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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배경

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회 상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나 그룹의 속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서로 공유하려는 입장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반 한 의 사회구조와 가치

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과 사회구성요소들 간의 다원

계로 인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는 공

통 으로 공유의 가치를 시하는 연결사회, 지능정보

사회, 한계비용제로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공유사회체

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 분야

와 련한 공유기반 활동은 가속되고 있는 첨단 정보화

과정 속에서 더욱 부상하고 있다. IT기술과 정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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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NRF-2017R1A2B1008222)

이 긴 하게 연계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 의 역할

은 지식정보의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원 기능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은 인류의 공동 소유라고 언

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이상이 실 되

듯1) 최근의 도서 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재규정하면서

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 은 지식을 달하고 장하는 것은 물론 논쟁과

연구를 한 장소이며 지식과 련한 모든 범 를 포함

하는 공간이라는 원형 이미지를 갖는다. 그리고 수세

기에 걸쳐 개인의 아카이 (archives)에서 도시의 기념물

로, 나아가 도시의 휴게공간으로 도서 의 역할은 끊임

없이 진화해왔다. 20세기를 후로 도서 공간은 단순

히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형식 도서 에서, 정보 장장

치의 다양하고 범 한 형태의 확장과 함께 정보를 찾

1) Nolan Lushington et al, A Design Manual Libraries, Birkhäuser

Basel, 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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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식을 넓히는 보다 포 공간 환경으로의 변화과

정을 거쳐 왔다. 의 도서 은 지식정보의 수집과

달과정에서 열린 공간체계와 상호공유를 제로 하는 무

경계 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지식정보와 련한

문화와 휴식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의 친숙한 공

공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맥락에서

의 도서 은 공유를 한 공간 서비스에 의해 정의

될 수 있다.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의 구성요소

들은 연결, 참여, 소통의 기술을 공간 으로 실 하면서

새로운 지식 랫폼으로서의 정보공간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공간연구에 있어서 공유문화기반

사회의 이해 도서 공간의 공유 활동에 한 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의 도서 공간에

공유문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술 으로 진화

하고 있는 정보공간에서 공유문화의 속성이 어떻게 표

되고 있는지 그 설계요소들을 악하며, 도서 내 이용

자공간에서 공유공간의 인 라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는 지속 으로 진보하고 있는 사회문화 트 드와 정보

공간에 한 상 계를 측할 수 있으며, 향후 정보공

간의 계획 시 지침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공간에 한

기 연구로서, 우선 의 사회문화 상으로 볼

수 있는 공유문화와 정보공간에 한 이론 고찰을 진

행하 다. 이는 사회 문화 트 드를 정보공간과 연계

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용가능성에 해 악하며 나아

가 공유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정보시설의 의미와 역할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 그리고 이론 고찰 과정을 통해

공유문화 기반의 공간 설계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응

하는 도서 사례를 상으로 공유문화기반 정보공간의

구성 정보공유를 한 공간구축방식 등 공간의 인

라 체계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공유 공간 체계에 한 집

논의를 해 공유 상에 한 인식이 시작되는 무렵

인 2000년 이후 개 한 각기 다른 규모와 특성을 가진 5

개의 국외 공공도서 사례를 상으로 조사 분석하

다. 분석 상 도서 들은 규모와 건축개념 등의 측면에

서 공유문화와 정보공간의 상 분석에 의의가 있을 것으

로 단되는 사례들이다.<표 1> 사례 도서 에는

CNN Travel/Best Colleg esOnline/OEDB에서 선정한 세

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미래지향 도서 이 포

함되어 있다. 2)

Code 도서 명 치
개

연도

연면

(㎡)
규모 건축가

PL1
Public Library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2007 28,000

지하1층

지상9층
Jo Coenen

PL2 Spijkenisse Library
Spijkenisse,

Netherlands
2012 9,300 지상6층 MVRDV

PL3 Seattle Public Library Seattle, USA 2004 33,723
지하1층

지상11층

Rem

Koolhaas

PL4 Stuttgart City Library
Stuttgart,

Germany
2011 20,225

지하2층

지상9층
Yi Architects

PL5 金沢海みらい図書館
Ishikawa,

Japan
2011 5,641

지하1층

지상3층

堀場弘+工藤

和美

<표 1> 분석사례의 황 개요

2. 공유문화, 정보공간의 이론 고찰

2.1. 공유, 공유문화의 개념과 의미

공유(共有)는 말 그 로 공동의 소유, 함께 쓰다(share),

공동의/넓게 트인 공유지(commons)라는 여러 의미를 갖

는다.3) 제이 월재스퍼(Jay Walljasper)는 공유지에 해

맑은 공기부터 야생동물 보호 구역, 사법제도,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속하는 귀 한 자산이라고 말한다.4) 따라서 공유는 물질

차원의 자원, 나눔을 월하여 디지털/아날로그 정보

등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공유의 기원은 과거 땅, 물, 공기 등 모든 것이 공유지

던 인류 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사유화(encloser)와 공유화(commoning) 개

념의 사회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의 의미는 인간

사회의 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왔다.5) 사회의 실제

인 공유 상에 한 인식은 인터넷이 본격 으로 시작

된 20세기 말부터로 볼 수 있으며, 모바일/SNS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차 거의 모든 역으로 확장되었고, 오

소스(open source)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간, 물

건, 정보, 서비스 등에서의 공유가 기하 수 으로 증가

했다. 공유는 생산과 창작을 한 사회 에 지의 안정

된 흐름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연한 시스템이 될

2) www.cnn.com/travel/article/coolest-libraries-world/index.html /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en&u=http://www.be

stcollegesonline.com/blog/the-25-most-modern-libraries-in-the-worl

d/&prev=search 해당하는 도서 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고 미

래지향 인 감각의 내․외부 공간디자인임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 사회문화 특징이 잘 반 되어 있어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3)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Commons를 물질 /비물질

상, 공유활동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유의 실천, 경제사회 질서

등 여러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

하라, 도서출 갈무리, 2015, p.11

4) 제이 월재스퍼,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주)우리교육 검둥소,

2015, pp.24-25

5) 피터 반스(Peter Barnes)는 태 에 거의 모든 것이 공유지 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 으로 정치, 정부, 기업들이 가치가 있는 공

유지들을 사유화함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 발 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제이 월재스퍼, 의 책,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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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고 말한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의 주장

을 뒷받침하듯,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유경제, 공유

학, 공유도시, 공유주거 등과 같은 공유 상을 시하

는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즉 공유의 개념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서 시 조류가 되고 있

다. 한 의 사회·경제․문화 측면 등의 많은 분야

에서 통합 랫폼으로서 공유가치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 공유할 수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된

다. 공유문화는 소유가 아닌 력과 활용을 통한 효율

활동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라는 행 를

통해 경제 , 환경 , 사회 가치를 재창출하며, 시 지

룰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강조한다

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공유문화는 공유가치

창출을 한 시스템, 공유문화를 지향하는 인들의

생각, 지속가능한 문화 등에 한 행동 의미를 포함한

다. 즉 이러한 공유문화가 더욱 정 이고 효율 인 문

화가 되기 해서는 공평한 근과 사용을 한 공유 시

스템, 즉 하드웨어로서의 공유 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숙박, 주거, 사무실, 차량,

옷 등의 공유를 통한 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공유경

제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 문제를 해

결하면서 공유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

기에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의 로벌 하이테크 기술

랫폼이 공유문화를 독려하고 진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공유문화는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을 토

로 한 네트워크 시 에 공유를 지향하는 사회 분 기

를 만들고 한 인들을 력 사회로 인도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인의 사회 삶의 질의 지표를 가늠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라는 의미를 요

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2. 공유문화와 도서 공간

도서 은 부분 무료로 개방된 지 ․문화 학문의

보고(寶庫)이다. 특히 공공도서 은 이미 오래 부터

구나 근할 수 있고 원하는 지식정보를 쉽게 여해 공

유할 수 있는 사회 공유 랫폼의 역할을 해왔다. 도시

내 공유지로서 지식을 소유가 아닌 사용에 을 둔

표 인 공유의 공간인 것이다. 도서 이 이러한 공유공

간으로서 근성과 공공 성격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

은 계몽주의 산업 명 시기의 18세기부터로 볼 수 있

다. 사회 반 시스템의 요한 변 이 있었던 이 시

기에 도서 은 마침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 되었고, 19세기 이후에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

6) 데이비드 볼리어, 앞의 책 p.46

가 도서 에 해, 한 장소에서 모든 시 와 연령, 형식

그리고 모든 취향을 포함한 일종의 아카이 로서 시간의

제약과 침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소7)라고 언 했듯

이 도서 은 역사 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공공도서

의 이상 계획을 실 했던 블 (Étienne Louis Boullée)

의 경우에도 도시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

으로서 공 공간의 근성과 성을 강조하 고, 공공

성과 공유의 가치를 요한 요소로 생각해왔음을 그의

계획안( 리국립도서 )을 통해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블 의 공공도서 ( 리국립도서 ) 기 계획안(1784)과

열람실 디자인(1785)

20세기에 들어 도서 공간에 보다 직 으로 개방

이고 유동 인 공간(open & flowing space) 개념이 시도

되었다. 이는 알바알토(Alvar Aalto)가 설계한 학 도서

(Mount Angel Benedictine College, 1970) 에서 볼 수

있다.<그림 2> 그는 거의 모든 공간들이 연결되는 개방

공간 구성으로 곳곳에서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 장소

로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도서

공간 계획에 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정보매체의 유

형이 다양화되면서 정보의 장방식은 물론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도서 이용

자의 행동과 이용방식

도 변화해왔으며, 이

를 수용하기 한 공

간형식 한 이러한

요구를 반 하며 차

으로 진화해오고 있

는 것이다.

공공도서 의 변화는 더 범 한 기능 요소의

확장을 통해 공유의 장소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

다. 카페, 스토어, 시공간, 극장에서부터 헬스클리닉,

보육 시설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다원 공간

로그램들은 도서 의 핵심 공간 구성에 향을 미치

며 도서 의 이아웃과 공간체계를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다. SANAA가 설계한 롤 스학습센터(Rolex Learning

Center, 2010)의 경우 물리 , 가상 인터페이스와 교육

을 결합하는 아방가르드 근성을 요시하며, 이용자

-지식정보 간의 교류와 공유를 지원하는 무경계의 유동

7) Nolan Lushington 외, 앞의 책, p.31

<그림 2> 알토의 마운트엔젤도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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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서 도서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그림

3> 단일층의 열려진 넓

은 평면은 이용자들에 의

해 공공을 한 로그램

과 학습 지원 로그램

의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어 공유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공유사

회에 참여하고 있고 공유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듯이,

사회 반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공유문화는 지식

정보의 보고인 도서 공간에서도 오랜 역사에 걸쳐 내

재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도서 공간에서 새로운 지식

의 공유를 기 하는 이용자들을 해 때로는 학습과 업

무를 지원하고, 소통을 장려하며, 휴식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 지식 랫폼으로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하다. 이러한 에서 이용자의 정보공유 활용과

련하여 도서 의 공간구조와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요

소들에 한 분석은 사회가 공유문화를 지향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단된다.

3. 공유기반 도서 공간의 설계요소 추출

공간 특성 분석

3.1. 지식공유를 한 도서 공간의 설계요소

도서 의 이아웃을 규정하는 것은 방문객들이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출입 역(Entrance), 서 미

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 컬 션(Collection) 열람좌

석 역, 이용자들의 공유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하는

공 역(Public Space), 그리고 모든 지식과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서 직원 역(Staff) 등의 핵심 인

로그램 기능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핵심 기능

지식정보의 공유 활동과 직 인 계를 갖는 이용자

심의 역(공간)들을 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도서

이 사회 공유시스템 하나로서 지식 공유를 해 이

용자들에게 어떠한 공평한 근과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지 그 공간의 구조와 구성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시

요구(Needs)와 사회 변화에 따른 물리 환경의

응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공유 활동을 보장하는 지식

의 교류와 이용과정을 분석하고, 공간구축을 한 설계

요소의 분류와 그룹핑 그리고 요소들 간의 유기 인 결

합방식 등을 악한다. 본 연구는 앞서 많은 공유의 공

간들에서 요하게 언 하고 있는 요소들 에서, 도서

공간의 지식공유와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한 설계

요소로서 근성, 개방성, 다원성을 추출하 다. 이는 2

장의 이론 고찰의 분석과정에서, 도서 의 공간에 공

유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 등장하는 공간 요소와

키워드들을 심으로 도출한 것으로, 8) 이러한 요소들이

도서 공간에서 어떠한 인 라(Infrastructure) 체계로서

서비스되고 있는지 분석을 진행하 다.

(1) 근성(accessibil ity)

지식이 공개 으로 공유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상인

것처럼 도서 의 역할은 근본 으로 지식의 공유와 경험

을 독려하는 것에 있다. 21세기를 속의 시 (The Age

of Access)로 정의9)한 제 미 리 킨(Jeremy Rifkin)은

인간은 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속 처럼 존재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러한 미래사회 에서 지식으로의 속( 근)을

한 장기 인 인 라 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요하

다.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련된 공유

라는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공 공간을 제공해야 하

며, 사회-지식-공간을 연계시킴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

창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방문객으

로 하여 자연스럽게 공유공간으로의 근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출입구수, 공간 로그램에

따른 공유공간별 공간의 깊이(Depth), 유형 등의 분석을

통해 도서 공간에서 지식정보로의 근형식과 그 특

성, 정보 근의 수 등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2) 개방성(openness)

의 도서 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친근한 근을

해 외부로의 개방은 물론 내부 공간 간의 경계를 모호하

게 구성함으로써 열린 공간의 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트리움과 같은 형 오 공간이나 채 , 그리고

정보자료에 한 자유로운 근과 자유로운 평면 등 이

러한 개방 공간구조는 방문객의 출입이나 동선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교류와 만남을 진시키

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서 공간에서의 공유

기능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요하다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시각 , 물리 형공간(개방형 아트리움 등)

유무, 층별 개방의 범 , 개방의 정도에 따른 정숙도(조

용한→시끄러운 상호작용(교류):1, 2, 3단계) 수 등으로

분류하여 열린 공간의 수 을 분석하 고,10) 이를 통해

8) 본 연구는 공유문화가 의 사회문화 패러다임이며, 도서 공간

은 사용에 을 둔 표 인 공유공간임을 2장의 이론 고찰에

서 확인하 다. 한 18~20세기의 블 , 알토, SANAA 등의 도서

설계안에서 등장하는 공간 요소인 개방성과 근성, 그리고

의 도서 들에서 발견되는 다원 공간 로그램 등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을 한 설계요소를 도출하 다.

9) 제러미 리 킨, 소유의 종말, (주)민음사, 2017, pp.9-22

10) 사례도서 에서 정숙도의 단계는 독립된 공간 주로 구성되어 상

호교류가 조용한 수 을 유지할 경우를 1단계, 열린 공간+독립

공간이 공존하여 상호교류가 간 수 을 유지하는 경우를 2단

계, 열린 공간 주로 구성되어 다소 시끄러운 상호교류를 유발

할 수도 있는 경우를 3단계로 분류하여 정숙도의 수 을 단하 다.

<그림 3> SANAA의 롤 스학습센터

도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2호 통권127호 _ 2018.0490

공유기반의 공간구성이 개방의 정도와 어떠한 연 이 있

는지 그 상 성을 악하 다.

(3) 다원성(pluralism)

인들에게 도서 공간은 다양한 연령 와 계층을

아우르며 활용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으로 인지되고 있다. 스와트(Joost Swarte)가 공공도서

을 호텔라운지에 비유했듯이11) 의 도서 은 단순히

정 인 책을 연상하게 되는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

나 교류하고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삶의 기반이 되는

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 지역민을 한

범 한 활동과 이벤트 로그램, 상업 공유 기능과 함

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12)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 London)와 같이, 도서 의 기능이 쇼핑센터, 극장,

갤러리 등 다른 복합 기능과 연계되는 포 커뮤니

티센터로 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의 도서 은

다목 성 기능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그 기능이 더욱 강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서 이 본래의 기능 이상의

통합 지식공유의 장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기능과 로그램의 다원성이

라는 측면에서 스토랑, 카페, 쇼핑, 육아, 종교, 교육

등 확장되는 다른 목 성 기능과의 연계성 검토와 함께

다양한 문화, 연령 와 계층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에 해 분석을 진행하 다.

3.2. 사례도서 의 공간 구성 공유 특성 분석

(1) PL1(Public Library Amsterdam)

모든 사람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쾌

한 장소를 창출한다는 컨셉을

추구한 PL1은 도서 에서의 다

양한 활동 때문에 근성이 좋

아야 하고 심이 오 되어야

한다13)는 요구조건을 공간 으

로 충실히 해결하고 있다. 도서

공간은 크게 3개의 핵심

역으로 구분되며, 공간내의 동

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개방형

의 린스(Plinth) 역,<그림 4> 정보 컬 션이 배치되

어 있는 고요함을 상징하는 센터(Centre) 역, 극장

스토랑이 치한 톱(Top) 역으로 구성된다.14)<그림

11) 신승수 외, 슈퍼라이 러리, 사람의 무늬, 2017, p.33

12) https://www.ideastore.co.uk/about-us, 신승수 외, 의 책, p.92

13) Jo Conen & Co, Public Library Amsteldam, Amsterdam/ Maastricht,

2011, p.39

14) Jo Conen & Co, 앞의 책, pp.41-48, Jo Conen은 3개의 역 에

서 린스(Plinth) 역에 해, 엔트런스와 어린이도서 , 조명

정기간행물, 멀티미디어 역을 포함한 지하 1층～2층에 해당하는

공간 범 로 설명하면서 공공 이고 활동 성격을 갖는 공간의

5> 이 역들은 모두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이들은 서로 치되기도 하고 는 융합되기도 하는 공

간의 구성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해주

는 부분은 평면상의 몇 개의 지 에서 나타나는 보이드

(Void) 공간으로, 도서 공간 내에서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각 층을 시각 ․물리 으로 연결하는 개방 요소

로서 이용자들의 정 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5> PL1은 도서 기능을 넘어 지역민의 다

양한 공유 활동을 한 공간 로그램으로 모든 연령의

시민들을 수용하며 지원하는 도시의 매력 인 목 성 공

간이 되고 있다.

<그림 5> 좌:PL1의 Void를 따라 배치된 열람석과 정 단을 한

사인조명시스템/우:도서 을 구성하는 3가지 역

(2) PL2(Spijkenisse Library)

스피 니세(Spijkenisse) 시의 심부에 치한 PL2는

‘북마운틴(Book Mountain)’이란 명칭답게 책을 품고 있

는 480m의 서가가 5층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져 <그림

6>의 단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상징 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형태는 과

거 농장을 연상시키는 통 인 지역에서 농업의 요성

을 상징하기도 한다.15) 지식정보로의 근을 한 랫

폼은 비교 넓은 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자연스럽게 연

결되며, 도시의 조망을 허용하는 다양한 휴식 공간을 지

나도록 구성된다. 한 건물의 다양한 기능-상업 공간,

사무실, 체스클럽 등-의 공 공간 로그램들은 서가 안

쪽에 쌓아올려진 형태로 숨겨져 있어, 필요에 따라 부분

으로 개방/폐쇄가 선택 으로 운 되는 공간 구조

특성을 가진다. 한 PL2는 건축물의 외 이 투명한 유

리로 마감되어 외부를 향해 사면(四面)이 모두 시각 으

로 열려있어 외부에서부터 재료와 형태에서 개방성을 표

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외부의 형태는 도서 을

조우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 지식정보의 공유화

에 한 인식과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심을 유도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5) MVRDV, El croquis 173, 2014, p.181

<그림 4> PL1의 린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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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림 6> 좌:PL2의 단면도/우:유리로 마감된 외

(3) PL3(Seattle Public Library)

PL3은 신구(新舊)의 다양한 모든 정보매체의 동시성

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지식정보의 인 라로서 도서 공

간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증

하는 지식정보를 결합하고 강화하기 해 공간을 크게 2

개의 클러스터(clusters)-안정된 5가지 로그램

(Headquarters, Books, Assembly, Store, Parking)과 불

안정한 4개의 로그램(reading room, mixing chamber,

living room, kids)-로 정보 랫폼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진다.16)<그림 7> 각 랫폼은 공간의 기능과 목 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방 하고 복잡한 정보 컬 션

들을 효율 으로 수용하기 해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하

고 있다. 한 지식정보에 한 근과 활용을 최 화하

기 하여 개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속 경사

로를 이용함으로써 수직 계의 공간체계를 극복하고

있다. PL3은 공공의 본질이 자유에 있음과 공공성이 내

재된 도서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 으로

서 의 효율 수용(Book Spiral)과 가상의 커뮤니티

(Mixing Chamber)를 지원하는 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식

의 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 공간 구성을 통해

지식정보의 공유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좌:PL3의 공간 로그램(Word setion)/우:Mixing

Chamber에서 보이는 Book Spiral과 Meeting Room

(4) PL4(Stuttgart City Library)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의 지 ․문화 심지로

서 도서 의 상징성을 갖는 PL4는 정방형의 엄 있는

정 인 형태와는 달리 내부의 공간구조는 상당부분 개방

16) OMA/Rem Koolhaas, El croquis, 2007, p.72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도입부에서부터 기

존 도서 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매우 새로운 공간

(Heart)과 조우하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도 열린 계단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식정보와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

다. 도서 건물은 사각형의 외부 4면 모두에서 근할

수 있고 이는 19세기 니콜라스 뒤랑(Nicolas Durand)

이 도서 을 독립 공공건물로서 공 특성과 근성을

크게 강조하며 도서 의 출입을 사면에서 가능하도록 계

획17)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그림 8> 도

서 공간은 크게 3개의 역-건축가 이은 이 도시의

성스러운 장소18)(지식의 뿌리)로 의미를 부여했던 심

(Heart) 역, 이 심 역을 기 으로 그 는 지식의 세

계를 표 한 열람공간(Reading Room) 역, 그 아래는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형성되는 포럼(Forum) 역-으로

구분된다. 정보 컬 션이 주로 구성되는 열람공간은 층

에서 층으로 공간이 흐르듯이 이어지며 배치되어 있고,

지식의 무한한 세계로의 개방을 의미하듯 도서 의 체

규모를 볼 수 있는 넓은 앙 공간이 역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이용자가 한 에 도서 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그림 8>

<그림 8> 좌:뒤랑의 도서 계획안(1802-1809)/우:PL4의 단면도

(5) PL5(金沢海みらい図書館)

앙리 라 루스트(Henri Labrouste)가 랑스국립도서

(Bibliotheque Nationale)을 설계했던 개념인 ‘책과 사

람과 공간의 공존’19) 을 원형의 천창이 있는 개방 열

람실로 표 했듯이, PL5는 서 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 가치 을 공유한다는 공

간 개념을 갖는다. 건축가 쿠도 카즈미+호리바 히로시

(堀場弘+工藤和美)는 독서 경험을 통해 풍부한 새로운

공공 가치 창조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핵심 인

커뮤니티로서 도서 공간을 계획했음을 밝히고 있다.20)

공간 구성에서 특징 인 것은 12m의 높은 천장고, 45m

17) Nolan Lushington 외, 앞의 책, p.31

18) Stadt Stuttgart, Stuttgart Public Library, Avedition Gmbh, 2011,

p.33

19) 新建築, 金沢海みらい図書館, 株式会社新建築社, 2011.7, p.96

20) https://www.german-architects.com/fa/projects/view/jin-ze-haimira

i-tu-shu-g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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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평면을 300Ø X 25개의 열주들이 지지하고 있고,

펀칭월(punching wall)의 개구(開口) 6,000개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 으로 인해 압도 인 개방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9> PL5는 변하는 다양한 미디어

의 융합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자연 으로 채워진 외부

의 숲과 같은 볼륨감 있는 공유공간을 표 하고 있다.

<그림 9> 좌:PL5의 2층 열람실/우:3층 평면도

4. 도서 공간의 공유 인 라 체계 분석

4.1. 분석기

지식정보와 련한 기술이 고도화되고 시공간을

월한 교류와 활용이 사회의 핵심 인 요소라는 측면

에서 이러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인 라(Infrastruc

ture)는 커뮤니 이션과 사회문화의 통합화를 가속화시

키는 요한 공간 인자가 된다. 한 도서 공간 로

그램의 흐름과 고 도/고집 화되고 있는 지식정보로 인

해 공간의 공유 인 라(Commons Infrastructure) 체계의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 공간에서 공유 인 라는 지식정보의 공유

그 활동을 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 공간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정보공간의 공유 인 라 체계에 한 사례도서 의

분석을 해 도서 의 이용자 공간 로그램을 문화공유

공간(CC:Cultural Commons), 정보공유공간(IC:Information

Commons), 학습공유공간(Learning Commons)으로 분류

하 고, 21) 앞서 공유기반의 도서 공간에서 추출되었던

설계요소- 근성, 개방성, 다원성-에 따라 사례도서 공

21) 본 연구에서는 도서 법 제2조(정의) 4항 제28조(업무)에 의거

해 공공도서 의 업무인 정보, 교육, 문화 기능의 이용자공간을

지식정보의 공유공간의 에서 분류한 것이며, 사례도서 에서

정보 련 기능 공간을 정보공유공간으로, 교육 련 기능 공간을

학습공유공간으로, 그리고 문화 련 기능 공간을 문화공유공간으

로 그룹핑하 다. 이와 련해 공유공간에 한 선행연구로서 임

선정, 황미 , 임채진( 학도서 의 공유공간(Commons)의 특성과

유형에 한 연구, 2016)은 정보, 이용자, 사서가 이루고 있는 상

계에 따라 아날로그 공유공간, 디지털 공유공간,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의 인 라 체계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

서 문화공유공간(CC)은 지역에서의 사회문화 활동은

물론 정보 커뮤니 이션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하

며 시실, 극장, 카페 스토랑 등을 포함한다. 정보

공유공간(IC)은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인 서 을 포함

해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식정보

의 교류와 창출을 유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열람실

(Reading Room, Literature, Books Spiral, Mixing

Chamber 등), 아동도서 (Children’s Library) 등을 포함

한다. 학습공유공간(LC)은 개인 그룹의 력 학습

과 교육을 통해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한 장소로

그룹실(Meeting Room, Study Room 등), 캐럴(Carrel),

세미나실, 강당 등의 기능실을 포함한다. 한 각 층별로

공유공간의 배치와 분포에 따라 C-I-L(문화-정보-학습)

형, C-I형, C-L형, I-L형, C, I, L 개별형으로 유형을 구

분하여 분석하 다.

4.2. 근성 체계

사례도서 의 이용자 공간은 3～10층까지 구성되며

부분 수직 계의 공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부에

서의 근성 체계는 사례의 반 이상(PL1, 2, 5)이 각

하나의 주출입구를 통해 지식정보공간으로의 입장이 허

용되고 있다. 반면에 PL3과 PL4는 근성이 가장 유리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4개의 경로로 외부에서 근할

수 있다. PL3은 엔트런스(Entrance)층과 3층의 Living

Room에서 각각 2개의 통로로 근할 수 있으며 지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근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PL4의 경우는 큐 형태의 건물외 4개의 면에

서 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칭 인 건물의 형태를 활

용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

다.<그림 10> 한 이 두 사례의 경우는 내부에서도 층

별 이동경로수가 최 3～5개로 확보되고 있어 수직

계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다면 근체계를 구축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엔트런스층에서는 사례도서

모두 공통 으로 문화공유공간으로의 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도서 의 기능이 사회

문화 기능과의 긴 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문화/정보/학습을 동시

에 엔트런스층에서 근할 수 있는 C-I-L형이 PL3, 5에

서 분석되고 있고, PL2에서는 유일하게 정보의 공유보다

는 문화/학습의 공유가 가능한 C-L형으로의 근이 우

선 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PL1, 4에서는 출입구에서 C-I형으로의 근이

가능하며, 특히 PL1의 경우 입구홀에서 이용자 모두가

피아노연주-수시로 정해진 시간 내에-가 가능한 문화공

유존(Zone)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도서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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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된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사

례-다소 정숙하지 않은

활동 인-가 되고 있다.

공유공간 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C-I-L형이 가장

비 이 큰 사례도서 은

PL3로 분석되고 있고,

C-I형은 PL2에서, I-L

형은 PL1에서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L4는 C-I-L형과

I-L형이 동시에 높은 비 을 가진 공간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다른 사례에 비해 수직 계가 비교 약한 PL5

의 경우는 각 유형이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었다. C-I-L

형은 문화와 정보 그리고 학습의 활동을 동시에 하나의

벨에서 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서 의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한 공간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공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유

형이 PL1에서는 4층과 5층 즉 간층에 치하고 있고,

PL2, 4, 5의 경우에는 도입부를 심으로 치하고 있었

다. 외로 PL3의 경우에는 1층과 고층(6, 7, 8, 9층)에

주로 치해 있어 비록 엔트런스층에서의 근성은 불리

하나, 아날로그 형식의 서 을 심으로 완만한 나선형

구조의 통로를 따라 층간 구분을 느끼지 않도록 연속시

키며 부분 으로 술 감흥과 소규모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의 구성은 다른 사례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4.3. 개방성 체계

사례도서 의 개방성 체계22)는 매우 극 으로 구축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L2와 PL3에서 건물외

을 덮고 있는 재료-유리-자체에서 오는 개방감은 다른

사례들과는 차이를 보이며 외부에서 내부를 혹은 내부에

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열린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사례도서 내부의 공간은 모두 개방성을

강조하는 오 된 형공간을 모두 구축하고 있었고, 사

례의 부분에서 거의 층에서 층간 경계가 무색하게

시각 으로 오 시킨 공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PL1의 경우 지하층의 어린이도서 (Children's Section)

과 엔트런스층의 로비, 열람 역(Reading terraces)은 높

22) 분석을 해 사례도서 의 개방 공간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분

류하 다. 부분 인 오 스페이스가 개방공간의 주요인자가 되는

보이드형, 이용자공간의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오 되어 개

방감을 극 화하는 원룸형, 그리고 열린 공간 주 를 이용자공

간으로 에워싸며 공간의 심성을 강조하는 아트리움형으로 분류

하여 개방성 체계의 분석을 진행하 다.

은 천장고를 이용해 규모의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

다.<그림 11> 각 층마다 규모

가 다른 보이드(Void) 공간이

존재해 각 층을 연결하면서, 해

당 층에서 다른 층을 시각 으

로 탐색하고 측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 스스로 정

단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

는 특별한 개방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PL2는 앙의 아

트리움이 아닌 심을 둘러싸

고 있는 서가와 외벽 사이의

공간이 층에서 오 되어 있

는 원룸 형식으로, 나선형의 계

단을 따라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오 된 공간이 계속 이

어지는 구조이다. 지식정보와의 공유가 지속될수록 개방

감이 더욱 확장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차별화된 개방성

체계를 보이고 있다. PL3의 경우에도 층에 걸쳐 오

된 공간이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3층에서 체험할 수 있

는 개방감은 그 규모와 높이로 인해 사례들 가운데 가장

극 으로 느낄 수 있다.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3층의 리빙룸(Living Room)은 내부로 들어서면서 3개층

(3, 4, 5층)의 높이와 규모에 압도 인 개방감을 맞이하

게 되고, 3층에서 1층까지 연계되어 오 된 강당

(Auditorium)과 6층에서 9층까지 열려있는 아트리움 월

(Atrium wall)을 포함한 높이 모두를 3층의 리빙룸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개방성 체계를 갖는다. PL4의 경

우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규모 오 공간(Atrium)을 조

우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 과 동일한 큐 형태의 내

(명상) 공유를 해 비워져 있는 심공간(Hearts)과

그 에 올려진 역피라미드 형태의 지식공유를 한 열

람공간(Reading Room)으로 구성된다. 건물 체가 열린

구조 형태를 통해 다양한 공유를 목 으로 하고 있음

이 공간 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 테온(Pantheon)을

으로 해석하여 Hearts 공간을 마련했다는 건축가

의 의도처럼 이용자들은 이 공간을 통해 기존의 도서

공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식정보에 한 종교 신성

함과 창조성을 경험하게 되는 차별화된 공유 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 PL5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펀칭월+유리로 구성된 외벽에서 채 되는 빛으로 인해

더욱 개방감을 극 화시키는 사례이다. 량의 지식정보

가 산재해 있는 장(Plaza)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

롭게 탐색하고 공유 활동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원통형의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3층 평면

반 이상의 보이드 역이 만든 12m에 이르는 천장고

의 자료열람공간은 이용자들의 정보의 공유는 물론 문

<그림 10> PL4의 엔트런스층 도면

<그림 11> PL1의 지하1층의

어린이 도서 과 엔트런스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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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습의 공유 활동을 지원해주는 랫폼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그림 9>

한 이러한 개방 공간체계로 인해 사례도서 공간

의 정숙도는 PL3의 일부 층을 제외한 부분의 사례에

서 2, 3단계의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악된다. PL3의

경우는 별도의 층(4층)에 Meeting Room을 구성하여 독

립 인 개별실에서 소그룹활동이나 만남을 교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사례도서 의 상당부분이 자유로

운 소통과 활동이 가능한 3단계의 정숙도를 나타내고 있

어 의 도서 은 이제 더 이상 책을 읽는 조용한 장

소만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에서도 도입부

와 최상층에서 주로 3단계의 정숙도를 발견할 수 있으

며, 나머지 부분은 열린 공간 내에 유리로 감싸진

개별실들이 물리 으로 독립되어 그룹의 학습활동과 소

규모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4.4. 다원성 체계

의 도서 공간은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지식정보의 탐색과 교류의 확장

된 역으로 많은 공 공간을 갖추고 있다. 도서 기

능의 다원 기능의 측면을 분석한 결과, 사례도서 들

은 상업 기능, 문화 기능 그리고 일부 스포츠/게임의

기능들이 공존하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 의 공유 활동

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도서 의 공간

기능 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도

입부 층에서 다원성 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례도서 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

는 지식정보공간으로의 진입에 있어 시간 연 성이 있

는 다양한 유형의 공유 활동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서 기

능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단된다. 구체

으로 분석해 보면, 사례도서 체에서 갤러리, 시실,

극장과 같은 문화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으

며, PL1, 4의 경우 Music Library 에 Silent Piano Zone

을 마련하여 이어폰을 착용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도록

하는 공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PL5

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페, 스토랑, 미니 Shop 등의 상

업 공간을 배치하여 지식정보와의 교류를 휴식과 소통

의 다른 차원에서 근하고 있었다. PL1, 2, 4의 경우 최

상층에 카페, 스토랑 등을 배치시키고 이곳에 근하

기 해서는 도서 컬 션 열람공간이 있는 층을 지나

도록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식정보를 공유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PL2, 4에서는 에서 언 한

다원 기능 외에 스포츠/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능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L2는 2층에 체

스클럽(Chess Club)을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스포츠 활동

을 공유하도록 지원

해주고 있었다.<그림

12> PL4에서는 4층

의 Life Section에서

보드게임부터 그룹

게임까지 모든 종류

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Games Zone

을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의 도서 공간은 일상 생활과

한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지식정보에 한 새로운 경

험을 공유하는 흥미로운 장소이며, 친숙한 편리함을 제

공하는 지식정보 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도서 의 다원성 체계는 다양한 문화 연령 와

계층을 수용하기 한 다수의 공간 로그램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특히 PL4의 경우 우선 건물의 사드(4면)에

서 나타나는 도서 의 명칭이 각 4개의 언어(한국어, 아

랍어, 어, 독일어)로 표기되어 있듯이 문화의 다양성에

한 공존(다문화도서 )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건물의 모든 층에 Children's view라는

역이 있어 어린이는 물론 성인을 한 범 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이나 계층에 따른 구분과 격리가

아닌 무경계성에 을 둔 통합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것이다. PL1의 경우는 각 층마다 소규모 그룹의 문

화 활동 로그램인 Courts Zone을 운 이다. 이는 활

동을 심으로 한 다원성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양

한 유형의 이용자들과의 소통의 공유와 공존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모두 12개의 Courts(Music,

Art, Travel, Hobby, Culture, Comics, Reve, Health, NL,

Herman Brood, Senior Citizen's, IHLIA)가 층마다 1～3

개씩 운 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의 교류와 함께 더욱

극 인 정보, 문화, 학습의 공유 활동들이 넘쳐나는 공간

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4.5. 소결

사례도서 을 상으로 한 도서 공간의 공유 인 라

체계에 한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사례도서 별로 근성 체계는 주출입구수와 층별이동경

로수, 공유공간의 유형수를 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출입구는 도서 으로의 유입 즉 지식정보 공유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요한 부분이다. PL1, 2, 5는 1개의 주

출입구를, PL3, 4는 각 4개의 주출입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으로 나타나고 있다. 층별이동경로수 한

주출입구수와 비슷하게 PL3과 PL4에서 비교 많이 발

<그림 12> PL2의 2층

도면(6:아동교육센터,7:체스클럽 등을

둘러싸고 있는 열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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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는 것으로 악된다. 이는 PL3, 4에서 지식정보로의

근성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지

식정보와 련한 공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유공간의 유형은 사

례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며 각 유형(C-I-L형, C-I

형, I-L형)이 층별로 비 을 달리 하며 나타나고 있는

Level PL1 PL2 PL3 PL4 PL5

이용자층수 9 6 9 10 3

주출입구수 1 1 4 4 1

층별이동경로수 1～2 1～2 2～3 1～5 2

공유

공간

유형

수

C-I-L형 2 2 5 4 1

C-I형 1 3 1 1 1

C-L형

I-L형 4 1 4 1

C, I ,L개별헝 I, C I(2), L C

개방형공간유/무 유 유 유 유 유

개방

공간

형식

보이드형 √ √

원룸형 √ √

아트리움형 √

개방범 (Level) -1～7 1～6 1～9 1～4, 5～6 2～3

정숙도

출 수

1단계:● 1

2단계:◉ 6 3 5 8 1

3단계:○ 3 3 3 1 2

다원

기능

상업 √ √ √ √

문화 √ √ √ √ √

스포츠/게임 √ √

<표 2> 공유 인 라 체계의 종합분석표

것으로 악되었다. 5개의 사례 모두 공통 으로 C-L형

은 발견되지 않은 것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방성 체계의 분석은 개방형공간유무, 개방공간형식,

개방범 (Level), 정숙도출 수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2>에서 보이듯이, 모든 사례가 개방형공간을 포함

하고 있다. 한 PL1과 PL3는 보이드형, PL2와 PL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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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PL4는 아트리움형 등의 개방공간형식을 나타내

고 있고, 층별 개방범 는 사례도서 별로 거의 모든

층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숙도의 경우

부분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과 다소 시끄러울

수 있는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2, 3단계를 유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다원성 체계의 분석을

해 사례도서 별로 다원 기능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

례도서 모두 문화 공간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사례

에 따라 상업 기능과 스포츠/게임의 기능을 선택 으

로 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례도서 들은 모두 다원

공간의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유

도하는 공유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가 공유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제하에 그 심에 정보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도서 의 이용자 공간

구성에 있어 작 (昨今)의 사회문화 경향인 공유문화

에 한 속성이 어떠한 공간 요소와 인 라 체계로서

구축되고 표 되는지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공유의 개념은 인류의 역사상 이미 오래 부터 인간

사회의 요한 가치로 인지되어 왔으며, 에 이르기

까지 공유라는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 , 문화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

유문화의 효율 가치창출을 해서는 공평한 근과 활

용을 한 시스템으로서의 공유 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 특히 지식정보의 소유가 아닌 실제

인 사용과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 공간은 사

회의 표 인 공유공간으로서 변화하는 이용자의 행동

과 이용방식을 수용하며 진화해왔고, 범 한 기능

요소의 확장 등 지속 으로 더 많은 변화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 도서 공간은 이

러한 요구에 응하고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핵심 인 공유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재고(再考)해야 함을 확인하 다.

2)본 연구는 도서 에서의 지식정보의 공유 상에

한 논의를 해 5개의 국외사례를 상으로 공유기반

의 도서 공간의 설계요소- 근성, 개방성, 다원성-를

추출하 고, 이에 따른 도서 공유공간-문화공유공간

(CC), 정보공유공간(IC), 학습공유공간(LC)-의 인 라 체

계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의 도서

공간은 공유문화를 지향하는 시 요구를 반 하고 있

었으며, 지식의 공유를 한 콘텐츠( 로그램)와 서비스

등 공간의 인 라 체계를 통해 그 역할을 극 으로 실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지식정보의 공유를 한 인 라 체계로서 사례도서

의 근성 체계는 사회-지식정보-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기 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었

다. 건축물이나 지의 조건에 따라 외부에서 다수의

근체계를 형성하는 도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근성

체계가 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공유 활동에 더

욱 유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통 으로

문화와 정보의 공유를 한 근체계를 우선 으로 구축

하면서 정보를 심으로 학습을 한 공유 활동을 지원

하는 체계를 부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 고, 한

문화/정보/학습(C-I-L형)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체의 이용자공간(층) 에서 많게는 55%(PL3), 게는

22%(PL1)의 근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 2> 이는 도서 공간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의 필수 인 속 으로서의 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

보에 한 지속가능한 자유로운 근을 보장하고 사회경

제 , 문화 참여를 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사례도서 의 개방성 체계는 공간의 형식과 건축물

의 재료 그리고 자연 의 채 형식 등을 통해 시각 ,

물리 차원의 경계가 부재하거나 모호한 형식을 구축하

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사례도서 모두 개방공간의

형식-보이드형, 원룸형, 아트리움형-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 형식들은 이용자들의 정보와 문화 그리고

학습의 공유 활동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수단과 장치

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을 덮고 있는

유리와 자연 의 실내유입 등의 방법 한 정보공간의

개방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5)도서 공간의 통합 인 라 구축을 의미하는 다원

성 체계는 사례도서 에서 공간의 다기능, 다문화, 복합

로그램,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극 ․포 으로 수용하며 지식정보의 공유를 지원하

기 한 랫폼으로서 표 되고 있었다. 오늘날 도서

의 지식정보 컬 션 배치에 있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형

식의 경계가 부재하고 무의미하듯이, 의 도서 공

간은 정보 근의 원천으로서 다원주의 경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서

기능과 역할의 다원성이 오히려 도서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도서 강 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

다고 단한다.

의 도서 은 지역사회의 범 하고 다양한 심

에 서비스해야하는 사명을 가진다. 향후 도서 공간은

공유문화를 지향하는 사회 요구에 합하도록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의 사회 트 드와

문화 상을 반 한 정보공간의 인 라를 구축하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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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생산하게 되는 공간구조를 측할 수 있으며, 부분

이지만 미래의 도서 공간 계획 시 기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는 공유문화와 도서 공간에 한 새로운 시

도이며 기 인 연구라는 에서 객 연구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다수의 사례를 상으로 다양한 측

면에서의 정보공간에 한 후속연구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고 정보공간에서의 공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공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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