facilities, public libraries are places for social and educational purpose that

improve the education of the resident, the expansion of the basic cultural education,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of society, and the accumulations and preservations of the culture. Public libraries should be a local

cultural facility that expresses the value of a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sign expression of

publicness in a public branch library as a community-based cultural space through the study of branch library in

the U.S. This study focused on the most future-oriented and innovative Ten New Landmark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selected by Library Journal magazine in 2011. Among the selected libraries, three branch libraries

which belongs Arizona Maricopa County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tes of the branch libraries vary geographically, but the libraries increase accessibility are caused by

unique appearances and design concept of intellectual interest. Second, the floor plan shows the separation of

meeting rooms and faculty space from the public space and has visual and spatial open space by high ceiling of

the reading room. Third, multi-functional public space for residents are meeting rooms, the external patios for

reading, galleries, cafes, libraries-shops which provides a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activities, and the

opportunity to socialize neighbors. Fourth, branch Libraries have unique designs that harmonizes with nearby

places to reflect locality, giving the locals a sense of pride in their community. Fifth, concrete brick and metal

panel were used as finishing material for the practicality of maintenance. In particular, transparent glass envelope

allows the locals to stay for long time due to openness and brightness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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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건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생활

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인간의 삶의 환경을 증진시키며

공공에 기여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사회전반에서 활발

히 공론화되고 논의되는 키워드는 공공성이다. 특히 공

공건축물은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시민들에게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로서 그들의 문화

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공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는

다. 언급했듯이 건축이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 이 논문은 2011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 교수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볼 때 공공건축물의 모양새와 쓰임새는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꼴을 규정하며, 우리

시대가 어떤 공적인 삶을 허용하는지를 보여준다.1) 커뮤

니티 기반 문화시설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교육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적 기능, 인간이 갖추어야할 교양

의 확대, 사회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 그리고 지

역사회의 문화를 축적하고 보존하는 사회공여를 위한 공

공적 장소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디자인은 획일적인

형태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환경,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

험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지닌 지역문화 공간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성 표현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1) 강내희, 건축가의 사회적 위치, 이상건축, 2002.06,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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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규모 지역 공공도서관인 브랜

치 도서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기반 문화공간으

로서 브랜치 도서관디자인에 나타나는 공공성 표현을 평

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미래지향

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브랜치 도서관 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와 합리적인 방향설정에 이바지함

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도서관들 가운데 도서관 저널

(Library Journal)지가 2011년 선정한 가장 미래지향적이

며 혁신적인 10개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서관(Ten New

Landmark Libraries)2)에 주목하였다. 최근 6년 이내에

개관한 미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전문가와 건

축가들로 구성된 16명의 심사위원들이 6개 평가항목(디

자인과 시공의 우수성,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한 반응, 지

속가능성, 기능성, 혁신성, 심미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

다. 미국 전역에서 선정된 10개의 도서관들 가운데 연구

자가 현장 조사가 가능한 애리조나(Arizona)주 마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3)에 속한 3개의 브랜치 도서관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자료 분석

을 통해 브랜치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공공성

정의, 건축디자인의 공공성 개념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

고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 평가와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

정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

성 표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공공성 표현과 가치에 대

해 고찰하였다. 현장 조사는 2012년 8월～9월에 실시하

였으며, 공간이해를 위해 도면 수집과 사진촬영을 병행

하였다.

2. 브랜치 도서관의 역할과 공공성 개념

2.1. 브랜치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

지역문화시설은 문화적 편의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문화시설 중

교육, 공연 및 전시, 정보 및 문화자료 제공 등의 문화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

관일 것이다. 그 중 공공도서관은 지적 자원을 확보하여

2) http://www.libraryjournal.com/lj/ljinprintcurrentissue/890303-403/ljsn

ew _icons.html.csp

3) 애리조나 주 남쪽 중앙에 위치한 카운티로 미국에서 4번째로 인구

가 많은 카운티이며, 소로난(Soronan)사막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중심지는 피닉스(Phoenix)이며, 아파치 정션(Apache Junction),

메사(Mesa), 템피(Tempe), 스캇츠데일(Scottsdale)등의 도시들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공공의 장소이다.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점은 도심의 대규모 도서관보다 지

역의 브랜치 도서관들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

지역사회의 사랑방(drawing room of the community)

으로 불리는 브랜치 도서관은 기존의 각종 도서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교

육, 연구 그리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

금 지역사회구성원들과 비공식 접촉을 갖게 하며 긍정적

인 사회경험을 제공한다.5)

최근 다양한 미디어형태의 지식보관과 전달이 도서관

에 적용되어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단순 제공자역할에서

중계자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인쇄매체

에서 디지털화된 정보전달매체의 변화는 물리적 공간에

서 가상공간으로, 단순한 정보의 저장과 제공의 기능에

서 복합화된 문화시설로, 지식의 교류에서 사람간의 교

류가 중요시 되는 도서관으로 변화하고 있다.6) 또한 기

본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의 변화이다. 그 지역의 고

유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공간과, 지역민에게 건강한

생활체육을 제공하는 공간과의 융합7) 등으로 지역의 정

체성 확립과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는 지역문화시설로 변

화하고 있다.

2.2. 건축공간의 공공성

(1) 공공성의 정의

개인이 개체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

고 있는 사회적 공간에서 공공성은 타인과 어떻게 소통

하며,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는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성의 정의는 사회각 분야

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작용과 대상의 범위를 갖는다. 일반적 보편성을

갖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공성은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필요한 매개체인 의사소통환경으

4) 문은미, 소규모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이용 특성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5호, 2010.10, p.217

5) C. Koontz & B. Gubbin,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한국도서관협회, 2011, p.10

6) 장근중, 현대도서관 공간 디자인에 나타나는 공공공간 특성과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0.6, p.50

7) Palo verde Library/Maryvale Community Center는 도서관과 레크

리에이션 센터가 브리지로 연결되어 마음의 양식과 건강한 육체를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우범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고 커뮤니티

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White Tank Library and Nature

Center는 소로난 사막지역의 자연생태공원과 도서관의 결합으로

미국도서관최초로 LEED 플래티늄인정을 받은 자연친화적 건물이

다. 이러한 융합적 공간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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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에

서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최고의 가치를 목표

로 서로 소통하며 결속력을 높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 건축공간의 공공성 개념

건축의 공공성은 어떤 공간이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어

떻게 ‘공공’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 공공을 형성

하는 구체화된 건축의 전략으로서 기존연구에서 나타나

는 건축의 공공성 지표를 살펴보면 장근중의 논문(201

0)8)에서는 건축공간의 공공성을 개방성, 상호작용성, 불

확정성, 복합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남길의 논문

(2003)9)에서는 정체성, 지역성, 쾌적성으로 공공성의 지

표를 정의하고 있다. 손광호 외 1인의 논문(2005)10)에서

는 건축의 공공성은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과 쾌적성의

증진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고, 신승수외 2인의 논

문(2009)11)에는 사용자 경험중심의 복합적 공공성의 패

러다임 변화는 시공간의 접근성, 적응성, 다양성, 특정성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

호외 4인의 논문(2002)12)에서 조사된 예비설문에서 공공

성과 관련된 어휘로 접근성(97.0%), 개방성(93.9%), 쾌적

성(87.9%), 연계성(84.8%), 편리성(84.8%)을 간추리고 이

를 다시 소분류 하여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나타난 공공성 지표 중 빈도가 높은 접근성, 개방성, 쾌

적성, 연계성과 복합성과 다양성에서 복합성을, 정체성,

지역성과 특정성에서 정체성을 추출하여 공공성 표현의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표 1>

구분 계획요소 내용 공공성의 구분

공간적

측면

외부공간
입지 및 배치

외부공간 구성

접근성

연계성

내부공간
평면구성

다기능의 공적 공간

쾌적성13)

복합성

형태적

측면
경관 및 외관

랜드마크적 요소

외피 및 투명성

정체성

개방성

<표 1> 공공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

8) 장근중, 현대도서관 공간 디자인에 나타나는 공공공간 특성과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0

9) 최남길, 초고층 건축물의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학위논문, 2003

10) 손광호 김강섭, 지역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14권 6호, 2005

11) 신승수 홍지학 김광현,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

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권 12호, 2009

12) 이상호 이승지 강병훈 김상철 이상규,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6호, 2002

13)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p.37. 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공간은 쾌적성을 가지

고 있어야하며 이는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사항이다.

개방형 평면 구성을 통한 쾌적한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과 체류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뿐 아니

라 건축이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공공성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건축의 공공성 개념은

외부공간의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간의 이용률

을 높이며 공간의 복합성과 쾌적성으로 이용자 간의 의

사소통을 촉진시켜 개방성과 정체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교류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공공성의 건축적 구현에 가장 실천적 요소인 체류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3. 조사대상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

3.1. 조사대상 도서관 개요

조사대상 도서관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소속의

41개 도서관 중에서 2011년 미국의 10개 새로운 랜드마

크 도서관에 선정된 브랜치 도서관들이다. 마리코파 카

운티의 중심도시인 피닉스를 중심으로 북서쪽 글렌데일

(Glendale)의 Agave도서관, 북동쪽 스캇츠데일(Scottsdale)

의 Appaloosa 도서관과 남쪽 라빈(Laveen)에 위치한 Cesar

Chavez도서관이 연구대상이다.<표 2> 이들 도서관은 미

국 건축 관련단체로부터 각종 건축디자인상을 수상하여

우수한 디자인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Appaloosa

와 Cesar Chavez도서관은 LEED14) Gold와 Silver 인증

을 받은 건축물이다. 모두 개방형평면을 가진 단층 건물

로 이용자들의 공간파악이 용이하다.

도서관 명칭 건축가
개관

연도

연면적

(m²)
장서량

이용자수

(2010년)

Agave Will Bruder 2009.06 2,360 104,462 203,501

Appaloosa DWL Architects 2009.11 1,998 88,633 194,567

Cesar Chavez Line & Space 2007.01 2,323 98,927 239,804

<표 2> 조사대상 도서관 개요

3.2. Agave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

(1) 공간적 특성

1) 외부 공간

① 입지 및 배치

이 도서관은 왕복 6차선 대로변의 번잡한 상가뒤편의

주거지사이에 위치해있다. 대지가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로 길게 배치된 건물을 돌아 북쪽에서 진입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1>

14) LEED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개발한 건축분야의 에

너지와 환경디자인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소양을 검증하는

녹색건물인증제도이며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이다. 최근 개정된 2009년 LEED의 인증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배점은 100점으로 구성되며. 창의적인 디자인에 따라 가

산 6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4점의 가점이 있어 총 110점으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평가등급은 4가지이며 Leed Certified(40-49점),

LEED Silver(50-59점), LEED Gold(60-79점), LEED Platinum(80점

이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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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공간구성

건물 북측에는 주차장이 출입구와 함께 위치하여 이용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남측에는 구불구불한 낮은

게비온벽에 의해 선인장과 사막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정

원이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과 정원 사이에는 큰 나무들

아래에 야외 독서 파티오를 꾸며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그림 1> 배치도

2) 내부 공간

이 도서관은 사무 공간, 미팅 룸과 소규모 스터디 룸

을 제외하면 모든 공간이 개방된 형태이다. 평면구성은

출입구와 로비, 사무 공간, 화장실과 미팅 룸, 어린이 공

간, 5세 이하 놀이 공간, 스토리텔링 룸, 안내데스크, 셀

프 대출대, 정기간행물 공간, 미디어서가, 컴퓨터 공간,

컴퓨터 강의실, 소규모 스터디 룸, 서가, 청소년 공간, 순

으로 배치되었다.<그림 2>

<그림 2> Agave 도서관 평면도

<그림 3> Agave 도서관 단면도

① 평면구성

열람실 중앙엔 커다란 조형물이 천장에 매달려 있어

어느 곳에서든 안내데스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안내데스크는 배 형태로 출입구와 셀프 대출대로

향하여 데스크는 카운터 높이로 디자인되었으며, 뒤편은

컴퓨터 공간과 열람실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며 책상높이

의 데스크로 되어 있어 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를 엿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4> 열람실 안내데스크 <그림 5> 스토리텔링

타워 내부 
스토리텔링 타워는 도서관 남측에 돌출되어 여치 집처

럼 비틀리며 기울어진 모양이다. 어린이공간에서 출입할

수 있으며 꼭대기의 채광창과 다른 높이의 다른 각도에

설치된 2개의 창문은 작은 공간에 자연광을 가득 담아

바닥에서 부모와 함께 이야기 듣는 아이들에게 남다른

공간으로 기억하게 한다.<그림 5> 윤택 나는 시멘트마

감이지만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부분카펫으로 공간을 한

정한 것과, 오렌지색 냉동실용 비닐커튼으로 컴퓨터 강

의실을 구분한 것, 녹색 라임색상과 오렌지색으로 공간

을 강조한 것과 노출시킨 천정 목재 트러스 등은 부족

한 예산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간의 강

한 느낌을 전달하는 매개체역할을 한다.

② 다기능의 공적 공간

90석의 미팅 룸은 지역민의 다양한 창작활동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행사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야외 파티오는 자유로운 독서행위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이용자

행위의 자유도가 높고 이미지나 분위기로 인지되기 때문

에 쾌적성을 높인다.

(2) 형태적 특성

1) 랜드마크적 요소

카우보이 스타일15)의 외관으로 상징성이 돋보인다. 도

서관 진입도로변에 높이 17m의 ㄷ자형 함석막대를 I형

강철 기둥에 촘촘하게 부착하여 비틀려 제작한 독립구조

의 대형 스크린은 도서관의 파사드로 착각하게 한다. 아

15) 19세기 미국서부 건물에 많이 사용한 형태로 실제 건물보다 전면

파사드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디자인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대

감을 갖게 하는 디자인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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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베 글자를 반사필름으로 처리하여 야간에는 야외극장

의 스크린 같은 면을 제공하여 독특한 도서관외관을 표

현하고 있다.<그림 6> 남쪽에 뒤틀리며 솟아오른 어린

이 스토리텔링 타워와 함께 대로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입면역할의 대형스크린 <그림 7> 열람실 내부

2) 외피 및 투명성

잿빛 콘크리트 벽돌이 도서관 건물 대부분 사용되었으

며 남쪽은 유리벽이 2.45m높이로 설치되었고 그 위에 콘

크리트 벽돌로 마감하였다. 투명한 유리벽은 정원의 외

부와 도서관내부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을 뿐 아니

라 자연광을 실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다.<그림 7> 예

산의 부족으로 극히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환

경과 조화되며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료

의 친근성을 강조하였다.

3.3. Appaloosa 브랜치 도서관

(1) 공간적 특성

1) 외부공간

① 입지 및 배치

<그림 8> Appaloosa 도서관 배치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한 주거지 외곽 소로난 사막(Soronan Deser

t)16)사막지형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교통량이 많은 서쪽

과 북쪽 두 개의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

이하며, 이용자들에게 사막의 신기루를 경험하게 한다.

<그림 8> 동서로 길게 놓여진 1층 건물은 작은 배수구

개울에 의해 떠있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공간적 구성과 형태는 매우 개방적이며 투명하여 시민들

에게 열려져 있다.

② 외부공간구성

북쪽 진입로와 도서관사이에 언덕은 도로의 소음과 교

통량으로부터 시야를 차단시키고 있으며, 남측주차장은

물의 범람을 최소화하기위해 포장하지 않고 화강암 흙으

로 처리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솟아오른 지붕아래 야외 독서 파티오는 편

안한 독서를 즐기며 만나는 장소로 적합하다.

2) 내부 공간

① 평면구성

<그림 9> Appaloosa 도서관 평면도

<그림 10> Appaloosa 도서관 잔면 사진

캐노피가 있는 남쪽의 긴 출입구 브리지를 따라 출입

구를 통과하면 22m×40m의 개방형 대형 열람실이 서쪽

에서 동쪽으로 20도 경사로 지붕이 솟아오르게 디자인되

어 있다. 열람실에서 보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왼편은 도

서관 숍과 직원 공간이 위치해 있으며, 오른편은 미팅

룸, 화장실과 갤러리가 위치해있다. 이들 공간은 시간의

흔적을 의미하는 길이 84m의 거친 콘크리트 벽으로 분

리되어 열람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중앙 열람실을 중

심으로 서쪽에는 어린이 공간, 어린이 교실2, 가족화장

실, 조용한 공부방과 소그룹 스터디 룸이 위치해 있으며

16) http://en.wikipedia.org/wiki/Sonoran_Desert. 소로난 사막은 멕시코

북서지역인 소노라, 바흐캘리포니아와 미남서부의 애리조나와 캘리

포니아의 311,000㎢의 영역을 포함하는 북미에서 가장 크고 기온이

높은 사막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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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은 카페, 십대들의 공간, 그리고 야외 파티오로 공간

이 구성되어 있다.<그림 9, 10> 열람실 중앙에 낮은 등

근 테이블 중심으로 안락의자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열람

실자체가 내부의 드라마 공간처럼 공간을 집중시키고 있

다. 이러한 공간은 이웃들의 공공거실(public living

room)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서 성장하는 커뮤니티

에 문화적 초점이 되고 있다. 열람실의 서가는 부챗살

형태로 배치되어 실내의 개방성과 중심성을 높이고 시각

적으로 열린 열람실을 표방하고 있어 사회적 상호관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그림 11> 노출된 닥트들이 흰

색 페인트로 칠해져있어 조형적 아름다움과 함께 실내의

확장된 공간감에 일조를 하고 있다. 바닥은 짙은 카펫으

로 마감하였고 밝고 투명한 벽체들은 공간체험에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들이다.

<그림 11> 열람실 내부 <그림 12> 뉴스 룸 역할의 카페

② 다기능의 공적 공간

주민을 위한 공적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팅 룸과 창작활동 동기를 부여하는 전시공간인 갤러리

가 있다. 뉴스 룸 역할의 카페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과

잡지를 읽고, TV시청도 하며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며, 카페와 연결되어 있는 야외 독서 파

티오는 확장된 지붕이 차양 역할 하여 이용자들이 사막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을 막아준다. 이들

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적 만남의 장소이다. 그리

고 도서관 숍은 각종 프로그램의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공적공간은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

성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그림 12, 13>

(2) 형태적 특성

1) 랜드마크적 요소

전체적은 외관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붕이 20도 경사

로 솟아오르는 직사각형 형태와 시점에 따라 컬러가 변

하는 모듈화된 사각 패널로 둘러싼 지원공간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으로 접근할 때 사막의 신기

루를 의미하는 외관과 투명한 열람실을 보면서 돌아 남

측의 출입구로 진입하게 되어 더욱 친근감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2) 외피 및 투명성

운모의 가는 입자로 코팅을 한 외부 금속패널은 보는

각도에 따라 컬러가 바뀌면서 적외선과 열을 반사시키며

차단하여 열효율을 높인다. 변하는 다양한 색상은 이 도

서관의 디자인 컨셉인 사막의 신기루를 구체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건물 북쪽면의 작은 창문들은 실제로 모스부

호로 이 도서관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동쪽의 중정과 북쪽의 연속된 투명한 벽체는 실내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열람실 어느 곳에서 소로

난 사막경관에 둘러싸인 느낌을 갖게 하여 개방성을 높

인다. 솟아오르는 천장과 콘크리트 벽이 만나는 부분을

1m정도 띄워 햇빛을 최대한 유입하였으며, 반대편 유리

벽면과 더불어 자연채광을 실내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

고 있다.<그림 14>

<그림 13> 야외 파티오 <그림 14> 진입로서 본 외관

3.4. Cesar Chavez 브랜치 도서관

(1) 공간적 특성

1) 외부 공간

① 입지 및 배치

<그림 15> Cesar Chavez 도서관 배치도 스케치

이 도서관의 대지는 피닉스 남서지역에 전통적인 농업

기반 마을에서 베드타운으로 변하고 있는 라빈(Laveen)

의 공원 내 호숫가에 인접해 있다. 교통이 빈번한 대로

변과 커다란 호수사이에 호수의 곡선을 따라 건물을 새

겨 넣은 형태로 남쪽 호수면 보다 도서관바닥이 2m정도

낮게 위치하여 공원경관에 조용하게 통합시키고 있다.

호수가 이 지역사회에 뒷마당이라면 도서관은 지역에 거

실역할을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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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공간

이 도서관은 설계자의 의도처럼 마치 호수를 품은 공

원의 일부분과 같다. 호수와 연결된 주위의 푸른 잔디밭

과 산책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출입구 부분

과 북쪽 테라스 부분을 제외한 벽면이 언덕과 접해있어

도서관 실내가 지면보다 낮아서,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을 차단한다.

2) 내부 공간

① 평면구성

호수의 휘어진 면에 영감을 얻는 2개의 곡선이 서로

마주보며 콘크리트 벽돌 벽으로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6>처럼 모래시계의 잘록한 허리처럼 공간을 집

중시켜 좁아졌다가 북쪽으로 가면서 다시 열려지는 개방

형 평면형태다. 이러한 좁았다가 넓어지는 평면은 진입

통로를 따라 오른편에 오렌지색 파티션이 길게 공간을

구분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중앙의 서비스 데스크를 쉽

게 인지하게 한다. 도서관 입구좌측에는 직원공간이 콘

크리트벽돌로 열람공간과 완전 차단되어 있으며, 화장실

과 미팅 룸도 입구 우측에 위치하여 모임이나 공적인 행

사로 인한 소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그림 18>

<그림 16> Cesar Chavez 도서관 평면도

<그림 17> Cesar Chavez 도서관 단면도

도서관은 급격히 증가하는 젊은 가족들의 사회적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해 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4,000

개 항목의 인터렉티브한 학습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실 천정에는 움직이는 조각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달

아놓아 친근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R3(read, relax,

rejuvenate)라 불리는 십대 청소년 공간은 니치형태의 컴

퓨터실, MP3공간과 TV시청을 위한 반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배려한

공간이라 여겨진다.<그림 19> 또한 중앙의 남쪽 벽면에

위치한 정기간행물공간은 벽면이 유리로 마감되어 신문

이나 잡지를 보면서 호수전경과 호수너머 산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밀도가 높은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림 18> 열람실 입구 <그림 19> 청소년 공간 R3

② 다기능의 공적 공간

의도적으로 확장 돌출된 지붕은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

늘을 제공하고 야외공간의 가용성을 확장한다. 북쪽의

유리벽 너머 야외 독서 파티오는 그늘과 실내배기공기를

재사용한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 냉풍기가 있어 편안함

과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그림 20> 양쪽의 곡선 벽을

따라 진입하는 공간은 출입구까지 열린 야외공간으로 차

양역할 하는 지붕으로 인해 휴식, 기다림, 만남, 책 반납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2) 형태적 특성

1) 랜드마크적 요소

전체적인 외관은 단층 건물로 호수를 향해 양 날개를

힘차게 편 조류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8>

3,438㎡의 지붕은 건물보다 길게 뻗어 나와 그늘을 만들

어 열섬효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지붕을 통해 모인 빗

물은 40에이커의 공원에 관목 급수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친환경적

장치들로 호수와 함께 지역사회에 오아시스의 가치를 지

니고 있다.

2) 외피 및 투명성

회색 콘크리트 벽돌(305×203×406mm)이 도서관의 남

쪽과 서쪽의 휘어지는 곡선 벽에 사용되었다. 서측의 벽

은 오후의 강한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단순하게 성벽

처럼 처리하였다. 북쪽은 전면유리창으로 마감하여 이용

자들이 야외독서테라스를 통한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

였다. 남쪽 벽은 호수와 같은 곡선으로 동쪽으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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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세워져있어 돌출된 지붕이 걸쳐져있으며, 천정과

함께 1m높이의 고창이 설치되어 자연광의 유입뿐 아니

라 호수너머 멀리 산을 조망하는 경관용 창문 역할을 한

다.<그림 21>

<그림 20> 야외 독서 파티오 <그림 21> 호수서 바라본 도서관

야경

4.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성표현과 가치

4.1. 공공성 표현 분석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 내용을 입지 및 배치,

외부 공간구성, 평면구성, 다기능 공적 공간, 랜드마크적

요소와 외피 및 투명성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내용은 건

축 공공성의 기본 방향인 접근성, 연계성, 쾌적성, 복합

성, 정체성과 개방성 중 적합한 방향성으로 분석을 하였

다.

공공성

표현내용
Agave Library Appaloosa Library

Cesar Chavez

Library

입지 및

배치

· 대로변 상가와

주거지 사이 공간

· 주거지 외곽의 사막

지형

· 대로변과 공원 호

숫가 사이 공간

평면 구성

· 개방형 평면

· 부분 카펫으로 공

간을 구분

· 개방형 평면

· 중심성이 강한 서가

배치

· 개방형 평면

· 낮고 긴 파티션

으로 공간 구분

외부 공간

구성

· 게비온벽 정원

· 야외독서 파티오

· 소음 차단 언덕

· 야외독서 파티오

· 호수가 산책로

· 소음차단 언덕

다기능

공적 공간

· 외부 파티오

· 미팅 룸

· 휴게 공간

· 외부 파티오

· 미팅 룸

· 갤러리

· 카페/ 도서관 숍

· 외부 파티오

· 미팅 룸

· 출입구 진입공간

랜드마크적

요소

· 형식적 대형입면

파사드

· 비틀어진 스토리텔

링 타워

· 상승하는 외관

· 색상이 변하는 운모

처리된 마감 패널

· 모스부호의 창

· 호수를 품은 친환

경 도서관

· 에너지 효율 극대

화한 녹색 건축물

외피 및

투명성

· 잿빛 콘크리트

벽돌

· 투명한 유리벽

· 함석패널의 입면

파사드

· 운모 처리된 사각패널

· 투명한 유리벽

· 캐노피가 있는 출입

구 브릿지

· 곡선의 회색 콘크

리트벽돌

· 투명한 유리벽

· 건물을 덮는 넓은

지붕

<표 3> 브랜치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 분석

입지 및 배치는 주변의 지역적 성격과 접근로와의 관

계, 위치상의 인지정도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외부 공

간구성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주변상황에 관계되어 지역

적 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들의 시설에 대한 심리

적 거리를 줄일 수 있게 계획되었으며, 평면구성은 지역

사회 및 직원들의 요구와 미래를 예측한 유연한 디자인

을 추구하였다. 다기능의 공적 공간은 이용자들이 휴식

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공간을 공유함으로서 체류성을 높

여 사회적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랜드마크적 요소의 도

서관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적 정체

성을 지닌 현대적 건축디자인으로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

되고 있었다. 외피는 관리의 편리성과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하였으며 투명성은 경계면을 통해 내부의 프로그램

과 외부의 환경을 인지하게 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

려하였다.

4.2. 공공성 표현의 가치

(1)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지금의 도서관은 과거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의 범위를 확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인

노력은 지역민들의 꾸준한 도서관이용으로 연결되어 지

역발전에 활력소가 되며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희망적이

고 안전하며 더 바람직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17)

그러므로 스마트성장, 건강한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도서

관은 지역사회 재생의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구이다. 대지의

선정과 개발, 물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시공재료와 실내

환경의 적절성, 향후 변화에 상대적 용이성을 위한 디자

인, 지속적인 교육과 봉사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를 지속시키는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많은 도서관들이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인증(LEED)을 받

았거나 기다리고 있다. 녹색건물은 직접서비스에 대한

초기 투자는 많지만 운영비를 절감하고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시민의 열린 정보센터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새로운 장소적 개념을 보여준다.

도서관의 입지는 지역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거실과 같은 주민의 휴식과 삶의 정보를 획득하는 센터

이다. 도서관의 접근은 자연스러우며, 내부공간은 체류성

이 강한 공간계획으로 주민들이 쉽게 만나고 쉬는 장소

로 인식되어 책 읽는 일상생활로의 침투를 가능케 하는

일상적인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지

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자기 집만큼 편한 두 번째 집18)

이어야 하며,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제3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7) http://www.libraryjournal.com/lj/ljinprintcurrentissue/890303-403/ljsne

w_icons.html.csp 도서관 개관시간동안 지역민들이 꾸준하게 이용

하게 되면 주변상가나 시설들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지게 되기 때

문에 도서관을 경제 활성화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18) Christine L. Hage, The Public Library Start-Up Guid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 2004,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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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아이덴티티

도서관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구성물로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조사대상 브랜치 도서관들은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경제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정체성을 잘 표현

하여 이용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며, 매력적인 이

미지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 사막 환경을

건물마감재의 적절한 선택으로 신기루라는 디자인 컨셉

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Appaloosa 도서관, 공원 호수와

지형적 관계를 디자인요소로 해석하여 주변자연조건과

부드럽게 통합하는 자연친화적인 Cesar Chavez 도서관,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재료의 물성으로 극대화시키며,

카우보이스타일의 대형입면을 통해 도서관의 장소성을

부각시킨 Agave 도서관은 지역의 도시 환경적 특징을

건축적 표현을 통해 지역성을 표현한 것으로 의의가 크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기반 문화시설인 브랜치 도서

관의 역할과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건축의 공공성 개념

을 정리하여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브랜치 도서관들의 공공성표현과 도서관의 공공성

표현과 가치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도서관들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입지

는 다양하지만 독특한 외관과 디자인 컨셉으로 지적관심

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도서관주위의 녹지와 공용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인식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평면계획은 미팅 룸과 직

원공간을 이용자공간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각적, 공간적으로 적극 개방

된 평면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미팅 룸, 책 읽는

야외 파티오, 갤러리, 카페, 도서관 숍 등의 공적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그리고 이웃과 교제 등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

히 이용자들이 편하게 독서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야

외 파티오는 공적공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

다. 넷째, 카우보이스타일형식을 빌린 대형 입면 파사드

디자인과 시점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외관, 그리고 호

수와 일체감을 이루는 친환경적 도서관등의 정체성을 가

진 디자인은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콘크리트 벽돌과 운모 처리된 금속

패널 등의 마감재료는 유지관리의 실용성과 디자인 컨

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유리외피는 개방적이

며 밝은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체류성을 높이는

요소이 적용되고 있다.

사례로 살펴본 브랜치 도서관들은 지역커뮤니티의 공

공영역에 접목되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모습들을

담아내고,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이용을 통해 만들어

지고 지속되어지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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