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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2005년 이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국내 종합 학 도

서 은 소규모 학습과 토론을 한 스터디 룸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로비와 홀 등의 공유

공간이 확 되고 있다. 한 학도서 은 통 기능

인 자료 보존 제공 그리고 구성원의 학습에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자의 기능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구성의 변화를 통해 학습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의 환에 따라 신

축 리노베이션을 통한 공간구성 변화가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학도서 공간에서 가장 요한 이용자공

간의 규모 정성에 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신축

리노베이션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도서 신축 리노베이션 계

획 시 필수 인 이용자공간에 한 규모 산출 기 을 제

시하여 변화하는 교육/연구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하

기 함이다.

1.2. 연구의 범 차

본 연구를 한 사례도서 1)은 총 9개로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수 10,000명 이상인 종합 학 도서

단일 역으로 구분된 자료열람실 면 이 1,000㎡ 이

상이며 개가식자료가 100,000권 이상인, 2000년 이후 리

모델링한 사례를 기 으로 9개 을 선정하 다. 자료열

람실 공간 특성변화를 고찰하기 하여 사례 을 실사2)

1) 이하 사례 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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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료열람실 가구배치를 작성하 다. 그리고 사례

을 2000년 이후 신축 는 면 개축한 4개 (B그룹)과

부분 리모델링한 5개 (A그룹)으로 구분하 다.3) 각 사

례 의 일반 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 차는 첫째, 학도서 공간구성에 하여

선행연구와 련문헌자료를 통하여 분류기 과 각 요소

별 면 기 을 설정한다. 둘째, 선정된 각 사례 의 자

료열람실 기능별(서가 역, 열람석 역, 안내/사무 홀/

기타 역) 면 비율과 단 면 을 산출한다. 셋째, 각

기능별 면 비율을 분석하여 학도서 건립계획 리

모델링계획 시 필요한 이용자공간의 규모기 과 산출방

법을 도출한다.

2. 이론 고찰

2.1. 학도서 공간 특성의 변화

재 국내 학들은 학 간의 경쟁에 따른 특성화와

문화의 요구 등 다양한 변화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따

라서 학도서 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응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학도서 의 구성요

소별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물리 구성요

소인 도서 건물 공간은 자료의 증가와 이용자의 편

리성 추구 경향,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형태로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 구성요소의 경우 실용성에 기

한 자료 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인

구성요소로서 보다 문 이고 체계 인 지식을 가지고

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5)

국의 쉐필드(Sheffield) 학교 학생들의 카페 등 인

포멀 러닝 스페이스(Informal Learning Spaces)에서의

학습행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강의실 혹은 통

인 도서 과 같은 포멀 러닝 스페이스(Formal Learning

Space)뿐 아니라 인포멀 러닝 스페이스(Informal Learning

2) 2016년 7월4일-22일 장방문 실사

3) 재 리모델링 인 사례 을 포함하 다.

4) 개 년도 기 은 신축, 는 리모델링 시기를 기 으로 하 다.

5) 장아리, 학도서 주제자료실의 공간계획에 한 연구, 한양

2014, p.13

Spaces)에서 업을 한 그룹학습이나 개인 학습공간으

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도서

공간구성도 보다 개방 이고 자유스러운 학습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베네트(Bennett)는 오늘날

학도서 은 학교 밖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

는 조력자(facilitator)의 기능이 차 강조되고 있으며,

도서 공간은 ‘인포메이션커먼즈(information commons:

IC)'에서 ‘러닝커먼즈(learning commons: LC)'로 변천하

는 추세임을 지 하 다. IC가 주로 정보기술과 물리

인 공간만을 강조했다면 LC는 체 인 학교의 비 과

목표 아래서 효율 인 학습공간으로서 IC가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업 교수학습을 한 공간을

도식 으로 삽입하는 방식의 공간디자인이 아니라 체

인 학교의 교육학습 방침을 공간에서 구 하고 있다고

하 다. 따라서 과거 학도서 공간은 이용자의 수월

한 근성, 열람석수, 도서 면 등 기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의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에 을

두었다면 재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 이용자의 요구와

학의 목표를 반 한 공간구성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평

가되고 있다. 즉 학도서 은 장서, 아카이 보존

에서 이용자 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2.2. 학도서 공간구성

국내 학도서 시설은 법 기 이 없으며, 학설

립·운 규정7)에서는 의무 인 시설(열람실, 연속간행물

실, 참고도서열람실, 서고 사무실)과 열람실의 좌석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도서 회의 학도

서 시설기 8)은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

공간에 한 면 배분비율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공간의 자료열람 부분은 각 자료열람실에서 이

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공간으로 도서 공간

계획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가장 요하며, 일반열람

6) 장윤 , 학도서 공간구성 변화 평가방안 연구, 정보 리학

회지, 제31권, 2014.12, pp.230-234, 재인용

7) 학설립‧운 규정[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 2016년 1월19일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15#AJAX

8) 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기 2013, pp.130-131

분류 구 분
개

년도4)
재학생

수(인)

연면

(m2)

열람석

수

장서

(천권)

AL1 이화여자 학교 도서 1984 24,641 22,469 4,040 1,675

AL2 한양 학교 도서 1999 18,531 38,240 5,830 1,470

AL3 인하 학교 도서 2003 21,353 27,115 3,786 1,676

AL4 고려 학교 도서 2004 30,428 63,767 9,993 3,207

AL5 숙명여자 학교 도서 2006 15,723 16,740 3,086 1,083

BL6 연세 학교 도서 2008 28195 80,222 8983 2,251

BL7 앙 학교 도서 2009 19,711 33173 5,538 1,337

BL8 호서 도서 2015 18,089 17,971 3,071 868

BL9 KAIST 도서 2017 10,416 19,426 1,471 536

<표 1> 사례 학도서 일반 황(2015년 학도서 통계 기 )

공간요소
배분비율(%)

학 문 학

자료공간 30∼45 20∼25

이용자

공간

40∼45

일반열람 20∼22

자료열람 20∼23

50∼55

일반열람 20∼22

자료열람 20∼23

직원공간 5 5

공유공간 20 20

<표 3> 학도서 면 배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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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개인학습과 연구를 한 공간으로 학도서 에

서 이용자 수요가 높은 부분이다.

민들 9)는 와 같은 학도서 의 4가지 공간요소를

사용자에 따라 이용자 심, 운 자 심, 공유공간으로

<표 4>와 같이 분류하 다. 이용자 심공간은 개인 학

습을 한 비 자료공간과 자료공간 비 도서공간으로

나 었으며, 운 자 심공간은 리업무를 한 공간, 공

유 공간은 부 /편의시설로 분류하 다. 이 본 연구에

서는 이용자 심공간을 연구 상으로 한다.

그러나 의 공간 분류에서 학도서 의 구성요소

요한 부분인 보존서고와 기계/ 기/기타 시설에 한

부분은 락되어 있다.

2.3. 국내 학도서 시설기

학도서 을 한 최소 면 은 <표 5>와 같이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면 (TS) 이상을 갖추어야하며, 문

학도서 은 학도서 이 갖추어야 할 최소 면 기 의

8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 다.

학도서 자료공간에서 서가 1개당 면 의 경우, 개

가제 자료실은 3.92~5.4㎡, 폐가제 서고는 3.24~3.63㎡가

정하며 시청각자료실 자 자료실은 보 함 1개당

3.92~5.4㎡를 기 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람

석수는 편제정원을 기 으로 학부생의 25%( 문 학 포

함) 이상, 학원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되, 일반열람

실과 자료열람실에 각각 50% 내외를 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좌석당 면 은 학부생 2㎡ 내외(개가자료실은

2.3㎡, 일반열람실은 1.76㎡), 학원생 2.8㎡가 하며

PC를 갖춘 캐럴(carrel)과 시청각자료용 테이블은 좌석당

3.5㎡가 하다. 학도서 의 직원 1명당 면 은 업무

의 특성과 직 도서 의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평균 10㎡가 하다. 학도서 공유공간(이용자·자

9) 민들 , 학도서 만족도 향상을 한 공간개산방향에 한 연

구, 한양 , 2008, p.30

료·직원공간을 제외한 복도, 계단, 홀, 로비, 엘리베

이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등 부 시설)은 연면 의

20%(이용자·자료·직원공간을 합산한 면 의 25%)를 기

으로 배분하되, 복합형 건물형태로 설치된 분 의 경

우는 연면 의 13%(이용자·자료·직원공간을 합한 면 의

15%)를 기 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다른 한편으로 2014년 말 기 국내 학도서 통계분

석에 의하면 규모 학도서 (68개 학)11)의 연면

은 평균 20,963㎡ 이며 재학생을 기 으로 1인당 1.1㎡이

다. 한 자료열람석은 평균 3,300석이며 열람석 1석당

재학생수는 5.8명이다. 체 열람석 자료열람석 비율

은 평균 36.2%로 일반열람석이 약 2.9배 많다. 한.

규모 학도서 은 컴퓨터 1 당 재학생수는 86명으로

나타났다.12)

2.4. 해외 학도서 시설 기

랑스의 경우 법 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학도서

열람석 구성비율은 학교의 성격(인문/사회과학 학,

종합 학, 자연과학 학)에 따라서 <표 6>과 같은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람석은 재학생 3∼7명(주당 개

시간, 좌석 유율, 평균이용시간에 따라서 구분)에 1석

을 기 으로 용하고 있다.13)

랑스의 학도서 의 필요연면 산출은 학교의

성격과 재학생을 기 으로 하며 재학생 1인당 필요연면

은 1.48㎡-1.95㎡를 기 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 연

간 장서 증가량은 1-2.5권/1인을 기 으로 개가식A(완

개가식), 개가식B( 집서가 배치방식의 개가식)와 보존식

장서량을 <표 7>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14)

10) 한국도서 회, op. cit., pp.130-132

11) 재학생수 10,000명 이상

12) 임승빈, 2014년 학도서 통계분석 자료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pp.54-60

13) Marie-Françoise Bisbrouck & Daniel Renoult, D Renoult,

Construire une bibliothèque universitaire, Éditions du Cercle de

la librairie. France, 1993, pp.78-81

14) Ibid., pp.79-83

구분 구성 세부사항

이용자 심

비자료 일반열람실(학습실), 멀티미디어열람실

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주제자료실

비도서 자정보검색실(PC)

운 자 심 리업무 수서정리실, 장실, 사무실 등

공유공간 부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복도 등

<표 4> 학도서 의 공간구성

구분
자료

열람석

PC

열람석

A/V

열람석

그룹

열람석

연면

(㎡/인)

인문/사회 학 85% 3% 7% 5% 1.95

종합 학 70% 15% 10% 5% 1.58

자연과학 학 60% 15% 10% 10% 1.48

<표 6> 학 특성별 도서 열람석 면 구성 비율

구분
증서량/년

(권/인)

서가 배가형식 비율(%)

개가A 개가B 보존

인문/사회 학 2.5 15 20 65

종합 학 2 40 40 20

자연과학 학 1 25 35 40

<표 7> 학 특성별 도서 자료 구성 비율

TS = -2,240 + 0.72S + 0.008C

NS = 0.2TS

TS: 연면 (Total Space),

NS: 공유면 (Non-assignable Space),

S: 편제정원(학부생+ 학원생), C: 장서

<표 5> 학도서 최소연면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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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학도서 열람석 면 산출은 재학생 수를

기 으로 하며 각 단 면 은 <표 8>과 같다.15)

리 역은 기술업무와 독자업무 구역 도서 리

(행정)에 배정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을 포함한다. 바

이더(Harlan D. Bareither)와 실링거(Jerry L. Schillinger)

는 도서 직원을 한 공간은 이용자를 해 배정된 공

간의 25%에 해당하는 공간을 배정할 것을 제시하

다.16)

공유 역(기계/ 기실, 화장실, 유지 리시설 등)은 건

물 효율에서 요한 부분으로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

지만 도서 은 고도의 효율성을 지녀야 한다. 멧카

(Keys D. Metcalf)는 근래에 도서 건물에서 공간 효율

을 크게 증가시켜 왔고, 공유면 이 25%에서 30%사이로

까지 어들어 그 결과 건물효율이 80%에서 77%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 다. 그러므로 모든 변수를 고려하

여 건물 효율을 약 75%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17)

3. 조사 상 역별 면 비율

3.1. 역별 면 비율 산출

학도서 자료열람실의 기능은 서가 역, 열람석

역. 안내/사무 역, 홀/기타 역으로 구분되며 <그림 1>

과 같이 분류하 다. 첫째, 서가 역은 서가와 통로

서가 끝부분에서 0.6m까지의 면 을 산출하 다. 둘째,

열람석 역은 열람좌석과 통로를 포함하여 산출하 다.

셋째, 안내/사무 역은 안내카운터와 직원들의 자료정리

등 업무를 한 면 을 기 으로 하 으며, 홀/기타 역

은 자료열람실 입구부분 홀과 검색부분, 통로 복사실

등을 기 으로 면 을 산출하 다. 각 역의 면 비율

은 자료열람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9개 사례 별 2개 자

료열람실 각 역별 면 비율 평균을 용하 다.

15) Marie-Françoise Bisbrouck & Daniel Renoult, op. cit., p.75

16) 이병목 역, 새도서 설계, 구미무역출 부, 1994, pp.80-81

17) Ibid., pp.81-82

<그림 1> 자료열람실 기능별 역분류 BL6 사례

3.2. 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분석

총 9개 사례 은 시 특성 변화를 찰하기 하여

A그룹(2000년 이 개 후 부분 리모델링 사례)과 B그

룹(2000년 이후 신축 체 리모델링 사례)으로 분류

하 다. 각 사례 자료열람실 평면의 물리 형태는

<표 9>와 같이 크게 순환형식과 비순환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기 비고

자료열람석 2.7㎡/인

자료열람석 기

= 1석/재학생 5명

PC열람석 3.5㎡/인

A/V열람석 4.3㎡/인

캐럴 4.3㎡/인

그룹스터디 룸 2㎡/인

안내카운터 20㎡/개소

개가서가장서량 200권/㎡ 6단 양면서가 기

보존서가장서량 360권/㎡ 모빌랙 기 , 항온항습실 포함

<표 8> 학도서 각 기능별 단 면 ( 랑스 기 )

구분 자료열람실

AL1

(순환형 평면)

이화여자 학교

앙도서

3층

AL2

(비순환형 평면)

한양 학교

백남학술정보

4층

AL3

(비순환형 평면)

인하 학교

앙도서

2층

<표 9> 사례 자료열람실별 가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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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의 자료열람실 면 평균은 약 2,063㎡이며,

각 역별 면 비율은 <표 10>과 같다.

A그룹 학도서 은 부분 2000년 이 에 건립된 것

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장서로 인하여 개가식서

가 역의 면 이 평균 56%로 높으며 상 으로 자료열

람석 역의 면 비율은 낮다. 한 AL1과 AL4와 같이

순환형태의 자료열람실이 다른 형태의 자료열람실보다

반 으로 홀/기타 역의 면 비율이 2∼3% 높다.

<그림 2> AL1 자료열람실 <그림 3> AL4 자료열람실

AL2는 각 자료열람실별로 안내카운터를 운 하지 않

고 있으며 기존 안내카운터 역을 자료열람석으로 환

하여서 안내/사무 역 비율이 낮고 홀/기타 역은 상

으로 높다. 반면에 AL5는 자료열람실 출입구에서 이

용자에게 개방감을 주기 해서 체서가의 1/2을 3단서

가로 배치하 다.

<그림 4> AL2 자료열람실 <그림 5> AL5 자료열람실

AL2과 AL3의 자료열람실은 비순환형태로 부분 자

료열람석을 창가나 통로에 배치하여 필요한 열람석 수를

확보하면서 통로의 면 비율을 최소화 하 다.

AL4

(순환형 평면)

고려 학교

앙도서

3층

AL5

(비순환형 평면)

숙명여자 학교

앙도서

3층

BL1

(비순환형 평면)

연세 학교

학술정보

5층

BL2

(순환형 평면)

앙 학교

앙도서

2층

BL3

(순환형 평면)

호서 학교

앙도서

4층

BL4

(비순환형 평면)

KAIST

앙도서

4층

구분

자료

열람실

면 (㎡)

비율(%)

서가

역

열람석

역

안내/사무

역

홀/기타

역

AL1 3,148 58.9 25.6 4.7 10.8

AL2 1,567 59.2 28.1 2.1 10.6

AL3 2,231 49.2 38.8 6.2 5.8

AL4 1,429 56.3 29.0 4.3 10.4

AL5 1,815 56.6 30.9 5.6 6.9

A그룹 평균 2,038.0 56.0 30.5 4.6 8.9

BL1 2,191 45.0 40.0 5.5 9.5

BL2 2,618 46.8 40.2 3.3 9.7

BL3 1,675 45.1 37.4 6.9 10.6

BL4 1,873 39.1 44.4 3.3 13.2

B그룹 평균 2,089.3 44.0 40.5 4.8 10.7

체평균 2,063.6 50.0 35.5 4.7 9.8

<표 10> 학도서 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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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L2 자료열람실 <그림 7> AL3 자료열람실

B그룹 학도서 은 2000년 이후에 신축되거나 면

개축한 사례 으로 개가식서가 역의 면 비는 평균

44%로 A그룹보다 평균 12% 감소하 다. 반면에 B그룹

의 자료열람석 역의 면 비가 10% 상승하 다. 그러나

B그룹은 A그룹과 다르게 자료열람실 평면 형태에 따른

홀/기타 역의 면 비율이 차이가 없다. BL4의 경우는

비순환형 평면으로 공용부분이 자료열람실의 앙에 분

산 배치되어 홀/기타 역의 면 비가 높다.

<그림 17> BL1 자료열람실 <그림 18> BL3 자료열람실

A그룹과 B그룹의 안내/사무 역과 홀/기타 역의 면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체 사례 에서 안내/사무

역은 운 하지 않는 AL2를 제외하고 자료열람실의 형태

인 특징보다 운 방식에 따라서 면 비율이 2배 이상

의 편차를 이루고 있다.

3.3. 소결

사례 을 기 으로 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의 변

화는 최근의 학도서 운 방식(LI에서 (LC로 환)의

변화를 반 한 결과로 단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학도서 자료열람실 계획시 기능별 면 비는 사례

B그룹의 결과를 기 으로 개가식서가 역은 45%, 자료

열람석 역은 40%, 홀/기타 역은 10%, 안내/사무 역은

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구분 서가 역 열람석 역 안내/사무 역 홀 기타

자료열람실 45% 40% 5% 10%

<표 11> 기능별 면 비율

4. 학도서 필요면 산출

학도서 신축 리모델링을 한 자료열람실과 연

면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4.1. 학도서 자료열람실

(1) 자료열람실 개가식 장서량, 열람석 수 산출(면 기 )

<표 8, 11>를 기 으로 자료열람실 2,000㎡를 각 기능

별 면 과 정 수용장서량 열람석 수를 산출하면

<표 12>와 같다.

정 개가식 장서량은 약 180,000권(최 개가식 장서

량: 225.000권)이며 자료열람석은 약 296석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캐럴 는 PC열람석 등을 혼합하여 설치할

경우 좌석수는 감소할 것이다. 안내카운터(20㎡) 1개와

사무 역의 업무용 책상은 8석이지만 운 방식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

구분
면

(㎡)

장서 수용량(권)
좌석수 비고

정 최

서가 * 900 180,000 225,000 - 6단 양면서가 기

열람석 * 800 - 296 2,7㎡/석

안내/사무 100 - 8 안내카운터(20㎡), 사무실 8석

홀/기타 200 자료실입구 홀, 통로, 복사 등

서 가 : 2,000㎡× 0.45 = 900㎡

900㎡×200권/㎡=180,000권, 900㎡×250권/㎡ = 225,000권

열 람 석 : 2,000㎡× 0.4 = 800㎡

800㎡÷2.7㎡/석=296.3석

안내/사무: 2,000㎡× 0.05 = 100㎡

100㎡-20㎡=80㎡, 80㎡÷10㎡/석=8석

홀/기타 : 2,000㎡× 0.1 = 200㎡

<표 12> 자료열람실 개가식 장서량, 열람석 수

(바닥면 2,000㎡기 , 공유면 별도)

반 로 개가식 장서량(약 180,000권)이 있을 경우 필요

한 자료열람실 면 산출 공식은 <표 13>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4.2. 학도서 필요연면 산출

(1) 학도서 필요연면 산출(국내, 자료 기 )18)

학도서 신축 리모델링 계획 시 증축의 필요성

평가를 하여 이용자 역 산출방법은 개가식 장서량과

보존서고의 장서량에 따라서 <표 14>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개가식 장서량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열람석은 <표

11>를 기 으로 용하 다. 일반열람석은 국내 규모

학교 평균인 자료열람석의 2.9배를 용하 다. 그러나

리 역은 바 이더(Harlan D. Bareither)와 실링거

(Jerry L. Schillinger)가 제시한 이용자 면 의 25%를

용하 다. 한 공유 역은 한국도서 기 과 멧카

(Keys D. Metcalf)가 제시한 이용자 역과 리 역의

25%∼30%와 ‘informal learning space’에서 업을

18) 국내 규모 학교 평균과 한국도서 회에서 제시한 한국 학도

서 기 용(2.3장, 3.1장 참조)

자료열람실면 (㎡)=개가식장서량(권)÷200(권)÷0.45(서가 역 45%)

2,000㎡ = 180,000권 ÷ 200권/㎡ ÷ 0.45(서가 역 45%)

<표 13> 자료열람실 면 산출식(개가식 장서량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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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학습이나 개인 학습공간으로 선호하고 있는 시

변화를 반 하고 개방 이고 유연하며 자유스러운 학

습공간을 제공할 필요에 따라서 35%를 용하 다.

개가식장서 500,000권을 한 이용자 역 면 은 <표

14>의 소계1과 같이 11,156㎡가 필요하다. 자료열람실

면 은 자료열람석 약 966석을 포함하여 5,556㎡이다.

한 자료열람석 비 일반열람석은 약 2,800석이며 필요

면 은 5,600㎡이다. 이용자 역의 면 을 기 으로 공유

역과 리 역 면 을 합하면 필요한 연면 은 18,135

㎡이다. 보존서고 역은 각 학교의 장서량에 따라서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목포를 설정하고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 14>에서는 2,000,000권을 용하여 산출하

다. 따라서 이를 기 으로 개가식 장서량 500,000권과

보존서고 2,000,000권을 한 학도서 필요 연면 은

약 24,340㎡이다.

구분 산출식 면 ㎡ 열람석

개가식 서가면 500,000권÷1㎡/200권=2,500㎡

5,556

-

자료실 총 면 2,500㎡÷0.45=5,556㎡ -

자료열람석
5,556㎡×0.4=2,222㎡

2,222㎡÷2,3㎡/석=966석
966

안내 5,556㎡÷0.05=278㎡ -

자료열람실 홀/기타 5,556㎡÷0.1=556㎡ -

일반열람석
966석×2.9=2,800석

2,800석×2㎡/석=5,600㎡
5,600 2,800

소계 1 11,156 3,766

리 역 소계 1 × 25% 2,789

소계 2 13,950

공유 역 소계 2 × 35% 4,883

소계 3 18,833

보존서고 역 2,000,000권÷360권/㎡=5,556㎡ 5,556

계 24,389 3,776석

<표 14> 종합 학교 도서 연면 산출

(개가식 장서량 500,000권, 보존서고 2,000,000권 기 )

(2) 학도서 필요연면 산출(해외, 재학생 수 기 )19)

<표 6>를 참고하여 재학생수 20,000명인 종합 학을

정 열람석을 기 으로 산출하면 <표 15>과 같이 정

열람석(자료열람석+일반열람석)은 약 4,000석이 필요하다.

<표 8, 15>을 기 으로 재학생수 20,000명인 종합 학

도서 이용자 역 면 은 <표 16>의 소계1과 같이 약

12,000㎡이다. 리 역과 공유 역, 보존서고 역 등의

면 산출을 한 비율은 <표 14>와 동일하게 용하 다.

19) 해외 학도서 건립 기 용(2.4장 참조)

<표 14>의 면 은 <표 16>의 약 94.5% 정도로 이용

자 역 면 이 1,417㎡ 다. <표 14>는 국내 규모

학도서 의 통계 자료를 기 로 산출한 것으로 열람석 1

석당 재학생 수는 6명이며, <표 16>은 열람석 1석당 재

학생 수 5명이었다. 즉, <표 14>의 열람석 수는 <표

16>의 약 94.2%로 연면 차이와 유사한 비율이다. 따라

서 <표 14>와 <표 16>의 학도서 필요면 산출방

식은 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각 학교의 특별한

환경을 한 공간은 추가로 용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도서 신축 리모델링 계획시 이용

자공간의 규모 산출 기 을 정립하고 이를 기 으로 필

요 연면 을 산출하는 기 과 방법을 제시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사례 은 재학생수 10,000명 이상인 규모 학도서

2000년 이후 신축 리모델링을 진행한 9개를 선

정하 으며 시 인 변화를 기 으로 A그룹과 B그룹으

로 분류하 다.

학도서 은 이용자공간과 리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공간 자료열람실을 개가식

자료 역, 자료열람 역, 안내/사무 역 홀/기타 역

으로 구분하여 각 역별 면 비율을 분석하 다.

A그룹보다 B그룹의 개가식서가 역이 12% 감소하

으며 자료열람 역은 10% 증가하 다. 그러나 안내/사무

역 홀/기타 역의 면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것은 학도서 이 통 인 장서, 아카이 보존

에서 이용자 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변화를 기 으로 자료열람실 면 산출 방

식을 제시하 다. 한 각 역별 기 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학도서 필요연

구분
자료

열람석

PC

열람석

A/V

열람석

그룹

열람석
비고

구성 비율 70% 15% 10% 5%
1석/5명(재학생)

열람석 수 2,800 600 400 200

총 열람석 : 20,000명×1석/5명(재학생)= 4,000석

<표 15> 도서 열람석 면 구성 비율(종합 학 기 )

구분 산출식 면 ㎡ 비고

자료열람 2,800석×2.7㎡/석=5,400㎡

9,420 4,000석
PC 600석×3.5㎡/석=2,100㎡

A/V 400석×4.3㎡/석=1,720㎡

그룹 200석×2㎡/석=400㎡

안내 4개소×20㎡/개소=80㎡ 80

개가서가 500,000권÷200권/㎡=2,500㎡ 2,500 200권/㎡

소계 1 12,000

리 역 소계 1 × 25% 3,000

소계 2 15,000

공유 역 소계 1 × 35% 5,250

소계 3 20,250

보존서고 역 2,000,000권÷360권/㎡=5,556㎡ 5,556

계 25,806 4,000석

<표 16> 종합 학교 도서 연면 산출

(재학생 20,000명, 개가식 장서량 500,000권, 보존서고 2,000,000권 기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5호 통권118호 _ 2016.10          147

면 산출방식을 제시하 으며 국내기 과 해외기 에

의한 연면 차이 원인을 규명하 다.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학도서

의 신축 리모델링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면 산출을

한 기 과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상 수가 9

개로 인하여 제시한 면 비율의 특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학도서 통계분석에서 제시한 재학생 수

규모별( 규모, 규모, 소규모) 특성을 고려한 학도서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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