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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자료열람실 공간기 에 한 연구

Study on the Spatial Standard for Data Reading Rooms in Public Libraries

Author 임호균 Lim, Ho-Kyun / 이사, 연세 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atios of area, according to the domains and functions, of a public library. To this

end, 20 public libraries were selected as samples from the 2012 Public Library Construction Casebook and from

cases of consulting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The domains of a public library were categorized into data reading, cultural education, operation, common use,

and others.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area ratios between public libraries that were built with the aid of

consulting (Group B) and those without consulting (Group A).

In functional terms, the data(bookshelf) space and reading space had similar ratios within a data reading room,

while the ratio of the library information space was smaller. Within a general data reading room, the ratio of the

library information space was 12%, while the ratios of the data space and seating space were 44%, respectively.

Moreover, within a data reading room for children, the ratios of the library information space and children’s space

were adjusted to 14%, respectively, while the data space and seating space each accounted for 36%, with either

3- or 5-decker bookshelves installed.

This study has identified how to calculate the area for each domain, capacity of books, and seating capacity by

applying area ratios through functions in the data storage domain, along with numbers of books and seats per

unit space. This study has also succeeded in calculating the required area and seats for each type of data

storage room by applying the number of books that exist. However,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 in tha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Metropolis, Small & medium size cities, Rural areas) were not considered because the

number of samples was only 20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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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최근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도서 은 지역 커

뮤니티시설로서 필수 인 공공시설이 되었으며, 복합시

설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에 기 의도서 캠페인을 기 으

로 공공도서 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공공도서 건립 붐이 일어났다. 한 문화체육 부에

서 ‘도서 종합발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도서 의 종합

인 비젼을 제시한 이후로 공공도서 의 수는 격하게

증가하 다. 2012년 말 기 국 공공도서 의 수는 828

개 인데 그 450개 이 2000년 이후 건립 되었다.1)

1) 문화체육 부 도서 통계

이러한 공공도서 의 양 팽창은 랑스와 한국의 인

구 비 공공도서 시설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비교

한 <그림 1>과 같이 각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과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기 으로 한국의 2011년 인구 비 공공도서 시설면

(면 :4㎡/100명, GDP:22,388$)과 랑스의 1991년 공공

도서 시설면 2)(면 :4.05㎡/100명, GDP:21,268$)이 비

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두 국가의 면 상승 속도

한 비슷하다. 따라서 랑스의 인구 비 공공도서

시설면 이 4(㎡/100명)에서 6(㎡/100명)으로 증가하는

기간과 GDP를 참고한다면 국내 공공도서 시설 증가에

한 측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공공도서 시설

2) François Rouet, La grande muta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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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 운 방향에 한 장기 인 계획을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문화체육 부에서 2008년과 2010년 2차례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을 발간하여 공공도서 의 각 역별

규모기 을 제시하 으나 해외 사례를 기 로 하 으므

로 최근에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 에

한 기 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한국과 랑스 공공도서 시설규모 비교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국내 공공도서 사례

를 기 로 공공도서 에서 가장 요한 자료열람실에

한 각 기능별 면 비율을 산출하여 건립계획시 필요한

규모 산출을 한 기 자료를 설정한다. 둘째, 장서량이

포화상태인 공공도서 과 노후화된 공공도서 리모델링

를 한 자료열람실의 각 기능별 필요면 평가기 을

설정한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기 으로 공공도서 자

료열람실의 필요면 산출, 수용가능 장서량 열람석

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함이다.

1.2. 연구의 범 차

본 연구를 한 사례 은 총 20개로 선정방법은 다음

과 같다. 공공도서 건축사례집3) 발간을 하여 선정된

공공도서 26개 사례 건축도면과 각 자료열람실 가

구배치도면이 유효한 11개 을 선정하 다. 그리고 2009

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공공도서 건립·운 컨설

지원사업에서 컨설 이 진행된 사례 각 자료열람

역의 가구배치도면이 완결된 자료가 유효한 9개 을 선

정하 다.4) 각 사례 의 일반 황과 연면 5) 비 각

역별 면 비율6)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하 다.

본 연구 차는 첫째, 공공도서 공간구성에 하여

선행연구와 련문헌자료를 통하여 분류기 을 설정한

3) 문화체육 부에서 2012년 국내 공공도서 건축 으로 우수

한 사례를 선별하여 발간하 다.

4) 재 건립 인 사례 을 포함하 다.

5) 사례 별 균일한 면 비교를 하여 지하주자장은 연면 에서 제

외하고 각 역별 면 비율을 계산하 다.

6) 면 분류기 은 본 연구에서 정리된 각 역별 분류기 에 따라

각 실별 면 을 역별로 합산하 다.

다. 둘째, 선정된 각 사례 의 역별 면 을 분류기 에

따라서 연면 비 각 역별 면 비율을 산출하고 분

석한다. 셋째, 기능별(서고, 열람, 안내 등) 면 비율과

단 면 을 산출한다. 넷째, 각 사례 별 어린이자료열람

실(어린이자료열람실, 유아열람실, 가족열람실 수유실

등)과 일반자료열람실(종합자료실, 일반자료열람실, 연속

간행물실, 실버자료실, 향토자료실 등)에 하여 각 기능

별 면 비율을 분석하여 공공도서 건립계획 리모델

링 계획 시 필요한 규모기 과 산출방법을 도출한다.

순번 도서 명
건립

년도
규모

연면

(m2)

자료

열람

역

문화

교육

역

리

업무

역

공용

역

L1
주시립

송천도서
2005

지하1층

지상3층
3,367.1 21.4% 21.7% 12.6% 44.4%

L2

동 문구

정보화

도서

2006
지하3층

지상3층
3,095.0 33.4% 9.5% 11.6% 45.5%

L3
노원정보

도서
2006

지하1층

지상4층
6,526.9 29.7% 16.6% 11.3% 42.4%

L4
부산시립

구포도서
2006

지하1층

지상4층
7,402.8 29.9% 9.1% 6.1% 54.9%

L5
의왕시

앙도서
2007

지하1층

지상4층
7,267.5 28.1% 16.9% 12.4% 42.6%

L6

곡문화

체육센터

도서

2008
지하1층

지상4층
2,032.2 30.1% 28.2% 8.9% 32.8%

L7
주교하

도서
2008

지하1층

지상3층
8,547.0 34.5% 19.5% 13.3% 32.6%

L8
김포시

통진도서
2009

지하1층

지상3층
4,080.0 29.8% 16.9% 5.8% 47.6%

L9
천안시

두정도서
2009

지하2층

지상3층
6,662.0 34.6% 11.4% 13.4% 40.6%

L10
인천미추홀

도서
2009

지하2층

지상3층
13,099.7 40.9% 12.1% 13.4% 33.6%

L11

순천시립

조례호수

도서

2010
지하1층

지상3층
2,030.0 44.6% 17.2% 6.5% 31.7%

L12
익산시립

부송도서
2012

지하1층

지상3층
3,743.2 24.6% 26.2% 6.1% 43.2%

L13
구동구

안심도서
2012

지하1층

지상3층
2,454.2 45.4% 9.3% 14.3% 31.0%

L14
천안

신방도서
2012

지하1층

지상3층
4,439.0 34.3% 27.2% 18.8% 19.7%

L15
포천

가산도서
2013

지하1층

지상3층
998.0 42.0% 25.7% 6.3% 26.1%

L16
태안농어

도서
2013

지하1층

지상4층
2,800.0 28.8% 23.0% 18.6% 29.6%

L17
증평군립

도서
2013

지하1층

지상3층
2,867.0 32.0% 23.2% 17.3% 27.5%

L18
이천신하

도서
2013

지하1층

지상4층
3,471.0 37.3% 19.0% 18.5% 25.1%

L19
부산연제

구립도서
2014

지하1층

지상2층
2,030.0 39.7% 14.3% 17.2% 28.8%

L20
오산시

암도서
2014

지하1층

지상3층
5,167.0 29.6% 22.3% 23.6% 24.6%

평균 4,603.9 33.5% 18.5% 12.8% 35.2%

<표 1> 사례도서 의 일반 황 역별 면 비율

2. 이론 고찰

2.1. 공공도서 역별 분류

공공도서 각 역별 구분은 도서 구성의 기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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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간), 사람(이용자, 리자), 장서(개가식, 보존식)

의 상호 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공공도서 은 지역커뮤니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 인 운 을 하여 역별로 단일공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공간 분류는 각

단 실 보다는 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도서 각 역별 공간 구성에 한 다수의 선행

연구 에서 김정희7)는 공공도서 을 다양한 행사와 교

육 지역 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의하면서 공간

을 이용자 역과 지원 사 역으로 이원화 하 다. 이용

자 역은 자료열람 역과 문화교육 역으로 분할되며,

지원 사 역은 사무 역, 건물유지 리 역, 이동문고

역, 기계/ 시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에서는 공공도서 의 공간

을 자료열람부문(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

실, 참고자료실, 향토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어린이자료

실, 유아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육부문( 시실, 다

목 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과 더불어 학습

실), 리업무부문(보존서고실, 장실, 사무실, 직원회의

실, 기계실, 기실, 창고 등), 공용부문( , 계단, 복도,

화장실, 식당, 휴게실)으로 구분하고 있다. 8)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 의 자료열람공간은 효율 인

운 을 하여 일반자료열람실(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

료열람실로 크게 나 고 있으며, 디지털자료열람실은 규

모에 따라서 일반자료열람실(종합자료실) 내부에 하나의

역으로 운 되거나 단일실로 운 되고 있다. 한 공

공도서 에서 지하주차장 기계/ 기실 등은 각 자치

단체의 법규, 조례 등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

로 지하주차장 면 을 기타 역으로 분류하고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공공도서 의 공간

분류는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분 공간

자료열람

역

일반자료

열람

일반자료열람, 연속간행물, 디지털열람, 귀 (향토)

자료, 실버(장애인)열람실 등

어린이자료

열람

어린이자료열람, 유아자료열람, 이야기방, 어린이문

화교실 등

문화교육

역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 실/시청각실, 학습실/일반열람실/자유열

람실, 시실/ 시 역 등

리업무

역

사무실

사무지원

장실, 사무실, 문서보 실, 회의실, 탕비실, 직원

휴게실, 자원 사자실, 서버 통신실, 자료반입

정리실 등

보존서고

기계실, 기실, 창고

공용 역
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

휴게실, 북까페, 식당, 주방 등

기타 역 지하주차장 등

<표 2> 공공도서 역별 공간분류

7) 김정희, 사회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 공간구성체계에 한

연구, 홍익 학교 박사학 논문, 2007

8) 문화체육 부,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2010, p.55

2.2. 공공도서 기능별 단 기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The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는 공공도서 의 공간운 을 한 보고서

에서 공공도서 자료공간에 한 단 면 당 기 장서

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 으로 필요한 면 을

<표 3>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9)

구분 산츨기

일반 도서(권) 100권/㎡

연속간행물(종) 10종/㎡

비도서자료(테이 , CD-ROM, DVD 등) 100 /㎡

자자원(검색 수) 1 /5㎡

* TCF(Target Collection Factor, 목표장서지수)

<표 3> TCF
*
산출기

미국의 PROVIDENCE Associates Inc와 Library

Planners Consultants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성인용 자

료, 아동용 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로 구분하 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형 내에서 자료의 속성에 따라

출자료, 참고자료, 신간도서, 그림책 등으로 구분하여 유

형당 면 을 <표 4>, <표 5>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10)

자료 유형 권수/1SF
*

권수/1LF
*

성인

도서

출자료(Circulating)

참고자료(Reference)

페이퍼북(Paperbooks)

신간도서(Current/Display)

10

8

120

5

8

6-7

15

5-10

아동

도서

출자료(Circulating)

그림책(Easy/Picture)

참고자료(Reference)

18

26

8

10

14

6-7

연속

간행물

신간자료Current issue)

제본(Backfile, Bound of Boxed)

1호

8-10권

1호

6-7권

정부간행물(Government Document) 10 20-25 아이템

* SF(Square Feet) : 0.0929㎡, LF(Linear Feet) : 0.3048m

<표 4> 자료유형에 따른 단 면 당 장서수

열람석 유형 열람석 당 SF

성인/청소년 (4'*6') 열람테이블

성인/청소년용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린터

성인/청소년용 컴퓨터

성인/청소년용 공부방

객용 의자 고정좌석

객용 의자 이의자

회의실/회의실 테이블

다목 방 테이블 달린 의자

정보검색용 컴퓨터 단말기(독립형)

어린이용 의자

25

48

36

20

10-12

10-15

25-30

15-20

24

5

<표 5> 열람석 유형에 따른 필요면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에서는 <표 6>과 같이 자

료열람공간에 필요한 기능별 면 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면 기 의 산출근거가 해외 사례를 기 으로 한

것이며, 재 국내 공공도서 의 기능 인 변화를 고려

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9) 한국비블리아학회,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연구, 2007, p.17

10) 한국비블리아학회, op.cit., 200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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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 (㎡/석)

일반자료실 열람석 2.3㎡

참고자료실 열람석 2-2.3㎡

연속간행물실 열람석 2-2.3㎡

어린이

자료실

열람석 1.5-1.9㎡

모여 앉는 곳 1.74-1.89㎡

이야기방 1-1.5㎡

디지털

자료실

마이크로자료 시청각 자료용 3.5㎡

컴퓨터단말기용 2㎡

시각장애인 지체부자유자석 2.8㎡

<표 6> 자료열람부문의 기능별 면 기 (통로포함)

이를 기 으로 본 연구에서 단 면 당 개가식장서량

과 자료열람석 단 면 에 한 기 은 공공도서 실

사11)를 통하여 산출한 값을 기 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

한다. 단 면 당 개가식 장서량은 일반 으로 사용되

고 있는 서가배치 형식인 <그림 2>와 같이 서가 5개를

연속하여 나열하고 통로폭은 1.2m, 서가간격은 1.6m를

기 으로 하 다.12)

<그림 2> 개가식 장서량 산출시 서가 배치

이를 기 으로 개가식서가가 차지하는 바닥면 1㎡당

개가식 장서량(6단, 양면 기 )은 정량(수용가능 최

장서량 230권의 75%)13)을 기 으로 약 180권이다. 그러

나 어린이자료열람실의 개가식서가 배치는 일반 으로 3

단 50%와 5단 50%로 구성되어 있다. 한 어린이자료열

람실 개가식서가 장서량은 장서 두께를 고려하여 일반자

료열람실 장서량보다 50%14)를 할증하여 용하면 서가

가 차지하는 바닥면 1㎡당 개가식 정장서량(3단+5

단, 양면 기 )은 동일하게 약 180권(수용가능 최 장서

량 230권의 75%)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장서량(권/1㎡)

비 고
정 최

일반자료열람실

90 115 3단 양면서가 기

150 190 5단 양면서가 기

180 230 6단 양면서가 기

어린이자료열람실
130 170 3단 양면서가 기

180 230 3단+5단 양면서가 기

<표 7> 자료열람실 개가식 장서량(어린이장서량=일반장서량×1.5)

자료열람석을 한 기능별 단 면 기 은 국내 공공

11) 열람석 단 면 과 개가식 서가별 장서량에 하여 2012년 9월부

터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함

12) 문화체육 부,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2010, p.67 그림13을

기 으로 보완함.

13) 개가식서가의 정 장서량은 일반 으로 원활한 장서 리를 하

여 최 수용가능 장서량의 75-80%로 한다.

14) 어린이열람실 서가 장서량 실사 후 평균값을 용

도서 사례와 <표 5>, <표 6>을 참고하여 <표 8>과

같이 산출하 다. 한 일반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

물 등은 개방된 단일공간에 배치하므로 단일면 으로 통

일하 다.

구분 면 (㎡/석)

일반자료실/참고자료실/연속간행물실 열람석 2.3㎡

어린이 자료실
열람석 1.7㎡

유아열람석, 이야기방 1-1.5㎡

디지털 자료실
마이크로자료 시청각 자료용 3.5㎡

컴퓨터단말기용 2㎡

시각장애인 지체부자유자석 3㎡

<표 8> 자료열람부문의 기능별 면 기 (통로포함)

3. 조사 상 역별 면 비율

3.1. 역별 면 구성과 비율

총 20개 사례 의 각 역별 면 비율을 공공도서

건립·운 컨설 15) 비 상 (A그룹)과 상 (B그룹)을

기 으로 비교하면 <표 9>와 같이 공용 역 면 비율이

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A그룹(11

개, L1-L10과 L12)은 2010년 이 개 한 도서 이며 컨

설 을 받지 않은 사례 으로 공용 역 면 비율이 평균

약 42%로 높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개 하 거나 개

정인 컨설 을 받은 B그룹(9개, L11, L13-L20)은

공용 역 비율이 평균 27%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

료열람 역이 히 증가하 으며, 문화교육 역과

리 역도 증가하 다. 이와 같은 문화교육 역의 증가와

공용 역의 감소는 공공도서 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

로 효율 인 공간 운 을 한 변화라고 단된다.

구분 자료열람 역 문화교육 역 리업무 역 공용 역

그룹A 30.6% 17.1% 10.4% 41.9%

그룹B 37.1% 20.1% 15.7% 27.1%

<표 9> 사례도서 의 역별 평균면 비율(지하주차장 제외)

3.2. 자료열람 역 기능별 면 비율

총 20개 사례 의 어린이자료열람실과 일반자료열람실

의 각 기능별 구분은 장서, 이용자 리자로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 10>과

같이 구분하 다.

사례 어린이자료열람실에서 안내 역에 자료정리

사무공간이 있는 도서 은 50%(L3, L5, L7, L8, L10,

L12, L14, L17, L18, L20)이며 일반자료열람실에서는

45%(L7, L8, L10, L12, L14, L16, L17, L18, L20)가 안내

역에 자료정리 사무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공

15) 2009년부터 문화체육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 건립·

운 컨설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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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 자료열람실 운 방법의 요한 변화이다.

기능별 구분 기 능

어린이

자료열람실

서가 개가식 서가 통로

자료열람 책상과 의자, 소 통로 등

안내 안내( 출/반납), 자료정리, 사무, 복사, 홀

유아열람 서가, 열람, 수유실, 화장실 등

일반

자료열람실

서가 개가식 서가 통로

자료열람 책상과 의자, 소 통로 등

안내 안내( 출/반납), 자료정리, 사무, 복사, 홀

<표 10> 어린이자료열람실 일반자료열람실 기능별 공간구분

구분 어린이자료열람실 일반자료열람실

L1

L2

L3

L4

L5

L6

L7

L8

<표 11> 20개 사례 실별 가구배치도

L9

L10

L11

L12

L13

L14

L15

L16

L17

L18

L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5호 통권100호 _ 2013.10          333

L20

4. 연구 결과

4.1. 기능별 면 비율 산출

일반자료열람실의 기능은 서가 역, 열람석 역 안

내 역으로 구분되며 <그림 3>과 같이 분류하 다. 첫

째, 서가 역은 서가와 통로 서가 끝부분에서 0.6m까

지의 면 을 산출하 다. 둘째, 안내 역은 입구 홀 부분

과 안내카운터 부분, 사무 역부분, 복사 등을 기 으로

면 을 산출하 다. 셋째, 열람석 역은 바닥면 에서 서

가 역과 안내 역을 제외한 면 으로 산출하 다.

<그림 3> 일반자료열람실 기능별 역분류 L18사례

<그림 4> 어린이자료열람실 기능별 역분류 L18사례

반면에 <그림 4>의 어린이자료열람실의 서가 역과

열람석 역, 안내 역은 와 같은 방법으로 면 을 산

출하고 <표 10>에서 구분된 유아 역은 유아열람공간,

수유공간, 화장실 이야기 방을 합산하 다.

4.2. 일반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분석

일반자료열람실 사례 별 면 비율 분석 내용은 다음

과 같다.

L3과 L8은 개가식 장서량(각 약 93,000권, 46,000권)이

과다하여 바닥면 (각 약 880㎡, 600㎡) 비 서가 역

비율이 높으며, L3의 안내 역은 자료정리 사무공간

이 없어서 비율이 낮고 L8의 열람석 역은 바닥면

비 부족한 편이다.

L5는 부분 열람석을 창가로만 배치하여 필요한 열

람석 수를 확보하면서 열람석 역 면 비율을 최소화하

고 서가 역 면 비율을 최 화 하 다.

<그림 5> L5 열람석 역 <그림 6> L10 서가 역

L10은 2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개가식 장서량이

약220,000권으로 바닥면 (약3,760㎡) 비 서가 역 면

비율(54%)이 높으나 지역 표도서 으로서 역할을 한

공간 성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L12는 2개 층

으로 내부계단을 통해서 연결되며 바닥면 비 열람석

역이 차지하는 비율(52%)은 체 사례 평균보다 높

고 서가 역은 낮다.

L12는 열람석 역 면 비율(53%)이 체 평균(44%)과

가장 오차가 많은 사례로 서가 역에 한 면 배분이

부족한 사례이다.

구분
비율(%)

안내 서가 열람

L1 16.2% 39.2% 44.6%

L2 12.2% 43.2% 44.6%

L3 7.0% 53.9% 39.1%

L4 13.6% 44.6% 41.8%

L5 12.1% 49.9% 38.0%

L6 12.8% 36.7% 50.5%

L7 15.1% 45.7% 39.1%

L8 14.6% 51.0% 34.3%

L9 12.0% 36.0% 52.1%

L10 13.0% 53.9% 33.1%

L11 14.8% 42.9% 42.3%

L12 12.6% 34.5% 52.9%

L13 14.5% 41.6% 43.9%

L14 11.4% 45.5% 43.1%

L15 11.7% 38.5% 49.8%

L16 13.2% 45.0% 41.7%

L17 14.6% 43.7% 41.7%

L18 10.5% 44.2% 45.3%

L19 12.2% 48.2% 39.7%

L20 14.7% 40.7% 44.6%

평균 12.9% 44.0% 43.1%

<표 12> 일반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체 사례 일반자료열람실에서 자료 역의 체 평

균은 44%, 열람석 역은 43.1%로 비슷한 면 비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안내 역은 약 13%로 반 으로 3%내

외의 편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열람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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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 (㎡)
장서 수용량(권)

좌석수 비고
정 최

서가 * 264 48,000 61,000 - 6단 양면서가 기

열람석 * 264 - 115 2,3㎡/석

안내 72 - - 자료정리, 사무 역 포함

* 서가 : 264㎡×180권/㎡=47,520권, 264㎡×230권/㎡ = 60,720권

* 열람석 : 264㎡÷2.3㎡/석=114.8석

<표 15> 일반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바닥면 600㎡ 기 )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그림 3>과 같이 각 역을

배치하면 안내 역은 12%, 서가 역과 열람석 역은 각

44%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4.3. 어린이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분석

어린이자료열람실 사례 별 면 비율 분석 내용은 다

음과 같다.

L2는 유아열람 역에 수유실을 포함하고 단일실로 되

어있다. 반면에 개가식 서가에 수용할 장서는 많아서 상

으로 열람석 역은 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L19의 안내 역은 자료정리 사무공간이 없는데도

큰 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내 역에 가구

재배치를 통해서 필요한 서가 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L5는 개가식 장서량(약 63,000권)이 과다하여 바닥면

(약613㎡) 비 서가면 비율이 높으며, 상 으로 열

람석 역에 한 공간이 다.

L7은 바닥면 (약 862㎡) 유아열람 역 비율은 7%

(약 60㎡)로 체 평균에 비하여 지만 유아만을 한

공간으로 면 은 정하다.

L11은 약 300㎡의 어린이자료열람실로서 안내 역의

비율(9%)은 자료정리 사무공간이 없어서 체 사례

가장 낮다. 반면에 L12는 어린이자료열람실 면 이

450㎡(2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규모의 자료정리

사무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안내 역의 비율(8%)이

최소화 되어 열람석 역 비율(45%)을 최 한으로 확

하 다.

체 사례 어린이자료열람실에서 자료 역의 체

평균은 34.1%, 열람석 역은 36.5%로 비슷한 면 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안내 역은 약 15%로 입구 부분에

유모차보 신발장 등 설치로 일반자료열람실 안내

역에 비하여 약간 높다. 한 유아 역은 약 15%로 실

구성에 따라서 사례 별 편차가 크다. 그러나 최근에 개

한 사례를 기 으로 어린이자료열람실 안내 역과 유

아 역 면 비율은 각 14%로 조정하고 자료 역은 개가

식서가 3단과 5단을 1/2씩 사용하여 열람석 역과 동일

하게 각 36%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그림 7> L11 안내 역 <그림 8> L12 복층 계단

구분
비율(%)

안내 서가 열람 유아 등

L1 10.3% 32.8% 39.2% 17.7%

L2 11.8% 34.6% 28.1% 25.6%

L3 13.5% 38.5% 32.9% 15.1%

L4 21.2% 26.2% 36.0% 16.7%

L5 16.8% 41.5% 24.4% 17.3%

L6 14.2% 32.6% 40.6% 12.7%

L7 14.6% 34.1% 44.3% 7.1%

L8 14.2% 32.5% 40.8% 12.6%

L9 16.8% 31.3% 41.5% 10.3%

L10 10.4% 35.2% 39.3% 15.1%

L11 9.3% 39.2% 39.5% 12.0%

L12 8.4% 30.1% 45.0% 16.4%

L13 16.3% 37.7% 32.3% 13.7%

L14 18.1% 34.9% 26.8% 20.1%

L15 17.5% 30.6% 40.4% 11.4%

L16 15.0% 38.7% 35.1% 11.1%

L17 15.8% 35.1% 30.1% 19.1%

L18 16.8% 30.4% 41.8% 10.9%

L19 15.6% 31.9% 40.6% 11.9%

L20 17.2% 34.6% 31.1% 17.0%

평균 14.7% 34.1% 36.5% 14.7%

<표 13> 어린이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비율

4.4. 소결

체 20개 사례 각 자료열람실에 한 면 비율 평

균을 기 으로 각 기능별 면 비율은 <표 14>와 같이

배분하 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성격(지역 앙과, 거

도서 , 분 등)과 지역 인 특성( 도시, 소도시, 농

산어 )에 따라서 ±5%16) 범 내에서 면 비율을 변경하

여 용 할 수 있다.

자료 역 열람석 역 안내 역 유아 역

일반자료열람실 44% 44% 12% -

어린자료열람실 36% 36% 14% 14%

<표 14> 기능별 면 비율

(1) 장서량, 열람석 수 산출(면 기 )

<표 7, 8, 14>를 기 으로 일반자료열람실 600㎡, 어

린이자료열람실 400㎡를 각 기능별 면 과 정 수용장

서량 열람석 수를 산출하면 <표 15, 16>과 같다.

16) 공공도서 건립·운 매뉴얼, 2010, p.65, 표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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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 (㎡)
장서 수용량(권)

좌석수 비고
정 최

서가 * 144 26,000 33,000 - 3단+5단 양면서가 기

열람석 * 144 - 85 1.7㎡/석

안내 56 - - 자료정리, 사무 역 포함

유아 * 56 - 37 1.5㎡/석

* 서가 : 144㎡×180권/㎡=25,920권, 144㎡×2230권/㎡ = 33,120권

* 열람석 : 144㎡÷1.7㎡/석=85석

* 유아 : 56㎡÷1.5㎡/석=37석

<표 16> 어린이자료열람실 기능별 면 (바닥면 400㎡ 기 )

(2) 면 , 열람석 수 산출( 정 장서량 기 )

공공도서 리모델링 계획 시 증축의 필요성 평가를

하여 일반자료열람실 필요면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

다.(개가식 정 장서량 50,000권 기 )

1단계. 서가면 : 50,000권÷1㎡/180권=277.8㎡

2단계. 체면 : 278㎡÷0.44=631.4㎡

3단계. 열람석수 : 278㎡÷2,3㎡/석=120.8석

즉 개가식장서 50,000권을 한 일반자료열람실은 약

630㎡가 필요하며 열람석은 약 121석을 수용할 수 있다.

어린이자료열람실 필요면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가식 정 장서량 30,000권 기 )

1단계. 서가면 : 30,000권÷1㎡/180권=166.7㎡

2단계. 체면 : 167㎡÷0.36=463.9㎡

3단계. 열람석수 : 167㎡÷1.7㎡/석=98.2석

4단계. 유아 역 : 464㎡×0.14=65㎡

5단계. 유아열람석 : 65㎡÷1.5㎡/석=43.3석

즉 개가식장서 30,000권을 한 어린이자료열람 역은

약 460㎡가 필요하며 자료열람석 98석과 유아열람 역은

약 43명을 수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발간된 공공도서 건축사례집에 소

개된 26개 건축도면과 각 자료열람실 가구배치도면

이 유효한 11개 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공공

도서 건립·운 컨설 사례 각 자료열람실 가구

배치도면이 결정된 9개 을 선정하여 총 20개 을 상

으로 각 역별, 기능별 면 비율을 분석하 다.

공공도서 은 표 인 기능을 심으로 자료열람

역, 문화교육 역, 리 역, 공용 역 기타 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역별 면 비율은 공공도서 건

립·운 컨설 비 상 (A그룹)보다 상 (B그룹)에서

공용 역 면 비율이 하게 감소하 다. 반면에 자료

열람 역이 히 증가하 으며, 문화교육 역과 리

역도 증가하 다. 이와 같은 문화교육 역의 증가와

공용 역의 감소는 공공도서 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

로 효율 인 공간 운 을 한 변화라고 단된다.

일반자료열람실과 어린자료열람실의 기능별 면 비율

에서 각 실별 자료 역과 열람석 역은 모두 비슷한 면

비율이며 안내 역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러나 일반자료열람실은 운 방식의 변화로 자료정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안내 역 면 비율을 12%로

조정하고 서가 역과 열람석 역은 각 44%로 하 다.

한 어린이자료열람실에서 안내 역과 유아 역 면 비율

은 각 14%로 조정하 으며 자료 역은 서가 3단과 5단을

사용하여 열람석 역과 동일하게 각 36%로 하 다.

이상과 같이 자료열람 역의 기능별 면 비율과 단

공간에 장서량 열람석 기 을 용하면 각 기능별면

과 수용장서량 열람석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효

율 인 공공도서 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 로

장서량에 의하여 각 자료열람실 필요면 과 열람석 등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도서

신축 리모델링 계획단계에서 자료열람공간 면 산출

을 한 방법과 기 을 제시하 다. 그러나 사례 상

수가 20개로 한정되어 각 지역 특성( 도시, 소도시,

농산어 )을 고려한 면 비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를 가

지고 있으나 선정된 사례 이 2000년 이후에 개 된 공

공도서 으로서 효율 은 운 을 고려한 기능별 면 비

율 특성이라고 단된다.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면

비율 정립을 한 범 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표 2>에서 제시된 공공도서 각 역에 한 면 비

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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