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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era of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y takes a important role in the local community. In several years, public

libraries have been proliferated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pecific planning standards of space

size for construction of public library. The situation has lead the local governments to the need of consulting for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library in search of appropriate guideline. The research paper focuses on

the result of consulting support project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It examines total 11

libraries which were consulted from 2009 to 2011. It examines the configu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scheme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inal scheme after the consulting, and the percentages of gross areas

of each parts of library, reference and reading area, office area, education and cultural area, and public common

use area. The analysis concludes that reference and reading area increased by 6.4% from 34.1% to 40.5%, and

public common use area reduced by 6.1% from 30.2% to 24.1%, which represents a certain tendency of the

configuration ratio of the each parts. Thus, the paper could be a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planning standard

of space size for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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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중심시설 중의 하나로 도서정보

열람,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시설이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의 축적과

공공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핵심적 문화시설이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0년대 초반 방송사에서 주관한 어린이도서관 캠페인

을 기점으로 어린이 중심의 독서환경에 대한 필요성의

부각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붐을 일으켰다. 최근 수년

간의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 증가에 따라 도서관 건립․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glim@yonsei.ac.kr

이러한 현황에 있어 2008년부터 진행된 공공도서관 건

립․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봉

사대상인구의 설정, 도서관의 지위적 규모산정, 각부 영

역별 공간규모의 제안,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제시를 통

해 진행되고 있으며 일관된 컨설팅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면적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

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

뉴얼에 정리되어 있으나 명확한 기준 제시는 어려운 상

황이며 또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지원사업의 결

과를 검토하고 살펴봄을 통해 정보열람, 평생교육, 문화

활동, 업무관리 등 도서관 각부 영역의 적정 공간규모계

획기준에 대한 방향을 탐구하여 컨설팅의 효용성과 방법

적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일관되게 진행된 컨설팅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규모산정과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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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역할분담 비고

지역

중앙도서관

-해당 시·군·구의 중앙도서관 역할

-소규모 분관과 작은도서관·이동도서관 등의

보완 인프라 운영 지원

-지역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

-지역내 도서관인프라를 총괄한 정보서비스

계획 수립

-지역사회와 도서관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

-지역사회의 크기에

따라 거점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거점도서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대출/반납, 프

로그램 운영)

-해당 소규모 지역공동체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지역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분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소규모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도서

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공공도서

관의 대출/반납을 연계 지원 하는 등의 서

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 수행

-도서관의 인력, 재정

등에 따라 중앙관

혹은 거점 도서관이

수행

<표 2> 도서관 지위별 역할분담

공간규모의 산정에 있어 컨설팅의 주요 제안기준을 도출

한다. 지자체의 초기안과 컨설팅을 통해 제안된 평면의

공간구성과 공간의 면적 분포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변화

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

관의 공간규모계획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는 기초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진행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사

업 결과보고서에 소개된 29개관 중 도면자료가 부족한

대상관과 초기 안이 없이 컨설팅에 응한 대상관, 면적

등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대상관 등을 제외하고 총 11개

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서울지역 2개

관, 경기지역 2개관, 충청지역 1개관, 경상지역 3개관, 대

구지역 2개관 그리고 전라지역 1개관으로써 대도시와 중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각 조사대상

관의 평면도를 분석하여 공간구성과 면적비율을 탐구하

여 공간규모계획기준의 연구의 범위로 삼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조사대상관의 컨설팅 전과 후

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각 세부공간구성의 변화를 정성적

으로 탐구하여 공간배치의 변화의 경향과 추이를 분석한

다. 각 조사대상관별로 공공도서관의 소요공간영역별 면

적구성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분석함을 통

해 컨설팅에서 목표로 하는 주요 제안기준을 도출한다.

도서관컨설팅은 건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으로 나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acility

management)로서 실내디자인의 영역이 아닌 문헌정보학

의 영역이므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배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서관건립 컨설팅의 개념과 의미

컨설팅이란 사전적의미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

축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계획단계에서 구축 및 운영단계

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비즈니스 및 기술

분야의 요소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침으로써 고객 스스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1)

최근 수년간의 신규도서관 건립 증가에 따라 전문가

없이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계획안에 대해 관종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운영을 지

원하는 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

설팅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사업팀이 각

지자체의 공무원과 담당 지역전문가와 협력하여 그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모와 공간구성의 공공도서

관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전문단체 지역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건립방안 제시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사업팀

<표 1> 도서관 서비스 실행체계

공공도서관은 지위별 역할분담에 따라 지역 중앙관,

거점 도서관, 소규모 분관, 작은 도서관, 이동 도서관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은 규모에 대한 기준과 세부

공간구성의 비율이 다르며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각각 다

르게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

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공간구성, 세부공간규모도 달라져야 한다. 이처럼 건립을

위한 규모와 성격의 규정에서부터 효율적이고 경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공간구성, 지역특성과 성격에 따른 세

부공간규모계획, 그리고 시공과 개관 진행과정까지의 일

련의 절차를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컨설팅도 함

께 이루어진다.

컨설팅의 수행은 봉사대상인구의 범위설정 및 산정에

서부터 출발한다.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 지역과 주변상

황에 따라 도서관이 담당하게 될 적합한 봉사대상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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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구성요소

자료열람부문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고문서자

료실, 향토자료실, 주제별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이야기방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육부문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학습실, 연구실

업무관리부문

보존서고실, 귀중보존서고실, 이동도서관지원실

관장실, 사무실, 직원회의실, 직원휴게실, 준비실, 탈의실, 숙직실,

자원봉사자실

전산실, 기계실, 전기실, 방제실, 창고, 주차장

공용부문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식당, 휴게

실, 물품보관실

<표 3> 도서관의 소요공간 및 공간계획

공간구성요소
면적배분(%)

지역중앙관 분관

자료열람부문

일반자료열람

35-45 40-50어린이자료열람

디지털자료열람

업무관리부문

보존서고

16-22 13-20업무관리

기계, 전기, 창고

문화교육부문 전시, 교육, 문화, 학습실 등 8-15 6-10

공용부문 25-30 25-30

합계 100 100

<표 4>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

산정하고 그에 맞는 규모의 설정이 우선이 된다. 그 지

역의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라 건립도서관의 지위적 역할

이 지역중앙관인가, 거점도서관인가, 지역분관인가를 결

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모와 개실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봉사대상인구의 나이,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서도 세부공간구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서계획과 운영에 대한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규모의 선정과 세부공간규모계획기준에 관한

지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도

서관건립컨설팅은 공간계획과 규모계획에 있어 건립규

모, 공간의 조닝, 동선체계, 각 공간별 세부지침에 있어

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이며 구조,

모듈, 설비, 방재, 보안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관

리와 운영의 효율성의 측면도 고려된다.

<그림 1> 공공도서관 컨설팅 수행방법

2.2.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및 체계

중세의 공공도서관이 특정계층의 전유물로서 정보의

소유로서의 공간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공공도서관은 정

보의 공공화를 통해 대중의 교육을 목표로 한 공간이었

다.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소통으로서의 커뮤니티

문화시설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정

보자료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소요공간구성은 자료열람부문, 문화교육

부문, 업무관리부문, 공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자료열람부

분은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

실, 향토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

실, 디지털자료실을 포함하며 각각 반드시 독립된 실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통합된 영역으로 설정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 내부공간을 이해하기 쉽게 가능

한 층수를 줄이고 한 개 층의 면적을 넓게 하며, 직원이

실내의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벽, 기둥,

칸막이벽의 설치를 최대한 줄여 동선이 원활한 구성으로

한다. 자료부분과 열람부분은 함께 두며 내부공간의 동

선계획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자료접근의 편의성을 극

대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교육부문은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과 더

불어 학습실을 포함한다. 각종 집회에 대응하는 세미나

및 집회실은 주 층에 둘 필요는 없다. 업무관리부문에는

보존서고실, 관장실, 사무실, 직원회의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주차장을 포함하며 공용부문은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식당, 휴게실을 포함한다.

규모별 소요공간에 관한 지침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크게 15만명인 도시의 지역 중앙관과 인구 2

만명 단위의 분관으로 분류해보면 각각의 공간구성부분

별 면적배분은 아래 표2)와 같이 정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표 3>에

서 언급한 공공도서관의 소요공간구성의 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공간구성의 변화추이와 면적비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을 통해 컨설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도출된 면적계획기준은 기 발표된 자료의 공간구성요소

별 면적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기준설정의 기초적 자료가

되도록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

뉴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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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개요

강남구 도곡아트랑

도서관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규모 지하3층, 지상6층 (지상3층-6층 : 도서관)

연면적(m
2
) 11,045 (2,863 : 도서관면적)

개관예정일 2012.9

서초구 구립반포

도서관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m2) 3,561 (2,992 : 주차장제외)

개관예정일 2012.11

군포시 부곡 도서관

위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m2) 1,994

개관예정일 2013.5

포천시 포천시립

영북 도서관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규모 지상2층

연면적(m
2
) 1,118

개관예정일 2012.12

영천시 영천시립

도서관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m2) 4,063

개관예정일 2013.12

통영시 죽림농어촌

공공도서관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m
2
) 1,929

개관예정일 2012년중

충북 옥천군 군민

도서관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m
2
) 2,529

개관예정일 2011년 하반기

대구 동구 안심공공

도서관

위치 대구 동구 율하동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m2) 2,400

개관예정일 2011.03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

회관 도서관

위치 대구 중구 남산동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m
2
) 1,567

개관예정일 2011년중

경남 창녕군 군립

도서관

위치 창녕군 영산면 동리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m2) 1,292

개관예정일 2011.09

광주시 북구 운암

도서관

위치 북구 운암동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m2) 2,207

개관예정일 2011.11

<표 5> 조사대상관의 일반적 개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도곡

아트랑

도서관

지상

3층

지상

4층

지상

5층

지상

6층

<표 6> 도곡아트랑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3. 초기안과 컨설팅안의 비교검토

3.1. 조사대상관의 일반적 개요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건립 컨

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한 11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관의 연면적은 약1,100m2부터 4,300m2까지 평균

2,200m2정도의 사례관이며,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있다.

11개 대상관의 일반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다.

3.2. 각대상관의 공간배치변화 검토

(1) 강남구 도곡아트랑도서관

도곡아트랑도서관은 지하3층, 지상6층의 건물로써 이

중 도서관은 지상3층부터 지상6층에 위치하며 연면적은

2,863m
2
이다. 나머지 층의 용도는 문화센터, 육아지원센

터, 주민센터 등의 시설이 복합화 되어있다. 지자체안에

서는 3층에 어린이열람공간과 일반인을 위한 디지털자료

열람공간이 분산 배치되어 많은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

고 공용면적이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자료정

리실과 사무실이 다른 층에 설치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도서관 면적에 비해 사무실 면적이 협

소한 문제점이 있었다. 5층의 학습실은 소음원인 공조실

과 인접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보존서고가 거

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컨설팅안에서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3층에 일반자료열람, 디지털자료

열람, 연속간행물열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배치하

고 공용면적을 최소화 하였다. 4층에 어린이 자료열람과

유아자료열람공간을 인접 배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외부옥상정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층

에는 도서관 규모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위한 보존서고를 확보하였으며, 6

층에는 학습실을 3개로 분산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2) 서초구 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법원도서관 같은 국립도

서관이 위치해있는 관계로 공공도서관은 구립서초어린이

도서관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현재 인구당 공공도서관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현실이다. 이번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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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구립

반포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지상

5층

<표 7> 구립반포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부곡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표 8> 부곡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포천

시립

영북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표 9> 포천시립영북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획된 구립반포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3,561m
2
로써 비교적 큰 규모로 계획되었다. 지자체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자료열람공간이 봉사대상인구 대비 협

소하므로 증가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층 열람

실은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가 필요하였

다. 이에 컨설팅 안에서는 2층 자료열람실을 공용공간을

줄이고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러

한 수정방향은 자료열람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

음의 주요원인인 공용부분의 축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3층의 경우 학습실을 자료열람

공간으로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관 열람공간면

적과 장서수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4층에는 학습실을 소

규모로 분산배치하고 사무실과 함께하여 관리가 용이하

도록 하였다. 5층의 벤쳐 사무실은 관리상 많은 문제점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삭제하였

고 1층의 매점을 올려 카페와 함께 문화교실을 설치하였

다.

(3) 군포시 부곡도서관

군포시는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으며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총 61개의 도서관시설이 있으며, 인구 천

명당 공공도서관면적이 74.5m
2
로써 전국평균3)보다 무척

높다. 부곡도서관은 연면적 1,650m
2
의 지하1층, 지상2층

의 도서관이다. 지자체안은 전반적으로 공용면적을 최소

화한 안으로써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컨설팅안

에서는 공간배치와 구성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고 세부적인 내용의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1층에 전시공

간을 확보하였으며, 학습실은 운영의 효율을 위해 100석

이하로 분할하여 배치하였고, 이미 충분한 면적의 도서

관공간과 장서수를 확보하였으므로 지역적인 특성상 문

화교실을 다소 확대 배치하였다.

3) 2009년말 전국도서관통계자료 기준 전국평균은 36.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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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영천

시립

도서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표 10> 영천시립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죽림

농어촌

공공

도서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표 11>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4) 포천시 포천시립영북도서관

포천시립영북도서관은 지상2층의 연면적 1,100m
2
규모

로 지역분관규모를 만족한다. 컨설팅안에서는 1층 입구

의 전실영역을 확보하고 어린이 열람공간 내부를 자료특

성별로 영역화하여 운영과 관리효율에 따라 재배치하였

다. 2층의 공용공간은 자료열람영역으로 통합하여 확대

하였으며 사무공간은 적절한 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보

존서고는 지역분관의 성격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삭제하

였다.

(5) 영천시 영천시립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써 연면

적 4,063m
2
의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이다. 지역 내 지

역 중앙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자체안에

서는 2층 일반자료열람, 디지털자료열람, 연속간행물 존

의 통합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3층 학습실부분의 문제

와 더불어 시설규모에 비해 사무공간의 면적이 부족하다

는 문제가 있었다. 컨설팅안에서는 1층에 이동도서를 위

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2층에 불필요한 출입구를 폐쇄

하였고, 전체공간이 안내카운터에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영역화하여 배치하였다. 3층의 매점공간은 학습

실과 분리하였으며, 학습실에는 전실을 배치하고 사무실

을 적정공간으로 확보하였다.

(6) 통영시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929m2의 도서관으로써 분관규모를 충족한다. 컨설팅안

에서는 일반자료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의 위치를 변경하

고 멀티미디어실과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1층의 시청각실은 2층으로 변경하여 다목적실 형태로 문

화교실 및 학습실, 사무실과 인접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전면이 서측을 향하고 있으며 입

면이 커튼월구조로 되어있어 에너지절약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며 해변에 근접한 도서관으로 장서관리를 위한 대

비책이 요구된다.

(7) 충북 옥천군 군민도서관

옥천군 군민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써 연

면적 2,500m
2
정도의 도서관으로서 지역중앙관이다. 옥천

군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인구 천명당 18.34m
2
로서 전국

평균4)보다 적은 현황이다. 이에 컨설팅 안에서는 과도한

출입구 수를 2개로 한정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보이드 공

용면적을 최소화 하여 자료열람영역을 확보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2층의 분리된 자료열람실은 통합하고 별개의

학습실을 두어 관리가 용이하게 하였다. 2,3층의 휴게데

크 부분은 확장하여 자료열람실 면적을 확보하는데 힘썼

으며 어린이 자료실 위치를 변경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

도록 하였다. 유아자료실의 벽체는 없애 열린 공간으로

배치하였다. 다목적실은 단 차이를 없애 다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존서고의 출입문은 자료실 내부

로 하여 보안에 신경 쓴 점도 보인다.

(8) 대구 동구 안심공공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2,400m
2
의 도서관이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인구 천명당

24m
2
로서 전국평균보다 적은 현황이다. 이에 공간배치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공유면적을 축소하

여 유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1층의

카페테리아는 삭제하여 자료열람실의 면적을 더 확보하

였다.

4) 2009년말 전국도서관통계자료 기준 전국평균은 36.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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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충북

옥천군

군민

도서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표 12> 옥천군 군민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대구

동구

안심

공공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표 13> 대구안심공공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경남

창녕군

군립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표 15> 창녕군 군립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대구

중구

228

민주

운동

기념

회관

도서관

지상

2층

지상

3층

<표 14> 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9)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본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써 기념회관과

의 복합건물이다. 도서관은 지상2, 3층으로 연면적은

1,700m
2
의 건물이다. 초기안에서의 계단위치를 휴게데크

와 변경하여 자료열람실을 확장하였다. 3층의 홀과 휴게

데크도 축소하였고 보이드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였다.

도서관 사서와 운영직원을 위한 사무실을 추가하였다.

(10) 경남 창녕군 군립도서관

창녕군 군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연

면적 1,200m
2
의 비교적 소규모의 도서관이다. 초기안에

서는 어린이열람공간이 협소하며 디지털열람영역의 위치

가 부적절하였다. 로비공간이 과다하게 커서 비효율적이

었으며 종합자료실은 협소하였다. 컨설팅안에서는 1층과

2층의 공간배치를 대폭 수정하여 1층에 다목적실과 학습

실을 배치하였고 어린이열람실은 배부에 계단과 엘리베

이터를 두어 2층의 일반자료열람실과 연계되도록 하였

다. 2층에는 통합형의 넓은 열람실과 사무실이 배치되어

관리효율을 높였다.

(11)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써 연면적 1,500m
2
의 도서

관이다. 1층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으나 사무실공간이

다소 확장되었다. 2층에서는 홀 면적을 다소 줄이고 자

료열람공간을 확장하였다. 학습실은 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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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지자체안 컨설팅안

광주시

북구

운암

도서관

지상

1층

지상

2층

<표 16> 운암도서관 컨설팅 전,후 공간구성의 변화

3.3. 각 영역별 면적구성 분석

위에서 살펴본 조사대상관의 각 영역별 세부공간면적

구성을 컨설팅 전, 후를 비교하여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도곡아트랑도서관에서는 자료열람영역이 37.4%에서

45.3%로 7.9% 증가하였고, 관리부분은 10.0%에서 17.4%

로 7.4% 증가하였다. 문화영역은 7.8% 감소하였고, 공용

부분은 30.0%에서 23.5%로 6.5% 감소하였다. 이는 도서

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자료열람영역이 강화된 것

으로 풀이된다. 현재 강남구에는 총 11개의 공공도서관

이 있으나 소규모의 도서관에 불과하여 인구 천명당

14.2m2의 공공도서관면적을 갖게 된다. 이는 2009년 전

국평균인 36.4m2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이며5) 본 도서

관 개관 후도 아직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이게 된다.

자료열람영역이 증가한 것은 최대한 넓은 면적의 열람공

간을 확보하여 수용인원 및 장서수 확보를 고려한 것으

로 판단된다. 관리부분이 증가한 것은 보존서고의 확보

에 기인한 것이다. 문화부분이 다소 감소한 것은 학습실

을 관리효율에 따라 분산 배치에 기인한 것이다.

서초구 구립반포도서관에서는 관리영역과 문화영역은

각각 2.6%감소와 2.9% 증가로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자

료열람영역이 20.5%에서 38.7%로 18.2% 큰 폭으로 증가

하였고 공용부문은 48.1%에서 29.6%로 18.5%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서초구의 인구 천명당 공공도서관면적은

0.9m2에 불과하다. 그러한 이유로 가능한 한 공용면적을

최소화하고 통합된 열람실를 만들어 관리에 효율성을 높

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의 변화가 큰 것은 기존

계획안이 지나친 면적의 공용공간으로 열람실이 양쪽으

로 분할되어있기 때문이다. 공용부분 수치가 타 사례관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식당과 카페면적이 포함

되었기 때문이다.

5)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2009년 기준

군포시 부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자료열람영역이 3.8%

로 소폭 감소하고 문화영역이 4.1%로 소폭 증가한 경향

을 보여준다. 이는 군포시에 공공도서관 보급률이 타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미 충분한 열람공간과 장서량

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밀집 주거

지역의 특성상 문화영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

다. 관리영역과 공용부분은 각각 0.6% 증가와 0.9% 감소

로 큰 변화가 없다.

포천시 포천시립영북도서관은 자료열람부분이 35.3%

에서 49%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용부분은 26.5%에서

19.5%로 7.0% 감소하였다. 타 사례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2층 공용부분을 열람실로 편입시키며 생긴 결과이다.

연면적이 1,119m
2
로 소규모의 도서관이므로 비율변화에

민감하다. 관리영역은 보존서고의 삭제를 통해 7.4% 감

소하였으며 문화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

영천시 영천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열람부분이

31.1%에서 35.5%로 4.4% 증가하였으며 공용부분은

21.3%에서 16.1%로 5.2% 감소하였다. 관리부분과 문화

부분은 각각 0.3% 증가와 1.2% 감소로 큰 차이가 없었

다. 역시 타 사례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층 공용부분

을 열람실로 편입시키며 생긴 결과이다.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1% 내

외의 증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기능적으로 관리

의 효율과 효과적인 동선배치에 따라 공간구성이 재배치

되었다.

충북 옥천군 군민도서관6)은 자료열람영역이 28%에서

35%로 7.0%증가하였으며 공용부문은 6.0% 감소하였다.

관리와 문화부문은 소폭 변화하였으며, 대구 동구 안심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열람영역이 5.0%증가하였고

공용부문은 3.0%감소하였다. 문화부문은 2.5% 감소하였

고 관리부문은 0.5%증가하는데 그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층간 오픈 부분 및 커다란 홀 면적 등의

과도한 공용부문을 줄이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자료열

람부문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의 경우는 자

료열람영역은 1.0%증가하고 관리부문이 4.0%증가 하였

다. 공용부문은 4.0% 감소하였다. 타 사례관들과 마찬가

지로 공용부문을 줄였으나 기존안에 부족했던 관리사무

실 면적을 확보하며 생긴 결과로 자료열람영역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

경남 창녕군 군립도서관은 자료열람영역이 14.0%로

대폭 증가하였고 공용부문은 12.0%로 대폭 감소하였다.

6) 2009년, 2010년에 컨설팅이 진행된 충북 옥천군 군민도서관, 대구

동구 안심공공도서관,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경

남 창녕군 군립도서관,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의 5개 사례관은 그

면적계산에 있어서 반올림하여 0.5% 단위의 백분율의 수치를 산정

하였기에 2011년 사례관에 비해 소수점 0.1%단위의 정확한 면적비

율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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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구분
지자체안 컨설팅안

증감(%)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강남구 도곡

아트랑

도서관

자료열람 1,074 37.4 1,298 45.3 7.9 증가

관리 282 10.0 497 17.4 7.4 증가

문화 646 22.6 396 14.8 7.8 감소

공용 861 30.0 672 23.5 6.5 감소

서초구 구립

반포 도서관

자료열람 612 20.5 1,157 38.7 18.2 증가

관리 561 18.7 483 16.1 2.6 감소

문화 381 12.7 466 15.6 2.9 증가

공용 1,439 48.1 886 29.6 18.5 감소

군포시 부곡

도서관

자료열람 914 45.8 838 42.0 3.8 감소

관리 252 12.7 267 13.3 0.6 증가

문화 359 18.0 442 22.1 4.1 증가

공용 469 23.5 450 22.6 0.9 감소

포천시 포천

시립영북

도서관

자료열람 394 35.3 548 49.0 13.7 증가

관리 179 16.0 97 8.6 7.4 감소

문화 249 22.2 256 22.9 0.7 증가

공용 296 26.5 218 19.5 7.0 감소

영천시 영천

시립 도서관

자료열람 1,288 31.1 1,441 35.5 4.4 증가

관리 1,091 26.6 1,093 26.9 0.3 증가

문화 864 21.0 904 22.2 1.2 증가

공용 874 21.3 653 16.1 5.2 감소

통영시 죽림

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열람 647 33.5 642 33.4 0.1 감소

관리 412 21.5 427 22.1 0.6 증가

문화 394 20.4 412 21.3 0.9 증가

공용 475 24.6 447 23.2 1.4 감소

충북 옥천군

군민도서관

자료열람 716 28 905 35 7.0 증가

관리 295 12 251 10 2.0 감소

문화 512 20 551 21 1.0 증가

공용 1,006 40 865 34 6.0 감소

대구 동구

안심공공

도서관

자료열람 959 40 1,093 45 5.0 증가

관리 442 18.5 465 19 0.5 증가

문화 302 12.5 238 10 2.5 감소

공용 697 29 648 26 3.0 감소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도서관

자료열람 569 36 620 37 1.0 증가

관리 171 11 276 16 5.0 증가

문화 292 19 292 17 2.0 감소

공용 535 34 514 30 4.0 감소

경남 창녕군

군립도서관

자료열람 300 23 482 37 14.0 증가

관리 232 18 267 20 2.0 증가

문화 300 23 245 19 4.0 감소

공용 460 36 311 24 12.0 감소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자료열람 1,067 48 1,199 54 6.0 증가

관리 278 13 322 14 1.0 증가

문화 422 19 295 13 6.0 감소

공용 440 20 412 19 1.0 감소

조사대상관

평균

자료열람 776 34.1 929 40.5 6.4증가

관리 381 16.8 404 17.6 0.8증가

문화 429 18.9 408 17.8 1.1감소

공용 687 30.2 552 24.1 6.1감소

<표 17> 조사대상관의 컨설팅 전,후의 각영역별 면적비교

관리와 문화부문은 각각 2.0% 증가, 4.0% 감소로 상대적

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실 및 다목적실

등 문화교육영역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열람영역은 통합열람실의 형태로 하여 열람실 내부

로 수직 이동동선을 가져옴을 통해 공용면적이 줄고 자

료열람영역이 증가하였다.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열람영역이 6.0%

증가하였고 문화영역이 6.0% 감소하였다. 관리 및 공용면

적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과도한 면적의 공부방, 즉 학습실

의 면적을 줄이고 자료열람영역을 확보한 결과이다. 이는

공부방처럼 운영되던 도서관에서 벗어나 정보의 공공화라

는 도서관 본연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평균적으로 자료열람영역의 비율은 기존 34.1%에서

40.5%로 6.4%가 증가하였으며 공용부문은 기존 30.2%에

서 24.1%로 6.1%감소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봉사대상인구에 따른 적정 도서관면적기준과 기준 장서

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구증가

와 그에 따른 장서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최대한 자료열

람실 면적을 확보하려 하였다. 또한 소음원인인 공용부

분의 면적으로 줄이고, 자료열람부분의 효율적인 통합관

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영역부분은 기존16.8%

에서 17.6%로 0.8% 증가하였으며, 문화부분은 기존

18.9%에서 17.8%로 1.1% 감소하는데 그쳐 큰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전 지자체에서 제시한 각 부분별 공간규모계획

기준은 자료열람영역 34.1%, 관리영역 16.8%, 문화영역

18.9%, 공용영역 30.2% 로 파악되었으며, 컨설팅을 통해

제안된 각 부분별 공간규모계획기준은 자료열람영역

40.5%, 관리영역 17.6%, 문화영역 17.8%, 공용영역

24.1% 로 나타났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봉

사대상인구수 20,000명인 분관의 시설규모예시기준7)과

비교하면 각각 47.6%, 15.4%, 10.0%, 27.0%로 제시된 기

준보다 자료열람영역이 면적이 적고 문화영역의 면적은

기준보다 대폭 큰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의 축적 및 공공화라는 자료이용중심의 공

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에서 연유

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영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과 더불어 자유열람실 즉 학습실을 포

함한 영역으로 199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탈 공부방선언

이후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용부문은 기준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으나 이는 정해진

면적 하에서의 자료열람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향

의 부산물로 나타난 경향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건립.운영 매뉴얼, 2010, p.66 표30 분관

의 구성요소별 면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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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소개된 11개관의 공간규모계획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조사대상관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분석하고 컨

설팅 전과 후의 평면분석을 통해 공간배치의 변화와 세

부공간의 영역별 면적구성비율을 분석하여 변화의 추이

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영역별 공간규모

계획기준은 컨설팅 전 후를 비교해볼 때 일정한 방향성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 전과 후에 있어서 자료열람부분의 비율

은 기존 34.1%에서 40.5%로 6.4%가 증가하였다. 이는

분관기준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

고 있는 기준인 40%～50%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증가의 이유로는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로서의 정보의 축적과 공공화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자

료열람공간의 확보를 나타내며, 장서수의 증가에 대비한

예비공간의 확보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통합관리의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용부문은 기존 30.2%에서 24.1%로 6.1%감소

하였다. 이는 초기안으로 정해진 면적 하에서 자료열람

영역의 증가에 따라 생겨난 결과로 판단된다. 감소의 이

유로는 자료열람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분리되었던 공

간을 통합하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간결한 동선

과 공간구성을 위해 재정리 되었으며, 지나치게 넓은 홀

과 오픈공간은 소음부의 주요원인이므로 그 영향을 최소

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셋째, 관리영역부분은 기존16.8%에서 17.6%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부문은 기존 18.9%에서

17.8%로 1.1% 감소하는데 그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영역부문은 각 사례관 별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

의 확보를 의미한다. 문화부문은 각 대상관마다의 지역

적 특성과 운영현황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넷째, 도서관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공공도서관 각 부

분의 공간규모계획기준은 각각 자료열람영역 40.5%, 관

리업무영역 17.8%, 문화교육영역 17.8%, 공용부문 24.1%

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 전반을 대변하는 공간규

모계획기준이라 할 수는 없으나 타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도서관컨설팅의 수행은 해당 지역의 인구와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라 봉사대상인구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규모와 세부면적기준을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해

당지역의 공공도서관 면적에 따라 신규 건립도서관의 지

위별 역할분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전체적인 면적구성비율과 더불어 세부적인 열람공간의

크기, 보존서고의 유무 등의 세부 공간구성과 공간규모

계획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로 건립추진 중에 있는 전국 11개 공공도

서관의 초기의 지자체 계획안과 컨설팅을 통해 수정 제

안된 안을 비교분석함을 통해 컨설팅의 효용성과 방향성

을 재정립하고 그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각 영역별 공간

규모계획기준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통해

기 발표된 기준자료와 비교함을 통해 적절한 공간규모산

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올바른 기준의 확립

을 위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적 분류

와 더불어 규모별, 시기별 분류에 따른 지침도 함께 분

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컨설팅을 통한 계획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당 조사대상관의 완공된 건물

의 사후 추적조사를 통한 추가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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