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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sign character of libraries today into outwardness which enhances publicity in the

library buildings. This design trend tends to be emphasized in contemporary civic libraries. In these days, the

libraries become not only to be the traditional places of information but also to be the multi-purpose places to

provide community services and cultural spaces. Thus the contemporary libraries, especially big civic libraries, are

willing to open to the public of diverse purposes and to accelerate social communication among them through

outward design in the buildings. This study surveys literatures and identify accessibility, symbolism, openness,

amenity, connection, as the characters of publicity in the librarie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outward design

strategies of the libraries which enhance publicity in the ways of design to connect surrounding environment, to

symbolize buildings, to wrap transparent external surfaces and to build interior spaces. The study finds in the case

studies of ten outstanding civic libraries abroad which were built in relatively recent years that the outward design

is achieved mainly through four ways. First, the libraries have connection with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 thus

have continuities from the surrounding. Second, the libraries have the shapes of landmarks which expose

themselves and their roles to the outside. Third, the libraries have transparent surfaces through which outdoor

environment penetrates into the buildings. Fourth, the libraries have corridors and halls which look like traditional

urban public streets and plazas. The study concludes that outward design strategies which employ in contemporary

libraries enhance publicity in the libraries. Thus the libraries can perform as multi-functional cultural and open

places which accelerate social interactions among the public of cities. This study has the value as a research

which emphasizes outwardness as the design strategies which enhance publicity in contemporar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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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책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지

식에의 접근이라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평생교육 서

비스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중심 네

트워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문화센터

(culture house, culture yard), 미디어데크(mediatheque),

아이디어스토어(ideastore) 등 해외 도서관들의 새로운

명칭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방

향모색을 엿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4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도서관이 책과 정보중심의 독립시설에서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계획되면서 도

서관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어지고 도서관의 공용

공간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일상적이고 친근한 접근을 위

해 외부로 개방되고 있다. 도서관의 로비, 라운지, 홀 등

은 방문객의 출입이나 동선을 유도할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와 만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모와 기능이

확장하면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중요해지고 있

다. 도서관 실내공간은 인접한 가로나 광장, 공원 등 외

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외부로 확장

하거나 대형 아트리움, 실내가로, 실내광장 등 외부공간

과 유사한 내부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

공간을 실내로 끌어들이거나 외부공간처럼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외부지향 계획특성은 도서관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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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용자

들에게 개방적이며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공공공간으로

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지향 계획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 공공성의 개념

과 의미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공공성 요소를 정의하였

다. 공공성과 연관되는 도서관의 외부지향성을 건물의

실내외 관계가 형성되는 도시환경, 건물, 외벽, 실내공간

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도서관의 외부지향성 유형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완공된 해외 공공도서

관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지향 계획특성을 조사하였다.

1990년대 후반은 유네스코가 1994년 공공도서관 선언

문1)을 채택하여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공식

화한데 이어 영국에서는 “새로운 도서관 운동”을 시작하

여 공공도서관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바람직한 공공도

서관”2)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정책

이 촉발된 시점이기도 하다.

사례조사는 공공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해석

을 제시하고 있는 중대형 규모의 도시기반 공공도서관으

로서 외부지향성 유형에 따른 다양한 계획 특성을 도출

하기에 적합한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이

용자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만남이 형성되는 출입구와 그

주변의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사례도서관에 대한 문헌과 미디어 자료검색을 통해 도

면, 사진, 설계개요, 주변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

하고 외부지향 유형에 따른 세부 계획특성을 기록, 분류,

분석하였다.

2. 도서관의 공공성과 외부지향성

2.1. 공공성의 개념과 요소

(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3)로서

공공성의 사회적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점에

1) 1949년 공공도서관 선언문을 수정하여 1994년 11월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공공도서관 선언문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센터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소장물과 서비스는 전

통적 방식 뿐 아니라 현대적인 모든 매체와 기술적용을 포함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CABE and MLA, Better Public Libraries, 2003, 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1999년 설립된 연구

및 자문기구이자 정책개발기관임.

3)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

보미디어, 2015, p.65

기초한다. 도시와 건축 환경에서 공공성은 거리와 광장,

공원과 같은 도시의 개방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누구에

게나 열려있고 접근가능한 공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공성 개념이 적용된 공공공간은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

키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4)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모이는 중립적 장소이자 접근이 용이

하고 지적인 대화와 정보교환의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이다.5) 공공성의 개념을 건축에 적용할 때 공공건축

의 일반적인 정의는 정부의 후원, 접근성, 사회적 측면

즉 사람들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

되고 있다.6)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점에서 대표적인 공공

건축물이다.

(2) 건축공간의 공공성 요소

건축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상업적

인 복합용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 1>로

정리한 선행연구의 공공성 요소는 접근성, 개방성, 쾌적

성, 연계성, 인지성, 편리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중에서 문헌자료에 의한 분석으로 판단 가능한

물리적 환경과 공간구성의 측면으로 도서관의 공공성 요

소를 고찰하였다. 이용자 관점의 편리성과 인지성 요소

보다는 쾌적성과 상징성 요소가 유사한 개념이면서 물리

적 관점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도서관의 물리적 계획특성에 부

합되는 핵심적인 공공성 요소로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

연계성, 상징성을 도서관의 공공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저 자 논 문 명
접
근
성

개
방
성

쾌
적
성

편
리
성

연
계
성

인
지
성

상
징
성

체
류
성

교
류
성

전
이
성

위
계
성

조
형
성

영
역
성

손광호
(2005)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 ● ● ●

최기원
(2005)

지역문화시설의 건축적 공공성을
구현하는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 ● ● ●

윤지혜
(2006)

실내 공적 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 ●

김왕식
(2006)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하
기 위한 건축계획요소 연구 ● ● ● ●

최미희
(2008)

도심지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접근성에 관한 연구 ● ● ● ● ● ● ●

이효창
(2008)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
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연구

● ● ● ● ● ● ● ● ● ●

이효창
(2010)

복합용도건축물 지하 및 실내 오
픈스세이스의 ‘건축적 공공성’ 요
소 도출에 관한 연구

● ● ● ● ●

김석기
(2013)

복합용도개발 내부공간의 외부공
간 지향성에 관한 계획특성 연구 ● ● ● ● ●

림철
(2014)

복합상업시설 내부가로 계획특성
경향분석 ● ● ● ● ● ●

김선경
(2014)

기업사옥 저층부의 공공성을 위
한 계획특성 경향 분석

● ● ● ● ● ● ● ● ●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 요소

4) http://www.planning.org/greatplaces/spaces/characteristics.htm

5) Gloria J. Leckie and Jeffrey Hopkins, The Public Place of Central

Libraries: Findings from Toronto and Vancouver, Library

Quarterly, vol.72 no.3, 2002, p.328

6) Donlyn Lndon, Public Buildings: Symbols Qualified by Experience,

in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Civic Culture and Public

Space., ed. Nathan Glazer and Mark Lilla, NewYork: Free Press,

1984,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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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의 공공성 요소와 특성

1) 접근성

공공공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요소로

서 누구나 도서관에 용이하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조건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사람들의 통

행이 빈번한 도심에 위치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커뮤니티

의 거점공간과 인접한 생활밀착형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레저나 오락시설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배열방식은 이용자에게 심리적인 접근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부가로와의 관계,

출입구의 위치와 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관련된

요소이다.

2) 상징성

도서관이 위치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요

소로서 지역사회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또는 건물 실내외의 형태, 재료, 장식 등 물리

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쉽게 인지하고 더 나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차별화된 형태의 건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개방성

현대 도서관은 폐쇄적으로 구획된 방들의 구성에서 벗

어나 시각적으로 전체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개방

적인 열린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자연 채광뿐 아니라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개방성을 획

득하고 있다. 도서관 출입통제 시스템의 위치도 도서관

개방성의 정도를 조절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벽면의

제거나 낮은 서가의 사용으로 수평적 개방성을 확보한다

면, 높은 천정이나 천정의 보이드 공간은 수직적 개방성

을 위한 것이다.

4) 쾌적성

쾌적성은 도서관에 머물거나 활동하는 데 긍정적 환경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서관이 도시

안의 거실이나 호텔의 라운지에 비유되듯이 편안한 가구

와 실내외 정원, 녹지, 물 등의 자연요소 배치와 관계된

다. 상점, 카페, 서점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활동이나 갤

러리, 극장, 이벤트 공간 등 문화 활동을 통해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요소이다.

5) 연계성

실내공간이 외부와 자연스러운 흐름과 연결을 만들어

내는 요소로 외부공간과의 관계에서는 주변 도시가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이나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기능의 복합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

는 영역간의 연계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계단, 에스

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주요 동선과 실내 기능공간과

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성 요소 표현 내용

접근성
PA1 물리적 접근성 진입로, 출입구, 대중교통, 주차장

PA2 심리적 접근성 출입구 영역 레이아웃, 디스플레이

상징성

PB1 장소적 상징성 도심, 주변건물, 공원, 운하 등

PB2 지역적 상징성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적 특성의 반영

PB3 형태적 상징성 랜드마크, 규모

개방성

PC1 시각적 개방성 투명 유리벽, 낮은 서가

PC2 수평적 개방성 개방형 평면

PC3 수직적 개방성 보이드, 천정고, 선큰 공간, 아트리움

쾌적성

PD1 체류시설 카페, 상점, 벤치, 이벤트, 전시, 문화활동

PD2 자연요소・외부조망 실내조경, 야외정원, 테라스, 투명외벽

PD3 공공미술 실내외 공공미술: 조각, 모빌, 대형벽화

연계성

PE1 도시공공시설 광장, 가로, 대중교통, 주차, 공원, 호수

PE2 복합문화용도 콘서트홀,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서점

PE3 실내동선 연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브리지

<표 2> 도서관 공공성 요소와 표현 특성

2.2. 도서관의 외부지향성

(1) 공공공간으로서 도서관 외부지향성의 배경

1) 기능의 복합화와 교류의 장소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공의

장소이며 최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면서 사회

교류의 장소로서 도서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기반의 대규모 신축, 증개축 도서관 사례들은

문화예술 공간이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하

게 결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

회의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방문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헬스클럽이나 쇼핑센

터와 같은 일상적 생활편의시설과 결합되거나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홀 등의 문화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으로서 질적 향상을 추구7)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경향은 도서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

하고 교류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 현대 도서관의 개방성

영국의 보다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에서 켄 워폴(Ken

Worpole)은 전통적인 도서관 건축과 현대적인 도서관 건

축을 비교하면서 인접 보행가로 레벨로부터의 접근, 아

트리움과 최상층의 카페, 아트리움 채광, 자료에 대한 개

방적 접근과 개방형 평면8) 등 밝고 개방적인 특성을 현

대도서관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대도서관은 과거

도서관 건축의 어둡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유형에서 벗

어나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공공공간으로 도

7) 신승수 외, 슈퍼라이브러리, 사람의 무늬, 2014, p.64, 영국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접목한 아이디어스토어 개

념을 적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문화예술, 레저, 오락의 기능을 결

합한 문화센터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8) CABE and DETR, By Design: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towards better practice, CABE and DET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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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의 거실로 명명되고 있다. 도서관의 개방성은 전통

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경제성, 효율성에 기반 한 1980년

대 도서관 공간계획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2) 도서관 외부지향성의 정의

현대 도서관은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외부지향 공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의 외부지향성은 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건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

관 건물을 인지하고 출입이 용이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제

공하는 특성이다. 도서관 주변의 공공공간을 내부로 끌

어들이거나 도서관 내부에 외부 같은 공공공간을 배치함

으로써 도서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외부지향성을 <그림 1>로 설명하

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서관은 도시환경과의 연속

성을 형성하여 외부와 관계를 만들고, 랜드마크 건물로

외부를 향해 도서관의 존재와 기능을 드러내며, 도서관

외벽의 투명성으로 외부 환경을 실내로 유입시키고, 도

서관 실내공간을 마치 가로나 광장 같이 사람들이 자유

롭게 모이고 만나고 머물 수 있는 개방공간으로 외부 같

은 내부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공성 외부지향성의 유형과 특성

접근성

상징성

개방성

쾌적성

연계성

외부와 관계형성

외부로 드러내기

내부로 외부유입

외부같은 내부조성

도시환경과의 연속성

랜드마크 건물

외벽의 투명성

실내공간의 가로화

<그림 1> 도서관의 공공성과 외부지향성의 유형과 특성

2.3. 도서관의 외부지향성 유형과 계획특성

(1) 도시환경의 연속성

도서관의 외부지향성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지역과 인

접 환경이 도서관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의해 구현된다.

도서관은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과 연속성을 유

지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기존의 보행자

흐름이 도서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보행가로나 광장과

연결되는 도서관의 진입로와 출입구 내외부의 광장은 도

서관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공공공간이자 도서관의 진입

을 위한 전이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도록

열려있다.

(2) 랜드마크 건물

공공도서관은 위치와 규모, 조형성 등을 통해 지역주

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건물로 계획되며 렘 콜하스의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조형성으로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대표적

사례이다. 극장, 미술관, 콘서트홀 등의 문화예술 공간과

결합된 최근의 대규모 공공도서관들은 도시의 중심에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경관을 직간접적으로 반영

하는 디자인과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조형성으로 지역

적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는 도서

관 뿐 아니라 문화시설,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들에게 도서관 건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3) 외벽의 투명성

고전적 디자인의 도서관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신전이

나 은신처로 지어졌다면 현대도서관은 실내외 공간간의

상호작용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의 외관은

벽이 아니라 필터(filter)로 되어 빛이 들어오고 밖을 전

망하며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야한다.9) 내외부의

경계면인 유리 외벽의 투명성은 도서관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전망 좋은 창가의 소파는 도서관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좌석이다. 도서관의 투명성은

사람들에게 실내공간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 같은 느

낌을 주며 야간에는 도서관 내부의 풍경을 외부로 드러

내는 효과를 가진다. 실내외의 경계면은 테라스, 선큰,

옥상정원, 야외 독서공간 등의 전이공간을 조성하고 카

페, 상점 등의 일상적 편의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개방적

성격을 부여한다.

외부지향성 유형 계획 세부 내용

도시환경
연속성

UA1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도시재생계획과의 연계성

UA2 인접환경 주변 자연·주요건물·공공건물·관광명소와의 연계성

UA3 출입구 광장·가로와 연결되는 공공 출입구

랜드마크
건물

UB1 조형성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독창적 형태와 재료의 사용

UB2 상징성 문화·지식·정보의 상징, 지역의 역사·경관·산업의
상징 표현

UB3 기능의
복합화

콘퍼런스홀·콘서트홀·문화시설·
지역특성의 기념관·역사관 설치, 공공미술작품 설치

외벽의
투명성

UC1 외벽의
투명성 유리 외벽, 대형 아트리움, 천창

UC2 경계면의
개방성 지상층 공공공간, 카페·숍 등 일상적 기능 부여

UC3 내외부
전이공간 테라스·선큰공간·옥상정원·야외도서관

실내공간
가로화

UD1 실내가로 경사로, 아케이드, 몰, 계단식 통로, 독서 테라스,
공중보행로, 독서갤러리

UD2 실내광장 아트리움, 출입구 로비, 라운지,
계단식 공연·이벤트 공간

<표 3> 도서관 외부지향성 유형과 계획 내용

(4) 실내공간의 가로화

가로는 “가장 중요한 개방된 공적 공간”10)으로 실내에

적용되는 내부가로는 이동성, 방향성을 강조한 복도나

통로의 기능과 함께 체류와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도

9) Aret, W. Living Library, Prestel, 2005, p.172

10) 이종건, 건축과 공공성, 건축과 사회, 봄٠여름호,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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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도서관명

위 치 건축가 특 징
완공
년도

바닥
면적
m²

덴마크 왕립도서관
Royal Danish Library
증축(Black Diamond)

L1
덴마크,
코펜하겐

Schmidt
Hammer
Lassen

구도심
운하의
국립도서관

1999 21,500

시애틀 공공도서관
Seattle Central Library

L2 미국,
시애틀

Rem
Koolhaas,

OMA

도서관의
새형식 제시

리빙룸
2004 34,000

솔트레이크 시립
도서관 SaltLake City
Public Library

L3
미국,
솔트-
레이크

Moshe
Safdie

아트리움
어번룸

옥상정원
2003

22,000

몬트리올 공공도서관
Quebek Grand Library L4

캐나다,
퀘벡

Patkau
Architects

쇼핑몰 유사
아트리움 2005 37,000

밀레니엄도서관
위니펙 증축
Millennium Library,
Winnipeg

L5
캐나다,
몬트리올
위니펙

Patkau
Architects
& LMArch.
Group

계단식
독서테라스,
도서관 공원

2005 14,860

아른헴 도서관 로제
Rozet Cultural Centre

L6 네덜란드,
아른헴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계단식
내부가로
복합공간

2013 12,000

버밍햄 도서관
Library of Birmingham L7 영국,

버밍햄 Mecanoo 지하광장
북로툰다 2013 31,000

말뫼 시립도서관 증축
Malmo City Library

L8 스웨덴,
밀뫼

Henning
Larsen

Calender of
Light

1999 14,000

헬싱괴르 도서관
The Culture Yard
Library

L9 덴마크,
헬싱괴르

AART
architects

조선소 부지
크론보르성 2010 17,000

밀레니엄 도서관
노포크 & 노리치
Norfolk and Norwich
Millennium Library

L10 영국,
노리치

Michael
Hopkins &
Partners

아트리움
포름 2001 4,621

<표 4> 사례조사 도서관 개요

서관의 내부가로11)란 도서관과 인접한 보행가로와 출입

구가 직접 연결되어 이용자들의 내부 진입을 유도하며

연속적인 수평 또는 수직의 통로로서 이용자들을 실내공

간의 주요 영역으로 안내할 뿐 아니라 휴식과 만남, 교

류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도서관 내부가로는

이용자들을 환영하고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점들이 늘어선 쇼핑몰과 유사한 진입공간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외의 도심 광장과

대응하는 대형 아트리움이나 대형 계단식 독서 공간, 이

벤트 공간 등은 외부 같은 실내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3. 사례조사

3.1. 사례조사 대상

사례조사는 최근 완공된 공공도서관 중에서 건축과 디

자인 관련 미디어에 소개된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건

축가의 작품, 권위 있는 건축상을 수상한 건물 중에서

10개의 도시 기반의 중대형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3.2. 사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

(1) 도시환경과의 연속성

사례 도서관들은 도심의 공공건물이나 문화시설이 밀

집한 도심의 광장이나 가로 또는 바다, 공원 등의 자연

11) 윤원섭, 도심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내부가로공간

만족도 조사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2011, pp.14-15와 림철, 송병준,

주범, 복합상업시설 내부가로 계획특성 경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23권 4호, 2014, p.212 참조함.

요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솔트레이크 공공도서관, 버밍

햄도서관<그림 2-b>, 밀레니엄도서관 노리치는 보행자

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광장에 인접해있다. 덴마크 왕

립도서관<그림2-a>와 헬싱괴르 도서관<그림 2-c>는 주

변의 문화시설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서 배치되어 있으며

말뫼시립도서관과 밀레니엄도서관 위니펙은 공원을 향해

배치되었다. 덴마크왕립도서관, 말뫼시립도서관은 옛 도

서관과 연결된 신축 건물로 옛 도서관과 보행통로로 연

결되며, 버밍햄도서관은 옛 도서관 위치에 신축하면서

기존 극장건물과 출입구 로비를 공유하여 인접 문화시설

과 관계를 강화하였다.

(a) (b) (c)

<그림 2> 도서관 부지와 주변환경: (a)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항구

산책로, (b) 버밍햄도서관의 백년광장과 REP극장, (c) 과거 조선소

부지의 재생사업으로 지어진 헬싱괴르 도서관

(2) 랜드마크 건물

덴마크 왕립도서관 <그림 2-a, 3-a>는 바다를 향해

기울어진 단순한 박스의 검은 대리석 건물로 밤에는 건

물 중앙의 아트리움 조명이 외부의 시선을 끄는 도심 항

구의 랜드마크이다. 시애틀 공공도서관 <그림 3-b>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의 박스를 엇갈려 쌓아올리고

유리를 씌운 독특한 형태로 시애틀의 랜드마크가 되었

다. 솔트레이크 공공도서관 <그림 3-c>는 삼각형 건물

을 도서관 광장에서 옥상정원까지 솟아오르는 원형 산책

로의 벽체가 도서관 외벽을 구성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이

다. 아른헴 도서관 로제의 장식적 콘크리트 외관은 부지

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며, 버밍햄 도서관의 원형

철물장식 <그림 2-b>는 지역의 전통산업이었던 금은세

공기술을 건물외관에 반영한 것이다. 헬싱괴르 도서관의

삼각형 조각들로 만들어진 유리 외벽은 과거 조선소 부

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돛대와 항해를 상징한 것이다. 덴

마크 왕립도서관, 아른헴 도서관 로제, 헬싱괴르 도서관,

밀레니엄도서관 노리치의 사례들은 문화, 예술, 교육, 방

송 관련 시설을 도서관 기능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포함

하고 있다.

(a) (b) (c)

<그림 3> 랜드마크 도서관 건물: (a) 덴마크 왕립도서관,

(b) 시애틀 공공도서관, (c) 솔트레이크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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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벽의 투명성

사례 도서관들은 공원, 바다, 도시전망을 향해 유리벽으

로 투명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형 아트리움이나 실내가

로의 외벽도 투명 유리벽으로 외부지향성을 강조하고 있

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전체건물이 유리벽으로 구성되

어 있고 특히 출입구와 연결된 리빙룸과 도시전망이 가능

한 최상층의 열람실 <그림 4-a>는 자연채광과 도시 조망

을 위해 외부로 열려있다. 말뫼시립도서관 증축 건물은

기존 도서관과는 대조적인 IT를 상징하는 건물 <그림

4-b>로 공원을 향해 유리벽으로 열려있다. 헬싱괴르 도서

관 <그림 4-c>는 과거 조선소였던 도서관 인근의 광광명

소인 크론보르성과 바다의 전망을 위해 유리 아트리움을

따라 열람좌석을 배치했다. 밀레니엄도서관 노리치 <그림

4-d>는 도서관 광장과 전면의 성당건물을 실내로 유입하

는 대형 유리벽면의 포름을 감싸는 말발굽 평면의 형태이

다. 덴마크왕립도서관, 밀레니엄도서관 위니펙, 버밍햄도

서관에는 각각 야외 데크, 발코니,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

으며 몬트리올 공공도서관과 버밍햄도서관에는 지하공간

의 활용을 위해 선큰 공간을 설치했다. 솔트레이크와 버

밍햄 도서관에는 옥상정원과 야외 독서공간을 설치하여

내외부의 경계면을 독서와 휴게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a) (b) (c) (d)

<그림 4> 외벽의 투명성: (a) 시애틀 공공도서관 열람실, (b)

말뫼시립도서관의 공원을 향한 유리벽, (c) 헬싱괴르도서관 열람실

테라스 (d) 밀레니엄도서관 노리치 도서관 광장과 성당을 향한 유리벽

(4) 실내공간의 가로화

솔트레이크시립 공공도서관 <그림 5-a>의 대형 아트

리움 ‘어번룸’은 도서관 출입구로 진입해서 외부까지 나

갈 수 있는 도시의 공공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

의 공공공간인 어번룸은 사용자들의 휴식과 독서의 공간

이자 다양한 이벤트의 공간이다. 몬트리올 공공도서관

<그림 5-b> 출입구는 쇼핑몰의 통로나 도시 보행가로와

유사한 실내가로를 통해 도서관으로 진입하게 된다. 밀

레니엄도서관 위니펙 <그림 5-c>는 공원을 향한 남쪽

증축 부분의 유리벽을 따라 4층까지 연속되는 계단식 독

서테라스를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공원을 조망하며 도

서관의 모든 층으로 이동 가능한 수직 가로를 만들었다.

아른헴도서관 로제 <그림 5-d>에는 출입구와 연결된 계

단식 실내가로가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심 통로이다. 실내가로를 따라 상점의 쇼윈도우와 유

사한 디스플레이와 진입 공간의 사인 등으로 실내이지만

외부가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왕립도서관은 대형 아트리움에 트레블레이터로

전 층을 이동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버밍

햄도서관은 도서관의 중심공간인 수직적 개방공간, 북로

툰다를 가로지르는 트레블레이터로 도서관의 전체 풍경

을 관망하면서 이동하도록 하였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서고인 북스파이럴은 연속적인 경사로 구조로 형성되었

다. 말뫼시립도서관 신축건물의 대형 열람공간12),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리빙룸, 밀레니엄도서관 노리치 출입구 전

면의 아트리움 포름은 전면이 유리벽인 대형 아트리움으

로 때때로 커뮤니티 이벤트가 벌어지는 실내광장이다.

(a) (b) (c) (d)

<그림 5> 실내공간의 가로화: (a) 솔트레이크 공공도서관 어번룸 (b)

몬트리올 공공도서관 출입구 홀, (c) 밀레니엄도서관 위니펙의 계단식

독서테라스 (d) 아른헴도서관 로제의 계단식 실내가로

3.3. 소결

사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은 도면, 사진, 문헌 자

료에 근거하여 조사되었고, <표 2> 도서관의 공공성 요소

와 <표 3> 외부지향성 유형에 따른 개별 도서관 계획특성

의 세부내용을 <표 5>로 정리하였다. 외부지향성 유형에

따른 계획특성의 적용사례는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외부지향성 계획특성 사례 도서관

도시
환경

연속성

UA1 도시계획 도시개발·재생계획 연계 L6, L9

UA2 인접환경

자연(바다·호수·공원) L1, L5, L8, L9

도심 광장, 가로변 L2, L3, L4, L6, L7, L10

문화·관광 지역 L1, L3, L9

UA3 출입구 광장·가로 연결 출입구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랜드
마크
건물

UB1 조형성 형태, 재료 L1, L2, L3

UB2 상징성
지역적 상징 표현 L4, L6, L7, L8, L9

책·지식·IT 상징 표현 L1, L2, L3, L7

UB3
기능의
복합화

지역역사 자료관 L2, L4, L5, L7, L10

전시·공연 등 문화시설 L1, L6, L9, L10

공공미술 설치 L1, L2, L3, L5

외벽의
투명성

UC1 외벽의
투명성

대형 아트리움 L1, L2, L3, L4, L8, L10

유리

외벽

도시·광장 조망 L1, L2, L3, L4, L6,
L7, L10

자연 조망 L1, L5, L8, L9

UC2 경계면의
개방성

체류시설, 출입구,

지상층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UC3 내외부
전이공간

테라스·데크, 선큰,

옥상정원, 야외도서관
L1, L2, L3, L4, L5,
L7, L9

실내
공간

가로화

UD1 실내가로

공공통로 L1, L3, L4, L6, L9, L10

실내동선: 북스파이럴,

계단식통로, 독서테라스
L1, L2, L5, L7

공중보행로,독서갤러리 L1, L3

UD2 실내광장
아트리움,로비,라운지 L2, L3, L8, L10

계단식 공연·이벤트홀 L2, L6, L7

<표 6> 사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

12) 말뫼시립도서관의 Calendar of Light로 불리는 대형 열람공간은 이

동식 낮은 서가를 배치하여 커뮤니티 이벤트를 위한 융통성 있는

개방공간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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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덴마크
왕립
도서관

UA2
PA1
PB1

PE2
UA3
PE1

∘바다에 면한 광장과 항구
산책로에서 직접 출입가능
∘항구 산책로의 문화공간으로
구도심 항구에 위치하며, 옛
도서관, Holm과 연결됨
∘역사박물관, 유대인박물관,
구도서관의 정원과 인접함
∘기존 항구산책로와 연결

UB1
PB3

UB3
PD1

PD3

∘앞으로 기울어진 박스 형태와
반사되는 검은 대리석 외벽의
단순한 형태
∘출입구 로비는 카페, 전시장,
서점, 레스토랑, 콘서트홀, 극장,
콘퍼런스홀
∘구도서관 연결 브리지의
천정벽화 설치

UC1
PC1
UC2
PC1
PA2
PD1
UC3
PD2

∘건물 중앙 아트리움의 바다를
향한 전면 유리의 투명성
∘아트리움의 시각적 개방성
∘도서관 출입구 로비는
기획전시공간, 카페, 서점,
레스토랑, 콘서트홀, 극장
∘바다와 구도심을 향한 야외
데크, 대형 아트리움

UD1
PE3

UD2
PC3

∘구도서관, Holm과 공중
보행로로 연결됨, 아트리움
중앙의 트레블레이터가 전
층의 열람공간을 연결하는
주된 실내가로
∘24미터 높이의 대형
아트리움의 수직적 개방성

L2
시애틀
공공
도서관

UA2
PB1

UA3
PA1

PE1

∘도로로 둘러싸인 도심위치

∘경사진 부지를 활용한
전후면 2개의 출입구 확보

∘4면이 도로에 면한 도심부지

UB1
PB3

UB2
PB2
UB3
PD3

∘기존의 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도서관에 대한 해석과
형태로 시애틀의 상징적 건물이
됨
∘시애틀 역사자료실

∘에스컬레이터, 바닥, 벽면에
예술작품 설치

UC1
PC1
PD2
UC2
PA2
PE2
PD1

∘유리벽 투명성, 채광과
외부조망 ∘리빙룸의 실내조경,
10층 대형 열람실의 도시 조망
∘4가 출입구는 어린이 도서관,
ESL, 강당 ∘5가의 회랑형
출입구는 휴식과 독서를 위한
개방공간인 리빙룸으로 연결
되며 카페, 숍, 신간, DVD,
안내, 전시, 강당, 이벤트,
소설,청소년

UD1
PE3

UD2
PC2

∘6개 층의 연속적 나선형
경사로 서고인 북스파이럴, 전
층을 관통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대형 아트리움 공간인
리빙룸은 실내광장의 역할,
대형 열람공간의 수평적,
수직적 개방성

L3
솔트-
레이크
공공
도서관

UA2
PB1P
E1

UA3
PA1

∘시청건물과 공원, 맞은편
구도서관이었던 뮤지엄 등
공공건물과 광장으로 둘러싸인
부지 ∘도서관 광장에서
산책로로 옥상정원과 연결됨
∘도서관 광장에서 도서관의
대형 아트리움, 어번룸으로
출입

UB1
PB3

UB3
PD3

∘삼각형과 원형의 기하학적
형태, 광장에서 옥상까지
상승하는 초승달 형태의 산책로

∘대형 모빌, 조각, 벽화 등
공공미술작품 설치

UC1
PC1
UC2
PA2
PD1
UC3
PD2

∘남쪽 열람실의 유리벽
∘출입구 아트리움인 어번룸은
이벤트 공간, 카페, 상점,
레스토랑의 체류시설

∘아트리움의 실내조경, 독서
갤러리는 도시와 산의
외부조망, 옥상정원에서 360도
도시조망

UD1
PE3

UD1
UD2
PC3
UD2
PC3

∘아트리움으로 향한 투명
엘리베이터와 나선형 계단,
공중 보행로로 연결되는
독서갤러리 ∘6층 높이 곡선형
아트리움 어번룸은 도서관을
가로지르는 실내가로
∘남쪽 외벽과 어번룸의
수직적 개방성

L4
몬트리올
공공
도서관

UA1
PA1

UA2
PE1

UA3
PA1

∘몬트리올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 지하에서 지하철 통로로
접근
∘북쪽 외벽을 작은
헌책방들과 전시 케이스로
연결시킴
∘가로와 연결되는 도서관
출입구와 회의실, 강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 설치

UB2
PB2

UB3
PD1
PE2

∘목재패널 마감과 연속되는
가늘고 긴 콘크리트 기둥들은
퀘벡의 숲을 상징함. 퀘벡
자료관 설치
∘강당, 콘퍼런스 센터, 회의실,
케이터링 서비스, 서점,
전시공간의 복합문화공간

UC1
PC1
PD2

UC2
PA2
PD1
UC3
PC3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3층
높이 남쪽 아트리움의 시각적,
수직적 개방성 ∘남쪽 아트리움
외벽의 루버로 자연채광 조정,
외부조망 확보
∘쇼핑몰과 같은 진입 통로의
아트리움에는 전시, 상점, 카페,
서점, 키오스크
∘지하의 선큰 코트

UD1
PC3

UD2
PE3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3층
높이 남쪽 아트리움의
내부가로
∘아트리움 상부의 돌출 열람
공간과 개방형 계단,
엘리베이터

L5
밀레니엄
도서관
위니펙

UA1
PB1
UA2
PD2

UA3
PA1

∘1977년 도서관 건물의
증개축

∘남쪽으로 도서관 공원과
인접함

∘건물 모서리에 출입구 설치

UB2
PB2

UB3
PE2
PD3

∘3층 폐쇄형 서가를 지역역사
자료실로 개보수

∘독립적인 운영시간의 회의실,
보행로, 미술갤러리 설치
∘공공미술 공모를 통한
대형벽화, 조각 설치

UC1
PC1
PD2
UC2
PA2
PD1
UC3
PD2

∘남쪽 공원을 향한 유리벽의
투명성과 자연채광
∘출입구 근처에 대중적 인기
자료와 청소년, 어린이 영역,
커피, 상점, 교통정보 키오스크
∘지상층과 공원의 접근성과
야외독서 테라스 설치

UD1
PA1
PE3
PC3

UD2
PC3

∘혹한기 인접건물과 연결되는
공중보행로 ∘계단식 독서
테라스는 전 층으로 진입
가능한 수직적 실내가로 ∘4층
높이까지 연속되는 60석계단식
독서테라스의 수직적 개방성
∘남쪽 아트리움과 연결되는
7.6미터 천정고의 최상층
열람공간의 수직적 개방성

L6
아른헴
도서관
로제

UA1
PA1
PB1

UA3
PA1

∘교회광장과 철도역을
연결하는 부지의 도서관
∘역사적 구도심과 신개발지를
연결하는 마스터플랜으로 개발
∘만남과 도시 활동의
장소로서 공공통로로서의
도서관

UB2
PB2

UB3
PD1
PE2

∘부지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장식적 콘크리트 외관, 미래
도시계획의 예술과
지식클러스터 중 지식클러스터
상징
∘강당, 스터디 영역과
결합되는 계단식 실내가로
∘복합문화시설

UC1
PC1
PD2

UC2
PD1

∘도시의 주요 축을 가로
지르는 외부를 조망하는 유리벽
∘외부조망과 자연채광의
계단식 통로

∘출입구 로비의 카페, 상점

UD1
PA2
PC3
PE3

∘출입구와 연결되어 건물의
모든 층과 교차하는 계단식
실내가로 ∘계단식 실내가로의
수직적 개방성 ∘다양한
기관과 연속적인 공공
갤러리로 연결되어 사회적
교류를 유도하는 계단식
실내가로

L7
버밍햄
도서관

UA1
PB1
UA2
PB1

UA3
PA1
PA2
PE1
PE3

∘70년대 지어진 구도서관
철거 후 신축건물
∘백년광장과 구도서관, 극장이
밀집한 도심의 주요
보행통로에 위치
∘REP극장과 통합된 도서관
출입구 ∘백년광장과 선큰
극장은 도서관 지하로 연결됨
∘지상층에 공공기능을
집중하고, 지상층과 연결되는
층의 극대화

UB1
PB2
PB3
UB2
PB2
PC3

UB3
PE2

∘금은세공 전통 기술을 반영한
원형 모티브 파사드
∘극장과 도서관의 통합은 말과
글의 통합을 상징하며, 책의
상징공간 북로툰다와 최상층의
셰익스피어 기념관
∘5개 층 높이의 수직적
개방공간 북로툰다
∘REP극장, 셰익스피어 기념관,
전시장, 공연장, 야외
원형극장의 복합문화공간

UC1
PC1

UC3
PC3
PD2

∘도서관 전면 백년광장을 향한
유리벽의 시각적 개방성

∘도서관과 연결되는
백년광장의 선큰 원형극장
∘비밀의 정원, 발견의 테라스,
야외 정원 등 도시조망이
가능한 도서관 야외 공간

UD1
PC3

UD2
PA1

PC3

∘연구 도서관을 관통하는
북로툰다의 수직적 개방성

∘광장의 선큰 원형 극장과
연결되는 지하의 계단식
도서관 공간

∘백년광장의 선큰 원형극장

L8
말뫼
시립
도서관

UA2
PA1
PB1

PE1

∘구도서관과 증축 부분을
연결하는 원통형 출입구 건물

∘구도서관 건물과 연결되는
신축동, 인접 공원, 호수와의
시각적 연결

UB1
PB2
UB2
PB3
UB3
PD1

∘1901년에 지어진 구도서관과
증축동의 연결
∘기존 도서관과 대조적인 IT를
상징하는 유리건물
∘증축동인 Calendar of Light의
이벤트, 문화공간 활용

UC1
PC1
PD2

UC2
PA2
PD1

∘Calendar of Light 북쪽
유리벽의 개방성, 투명성
∘신축열람실 유리벽으로 공원,
호수와 도시전망
∘커뮤니티 이벤트와 도서관
행사 개최 공간 ∘출입구
건물의 카페, 안내 등 체류시설

UD2
PA2

PC2
PC3

∘Calendar of Light의 대형
열람공간은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여 심리적
접근성부여 ∘Calendar of
Light는 이동식 서가 배치로
공간의 융통성과 수직적,
수평적 개방성

L9
헬싱괴르
도서관

UA1
PA2

UA2
PB1
PE1

UA3
PA1

∘복합 프로그램으로 도시의
산업유적을 도서관과 문화공간
으로 재탄생시킴
∘UNESCO 세계유산 크론보르
성 인근 조선소부지로 주변
관광명소와 함께 개발
∘조선소 기존시설의 재활용,
주변경관과 연결 ∘가로가
확장된 도서관 출입구 로비

UB1
PB3

UB2
PB2

UB3
PE2

∘돛대와 항해를 상징하는
도서관 전면의 삼각형 유리
외벽
∘오래된 산업도시가 현대
문화의 허브로의 전환을 상징
∘조선소 뮤지엄, 콘퍼런스,
전시실과 콘서트홀의 복합문화
공간

UC1
PC1
UC2
PD1
UC3
PD2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아트리움과 열람공간
∘출입구 영역의 카페, 정보
데스크
∘바다를 향한 경관과 유적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의 열람석,
발코니 공간

UD1
PC3

PE3

UD2
PC1

∘역사적 산업유적의 건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아트리움의
수직적 개방성
∘도서관과 다른 문화공간인
기존 건물들을 연결시키는
실내가로로서의 아트리움
∘바다를 향한 아트리움과
열람공간

L10
밀레니엄
도서관
노리치

UA2
PA1

PB1
PE1

∘밀레니엄 도심광장과
공공건물 밀집지역에 위치,
광장과 연속적 보행 통로인
아트리움 포름
∘광장 맞은편의 교회풍경을
도서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트리움

UB1
PB3
UB2
UB3
PB2

UB3
PE2

∘말발굽 형태 도서관과 중심의
아트리움 포름
∘지역 미술가와 화풍의 자료
실, 2차 대전 미군공군기지 관
련 기념도서관
∘아트리움 포름은 회의실, IT학
습센터, 콘서트홀, 미술전시, 방
송국 등의 복합문화공간

UC1
PC1
PD2
UC2
PA2
PC2
PC3
PD1
PE2

∘마주보는 교회 건물과 광장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아트리움의
투명성
∘도서관 1층은 인기자료 배치
∘아트리움 포름의 개방성
∘아트리움은 전시와 홍보,
카페, 관광정보센터, 학습센터,
숍, 레스토랑 등 교류공간

UD2
PE3

PC2
PC3

∘아트리움은 도서관과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연결하는
실내광장의 역할
∘도서관 출입구 전면의
거대한 아트리움 포름의
개방성

주) UA#, PA#: UA, UB, UC, UD는 사례도서관의 <표 3> 외부공간 지향성 항목이며, PA, PB, PC, PD, PE는 <표 2>의 공공성 요소 항목임.

<표 5> 사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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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서관 조사결과 도서관 인접광장이나 가로를 출

입구와 연결하고 투명한 외벽으로 외부조망을 유입하며,

그 주변에 카페나 상점 등의 체류시설을 배치하는 외부

지향 특성이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도시환경과의 연속성은 도서관과 인접환경과의 연결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물의 형태와 외관에는 책, 지식, 정

보에 대한 상징 표현(L1, L2, L3, L7)이 나타나거나 또는

지역의 역사, 산업, 자연에 대한 상징 표현(L4, L6, L7,

L8, L9)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능적으로는 지역의 역사자

료관을 배치하거나(L2, L4, L5, L7, L10) 전시, 공연 등

의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기능의 복합화(L1, L4, L6, L9,

L10)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입구와 연결되는 대형

아트리움이 설치된 도서관(L1, L2, L3, L4, L8, L10) 중

에는 도서관 출입구와 연결되는 실내가로(L1, L3, L4,L6,

L9, L10)가 공공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이

벤트나 도서관 행사를 위한 실내광장(L2, L3, L8, L10)에

서 외부지향 계획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과 공공성 특성

의 관계를 <표 7>로 도식화하였다. 도시환경의 연속성

은 접근성과 연계성, 랜드마크 건물은 상징성과 쾌적성,

외벽의 투명성은 쾌적성과 개방성, 실내공간의 가로화는

개방성과 연계성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공공성과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은 도서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계획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

외부지향
계획특성

공공성
요소특성

도시환경
연속성

랜드마크
건물

외벽의
투명성

실내공간
의 가로화

도시
계획
재생

인접
환경

출
입
구

조
형
성

상
징
성

복
합
화

투
명
성

개
방
성

전이
공간

실내
가로

실내
광장

UA1 UA2 UA3 UB1 UB2 UB3 UC1 UC2 UC3 UD1 UD2

접
근
성

물리적 PA1 ◌ ● ● ◌
심리적 PA2 ◌ ◌ ● ◌ ◌

상
징
성

장소적 PB1 ◑ ● ◌
지역적 PB2 ◌ ◌ ◌ ● ◌
형태적 PB3 ● ◌

개
방
성

시각적 PC1 ● ◌
수평적 PC2 ◌ ◑

수직적 PC3 ◌ ◌ ◌ ● ●

쾌
적
성

체류시설 PD1 ◌ ● ◌ ● ◌
자연·조망 PD2 ◑ ● ●

공공미술 PD3 ◑

연
계
성

공공시설 PE1 ● ◑ ◌ ◌
복합용도 PE2 ◌ ● ◌
실내동선 PE3 ◌ ◌ ◌ ● ◑

주) 적용사례 정도 ●: 매우 높음(7-10개소) ◑: 높음(3-6개소) ◌: 보통(1-2개소)

<표 7> 사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과 공공성의 관계

4. 결론

최근 공공도서관은 지역커뮤니티 서비스나 문화공간을

결합하는 다기능의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개방적이고

사회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공공공간으로서 외부지향 계획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조사결과 도서관은 인접 도

시환경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징적 형태와 복합기

능의 건물로 지역의 랜드마크이며, 투명한 외벽으로 외

부환경을 실내공간으로 유입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공공

공간인 가로와 광장을 도서관 실내에 조성하는 외부지향

특성을 가진다.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은 <표 7>

과 같이 도서관의 공공성과 관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한 외부지향 계획특성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도서관은 주변의 역사적 건물이나 공공건물, 문

화시설의 인공적 도시환경이나 공원, 호수,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외부지향 계획특성을 가

진다. 도서관의 도시환경과의 연속성은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장소적 상징성으로

도서관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특성이다.

둘째, 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을 상징하는

형태와 기능을 외부로 드러내는 랜드마크이며,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고 이용자 체류시설을

제공하는 외부지향 계획특성을 가진다. 랜드마크 도서관

건물은 지역적, 형태적 상징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체류

시설들이 이용자에게 쾌적성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공공

성을 구현하는 특성이다.

셋째, 이용자들이 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하고 외부의

자연요소나 도시전망을 실내로 유입하는 도서관 외벽의

투명성은 도서관의 외부지향 계획특성이다. 외벽의 투명

성은 조망이 가능한 체류시설을 배치하고 실내외를 연결

하는 전이공간의 쾌적성, 시각적 개방성으로 도서관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특성이다.

넷째, 도서관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공공가로, 계단식

통로, 경사로 형태의 실내가로와 대형 아트리움과 같은

실내광장은 도시의 공공가로와 광장을 실내에 구현하여

외부 같은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외부지향 계획특성이다.

실내광장과 실내가로는 수평적, 수직적 개방공간으로 각

층의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동선시스템과의 연계성으로 도서관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특성이다.

본 연구는 규모와 성격이 다른 해외 도서관의 사례연

구로 공공도서관의 계획특성을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

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

화할 수 있는 계획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

가 있을 것이다. 외부지향 공간 계획에 대한 이용자 관

점의 도서관 현장조사를 비롯한 후속연구를 통해 공공성

을 강화하는 도서관 공간계획의 세부지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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