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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도시적 공간체험을 유도하는 도서관 공간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brary Space for Introducing Urban Experiences

Author 문은미 Moon, Eun-Mi/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space, in which user experiences and social

networking are central in its design. Today, a library is a place to provide diverse accesses and experiences to

information networks, where various individuals and user groups come and share mutu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Library users developed social ties and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library experiences. As a

multipurpose space of a community, a libra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public space like sidewalks and

plazas. The eight case studies of libraries ar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each factor of library experience,

including landscape, sidewalk, and plaza experience. The study drew its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a library is

a regional landmark for the users. Thus, it tends to be designed to allow transparency on its surface which

introduces inner and outer landscape into the inside of the building. Second, the users experience a library

similarly as they experience an urban street where they interface, browse, and interact with people and

information. As they interact and share experiences, they develop solidarity and social ties among them. A library

is designed to preserve continuity to adjacent streets, which increases accessibility to the building and hosts street

activities into the building. Third, a library today is designed to be a flexible open space with information

networking as well as community networking which allows library users diverse activities within it. For example, a

multipurpose grand stairs in the middle of the main circulation of a building allows the users diverse activities. A

large open stack with reading areas gives the users the feeling of an urban plaza where they can mov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conclusion, all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a user-oriented design for a libra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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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매체의 급속한 변화

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유기적으

로 진화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 배열, 검색, 활용

하기 위한 ‘정보’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도

서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의 중심공간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문화와 교육의 기

능뿐 아니라 상업공간을 포함하는 등 유연하게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경향은 도서관을 엄숙하고

위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이고 친숙한 인간중심의 공간


 *

본 연구는 201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도

서관에서 도서관체험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구성에 기

반 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공간체험과는 다른 양상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방

문하여 지식, 문화, 예술과 대면하고, 신체를 움직이며

일어나는 감각에 의해 경험하며, 경험의 공유와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물관이나 도시 가로의 경험에 비유

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경향은 도시

의 가로나 광장과 같은 공공영역의 형태가 도서관에 적

용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시가로에서의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교류활동과 경험이 즐거운 도서관체험을 기대

하는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 공간 안에서 재창조될 수 있

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체험을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교류활동이 이뤄지는 도시의 경관, 가로, 광장 체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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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의 공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계획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도서관체험은 Falk, John H.(1992)의 박물관체험모델1)

을 참조할 때 이용자의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체험을 경관,

가로, 광장의 도시체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용자의

도서관 체험과 그에 대응하는 도서관 공간 특성을 파악

하기위해 도서관에서 상호작용의 경험이 가장 빈번할 것

으로 예상되는 출입구와 주요동선 주변의 공공영역, 그

리고 내외부 경계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진

행은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의 도서관

에 대한 요구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였고, 도서관 공간체

험을 도시 가로체험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완성

된 도서관 중에서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건축가의 작

품, 권위 있는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으로서 이용자의 도

시적 공간체험을 유도하는 뚜렷한 공간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8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였다.<표 1> 체험과 경

험의 용어2)는 통상 유사한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지

만 이용자가 물리적 대상이나 환경을 반복적으로 몸소

겪는 것을 ‘체험’으로 정의하고, 누적된 체험이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체험’, ‘이용자 경험’의 형태

로 사용하였다.

개 요
도서관명

위 치 건축가 특 징
완공
년도

바닥면적
m²

덴마크 왕립도서관
Royal Danish Library
(Black Diamond)

덴마크,
코펜하겐

Schmidt
Hammer
Lassen

구도심
운하의

국립도서관
1999 21,500

시애틀 공공도서관
Seattle Central Library

미국,
시애틀

Rem
Koolhaas,

OMA

도서관의
새로운

형식 제시
2004 34,000

비샨 공공도서관
Bishan Community Library

싱가포르,
비샨

Look
Architects

색유리의
돌출파사드 2006 4,322

타마 미술대학도서관
Tama Art Univ. Library

일본,
도쿄 Toyo Ito

아치구조와
유리외피 2007 5,639

무사시노 예술대학도서관
Musashino Art Library

일본,
도쿄

Sou
Fujimoto

책꽂이로
된 도서관

2011 6,500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Stuttgart City Library

독일,
스 튜 트 가

르트

Yi
Architects
(이은영)

고전주의
건축 참조 2011 20,225

스피케니세Spijkenisse
공공도서관
(Book Mountain)

네덜란드,
스피케니세

MVRDV
지역성의
현대적
구현

2012 3,500

세이네요키Seinäjoki
시립도서관 증축동

핀랜드,
세이네요키

JKMM
architects

알바알토
도서관증축 2012 4,430

<표 1> 사례조사 도서관 개요

1) Falk, John H., Dierking, Lynn D., The Museum Experience,

Whalesback Books, Washington D. C., 1992

2) 안현정, 체험공간의 스토리텔링의 중첩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99호, 2013.8, pp.43-44

2. 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의 변화

2.1.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은 정보, 학습과 문화의 공간으로 시대와 사회

의 요구를 담아내는 장소이며 책과 정보를 매개로한 다

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

심이 되는 커뮤니티공간이다. 과거에는 왕궁이나 성당과

같은 종교적, 정치적 건축물이 도시중심에 위치하여 사

람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면, 현대도시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도서관 변화의

핵심요인은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정보매체의 변화, 커뮤

니티센터로서의 역할 증대, 그리고 인구구성 변화3)에 따

른 도서관 이용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통신망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원하는 대상이나 정보에 접속하여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한 디지털시대에 도서관의 기능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의 열람과 대출서비스를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

면,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은 ‘정보의 네트워크’로서 정보

그 자체보다 정보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제

공하는 방법과 환경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도서관은 책

과 서가로 대표되는 정보중심의 공간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 이용자 간의 사회적 소통과 경험을 교환하는 장소

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 도서관 고유의 프로그

램과 융합되면서 도서의 공간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공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4)

2.2. 도서관 이용자의 변화

1인 세대, 노인, 이민자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성의 변

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공공간인 도서관은 다양한 커뮤

니티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되었다. 동화 구연, 독서클럽,

언어교육, 직업교육과 같은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극장,

갤러리, 카페, 탁아소, 헬스클럽과 같은 문화공간, 상업시

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복합화는 다

양한 사람들을 도서관에 개입시키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와 결속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용

자의 도서관체험은 다른 사람들과 지적탐구나 문화 활동

의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한다는 점에서 박물관이나

아트갤러리에서 같은 그림을 감상하는 낯선 두 사람에게

생성되는 감각의 공유체험과 유사하다. 도서관 이용자들

간의 유대감이 커뮤니티의 지적인 토대를 강화시키는 기

3) Ayub Khan, Better by design-an introduction to planning &

design a new library building, facet publishing, 2009, p.1

4) 신승수·홍지학·김광현,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

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제254호, 2009.12.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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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되므로5)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체험의 공유를

유도하는 도서관 공간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년층,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무선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6) 또한

디지털기기가 소형화, 개인화되면서 개인 디지털기기를

도서관에 가져와 사용하는 이용자(BYOD:Bring Your

Own Device)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디지털기기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자와

는 달리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에 익숙하다. 여러 사람

들로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개인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

들은 타인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영역에 몰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주변을 차단하는 디지털

스크린과 주위의 소음을 걸러주는 개인 이어폰과 같은

간편한 장치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서관 이용자는 더

욱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현대

의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침범 받지 않

는 범위에서 타인과 함께 존재하고자 하는 이중적 욕구

"7)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기기 사용자의 공간

에 대한 욕구는 도서관 공간이 개방적으로 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3. 도서관의 도시적 공간 체험 유형

3.1. 도서관의 도시 경관 체험

도서관은 현대사회의 대표적 공공공간이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상징적 랜드마크로 건축되어 왔다. 역사

적 도서관건물이 종교건축의 엄숙하고 웅장한 분위기의

어둡고 폐쇄적인 형태였다면 현대도서관의 투명성은 그

와는 대조적이다. 도서관의 투명한 외벽은 주변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보고,

보여주는’ 시각적 상호관계를 만들어낸다. 운하, 도로, 공

원, 녹지와 같은 자연경관 요소뿐 아니라 오래된 건물이

나 광장 등 역사적 경관요소들을 도서관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창의 위치와 크기가 섬세하게 조정되며, 도서관

이용자들은 마치 야외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경험을 하

게 된다. 낮에는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자들이 주변 경관

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면 야간에 도서관의 투명

한 파사드는 마치 환하게 불이 켜진 무대처럼 외부를 향

5) Edwards, Brian and Fisher, Biddy, Libraries and learning

resource centres, Oxford; Architectural Press, c2002, pp.134-135

6) Becker, Samantha, Michael D. Crandall, Karen E. Fisher, Bo

Kinney, Carol Landry, and Anita Rocha. (2010). Opportunity for

All: How the American Public Benefits from Internet Access at

U.S. Libraries.(IMLS-2010-RES-01).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7) 김민진·신병윤·김광현, 집합적 공간의 건축적 특징과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통권291호, 2013.1. p.4

해 도서관 내부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책을 읽거나 생각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도서관 내부풍경은 도서관 외부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하고 도서관 활동에 동참하라

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3.2. 도서관의 일상적 가로 체험

현대도서관은 고립된 지식의 전당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매개로 일상적8) 체험을 제공하는 도시가로에 비

유되곤 한다. “도시를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와

정보가 있는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9)이며, “거

리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의 수집, 보존능력과 진정한 의

미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미디어로서 거리의 기능을 도서

관에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10)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리를 산책하며 경험하는 활동들은 도서관 출입구 로비

나 홀의 활동으로 연속된다. 가로에서 보행자는 익숙한

또는 낯선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만나게 된다. 길을 걸

으며 서점에서 잡지나 신문, 신간들을 훑어보고 상점을

기웃거리다가 친구나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며 노상카

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보는 일

련의 활동들은 도서관 안에서도 계속된다. 영국의 도서

관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는 시장이나 쇼핑센터

옆에 위치하여 "책을 고르고 정보를 얻는 행위를 거리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사는 행위와 유사한 경험으로

유도"11)하고 있으며, 가로와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계획하여 주목을 받았다.

3.3. 도서관의 비일상적 광장 체험

<그림 1> 로마의 스페인광장 계단과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의 계단 홀

8) 일상 활동은 규칙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활동이다.

일상성은 보통의 것, 정상적인 것이며, 비일상성은 보통이 아닌

것, 이상한 것으로 축제, 의례, 학습, 휴식, 놀이 등이다. 일상은 반

복성, 연속성, 항상성이 함의되어 있으며 반복, 재생산, 루틴

(routine), 전통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일상성은

일회성, 생산성, 혁신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현상학사전 <네이

버 지식백과>)

9) 황미영, 이토토요의 도서관 공간에 나타나는 창조적 인터페이스요

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80호, 2010.6. p.207

10) 마시코 카즈히코, 도서관 건축의 계획과 설계, 신사화外 역, 보문

당, 2011, pp.79-80

11) 양리리, 책읽는 도시,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13, 한울아카

데미,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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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집과 업무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휴식과 재

충전이 가능한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도시나 마을의 광장

과 유사하다. 도서관과 광장은 지역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접근이 용이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도심 속의 거실’에 비유되곤 한다.12)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섬세하고 느린 사회적 교류”13)가 이루어

지는 광장의 기능은 도서관 출입구 홀과 공공영역에 적

용될 수 있다. 도서관 가로체험이 일상생활의 규칙적이

고 반복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면, 광장체험은 축제, 이벤

트, 놀이, 휴식과 같이 특별하고 일회적인 체험을 의미한

다. 최근 커뮤니티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확대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벤트, 강연회, 연주회와 같은 문화

체험과 컴퓨터, 외국어 등 교육체험의 폭이 넓어졌다. 지

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수용하면

서 광장이 가지는 사회교류의 성격이 도서관 이용자의

주요동선 안에 배치되고 있다. <그림 1>은 도서관에서

이동통로이자 개방적 회합의 장소로 활용되는 대형 계단

공간이 전통적 도시 광장 풍경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정보

정보 (문화·교육) 커뮤니티
information · community

도서관 체험

인터페이스·브라우징·상호작용
interface · browsing · interaction

도시 경관·가로·광장 체험

도서관
이용자

<그림 2> 도서관체험과 도시가로체험의 관계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도서관체험과 도시체험의 관계를 <그림 2>

로 표현하였다.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브라우징, 상호작용의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며 이것은 도시가로나 광

장에서의 체험과 유사한 것이다.

4. 도서관의 도시적 공간 특성 사례조사

4.1. 도서관 공간의 경관 특성

(1) 랜드마크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은 과거의 성당이나 왕궁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12) 이러한 특성을 미국건축가 찰스무어(Charles W. Moore, 1925 -1993)

는 공공의 거주성(public inhabitability)이라 지칭함, Mancuso, Franco,

etc., Squares of Europe, Squares for Europe, 광장, 장택수外 역, 초

판, 생각의 나무, 서울, 2009, p.101

13) Ibid., p.53

중심적 위치에 주변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경관과 새

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랜드마크14) 역할을 한다.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현대도서관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명료하고 단순한 형태 또는 주변 환경과 구별되는 독특

한 형태로 계획된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도서관 블랙다이아몬드(Black

Diamond)15)는 코펜하겐의 역사적 중심지인 항구산책로

에 위치하는 상징적 건물로 앞으로 기울어진 반짝이는

검은 대리석의 단순한 형태가 1906년 지어진 옛 도서관

성당과 구도심의 다른 건물들과 대조적이다. 검은 대리

석 건물 중앙에 있는 24미터 높이의 거대한 아트리움에

는 공공공간이 집중되어 있고 8층까지 올라가는 에스컬

레이터에서 내려오며 건물전면의 유리창으로 항구의 파

노라마 경관을 볼 수 있다.<그림 3>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은 한 변이 45미터인 정육면체 콘크리트 프레임에

유리블록의 외벽을 가진 극도로 단순한 육면체 건물이

다.<그림 4> 주변 환경과는 독립적인 눈에 띄는 건물로

낮에는 단순한 하얀 박스의 도서관이 밤이면 푸른 색 조

명이 켜지면서 화려하게 변신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기능이 다른 다섯 개의 박스들을 엇갈려 쌓고 다이아몬

드 모듈의 유리로 덮은 드라마틱한 건축물로 주변건물과

는 대조적인 도시의 모뉴먼트가 되었다.<그림 5>

<그림 3>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외부전경(왼쪽)과 아트리움(오른쪽)

<그림 4> 스튜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의 단순한 박스형 외관

<그림 5> 시애틀 시립도서관의

불규칙한 형태의 외관

(2) 내외부 경관의 상호유입

싱가포르 위성도시 비샨공공도서관은 도로방향으로 좁

고 긴 장방형 색유리상자가 불규칙하게 돌출된 파사드가

특징이다. 번잡한 도로와 마주하여 공중에 떠있는 아홉

개의 캔틸레버 유리상자는 소그룹이나 개인의 독서, 명

14) 랜드마크는 주위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특이성

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특이성은 형태나 배경과의 대비성, 공

간적 배치의 우수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15) 반짝이는 검은 대리석의 기울어진 마름모꼴 외관 때문에 붙여진

도서관 별칭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통권105호 _ 2014.08244

상, 취미활동을 위해 특별한 가구배치 없이 비어진 공간

이다. 트리하우스를 유추한 화려한 유리상자(pod)는 이용

자에게는 도시경관을 향한 개별적인 전망대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는 도로의 혼잡과 소음으로부터 동떨어진 작고

비밀스런 사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다.<그림 6>

<그림 6> 비샨 공공도서관의 색유리 파사드와 내부 활동 모습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은 1965년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가 설계한 근대건축의 걸작인 시청, 극장, 교

회건물과 함께 복합단지에 조성되었다. 새 도서관은 옛

도서관과 마주보는 공원부지에 배치되어 지하통로에서

연결되는 하나의 기능적 복합체로 완성되었다. 알토의

도서관이 간접적인 자연채광방식의 시각적으로는 폐쇄적

인 건물인데 반해 새 도서관의 크고 높은 창은 알토의

옛 건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새 도서관의

주된 열람실(book hall)의 높고 큰 창으로부터 옛 도서

관, 교회건물과 종탑이 보이고, 주출입구의 유리창으로부

터 극장과 시청광장이 보인다. 낮에는 주변의 공원풍경

과 알토의 건물들을 도서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반대로 커다란 도서관 창이 마치 무대의 프레임처럼 공

원을 향해 펼쳐진다.<그림 7>

<그림 7>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 증축건물의 야경,

왼쪽이 열람실 북홀의 대형 창문, 오른쪽은 주출입구

로테르담 부두인근 스피케니세의 새 도서관은 지역의

전통적인 농장건물을 현대적 유리 건물로 재해석하여 지

역적 기념성을 표현했다. ‘책으로 된 산(Book Mountain)’

이란 별칭에 걸맞게 480미터의 책장과 열람공간의 플랫

폼으로 만들어진 책의 피라미드는 농장건물 형태의 유리

외피로 씌워졌다. 투명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마치

야외에 있는 느낌을 주며 외부로 노출된 책장의 피라미

드는 사람들을 ‘독서로 초대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한

다.16)<그림 8> 넓은 계단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은 정상

의 카페까지 연결되어 신도시의 파노라마 경관을 보여준

다. 열람공간이외의 기능들은 피라미드 벽돌벽 안에 감

추어 책꽂이로 쌓아올린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타마예술대학도서관은 캠퍼스의 정원과 자연경

관을 창가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의 유리

로 된 테이블과 가구에도 풍경이 반사됨으로써 특별한

시각적 경관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9>

<그림 8> 스피케이세

공공도서관 내부서가가

투영되는 유리외관

<그림 9> 타마미술대학도서관의

잡지테이블 유리상판에 반사된

외부경관

4.2. 도서관 공간의 가로 특성

도로와 연결되는 도서관 출입구와 로비공간은 도서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전이공간으로서 가로와의 연속성

과 광장의 개방적 공간특성이 모두 발견된다. 인접보도

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도서관 출입구와 연장된 경사

로는 내부공간의 가로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타마예

술대학도서관은 거대한 하나의 유동적이고 연속되는 개

방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크기와 간격이 다른 아치들은

이용자들이 마치 숲속이나 동굴 속을 산책하는 느낌을

준다. 지상층은 커다란 스크린을 가진 극장영역뿐 아니

라 이벤트와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갤러리공간

이다. <그림 10>의 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부지의 경사면이 건물 안으로 연속되며, 캠

퍼스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들은 출입구에서부터 완만하게

경사진 바닥을 걸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

더라도 자연스럽게 1층 아케이드 갤러리에서 카페와 전

시, 미디어극장을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 10> 타마예술대학도서관 단면도

비샨공공도서관은 복잡한 상업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도서관 건물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완만한 경사로

로 유도되는 4층 높이의 아트리움을 만들었다.<그림

12> 아트리움은 도서관의 중심 가로이며 이 곳에서 다

른 층들과 연결된다. 도로면의 파사드 디자인을 아트리

16) http://www.mvrdv.nl/projects/spijken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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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무사시노

예술대학 도서관 2층

평면도의 나선형 서가

통로와 캣워크

움 내부 입면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아트리움에 야외

분위기를 부여했다.<그림 11> 화려한 색유리의 돌출공

간들은 아트리움 보행자들과 공간적, 시각적으로 교류한

다. 시애틀공공도서관 서고는 바닥전체가 4개 층을 관통

하는 완만한 순환경사로로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서고의

경사로를 산책하며 의식하지 못한 채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가지는 열람실까지 오르게 된다.

<그림 11> 싱가포르 비샨

공공도서관 아트리움

<그림 12> 출입구와 연결된 경사

진입로를 보여주는 단면도

건축가 후지모토(Sou Fujimoto)의 무사시노예술대학

도서관 디자인 공모안은 서가들

사이를 헤매다 길을 잃는 경험에

대한 건축가의 기억17)에서 출발

하여 ‘책으로 된 숲’의 개념으로

도서관을 계획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나선형 서가들의 통

로를 따라 걸으면서 책과 사람들

을 우연히 만나는 경험을 기대하

게 된다. 2층에는 출입구 방향으

로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 폭이

좁은 캣워크(catwalk)가 또 다른

통로의 역할을 한다.<그림 13>

4.3. 도서관 공간의 광장 특성

덴마크 왕립도서관 블랙다이아몬드는 옛 도서관의 전

통적 도서관 기능에 600석의 콘서트, 극장과 컨퍼런스홀,

미술관, 옥상테라스를 포함하는 문화시설을 수용함으로

써 시민이나 학생, 여행객들까지 포함하는 자연스런 만

남의 장소를 의도했다. 항구산책로와 연결되는 지상층에

는 전시장, 책방, 레스토랑과 카페가 배치되어 움직임과

생기로 가득 찬 역동적 광장의 특성을 부여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5번가에서 진입하는 3층 출입구와

연결된 개방공간은 도서관의 엄숙함과는 대조적인 도시

속의 ‘거실(Living Room)’로 이름 붙여졌으며, 도시가로

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연속되도록 계획되었다.<그림

14-a> 기념품가게, 카페, 개방형 소설서가, 비디오코너와

서쪽으로 개인용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소

17) Greg, Rob, Musashino Art University Library, The Architectural

Review, vol.228 2010.10. p.44

년영역, 남쪽으로 5층까지 개방된 아트리움 공간에서의

체험은 가로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4번가 출

입구가 있는 1층에는 3층까지 계단형식으로 연결되는

425석의 마이크로소프트강당은 경사진 인접가로의 레벨

차를 도서관내부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연,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류의 광장으로 작동한다.<그림 16-b>

(a) (b)

<그림 14> 출입구 홀의 광장특성: (a) 시애틀공공도서관의 리빙룸(Living

Room), (b)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 출입구 홀의 카페, 잡지, 휴게공간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은 사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백색의 텅 빈 명상적 공간, ‘하트(Heart)’를 통해 도서관

내부로 진입하게 된다. 4층 높이의 한 변이 14미터인 정

육면체로 원형천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중심에는 1평방미

터의 작은 분수가 있는 이 공간은 일상에서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도서관으로의 전이공간이다. 백색의 ‘하트’와는

대조적으로 그 위 5층부터 9층까지의 열람공간은 상부로

확장되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수직으로 개방된 활기찬 공

간이다. 다양한 색상의 책들로 가득 찬 서가의 벽과 계

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주한 거리나 광장의

풍경을 연상시키며, 여기에서 건축가가 의도한 ‘하나의

도시와 같은 도서관’을 엿볼 수 있다.<그림 15-a> 슈투

트가르트시립도서관이 중심을 비워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피케니세공공도서관은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책꽂이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주변을 비워두었다.<그림 15-b>

천정까지 유리로 된 도서관 공간은 실내지만 야외의 느

낌을 주고 주변광장, 집합주택과 동일한 벽돌재료를 사

용하여 주변가로와의 연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a) (b)

<그림 15> 대형 열람공간의 광장특성: (a) 슈투트가르트 공공도서관의

역삼각형으로 개방된 열람공간, (b) 스피케니세공공도서관의 ‘책으로

된 산’을 둘러싸는 개방 공간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은 출입구에서 알토의 옛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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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리

면서 곳곳에 다양한 광장의 장치를 만들고 있다. 출입구

홀은 카페와 다용도의 로비공간, 그리고 예술작품이 페인

팅 된 낮은 천장의 정기간행물실과 직접 연결되는데 여

기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새로 나온 잡지를 들춰보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책을 읽고

휴식을 즐기는 도시광장에서의 체험이 가능하다.<그림

14-b> 몇 계단 아래의 정보데스크를 지나면 도서관의 중

심공간인 개가식 서가의 대형 열람공간인 북홀(Book

Hall)이 펼쳐진다. 이 곳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독서

의 계단(Reading Steps)’으로 명명된 대형 계단은 개방적

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다용도 공간이다.<그림 16-a>

독립적인 강당과는 달리 이동의 중심 통로에 있는 개방

된 계단공간에서 방문객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즉흥적으

로 이벤트나 강연에 참여하게 된다. 무사시노예술대학 주

출입구에서 간행물과 개가서가영역을 지나면 계단과 강

당의 기능을 겸하는 대형계단(Grand Stairs)을 마주보게

된다.<그림 16-c> 대형계단은 출입구에서 이용자들을 위

층의 나선형 서가의 통로인 ‘책의 숲’으로 유입시키는 역

할을 한다. 이 계단을 통해 도서관 출입구 홀의 광장에서

서가들이 늘어선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a) (b) (c)

<그림 16> 다목적 계단공간의 광장특성: (a) 세이네요키시립 도서관의

독서계단(Reading Steps), (b)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MS강당,

(c) 무사시노예술대학 도서관의 대형계단(Grand Stairs)

4.4. 소결

사례도서관의 조사, 분석결과 발견한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서 중요한 경관체험의 대상이다. 도서관 외벽의 투명성

으로 이용자들은 도서관 안에서 외부경관을 경험하고,

도서관 밖에서는 도서관 내부와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가

능하다. 덴마크왕립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슈투트가

르트시립도서관은 단순하거나 독특한 형태로 랜드마크

특성을 가지며, 도서관 외벽의 투명성은 현대도서관의

뚜렷한 특징으로 슈투트가르트시립도서관과 무사시노예

술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사례도서관들은 유리 파사

드와 큰 창문으로 이용자들에게 경관체험을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은 이용자가 주변가로에서 자연스럽게 진입

하도록 하며, 가로에서의 익숙하고 일상적인 행위들을

출입구와 로비, 홀에서 연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전면이 수변산책로에 면해있고, 타마미술

대학도서관은 부지의 경사면이 건물 안에서 연속되며,

비샨공공도서관은 도로에서 2층 아케이드까지 경사로로

유입됨으로써 도로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

왕립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타마미술대학도서관, 세

이네요키시립도서관은 카페, 책방, 신간서적, 잡지, 미디

어,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출입구 로비의 개방공간에 가

로행위의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도서관의 대형열람공간은 도서관의 대표적 개방

공간으로 도시 광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시애틀공공도서

관의 ‘순환경사로 서고(Book Spiral)’, 세이네요키시립도

서관의 북홀(Book Hall)은 수평적 개방공간, 슈투트가르

트시립도서관 열람공간과 스피케니세공공도서관의 ‘책으

로 된 산(Book Mountain)’은 수직적 개방공간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대표적 광장체험의 장소이며, 시애틀공공도서

관, 무사시노예술대학도서관, 세이네요키시립도서관에는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강당뿐 아니라 주요동선의 통로에

개방된 대형계단을 융통성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배치하

여 활용하고 있다.

개방적
공간특성

도서관명

경관 특성 가로 특성 광장 특성

내외부
경관

상호침투

랜드마크
형태

도로와
연속성

가로
행위의
연속성

대형열람
공간

복합문화
기능공간

1

덴마크 왕립
도서관
Royal Danish
Library

◎ ● ● ● ●

바다와
구도심
건물들

조각적
단순한
형태

수변산책
로와

연속성

카페,책방
레스토랑
갤러리,
공연장

아트리움
주변의
리딩룸

8층높이
아트리움,

1층&
지하층

2

시애틀
공공도서관
Seattle Central
Library

◎ ● ○ ● ● ●

열람실
도시전경

형태의
독창성

4,5번가
출입구

리빙룸:
카페,
잡지,
신간,CD

4개층
경사면
Book
Spiral

MS강당

3

비샨 커뮤니티
도서관
Bishan
Community
Library

● ◎ ● ○

도로경관
/pod의

내부활동

돌출된
색유리
파사드

도로연결
경사로 아케이드

4

타마 미술대학
도서관
Tama Art
Univ. Library

● ◎ ● ● ○ ●

캠퍼스
자연경관

단순한
유리건물

주변지형
경사면

실내유입

카페,
영상,
갤러리

아치
개방공간

Arcade
Gallery

5

무사시노 예술
대학도서관
Musashino
Art Library

○ ◎ ○ ○ ◎ ◎

책꽂이로
된 건물

나선형
서가/

캣워크
잡지 나선형

서가
Grand
Stairs

6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Stuttgart City
Library

● ○ ●

단순한
육면체

4면의
출입구

역피라미
드형

열람공간

7

스피케니세
Spijkenisse
공공도서관
Book Mountain

● ◎ ○ ●

주변광장
/책으로
된 산

마굿간
형태의

유리건물

연속적인
서가통로

Book
Mountain

8

세이네요키
Seinäjoki
시 립 도 서 관 증
축

● ● ● ●

알바알토
건물들과
공원경관

카페,잡지
,휴식

Book
Hall

Reading
Steps

관계의 정도: ● 매우 강함 ◎ 강함 ○약함

<표 2> 사례조사 도서관의 개방적 공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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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늘의 도서관은 정보의 네트워크이자 지역사회의 네

트워크 공간으로서 이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개방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용자가 정보에 접속하고 브라우징하며 상호작용

하는 도서관체험은 보행자가 주변의 대상과 상황에 대면

하고 교류하는 도시가로의 체험과 유사하다. 도서관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경관, 가로, 광장에서의 이

용자 체험이 적용된 도서관 공간 특성을 발견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17>

정보

상호작용의 도서관 체험

공간의
개방성

가로와의
연속성

외피의
투명성

개방적 도서관 공간 특성

도서관
이용자

⦁외부경관 유입

⦁내부경관 노출

⦁랜드마크 형태

⦁출입구 홀

⦁경사로

⦁아트리움

⦁대형열람공간

⦁다목적대형계단

⦁복합문화공간

경관

랜드마크

광장

네트워킹공간

가로

일상공간

<그림 17> 도서관체험과 도서관의 개방적 공간특성의 상관관계

첫째, 이용자에게 경관체험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지역

의 랜드마크로서 단순하거나 특별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

며, 투명한 외벽으로 계획되어 자연적, 인공적 경관을 도

서관 안으로 유입시키고 도서관 내부의 풍경을 외부로

확장시킨다.

둘째, 이용자에게 일상적이고 친근한 가로체험을 제공

하는 도서관은 경사 진입로와 아트리움과 같은 장치를

통해 주변가로와 물리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일상적인 가로활동이 도서관 내

부에서 연속될 수 있도록 출입구 홀을 실내광장이나 가

로의 형태로 계획한다.

셋째, 이벤트와 강연회 등의 다양해진 도서관 프로그램

을 위해 주요동선의 통로에 배치된 다목적 대형계단과 도

서관의 중심공간인 대형열람공간의 수직적, 수평적 개방

성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광장체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도서관체험이 이용

자들 간에 공유됨으로써 유대감 형성과 지역사회의 결속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공간은 교류의 공

간, 체험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한다. 현대의 도서관은

수동적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

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만들고 축적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한

다. 본 연구는 규모와 성격이 다른 제한된 도서관 사례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확장된 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을 수

용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친근하고 의미 있는 도서관체

험을 제공하는 최근 도서관의 공간 전략을 발견할 수 있

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도서관 공간과 이용자

경험을 근거리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공간 계획 지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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