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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시설 도서관은 대부분 그 수준이 낙후되어 학생들이 선호하

는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활자로 된 책을 안읽는 경향이 어린 

세대일수록 강한데, 그 가운데 기존의 도서관시설로는 더더욱 학생들

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이제 다른 의

미의 복합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꿈담사업’이 중·고등학

교로 확대되면서 개선공간으로 대두된 것 중 그 첫 번째 공간이 도서관

이기도 하다. 

신성초등학교 도서관은 다른 여느 오래된 학교 도서관과 다르지 않았다. 

교실 3개가 합쳐진 정도 크기의 이 교실형 공간에는 책장이 쭉 놓여 있

고, 소규모 수업이 가능한 작은 공간 하나가 분리되어 있었다. 학교가 지

어진 후 그간 몇 번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흔적은 보였으나, 저학년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일부 공간에 바닥난방을 

깔고 바닥형 식탁과 같은 책상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 기존 학교의 

전형적인 교실형 도서관이었다.

건축주  서울 신성초등학교

대표건축가  ㈜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전성은

디자인팀  장선윤 이상수 김자영

구조 

시공  (주)시스코리아 

사진작가  이남선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로 114, 신성초등학교 

주요용도  도서실

대지면적  

건축면적  285 m² 

연면적  

규모  

주차  

높이  

건폐율  

용적률 

설계기간  2020. 05. 12 – 06. 20

시공기간  2020. 07. 28 – 08. 24 

Architecture Overview'책을 읽기 전 우선 공간이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Chun architects



KIEF Journal  Vol. 28  No. 03   (Serial No. 142)   15

특집_ 변화된 교육공간

신성초등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의 아이들이 어렸

을 적 좋아했던 거실의 특별공간에서 그 시작점을 찾았다. 나의 아

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방에는 책상이 없었다. 필요 없다

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활동을 하였고, 

그 중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곳은 식탁에 담요를 덮어 만든 그 

밑의 작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낮에는 형제가 함께 놀았고, 밤이 

되면 들어가 “안녕~~” 하며 잠을 자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마치 

다른 나라로 가듯.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아이들의 몸집에 맞게 작은 집과 같은 공간. 누울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는 작고 오물조물한 입체 공간들이다. 그런 장소는 아

이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곳이 되고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할 수

가 있다. 그런 곳이라면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가까이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했다.

Project Introduction

Density concept diagram

①

②

① 제작가구 디자인 아이디어_ 띠앗머리

③ 꿈마루 도서관 Isometric

② 제작가구 디자인 아이디어_ 자갈자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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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house

도서관 공간개선을 진행하면서 바닥난방 영역을 전체로 확대하고, 전

면 창 앞에 단을 조성하여 크고 작은 집의 조합을 배치하였다. 이 단 밑

은 책꽂이가 되고 여러 스케일의 작은 집들과 만나는 방식에서 또 다

른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 다양한 스케일의 입체적 공간이 작은 집

들 사이로 아이들을 맞이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작은 집들은 전

면, 때로는 지붕을 뚫어 오픈스페이스와 연계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단의 상단에는 5cm 패딩을 두어 아이들이 부드럽고 안락함과 함께 앉

고, 눕고, 엎드리고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마치 집의 

거실에서 뒹굴뒹굴하며 놀이와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왼쪽의 일부 영역에는 보편적인 책장배치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도서관에서의 학습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책을 마주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컨셉과 디자인이 적용되

었다. 공간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가구는 집을 형상화한 책꽂이로 디

자인하여 작은집 도서관의 콘셉을 연결하였다. 이 컨셉은 책을 빌려주

고 반환하는 공간에도 적용되었다. 마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콘

세션과 같은 형식으로 기존의 도서반납대의 이미지를 벗게 하였다. 주

조색은 흰색에 자작나무 내츄럴 칼라와 악센트 칼라로 채도가 다운

된 초록을 넣음으로써 경쾌하면서도 도서관의 차분한 분위기를 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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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초 꿈마루 도서관의 book house 컨셉

에서느 Signage 또한 주요 고려 디자인 요

소였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한글을 처음 가

깝게 만나는 장소로써 큰 의미가 있다. 그

렇기에 도서관 이름의 싸인디자인에서부

터,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Wall 

Graphic 등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

다. 또한 각기 다른 스케일의 작은 집들에는 

순우리말 중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저마다 

이름을 붙임으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완공되고 학생들에게 이 공간이 공개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카페가 생긴 것 같

다고 매우 좋아했다. 걷고, 눕고, 앉고, 즐겁

게 책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고 학교에 오면 

가장 오고 싶은 곳이 되었다고 전해왔다. 기

대했던 공간이 나와주었고, 예상대로 아이

들이 자주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었다. 덕

분에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 결과에 더 흡족한 마음을 전달하셨다. 공

부나 학습만의 정형화된 곳이 아니라 일상을 

담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이 바뀌는 

순간을 목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