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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sign of public libraries which act as anchor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They have been built as city’s symbols as well as catalysts to revitalize city centers and urban spaces since the

1990s. This study finds that the public libraries play roles in the urban development as cultural icons,

multi-functional spaces, and public domain. This study examines the five examples of the libraries and finds their

important design qualities as follow. First, public libraries are planned to symbolize local culture and history as

cultural icons. The shapes of public libraries are expressed with sculptured cultural icons, while their facades are

designed to signify cities’ identities and images. Second,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have

multi-functional spaces which provide diverse activities and experiences to visitors. The libraries often have

galleries and theaters for cultural life, cafes and shops for daily uses,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public

services, parking, and transport systems that connect to urban infrastructure. Third, the public libraries become the

anchors of surrounding public spaces and cultural buildings. The libraries have the sequences of approach from

entry plazas, transitional zones, and entrances to lobbies. Especially the transitional zones between the libraries

and the cities that are covered with giant cantilevers expand the libraries’ space and establish attractive urban

spaces. Forth, the libraries employ nature and cityscapes in their design. The surfaces and openings of the

libraries are adjusted to allow many attractive views to visitors. Fifth, the libraries have big lobby spaces which

are the centers of the buildings as well as the public domain. The lobby spaces are designed as in-door spaces

like out-doors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openness that allow the natural flows of light from ceilings, glass walls

and vertical v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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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도시는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도시정체성과 이미지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다. 쇠퇴해가는 원도심이나 버려진 항구와 산업지역에

활기를 북돋우기 위한 도시재생의 문화적 거점시설로 공

공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암스테르

담, 슈투트가르트, 버밍엄, 시애틀을 비롯한 세계의 대도

시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도시의 아이콘으로 건

설되었다. 북유럽의 오슬로와 헬싱키에서도 현재 공공도

서관 신축이 진행 중이다.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홀에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음.

집중되었던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시설은 시민들에게 열

려있는 공공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으로 확장하

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문화적 사회적 교환이 일어나는 광범위

한 공공영역을 창조하며 학습과 경험, 활동을 위한 무대

의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활동적인 도시공간이다.1) 오늘

날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대도시에서 소비에 대한 압박 없이 연령, 성별, 사회계층

과 무관하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은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

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용자

1) Skot-Hansen, D., et. al.,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New Library World, vol.114, No.1/2, 201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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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의

공공영역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와 전략을 파악하였다. 문화적 도시재

생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문화적 아이콘, 복합용

도공간, 개발지역의 공공영역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에 대한 사례조사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계획된 해외

시립 중앙도서관으로서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2) 공

공도서관 5개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도시적 맥락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도시재생의 개요와 방향, 개발계획에서 도서관

의 역할, 주변 환경, 건물의 외관, 출입구와 실내외의 공

공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도면, 사진, 문헌과 미

디어 자료검색을 바탕으로 문화적 아이콘, 복합용도, 공

공영역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이론조사

2.1. 문화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전략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전제로 가시적인 물리적 환

경의 개선과 도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활성화하

는 것으로 문화예술과 창조적 결합을 통해 도시를 재생

시키는 방식을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예술 활용형 도시

재생’3)이라 부른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문화는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

된 요인이며 도시발전의 자원으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

는 도시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그림 1>과 같이 도시가 오랜 시

간을 두고 보유하고 발전시켜온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

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

체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행전략4)으로 추진될 수

있다. 문화자원과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창

출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정체성을 구축

한다. 궁극적으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유치하여 지역 공동체

를 강화할 수 있다.

2) 문화체육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3)과 이철재(2017)를

참고하여 대형 공공도서관은 해당 시·군·구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는 지역 중앙권으로 연면적 5,500㎡의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

3) 조명래, 문화적 도시재생의 해석과 과제[박세훈 외 지음, 창조도시

를 넘어서], 나남, 파주, 2014, p.307

4) 서익진, 문화적 도시재생 유형의 사례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

24권, 제4호, 2016.12, p.368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문화자원 활용
문화유산․자연경관⋅건축․예술품

문화공간 조성
박물관․미술관․공연장․도서관

문화산업 육성
수공업․관광․첨단산업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교육․체험․이벤트․공공캠페인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

도시 이미지 개선

도시 정체성 구축

도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그림 1> 문화적 도시재생의 전략과 효과

2.2.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도서관

1980년대 이후 미술관,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

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들은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

를 구축하는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개발전략은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에서 공공성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공공도서관 건축 붐5)을 이끌고 있

다.6) 미국의 시애틀 공공도서관,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

도서관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디자인7)으로 도시의 문화

적 아이콘이자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재생의 대표적

사례8)로서 영국 런던의 페컴 도서관, 노포크-노위치 밀

레니엄 도서관, 2002년 이후 지역 생활권 기반의 소규모

도서관으로 런던 타워햄릿 자치구 아이디어스토어(idea

store) 사례들이 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도

서관 건립은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솔트레이크 시립도서

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아른헴 도서관 로

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그리고 가장 최근

에 개관한 영국 버밍엄 도서관과 덴마크 오르후스 공공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핀란드 헬싱키와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은 2018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성에 의

해 그 사회가 가진 문화를 축적하고 보존하여 사회구성

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9)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정보, 지식, 교육, 문화,

휴식,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시재생의 거점공

5)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슈퍼라이브러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

울, 2014, p.206

6) Skot-Hansen, D., et. al., op. cit,, pp.7-19

7) 시애틀 공공도서관 Rem Koolhaas, OMA, 덴마크 왕립도서관 Schmidt

Hammer Lassen

8) 신승수, 홍지학, 김광현,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

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2호, 2009.12

9) 이시영, 장우권, 공공도서관문화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4호, 2016.11, p.98, 문화체육관광부는 도

서관을 문화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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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며, 지역의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능적

으로 지원하는10) “공공을 위한 물리적 플랫폼”11)으로 계

획되고 있다.

도시개발과 새로운 도서관 개발 개념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Hvenegaard et al.(2011)은 공공도서관이

도시개발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장소이며, 경험과 새로운

교류를 위한 공간이자 창조적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12)으로 정의하였다. Dorte Skot-Hansen, et. al.(2013 )

연구는 <표 1>과 같이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공공도서관

의 역할에 대해 문화적 아이콘, 장소구축(place- maker),

커뮤니티 활성화로 정의하였다.13) 커뮤니티 활성화 개념

이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것이

라면 문화적 아이콘과 장소 구축의 개념은 도서관 건축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이콘으로서의 도서관은

차별성, 인지성, 상징적⋅미적 속성을 가지며 도시브랜딩

의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장소 구축으로서의 도서관은

도시재생 개발계획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고, 복합용도공

간으로서 도시적 다양성을 제공하며, 새로운 경험의 무

대이자 공공영역을 창조하는 시설14)임을 강조하였다.

공공도서관 역할 세부 정의

문화적 아이콘
cultural icons & landmarks

차별성, 인지성
상징적⋅미적 속성,
도시브랜딩

장소 구축
Placemaking

도시개발에서 능동적 역할
복합용도개발로 도시적 다양성 기여
새로운 경험의 무대 & 공공영역의 창조

지역 활성화
Community vitalization

지역 정체성 활성화
사회적⋅경제적 도전 선언
지역혁신, 창조성과 협력 추진

<표 1>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2.3.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공공도서관의 개념

본 연구는 <표 1>에 근거하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

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물리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문화적 아이콘, 복

합용도의 공간, 공공영역의 구축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

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공공도서관 사례조사를 위한 분

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1) 문화적 아이콘

도시재생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만의 고유

한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특성을 도서관에 적용하여

도시 정체성15)과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도시재생의

10)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op. cit., p.206

11) 김혜림, 이정우, 신재억, 울산 5개구 공공도서관의 공간계획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3권, 제5호,

2017.5, p.41

12) Hvenegaard, C., et al., Public Libraries i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 Creativity and Innovation, Denmark Library

Association Publishers, Copenhagen, 2011

13) Skot-Hansen, D., et. al., op. cit., pp.9-13

14) Ibid., p.12

15) 김현석, 변은영 외 3인, 서울색과 도시정체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

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2.2, p.305

대상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역사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구축의 방향이 설정된다. 지역개

발의 방향과 개념은 공공도서관의 입지, 규모, 형태를 결

정하며, 문화시설이 집중 배치16)된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에서는 문화공간의 관문이자 로비로서, 복합용도

개발17) 지역에서는 중심적 문화공간으로 계획된다. 낙후

된 원도심, 기능을 상실한 산업단지나 항구지역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한 배치와 형태로 도서관은 인지성, 식별성

을 확보하고 문화적 아이콘으로 계획되며 지역특성을 반

영한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다.

도시재생효과 계획전략

문화적 아이콘
cultural icon

복합용도
mixed-use

공공영역
public district

도시 정체성 구축
도시 이미지 개선

다양한 활동·체험·경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개발방향
도서관 입지·규모·형태

문화·교육공간
휴게·편의공간

공공행정·도시기반시설

공공·문화공간 연계
도시·자연경관 연계
실내 공공영역 구축

공공도서관

<그림 2> 도시재생 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개념

(2) 복합용도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공공도서관은 전시, 공연, 영화,

교육, 집회, 지역유산 아카이브와 박물관 등 문화교육공

간과 복합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다. 카페, 라운지, 숍 등

의 휴게와 편의시설의 배치는 보행자와 이용자들의 접근

과 일상적인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도서관이 지역사회

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대민서비스, 전자행정서비스, 비

즈니스센터, 관광안내, 탁아소, 보건소와 같은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포함되고 있으며 교통시설이나 주차

장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통합되기도 한다.

(3) 공공영역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재생에 집중되

어야하며18) 공공성은 시민들의 참여, 접근성, 소유권으

로19) 판단된다. 공공영역을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한다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과 개방

성이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다. 도서관 주변의

16) 진광배, 이낙운,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시설 개발전략과 구성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4권, 제11호, 2008.11,

p.87

17) 최윤경 외 2인,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개발의 계획방법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12호, 2009.12, p.184에

의하면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이란 주거, 상업, 업

무 등 3가지 이상의 기능요소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

도록 연계되어 상호보완에 따른 상승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

는 복합용도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의 개발을 말한다.

18) 조명래, op. cit., p.42

19) 서지영, 공공성을 중심으로 본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 확장계획,

도시재생네트워크, 도시재생이야기, 픽셀하우스, 2009,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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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산책로 등의 외부공간, 도서관 출입구와 실내외의

전이공간, 실내광장이나 실내가로를 형성하는 로비공간

이 공공도서관의 주된 공공영역이다. 특히 도시와 도서

관 사이의 전이영역(transzone)은 도서관 공간을 외부로

확장할 뿐 아니라 새롭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게

된다.20) 도서관의 공공영역은 도시 공공공간, 문화공간,

그리고 녹지, 수변, 역사적 건축물과 같은 주요 도시경관

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주변의 문화공간과 연

계된 도서관의 공공영역은 다양한 체험과 교류가 활성화

되는 문화지구의 통로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한다. 출입

구의 수와 방향, 전이공간의 조성은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상층

을 수직, 수평으로 연결하고 확장하여 공공영역을 구축

한다.

3. 사례조사분석

3.1. 사례조사 대상

(1) 도서관 선정 개요

사례조사 도서관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도서관 개념을 제시한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완공

된 2004년 이후부터 최근 10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된 암스테르담, 버밍엄, 오르후스, 헬싱괴르, 오슬로

공공도서관 5개관을 선정하였다. 이 도서관들은 지역특

성과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

거점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건축과 디자인 관련 전문 서

도서관

개요

암스테르담 도서관(2007)
OBA

Amsterdam Central Library

버밍엄 도서관(2013)

Library of Birmingham

오르후스 도서관(2015)
어번 미디어 스페이스
Urban Mediaspace Aarhus

헬싱괴르 도서관(2010)
컬쳐야드 도서관

The Culture Yard Library

오슬로 도서관(2018)
뉴 데이크먼 도서관

The new Deichman Library

위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구도
심과 IJ사이 동쪽 부두섬ODE

∘영국 버밍엄 도심 서쪽
백년광장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 강 어구

∘덴마크 헬싱괴르 문화항구 ∘노르웨이 오슬로 도심 동남쪽
∘비조르비카Bjørvika 항구

지역
특성

∘구도심과 주거·업무의
신개발지역과의 연결 위치

∘역사적 건물, 광장, 운하로
한정되는 도심 역사문화지구

∘구도심과 1km에 이르는
컨테이너 항구 수변개발을
연결하는 강어구에 위치

∘UNESCO 세계문화유산
크론보르성과 폐조선소 부지

∘컨테이너 항구였던 피요르
드 지역

개발
개요

∘ODE 복합용도개발(2000-
2012)
∘6필지에 고밀도 주거·업무·
문화·교육·상업·레저

∘빅시티플랜(2010-2030)
∘기존 도서관(1974-2013)
철거 후 백년광장에 신축

∘오르후스항구개발 AarhusØ
(1997, 2007- ) ∘산업항구 →
도시공간 ∘바이킹도시에서
지식도시로∘교육·문화·주거·
상업·레저·오락 복합용도개발

∘문화항구 크론보르(2004-)
∘조선소, 산업도시를 문화
허브로 개발

∘오슬로 수변개발 Fjoird City
Plans(2000- )
∘비조르비카 Bjørvika 문화·
업무·주거·상업 복합용도개발
∘낙후된 컨테이너항구 재생

마스터
플랜 1 2

3

4
5 6

9 8

7

12
3
4

5

6 9
8

7

1

2 3
4

5

6

8

7

1
2

3
4 5

6

8
7

1
2

3

4
5 6

7
9

8

주변
환경

1.도서관 2.국립음악원 3.과학
관 4.중앙역 5.콘서트홀
6.여객터미널 7.IJ 8.오피스
9.아파트

1.도서관 2.REP극장 3.국제
컨벤션센터 4.심포니홀 5.백년
광장 6.구시청사 베스커빌
하우스 7.시청 8.미술관
9.의사당

1.도서관 2.성당 3.수변광장
4.세관건물 5.에너지기술교육
연구소 6.업무주거레저단지
7.요트장 8.여객터미널

1.도서관 2.조선소박물관 3.
콘서트홀 4.해양박물관(2013)
5.크론보르성 6.햄릿극장
7.박물관 8.성당

1.도서관 2.오페라하우스
(2008) 3.뭉크미술관(2020)
4.중앙역 5.학생아파트
6.오피스 7.수변 산책로
8.피요르드 9.박물관

<표 2> 사례도서관의 도시재생 개발계획 개요

20) Skot-Hansen, D., et. al., op. cit., p.12

적과 미디어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다. 사례조사 도

서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개발계획의 개요를 <표 2>로

요약하였고, <표 3>에서 각 도서관의 개요, 도시재생 시

설로서 계획개념, 도면분석과 분석내용을 정리하였다.

(2) 도시재생 개발계획 개요

사례 도서관들은 원도심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개

발지역의 핵심적인 문화공간이자 공공의 영역으로 계획

되었다.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은 암스테르담 도심의 동

쪽 부두섬 ODE(Oosterdok seiland)개발21)에 의한 것이

다. ODE는 선박과 컨테이너의 크기 증가로 부두기능을

상실하여 1960년대부터 대규모 우체국 배송센터가 위치

했던 지역으로 2000년부터 암스테르담의 구도심과 새로

개발되는 주거와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고밀도 주거, 업

무, 문화, 상업, 레저의 복합용도로 개발되었다. 암스테르

담 도시조직의 특징적인 방사형 구조를 따르는 사선으로

분할된 6개 필지들은 후면에 철도를 마주보고 사무동들

이 배열되고 지하에서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도서관

은 국립음악원과 함께 ODE의 중심적 문화공간으로 수

변을 따라 호텔, 주거, 오피스와 나란히 배치되었다.

영국 버밍엄시의 백년광장은 1980년대에 국제컨벤션센

터가 건립된 이후 2010년부터 시작된 버밍엄 ‘빅시티플

랜(Big City Plan)’22)의 구도심 서쪽 확장계획의 중심지

역이다. 버밍엄 도시재생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버밍

엄 도서관이 영국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이자 백년광장

의 랜드마크로 신축되었다. 백년광장에서 빅토리아광장

에 이르는 도서관, 심포니홀, 미술관, 시청, 의사당 등 역

21) https://oosterdokseiland.nl/en/architecture/

22) Birmingham Big City Plan-City Centre Masterplan, 2011.7.

www.bigcitypl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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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공간을 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기

를 띠고 있다.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는 2007년 항

구의 대규모 수변개발계획(Aarhus Ø)에 따라 “바이킹의

도시에서 지식도시로”23)라는 슬로건에 입각한 지식사회

의 아이콘으로 오르후스 도서관을 북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계획하였다. 구도심과 연결되는 오르후스 강

어귀에 배치된 도서관을 기점으로 북쪽 해안선을 따라

교육, 연구, 주거, 문화, 레저 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오

르후스 도서관은 미디어스페이스(Media Space)라는 명

칭이 나타내듯이 기존의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평생학습

과 커뮤니티, 다양성, 협동과 네트워크, 문화와 경험, 시

민들의 연결, 기술과 지식,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지

속가능한 도시의 아이콘이라는 7가지 핵심요소와 가치를

기반으로 계획되었다.24)

덴마크 헬싱괴르(Helsingør) 항구의 컬쳐야드(Culture

Yard)는 셰익스피어 햄릿의 배경이자 UNESCO 세계문

화유산인 크론보르(Kronborg)성 인근의 조선소 부지에

위치한다. 2004년 시정부는 백여 년간 가동되었던 폐쇄

된 조선소와 주변 부지를 문화지역으로 활성화하려는 계

획을 수립했다. 크론보르성을 비롯한 역사적 미술관, 성

당 등의 문화유적으로 둘러싸인 헬싱괴르 항구지역은

2010년 컬쳐야드 도서관과 2013년 드라이독을 활용한 덴

마크 해양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문화항구 크론보르

(Kronborg Culture Harbour)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오슬로는 2000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보적

인 수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개발계획(Fjord City plans

for the Oslo waterfront)에 착수하였고 오슬로 도서관은

구도심 동남쪽 비조르비카(Bjørvika) 수변개발에 의한 것

이다. 고속도로에 막힌 폐쇄된 컨테이너 항구로 낙후되

었던 이 지역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도시

의 아이콘으로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된 이후 문화, 업무,

주거, 상업기능의 복합용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와 새 뭉크뮤지엄이 이 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25)

로 자리 잡으면서 오슬로 도서관은 이들을 연계하는 공

공영역의 기능이 중요하게 부여되었다.

3.2. 문화적 아이콘 계획 특성

(1) 입지적 인지성

도시재생 개발계획의 큰 맥락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이 부여되고 규모와 형태가 결정된다. 버밍엄 도서

관은 버밍엄 빅시티플랜에서 도심 서쪽 확장계획의 핵심

23) Larsen, Jonna Holmgaard edt., Nordic Public Libraries 2.0, Danish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 2010, p.52

24) Ibid., pp.51-53

25) 2008년 4월 개관한 노르웨이 건축가그룹 Snøhetta가 디자인한 오

페라하우스와 스페인 건축가 Juan Herreros의 계획안이 당선된 뉴

뭉크뮤지엄은 2020년 개관 예정으로 비조르비카의 랜드마크로 계

획되고 있다.

프로젝트였고, 오르후스 도서관은 오르후스 항구개발의

시발점으로 추진되었다. 버밍엄 도서관과 오르후스 도서

관은 시각적으로 개방된 도시 광장과 강어귀 수변광장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규모의 랜드마

크로 지어졌다. 역사적 유휴산업지역에 대한 문화지구

재생프로젝트로 계획된 헬싱괴르 도서관은 바다를 향한

옛 조선소의 벽돌건물들을 유리 파사드로 연결하여 새로

운 문화공간의 출입구가 되었다. 암테르담과 오슬로 도

서관은 블록 내의 다른 건물들과 유사한 규모와 형태로

개발되면서 인접 건물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두드러지

기보다는 도서관 전면에 대형 프레임이나 거대한 캔틸레

버 장치로 도서관의 인지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지역적 상징성

도서관의 파사드와 형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의 상징으로 도시재생 개발계획의 지향점을 은유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버밍엄 도서관의 외관을 둘러싸는

금속 원형패턴은 이 지역의 역사적 철강산업, 금은세공

과 수공예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셰익스피어 기념홀은

도서관 옥상에서 금빛 왕관으로 표현되었다. 헬싱괴르

도서관의 삼각형 유리와 금속 파편으로 돌출된 파사드는

해양문화의 상징인 항해와 돛대의 표현이며, 과거 조선

소 건물들을 연결하는 유리 매스의 도서관은 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결합을 상징한다. 오르후스 도서관은 납

작한 다각형들이 회전하는 형태로 오르후스 항구개발이

지향하는 지식사회의 아이콘이며 암스테르담 도서관은

ODE개발지역에서 문화공간의 입구임을 대형 프레임으

로 강조하고 있다. 오슬로 도서관의 광장을 향한 높고

거대한 캔틸레버는 중앙역에 도착한 방문객들에게 오슬

로의 도착을 알리고 환영하는 형태이며 반투명 외벽은

피오르드의 투명한 빛과 반사를 표현한 것이다.

3.3. 복합용도 계획 특성

(1) 문화교육공간의 연계성

사례 도서관들은 고유의 도서관 기능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복합용도로 계획되었다. 공연장, 극

장, 전시공간과 함께 강연, 교육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들이 출입구와 가까운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배치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암스테

르담 도서관은 도시전망의 레스토랑과 함께 최상층에 극

장을 배치했고, 헬싱괴르 도서관은 조선소 박물관과 지

역 페스티벌, 이벤트를 위한 공연장을 아케이드로 연결

하고 있다. 버밍엄 도서관은 최상층에 지역문화유산 아

카이브와 옥상층에 셰익스피어 메모리얼홀을 설치했다.

(2) 일상편의시설의 연계

도시의 거실로서 공공도서관은 카페, 라운지, 기념품

숍, 미디어숍, 관광정보, 공연정보 공간과 같은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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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암스테르담 도서관 버밍엄 도서관 오르후스 도서관 헬싱괴르 도서관 오슬로 도서관

개념 ODE의 문화교육공간 백년광장의 랜드마크 오르후스항구와지식사회의아이콘 문화관광 항구의 관문 비조르비카의 공공영역

건축가 Mecanoo Mecanoo Schmidt Hammer Lassen AART architects Lund Hagem Og Atelier

규모 바닥면적 28,500m²(10층/-2층) 31,000m²(9층/-1층) 30,000m²(4층/-1층) 13,000m²(4층/-1층) 18,000m²(5층/-2층)

문
화
적

아
이
콘

입
지
⋅
형
태
⋅
규
모

∘ 수변가로에서 수변광장으로
전환되는 위치
∘수변을 향한 건물 전면의 대
형 프레임 구조로 주변건물과
차별화된 입면구성

∘영국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금속원형
패턴의 파사드
∘옥상의 금속 원통형 셰익스
피어 메모리얼룸
∘파사드 야간조명

∘북유럽 최대 규모 도서관
∘오르후스 도심과연결되는 오
르후스 강어구에 위치
∘회전과 움직임을 상징하는
조각적 형태
∘반사하는 금속판과 유리마감

∘해양과 돛대를 상징하는 삼
각형 유리와 금속 돌출파사드
∘유휴산업자원인 조선소 부지
와 건물의 문화공간 재생
∘조선소 기존 벽돌건물들을
연결하는 현대적 도서관

∘오페라하우스의 경사와 사선
개념이 적용된 도서관 형태
∘중앙역에서 오슬로의 도착을
상징하는 거대한 캔틸레버
∘반투명 나노젤외벽의 선택적
투명도 조절 ∘피요르드와 산,
구도심의 조망을 극대화 하는
형태와 공간구성

이
미
지

복
합
용
도

문
화
⋅
일
상
⋅
기
반

∘최상층 극장, 뮤지엄,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회의실
∘ODE 공용 지하주차장, 지역
방송국

∘갤러리, 전시장, 다목적홀, 셰
익스피어 메모리얼룸
∘카페, 숍, 관광정보센터
∘음악연습실, 선큰 원형공연장

∘어린이극장,전시,게임,워크숍,
이벤트를 위한 미디어 램프
∘카페, 회의실, 다목적홀
∘대민서비스 공간: 캠페인부
스, 시청⋅임대사무공간
∘자전거주차장, 경전철역, 천
대의 자동주차시스템, 환승센터

∘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강연장, 회의실, 식당, 카페,
숍
∘독 주변 휴게광장 조성

∘지하에 영화관, 미디어워크
숍, 게임존, 공연장, 컨퍼런스룸
∘라운지와 식당, 테라스 카페,
미디어숍
∘인접건물과 지하주차장 공
유, 보행통로 연결

공
공

영
역

외
부
공
간

연
계
성

∘도심항구
∘수변산책로와 수변광장
∘중앙역, 철도, 자전거 주차장

∘백년광장, 야외원형극장
∘도서관 후면의 도시공원

∘수변산책로, 수변광장, 요트
장, 해양레저시설
∘경전철역, 자전거도로, 환승
센터, 자전거 주차장

∘수변광장, 독, 조선소부지
∘문화유적지, 성곽

∘중앙역, 도서관, 오페라를 연
결하는 도시광장과 수변산책로
∘북측 보행로, 자전거도로, 트
램라인

∘중앙역, 여객터미널
∘국립음악원, 과학관, 콘서트홀

∘REP극장, 컨벤션센터, 심포
니홀, 전쟁기념홀,
∘박물관, 미술관, 시청, 의사
당, 전시청 베스커빌하우스

∘오르후스 성당, 세관건물
∘수변도로, 수변광장, 산책로,
경전철역, 여객터미널

∘UNESCO 세계문화유산 크론
보르성, 미술관, 해양박물관, 햄
릿극장
∘기차역, 여객선 선착장

∘오슬로 중앙역
∘오페라하우스, 뭉크미술관,
세관박물관, 증권거래소

출
입
구
전
이
공
간

∘출입구 테라스의 대형프레임
∘진입계단과 테라스, 카페
∘최상층 도시전망의 식당과
야외테라스

∘캔틸레버 돌출의 거대한 환
영의 캐노피 출입구
∘3층, 7층 2개의 야외테라스와
외부정원
∘백년광장과 도서관 지하공간
을 연결하는 원형극장

∘4층 캔틸레버로 테라스에 거
대한 캐노피 영역 형성
∘사면의 대형계단과 테라스
∘테라스의 어린이 놀이시설
∘구도심과 수변 전망

∘거대한 유리돌출 캐노피의
출입구 ∘박물관, 콘서트홀, 도
서관 총 4개의 출입구 ∘경관
조망을 위한 아트리움의 발코
니와 브릿지 구성

∘캔틸레버 돌출로 주출입구
강조, 1, 2층 대형테라스 카페
∘3방향의 깔대기형 출입구로
진입성 강조, 보행가로 활성화
∘도시와 자연조망을 위한 오
아시스 테라스

로
비
공
간
개
방
성

∘출입구 축과 연결되는 로비
와 실내 가로공간, 개방형 엘리
베이터 ∘반지하 어린이공간을
내려다보는 개방형 계단식 열
람공간 ∘수변조망 열람공간의
목재상자형 독서공간 ∘자연채
광을 위한 천창과 수직 보이드

∘5개층 높이의 수직 개방공간
북로툰다와 에스컬레이터, 누드
엘리베이터, 경사에스컬레이터
∘지상층 실내광장과 연결되는
지하의 계단식 공연공간
∘REP극장 공용 대형로비
∘출입층과 연결되는 다수 층

∘출입구와 연결된 대형 로비
공간 ∘이벤트를 위한 수직적
개방공간 미디어램프 ∘자연채
광을 고려한 분산된 천창과 수
직 보이드 ∘360도 도시전망

∘도서관 로비와 안내데스크는
박물관, 전시장과 공용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건물
을 연결하는 아케이드의 수직
보이드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을 연
결하는 아케이드

∘ 자연채광을 위한 3개의 천
창과 3개의 출입구를 연결하는
수직 보이드 ∘3개의 분산 코
어와 중앙의 실내광장 ∘1층의
24시간 도서관 ∘불규칙한 천
정면 ∘지하에 콘서트와 집회,
전시공간 배치

공
간

구
성

지
상
층

평
면
도

4 5

3
2
1

1.출입구 2.테라스 3.실내광장
4.어린이도서관 5.계단식열람실

4 5

2

3

1
6

1.주출입구 2.캔틸레버 영역
3.출입구 로비와 실내광장
4.REP극장 5.다목적홀 6.카페

1

2

2

7

4 6 3

2

3

55
3

2
5 3

2

1.출입구 2.대형계단 3.테라스,
캔틸레버영역 4.출입구 로비와
실내광장 5.어린이놀이 기구
6.다목적홀 7.미디어램프

87 1

3

2

2

4 5 6

2

1.출입구 2.부출입구 3.출입구
로비 4.조선소 뮤지엄 5.도서관
6.콘서트홀 7.테라스, 캔틸레버
영역 8.아케이드

2

5

2
6
1

43

1.주출입구 2.부출입구
3.캔틸레버 영역 4.실내광장
5.24시간도서관 6.테라스카페

단
면
도

4 5

6 1

3
2

1.출입구, 테라스 2.대형 캐노피
3.도시와 수변전망 야외테라스
4.수직보이드 5.에스컬레이터
6.수변광장

3
2 1

8

7

6

4

4

5

1.출입구, 캔틸레버영역, 테라스
2.백년광장 3.야외원형극장
4.야외테라스, 정원 5.도시정원
6.어린이도서관 7.북로툰다
8.셰익스피어 기념실

4
59 8

7
1

5 5
2

6

2

4 4
9

1.출입구 2.캔틸레버영역, 테
라스 4.천창 5.수직 보이드
6.지하주차장 7.자동주차시스템
8.미디어램프 9.임대 오피스

41 3 2

1.출입구 로비 2.콘서트홀 로비
3.도서관 4.콘서트홀

2
6

1

4

3
5

1.출입구와 캔틸레버 영역,
테라스 2.도서관 광장 3.실내
광장 4.천창 5.지하 다목적홀,
전시, 회의 6.지하 보행통로

<표 3> 사례도서관 개요 및 계획 특성 분석표

휴식과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도서관 출입구와 인

접하여 전면 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도서관 카페는 야외

테라스로 확장되며 도서관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도서관

출입을 유도한다. 암스테르담과 오슬로 도서관의 경우

출입구 층뿐 아니라 외부전망을 고려하여 테라스 층 또

는 최상층에 카페와 식당을 배치하였고 , 도서관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 영화 영역이 카페와 연속되

도록 하였다.

(3)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사례 도서관들은 자동차와 자전거 주차장, 대중교통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도서관과 결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심의 복합용도개발로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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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과 오슬로 도서관은 블록단위로 개발되면서 지

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인접 건물들과 공유하고 있다. 오

르후스 도서관은 수변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

비하여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을 도서관 하부의 지상과

지하층에 집중시켰다. 특히 도심주차장 수요를 담당할 천

대의 자동주차시스템을 위한 환승센터와 경전철역, 수변

산책로와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도서관 하부에 배치했다.

오르후스 도서관은 시민, 기술, 지식을 연결하는 하이브리

드 도서관을 표방하여 캠페인부스, 워크숍 공간, 대민서비

스를 위한 사무공간을 출입구가 있는 2층과 최상층인 4층

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도서관에 부여하였다.

3.4. 공공영역 구축을 위한 계획특성

(1) 외부공간과의 연계

사례 도서관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면에 공공

광장을 접하고 있으며 개방된 광장은 도서관으로의 진입

을 유도하고 도서관과 인접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심 문화시설로 둘러싸인 백년광장의 버밍엄 도

서관, 수변광장을 마주한 암스테르담과 오르후스 도서관,

중앙역과 오페라하우스 광장을 연결하는 도서관 광장을

전면에 배치한 오슬로 도서관, 조선소 부지와 독(dock)을

수변광장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헬싱괴르 도서관에서

야외광장은 사람들의 보행통로이자 자유로운 개방공간이

다. 사례 도서관들은 인접한 문화시설들을 연결하여 문

화지구나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표 1>의 마스터플랜과 주변환경에서 알 수 있듯이

암스테르담 도서관은 국립음악원, 과학관, 콘서트홀, 버

밍엄 도서관은 REP극장, 컨벤션센터, 심포니홀, 전쟁기

념홀, 헬싱괴르 도서관은 덴마크 해양박물관, 미술관, 크

론보르성, 오슬로 도서관은 오페라하우스와 뭉크뮤지엄,

세관박물관, 오르후스 도서관은 옛 세관건물, 성당을 보

행통로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공공도서관 계획에서 도시의 역사적 유적과 건축물들,

녹지와 바다의 자연풍경은 도서관 공간 계획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360도의 도시전망을 제공하는 오르후스 도

서관과 삼면이 개방된 오슬로 도서관은 도시와 자연경관

에 대한 조망을 고려하여 건물의 외곽선들을 잘라내고

외벽의 투명도를 조정하였다. 오슬로 도서관은 도시의

조망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건물의 모퉁이 매스를 잘라

서 옥외테라스를 만들었다. 지상 층의 카페와 라운지, 옥

외 테라스와 발코니, 상층부의 조용한 독서와 명상공간

들은 최상의 도시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

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적 유대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2) 출입구의 접근성

외부광장과 도서관 출입구가 만나는 영역에는 대형 캔

틸레버가 출입구의 캐노피 역할을 하고 그 하부는 테라

스와 데크로 실내외 전이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휴게

와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공연장 등의 다른 문화공

간과 출입구 로비를 공유하는 버밍엄 도서관과 헬싱괴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출입구가 여러 위치에 설

치되었다. 오슬로 도서관은 삼면이 도로와 광장으로 개

방된 대지조건과 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영역으로 도서관

실내광장으로 유도하는 부출입구들이 비중 있게 설치되

었다. 도서관 출입은 전면광장에서 단차 없이 실내로 진

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암스테르담과 오르후스 도서

관은 출입구 층 하부에 각각 어린이도서관과 교통시스템

을 배치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서 도서관을 출입하도록

하였다. 오르후스 도서관은 출입구로 통하는 사면의 조

각적인 계단을 오르면 건물을 둘러싸는 대형 테라스가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광장이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

춘 놀이공간이며, 수변광장을 조망하는 객석의 다기능

공공영역으로 작동한다.

(3) 로비공간의 개방성

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으로 로비공간은 대형화되고 개

방적인 성격도 강해지고 있다. 도서관 로비공간은 외부

광장에서 주출입구를 통해 연속되며 수직, 수평의 이용

자 동선이 집중되는 실내광장의 기능을 한다. 버밍엄 도

서관과 헬싱괴르 도서관은 극장, 콘서트홀, 뮤지엄과 도

서관 로비를 공유하고 있으며, 오르후스 도서관은 지상

의 환승센터에서 도서관 로비와 직접 연결된다. 암스테

르담 도서관과 버밍엄 도서관은 출입구 축을 따라 에스

컬레이터와 연결되고 수직 보이드로 개방된 실내가로와

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오슬로 도서관은 3개의 출입구가

집중되는 중앙의 실내 광장이 오페라하우스와 주변의 문

화공간과 수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공의 영역이 된다.

도서관 로비는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하

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유리외벽, 출입구 주변을 따라

수직 보이드를 배치하고 있다. 버밍엄 도서관처럼 북로

툰다로 이름 붙여진 거대한 수직 보이드가 상징적 실내

공간으로 계획되거나 오르후스, 암스테르담, 오슬로 도서

관과 같이 수직 보이드를 분산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유

입하는 다양한 실내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과

버밍엄 도서관은 출입구 로비공간과 메자닌, 테라스층,

반지하층, 계단식 열람공간 등 다수의 층들을 연결시켜

외부광장에서 출입구로 유입된 이용자들을 도서관 로비

를 중심으로 내부영역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3.5. 소결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아이

콘, 복합용도, 공공영역에 대한 계획 특성과 분석 요소를

<표 4>로 요약하였고, 사례도서관의 분석내용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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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정리하였다. 문화적 아이콘의 입지적 인지성과 지

역적 상징성은 <표 2>의 도시재생 개발계획의 개요,

<표 3>의 도서관 규모, 도면과 사진자료에 기초하여 분

석하였다. 사례도서관의 복합용도는 문화교육, 일상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분석하였다. 공공영역에 대한 분석

은 <표 2>의 마스터플랜과 주변환경, <표 3>의 공공영

역 항목과 공간구성의 도면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계획 특성 분석 요소

문
화
적
아
이
콘

입지적
인지성

지리적 중요성 원도심, 산업항구, 수변·레저, 역사문화지역

랜드마크 형태 저명건축가, 대형건물, 형태·파사드 차별성

지역적
상징성

지역의 역사문화 산업, 문화, 역사

지역발전 방향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지식도시, 문화도시

복
합
용
도

문화교육
전시·공연·영화 극장,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교육·집회 교육실, 프로그램실, 개방형 계단식 강당

도시기반
교통·주차 주차장, 경전철, 기차역, 환승센터

대민서비스·방송 지역방송국, 행정서비스

일상편의
휴게·편의 카페, 라운지, 정원

상점·관광 미디어숍, 관광안내, 편의점

공
공
영
역

외부공간

공공공간·광장 도서관광장, 도시광장, 수변광장, 산책로

인접 문화공간 박물관, 음악당, 과학관, 극장

도시·자연 경관 투명 외벽, 경관유입 열람실, 전망 테라스

출입구
출입구 수·방향 주변 도로와 출입구 위치, 출입구 수

전이공간 조성 캔틸레버,테라스,발코니,옥상정원, 선큰공간

로비공간

대형화·다목적화 공유 로비, 실내광장, 실내가로

지상층 확장성 지상층, 반지하층, 메자닌, 계단식 공간

수직적 보이드 천창, 측창, 수직 보이드 개수, 크기, 위치

<표 4>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개발지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배

치되어 문화적 거점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의 중

앙(B, H), 광장이 시작되거나 연결되는 위치(A, O), 원도

심과 신개발지역의 연결지점(R), 주변 문화공간들을 연

결하는 위치(A, B, H, O)에 도서관이 배치되었다. 개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대형 도서관으로 지역발전의 방

향과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표현하여 도시의 문화적 아

이콘(B, R)으로 계획되었고, 개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

간(A), 문화관광 항구의 관문(H), 개발지역 문화공간의

관문이자 개방된 공공영역(O)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도서관들은 모두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전시, 공

연, 영화, 강연을 위한 문화교육공간을 주출입구와 연결

이 용이한 지상층이나 지하층 또는 최상층에 배치하였

다. 상업용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테라스 카페를 출입구

인근의 실내외 영역에 설치하여 일상적인 도서관 출입을

유도하고 있으며(A, B, O), 공공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

의 기능이 복합된 도서관(R) 사례가 특징적이다.

사례 도서관들은 대규모의 개방된 도시 광장(B) 또는

수변광장(A, R, H, O)에 접해있으며, 다른 문화공간과

로비를 공유하며 직접 연결되어 있고(B, H), 또는 공공

광장, 보행통로, 산책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A,

O)되어 있다. 도서관의 출입구는 돌출된 대형 캔틸레버

(B, R, H, O) 또는 높고 거대한 캐노피(A)로 이용자들에

게 도서관을 인지시키고 실내외 공간을 연결하는 전이공

간을 구성하고 있다. 도서관의 출입구는 복합화 유형과

형식에 따라, 인접도로와 광장으로의 개방성에 따라 집

중(A, B, R)되거나 분산(H, O)되어 있다. 도서관의 복합

화로 로비공간은 다양한 목적의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

는 대형공간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출입구와 연결되는

다수의 층들을 설치하여(A, B) 지상층을 확장하고 있다.

수직 동선이 집중되는 로비공간에 다층의 연속된 보이드

로 강력한 수직적 개방감을 부여하거나(A, B), 점층적인

빛의 흐름을 유도하는 분산형 수직 보이드(R, O)로 자연

채광을 유입하여 야외 같은 실내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계
획
특
성

도
서
관

문화적 아이콘 복합 용도 공공 영역

입지적
인지성

지역적
상징성

문화교육
공간

도시기반
시설

일상편의
시설

외부공간
연계성

출입구
접근성

로비공간
개방성

지
리
적
중
요
성

랜
드
마
크
형
태

지
역
의
역
사
문
화

지
역
발
전
방
향

전
시
공
연
영
화

교
육
·
집
회

교
통
·
주
차

대
민
서
비
스
·
방
송

휴
게
·
편
의

상
점
·
관
광

공
공
공
간
광
장

인
접
문
화
공
간

도
시
자
연
경
관

출
입
구
수
·
방
향

전
이
공
간
조
성

대
형
화
·
다
목
적

지
상
층
확
장
성

수
직
적
보
이
드

A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R ● ●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 ●

O ● ● ● ● ● ● ● ● ● ● ● ● ● ● ●

주) 도서관 약칭 A:암스테르담 B:버밍엄 R:오르후스 H:헬싱괴르 O:오슬로

<표 5> 사례 도서관의 계획 특성 분석표

4. 결론

도서관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원도심 인근지역의 도시재생 개발

계획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으로 계획되고 있

다. 공공도서관은 개발지역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지역발

전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조각적인 형태로 구현

되거나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파사드를 강조하는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복합용

도는 주변여건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전

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과의 복합화로 이용자들

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

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카페와 숍 등의 일상편의시설

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주차, 교통시스템 등의 도시기

반시설과 결합되는 특성을 가진다.

셋째, 도시재생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주변의 공공공간과

문화시설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며 진입광장에서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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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전이공간과 도서관 로비에 이르는 연속적인 흐름의

형식으로 공공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공간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은 대형 캔틸레버를 출입구 방향으로 대

범하게 돌출시켜 이용자의 활동을 유도하는 테라스 영역을

조성하고 출입구의 진입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다.

넷째, 도서관은 주변의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서

관 이용자들이 주변 경관을 다양한 환경과 시점에서 경

험할 수 있도록 공간의 기능과 배치를 고려하고 외벽의

각도와 투명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 기능의 복합화에 따라 대형화된 로비

공간은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도시 광장의 연속이자

공공의 영역으로 구축되고 있다. 수직, 수평의 개방성을

가지는 도서관의 대형 로비는 천창, 투명한 외벽, 수직

보이드를 통해 자연스러운 빛의 흐름을 유도하여 야외

같은 실내공간으로 계획되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공공공간이자 문화적 도시재생

의 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계획 특성을 지역개발의

맥락 안에서 파악하여 추후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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