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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건축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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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designs selected in the competition and those 

executed actually for the public libraries and thereupon, check if competition winner architects' original intentions 

were maintained or not, and thereby, review the details of changed designs and their causes, and thus, provide 

some basic data useful to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future public libraries.

For this purpose, researcher sampled 5 public libraries designed and constructed through competition in Seoul 

and Gyeong-In area since 2000, and thereupon, comparatively analyzed the selected designs and executed ones to 

review the details and causes of changed designs and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lanning for the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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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목적

공공도서 은 그 지역 주민들의 모든 지  욕구

에 해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조직화하여 그것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정보의 공공  기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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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최근의 공공도서  이용자들은 공공도서

이 이러한 각종 정보  지식들을 보 하여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로써의 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건축은 지역주

민들의 심사이자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한 공공시설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도서

들이 국에 건립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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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발 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문화수  향상

으로 공공도서 에 한 이용과 심이 높아져 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을 설계함에 

있어 건축 문가는 과는 달라지고 있는 공간의 

변화를 악하여 이를 계획  설계에 반 하는 것

은 매우 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  공간

변화의 양상을 상설계 당선안과 공설계안의 비

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건축가의 의도와 건축주 

 이용자의 요구가 어떻게 상호 충되어 계획  

설계에 반 되는지를 악할 수 있다는 에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  건축 시 상설계

안과 공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건축  측면의 변

화 내용과 변화의 요인을 연구하여, 그 결과로 공공

도서  공간구성의 특성을 악하여 향후 공공도서

 건축 계획  설계에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함에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000년 이후에 건립된 서울 경인지역의 공공도서

  상설계 공모 을 통하여 건립된 공공도서 5

개 을 설정하여, 각 도서 의 상설계 당시의 안

과 공 당시의 안의 도면 비교분석을 통하여 공간 

변화의 내용과 변화의 요인을 실 황, 공간별 면

비, 공간구성 황 등을 심으로 분석하여 공공도

서 의 공간 특성을 악하 다.

2. 이론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을 목 으로 하고 있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축   공 에의 이용

∙공 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방행정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한 계획의 수립  실시

∙강연회, 감상회, 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1) 도서   독서진흥법 제20조

 평생교육의 주최 는 장려

∙다른 도서   문고와의 긴 한 력과 자료

의 교환 는 상호 차 조 실시

∙도서  업무에 한 조사․연구

∙기타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 은 오늘날 단

순한 교육시설, 연구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반 인 문화 활동의 심으로 커뮤니 이션으로 이

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지 자원을 축 하여 의 교육에 참여함으

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사회 발 을 증진

시키며 나아가 문화향상과 국력을 부강하게 하는 

지 보 소로서 막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이고 지역

사회 주민의 정보 보 원이며 지역주민을 한 평

생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육성됨으로써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2)

2.2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황

국내의 공공도서 은 1 당 인구수가 약 102,732

명으로 미국의 30,814명, 랑스의 14,907명, 캐나다

의 34,066명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도 국내 

0.71권은 미국의 2.7권, 랑스의 2.6권, 스페인의 1.1

권에 비해 열악하여, 국내 공공도서 의 실은 양

, 질 으로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도서 수를 살펴보면 1994년 279개  이

었던 것이 차 증가하여 2004년에 471개 으로 10

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증가를 보 고 (그림 1), 

연도별 장서수는 1994년 약 950만권 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약 3500만권으로 약 4배 증가되었다 (그

림 2). 한편 연도별 이용자수는 1994년 연 2800만명 

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연 1억8000만명으로 약 6

배 넘는 이용자수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림 3).

2) 김연응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  용에 한 연구 

199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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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도서  황 (한국도서  회, 2004)

국가 연도 인구수 (A)
도서 수 

(B)
장서수 (C)

1인당장서
수 (C/A)

1 당인구
수 (A/B)

미국 2003 281,421,906 9,133 767,454,000 2.73 30,814

국 2003 58,789,194 4,614 116,000,000 1.97 12,741

랑스 2001 59,463,538 3,989 152,159,231 2.6 14,907

캐나다 2001 31,374,667· 921 75,032,608 2.4 34,066

스페인 2001 39,542,333 4,829 42,817,561 1.1 8,189

핀란드 2001 5,158,440 436 37,073,549 7.2 11,831

덴마크 2001 5,367,226 244 27,081,405 5.0 21,997

독일 2001 82,213,913 9,062 104,358,906 1.3 9,072

일본 2003 127,800,000 2,759 321,811,000 2.53 48,427

터키 2001 67,090,173 1,434 12,476,310 0.2 46,785

한국 2003 48,583,805 471 34,467,396 0.71 102,732

그림 1. 연도별 도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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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장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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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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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수, 장서수는 1990년  이후에 꾸 한 증가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자도서  구축

이라는 극 인 정책 지원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특히 정부는 2002년 문화 부 주요

시책에서 도서  기능 강화를 해 ｢도서 발 종

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도 많은 도서 의 건립

이 상되고 있다. 

2.3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 기 은 이용자, 열람실의 

출납시스템, 이용목  등에 따라 조 씩 다르게 구

성될 수 있다. 공간구성을 크게 분류해 보면 먼  

공공도서 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열람공간과 지역

사회시설의 기능을 가지는 교육․집회공간, 리자

가 이용하는 리․업무공간, 이용자를 한 서비스

공간, 복도, 기실, 주차장 등의 기타공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열람공간은 이용자료에 따라 도서 련

공간과 비도서 련공간으로 할 수 있고, 도서 련공

간을 출납시스템과 이용방법에 따라 일반열람실, 개

가열람실, 폐가열람실로 분류할 수 있다.3)

표 2. 공공도서 의 공간 분류 

구성요소 세 부 사 항

열

람

공

간

도

서

련

일반열람실 학습실(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

개가열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향토  지방행정자료실

폐가열람실 폐가서고, 보존서고, 출실, 목록실

비도서 련
멀티미디어실, 자정보열람실, 자료검

색실

교육․집회공간 집회실, 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리․업무공간

장실, 사무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갱

의실, 숙직실, 작업실, 소독실, 작업실 

겸 서고, 차고

서 비 스 공 간 휴게실, 식당, 주방, 매

기 타 공 간
입구, 홀, 화장실, 복도, 계단, 기계

실, 기실, 변 실, 주차장

3. 사례 조사  분석

3.1 조사개요

조사 상 도서 은 2000년 이후 개 된 경인지역 

공공도서   상설계 공모 을 통하여 건축된 공

공도서 은 5개 을 선정하 다. 조사 상으로 선정

된 도서 은 1) 진정보도서 , 2) 도 문화정보센터, 

3) 송민희,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연구,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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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 상 공공도서  개요

구 분 경사진
기 층평면도

개   요
상설계안 공안

진

정보

도서

(G)

소재지 서울 진구 장동

개 년도 2000.

부지면 3,499㎡

연면 6,355㎡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장서량 69,995

도

문화

정보

센터

(D)

소재지 서울 도 구 창1동

개 년도 2001.

부지면 4,399㎡

연면 3,111㎡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장서량 55,897

은평

구립

도서

(E)

소재지 서울 은평구 불 동

개 년도 2001.

부지면 8,600㎡

연면 5,059㎡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장서량 99,058

고양

시립

화정

도서

(H)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개 년도 2003.

부지면 4,149㎡

연면 4,580㎡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장서량 29,333

고양

시립

백석

도서

(B)

소재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개 년도 2004.

부지면 4,347㎡

연면 4,070㎡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장서량 29,025

3) 은평구립도서 , 4) 고양시립화정도서 , 5) 고양시

립백석도서 이며, 각 도서 별 개요는 표 3과 같다.

3.2 사례분석

각각의 사례들은 상설계당선안과 실시설계안을 

기 으로, 공간별 실의 변화, 면 변화, 실의 치변

화 등을 통하여 공간의 변화를 분석하 다. 그 분석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간별 실의 변화

∙열람공간

G도서 의 경우 일반열람실의 명칭이 사라지고 청

소년열람실로 변경되었고, 노인/장애자 열람실이 삭

제되고, 향토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이 신설되어 정보

도서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D

도서 의 경우 일반열람실이 성인열람실과 고생열

람실로 분리되었고, 개가열람 부분의 각 실들이 통합

되어 자유열람실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용실․독

서상담실․자료열람실이 통합되어 문화시청각실로 

변경되었다.  E도서 의 경우 일반열람실이 학생열람

실과 그룹스터디실로 분리되었고, 자정보열람실과 

음향 상자료실이 통합되어 정보자료실로 변경되었

으며, 종합자료실이 삭제되고 향토자료실이 신설되었

다.  그밖에 H도서 과 B도서 의 경우는 H도서 에

서는 종합열람실이 삭제되고, B도서 에서는 일반열

람실이 삭제되고 서고가 신설되었을 뿐 큰 변화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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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열람공간에서 실의 변화

(이탤릭체: 삭제된 실, 볼드체: 신설된 실)

도서 분류 상설계안  공 안

G

도

서

일반열람 일반열람실1,2 청소년열람실

개가열람

아동/가족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열람실

개가열람실

노인/장애자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열람실

개가열람실

출안내실

향토자료실

폐가열람
출목록실

서고 서고

비도서

열람

정보서비스실 정보검색실1,2

멀티미디어실

D

도

서

일반열람
일반열람실1,2,3 성인열람실1,2

중고생열람실1,2

개가열람

아동열람실

노인열람실

서고  열람실

향토  

지방행정자료실

독서상담실

아동열람실

자유열람실

폐가열람 보존서고 보존서고

비도서

열람

인터넷전용실

자료열람실

문화시청각실

E

도

서

일반열람 일반열람실1,2,3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그룹스터디실

개가열람

어린이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출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출실

향토자료실

개가열람실1,2

참고열람실

폐가열람 서고 서고

비도서

열람

자정보열람실

음향/ 상자료실
정보자료실

H

도

서

일반열람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개가열람

노인/장애자열람실

아동/주부열람실

향토/행정 산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종합열람실

노인/장애자열람실

아동/주부열람실

향토/행정 산자료실

정기간행물실

폐가열람 - -

비도서

열람

정보통신실

컴퓨터검색 교육실

정보통신실

컴퓨터교육실

B

도

서

일반열람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학생열람실

개가열람

종합열람실

노인/장애자열람실

아동/주부열람실

목록  출/ 

연속간행물실

향토/행정 산자료실

종합열람실

노인/장애자열람실

모자열람실

연속간행물실

향토/행정자료실

폐가열람 - 서고

비도서

열람

정보통신실

컴퓨터검색  교육실

정보통신실

컴퓨터검색  

교육실

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열람공간의 실 황 변

화는 일반열람실부문의 실들이 사용자 계층에 따라 

분리되고, 개가열람실부문은 서로 비슷한 성격의 실

들이 통합되는 상을 볼 수 있다.

∙교육  집회공간

G도서 의 경우 문화 술강좌실과 교육실이 문화

교실로 통합되었고, 회의실, 시청각실, 시실이 삭

제되고 세미나실이 신설되었다. D도서 의 경우 강의

실이 시청각실과 함께 통합되어 문화 람실로 변경되

었고, E도서 의 경우 강당이 삭제되고 문화교실, 다

목 실, 시청각실이 신설되었다.  H도서 의 경우 강

의실이 문화강좌실로 통합되어 삭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집회공간의 실 황 변화는 E도서 의 경

우만 제외하고 비슷한 성격의 실들이 공안에서는 

하나의 실로 통합되어지는 상을 볼 수 있다.

∙ 리  업무공간

G도서 의 경우 직원휴게실, 정리  소독실, 갱

의실 등이 삭제되고, 수서열람사무실/작업실, 열람사

무실/작업실, 서고사무실 등이 신설되었다.  D도서

의 경우 이동도서사무실이 신설되었고, E도서 에

는 이동문고실이 삭제되고 그 규모를 축소하여 도

서분류실로 변경되었으며, B도서 에서는 탕비실, 

산실이 신설되었다. 이상과 같이 리․업무공간

의 실 황 변화는 큰 변화는 없으나 리상 필요에 

따라 실들이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비스 공간

G도서 의 복사실과 D도서 에서 체력단련실이 

삭제되었을 뿐 부분의 도서 에서 상설계안과 

공안의 실변화는 거의 없다.

∙기타 공간

G도서 의 경우 통신기계실, 산기계실, AHU실, 

앙감시반실, 조명음향기기실, 방재센터 등이 신설

되었고, D도서 과 B도서 에는 감시실이 신설되었

는데, 이는 실시설계 시 필요한 실이 구체화 따라 

상설계 시 없었던 실들이 나타나는 상으로 보

여 진다.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건축계획  연구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3券 第1號 通卷 第54號 2006年 1月  31

표 5. 교육  집회공간에서의 실의 변화

구   분 상설계안  공 안

G도서

문화 술강좌실1,2
소회의실

화음악감상실
시청각실
교육실
회의실
시실

문화교실1,2
소회의실

화음악감상실
세미나실

D도서
컴퓨터교육실

시청각실
강의실

컴퓨터교육실
문화관람실

E도서
강당 문화교실1,2

다목적실
시청각실

H도서

시청각실
회의실

문화강좌실
강의실1,2

시청각실
회의실

문화강좌실

B도서

시청각실/음향 상실
강의실1,2

문화강좌실
회의실/다목 실

시청각실
강의실1,2

문화강좌실
회의실

표 6. 리  업무공간에서 실의 변화

구   분 상설계안  공 안

G도서

리사무실
장실

직원회의실
사무실

자료보 실
작업실
산실

매표실
직원휴게실

정리  소독실
갱의실

리사무실
장실

직원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작업실
산실

관리실
수서사무실/작업실
열람사무실/작업실

서고사무실
창고

D도서

리사무실
숙직실

주 산실
경비실
창고

리사무실
숙직실
산실

안내테스크
창고

이동도서사무실

E도서

리사무실
장실

직원회의실
숙직실
양호실

이동문고실
창고

리사무실
장실

직원회의실
숙직실/양호실

사서열람사무실
도서분류실

전산실
자료보관실

작업실

H도서

리사무실
장실

숙직실
자료정리  분리실

리사무실
장실

숙직실
자료정리  분리실

B도서

리사무실
장실

숙직실
자료정리  분리실

창고

리사무실
장실

숙직실
자료정리  분리실

탕비실
전산실

표 7. 서비스공간에서의 실의 변화

구   분 상설계안  공 안

G도서

식당
주방

휴게실
복사실

식당
주방

휴게실

D도서

식당
주방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주방

휴게실

E도서

주방
식당

휴게실
복사실

주방
식당

휴게실
매

H도서

식당
주방

휴게실
매
기실

식당
주방

휴게실
매
기실

B도서

식당
주방

휴게실
매

식당
주방

휴게실
매

표 8. 기타공간에서의 실의 변화

구   분 상설계안  공 안

G도서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주차장

공용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통신기계실

전산기계실

AHU실

중앙감시반실

조명음향기기실

방재센터

주차장

공용

D도서

기계실

기실(발 실포함)

공용

기계실

기실(발 기포함)

감시실

주차장

공용

E도서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앙감시실

공용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앙감시실

공용

H도서

기계실

기실(보일러실포함)

공용

기계실

기실(발 기포함)

공용

B도서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공용

기계실

기실(발 기실포함)

감시실

.공용

이상과 같이 열람공간의 경우 일반열람실부문의 

실들은 실들이 분화되고 개가열람실부문의 실들은 

통합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을 주로 

하는 공부방 성격의 일반열람부문은 사용자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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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지며, 개가열람실부문의 실들

은 서로 비슷한 성격의 실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으

로 보여진다. 교육․집회공간의 실들 역시 비슷한 

성격의 실들이 하나의 실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

다. 기타공간의 실들은 증가 되는 상이 나타나는

데 이는 상설계안 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실들이 

통신기계실, 산기계실 등 정보통신 련 실들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외 리  업

무공간과 서비스공간에서의 실의 변화는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2) 공간별 면 의 변화

조사도서 의 상설계안과 공안의 공간별 면

비 변화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람공간의 

경우, 일반열람실과 폐가열람실의 면 은 감소되었

으나 개가열람실의 면 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도서 들이 멀티미디어실, 정보검색실 등의 

비도서 련 실들을 추가 혹은 강화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집회공간의 면 비는 감소 

되었고, 기타공간의 면 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집회공간의 면 비 감소는 실들의 통합으

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기타공간의 증가는 실시

설계 시 기계실, 기실 면  증가와 정보통신 련 

기계실 등이 구체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 밖의 

리․업무공간, 서비스공간의 면 비 변화는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표 9. 공간별 면 비의 변화

공 간 별 상설계안(%)  공 안(%) 비  고

열

람

공

간

일반열람실 22.58 19.68 감소

개가열람실 10.43 14.27 증가

폐가열람실  3.68  2.22 감소

계 36.69 36.17 증감없음

교육․집회공간 11.54  9.05 감소

리․업무공간  6.83  6.90 증감없음

서 비 스 공 간  7.03  6.72 증감없음

기  타  공  간 37.91 41.16 증가

4. 공간 구성의 변화

조사 상 도서 들의 공간들의 수직  수평  

치 변화를 통해 공간 구성 변화을 분석하 다. 

4.1 공간구성의 수직적 변화

1) 열람공간

일반열람실의 경우에는 E도서 과 H도서 은 모

두 2층에서 3층으로 치가 변경되어 최상부층으로 

이동 배치되는 상을 보 다(그림 4).

그림 4. 공간구성의 수직  변화: 일반열람실

그림 5. 공간구성의 수직  변화: 개가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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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간구성의 수직  변화: 폐가열람실

그림 7. 공간구성의 수직  변화: 리업무공간

개가열람실의 경우에는 E도서 의 3층 정기간행

물실이 2층으로, H도서 의 3층 정기간행물실이 1

층으로, 3층의 향토행정 산자료실이 2층으로 치

가 변경되어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이동 배치되는 

상으로 보 다 (그림 5).

폐가열람실(서고)의 경우에는 G도서 의 4층 서

고가 지하1층으로, D도서 의 1층보존서고가 지하1

층으로 치 변경되어 상부층에서 최하부층으로 이

동배치 되는 상을 보 다(그림 6). 

2) 리업무공간

리․업무공간인 리사무실/ 장실/직원회의실

의 경우 E도서 의 2층 리사무실/장실/직원회의실

이 1층으로, H도서 과 B도서 의 2층 리사무실/

장실이 1층으로 치가 변경되어 상부층에서 

근성이 가장 우수한 하부층(피난층)으로 이동배치 

되는 상을 보 다 (그림 7).

3) 서비스공간

서비스공간인 식당/주방의 경우 G도서 의 4층 

식당/주방이 1층으로, E도서 의 1층 식당/주방이 

지하1층으로 차가 변경되어 상부층에서 하부층으

로 이동배치 되는 상으로 보 다 (그림 8).

그림 8. 공간구성의 수직  변화: 서비스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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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간구성의 수평  변화: 실의 치변화

4.2 공간구성의 수평적 변화

1) 실의 통합

B도서 의 경우 열람공간인 일반열람실이 종합열

람실과 통합되었으며, D도서 의 경우 열람공간의 

서고  열람실과 향토  지방행정자료실이 통합

되어 자유열람실로 변경되었고, 교육․집회공간인 

강의실과 시청각실이 통합되어 문화 람실로 변경

되었다. 상설계안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실들이 

공안에서 통합됨으로써 실들의 감소 상이 일어

났다.

그림 9. 공간구성의 수평  변화: 실의 통합

2) 실의 분화

D도서 의 경우 열람공간인 일반열람실이 고생

열람실과 성인열람실로 실의 분화가 나타났는데, 이

는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는 사용자 계층에 따라 실

들이 분화됨으로써 실들의 증가 상을 보 다.

그림 10. 공간구성의 수평  변화: 실의 분화

3) 실의 치변화

D도서 의 경우  로비  열람공간인 어린이

열람실이 교육․집회공간인 컴퓨터교육실과 치 

변경되었고, B도서 의 경우 교육․집회공간인 시청

각실과 회의실의 치가 상호 변경되었다. H도서

의 경우 열람공간인 노인/장애자열람실이 어린이

열람실과 치변경 되었고, 교육․집회공간인 회

의실과 시청각실이 서로 치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실의 기능이나 동선에 계없이 실의 필요 면

 확보를 해 실들의 치가 상호 변경되는 상

을 보 다.

이상과 같이 수직  공간구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열람공간의 경우 학습을 한 공부방 성격을 

지닌 일반열람실은 주로 최상부층으로 이동하여 배

치되고 있고, 개가열람실  폐가열람실(서고)은 하

부층으로 이동하여 배치되는 공간배치의 수직변화

가 이루어졌다. 특히, 리․업무공간인 리사무실, 

장실, 직원회의실 등이 거의 부분의 도서 에서 

상부층에서 주출입구가 치한 하부층으로 이동 배

치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리상 피난 층에 가

까운 곳에 리․업무공간을 배치함으로서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수평  공간구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의 

통합, 분화, 치변화 상이 나타났다. 열람공간의 

개가열람부문과 교육․집회공간의 실들은 체로 통

합되어 실들이 감소되는 반면, 열람공간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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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는 일반열람부문은 사용자 계층에 따라 실들

이 분화되어 실들이 증가되는 상을 볼 수 있었으며, 

한 실들의 기능이나 동선에는 계없이 확보하고자 

하는 실들의 필요 면  변화에 따라 실의 치가 서

로 변경되는 상도 볼 수 있었다.

5.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의 공간구

성의 특성을 상설계안과 공안의 공간별 실 황, 

공간별 면 비, 공간구성 변화로 분류하여 비교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공간별 실 황을 통한 실의 변화를 분석 해 

본 결과, 열람공간의 경우 학습을 주로 하는 공부

방 성격의 일반열람실부문은 사용자 계층에 따라 

실들이 분화되어 새로운 실들이 나타나는 상을 

보 고, 개가열람실과 교육․집회공간의 실들은 서

로 비슷한 성격의 실들이 통합되어 실들의 감소

상을 보 다. 

2. 공간별 면 비 변화를 통하여 분석 해 본 결과, 

교육․집회공간의 면 비는 감소되었고, 기타공간의 

면 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람공간의 면

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학습실 주의 일반

열람실과 폐가열람실(서고)의 면 비는 감소된 반면 

상 으로 개가열람실부분의 증가를 보 다.  그 

밖의 리․업무공간, 서비스공간의 면 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집회공간의 면

비 감소는 실들의 통합으로 인하여 실들이 감소한 

결과로 보여지며 기타공간의 증가는 실시설계 시 

기계실, 기실 면  증가와 정보통신 련 기계실 

등이 신설된 결과로 보인다.

3. 공간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 해 본 결과, 학

습실 기능을 하는 일반열람실은 주로 상부층으로 이

동 배치되고, 개가열람실  폐가열람실과 리․업

무공간인 리사무실․ 장실․직원회의실, 서비스

공간인 식당․주방 등은 부분 하부층으로 이동 배

치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공간구성의 변화가 수평

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열람공간의 개가열

람부문과 교육․집회공간의 실들이 체로 통합되어 

실들의 감소를 가져왔고, 열람공간의 일반열람부문은 

실들이 분화되어 실들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실들의 

기능이나 동선에 계없이 확보하고자 하는 실들의 

필요 면 에 따라 실의 치가 서로 변경되는 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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