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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hange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main space of the library. Complexity of libraries and Function 
of change can lead to local neighborhood revitalization. To do this, we analyze the case of large public libraries newly built or remodeled within 20 
years. In this study, firstly, the precedent study was investigated. Secondly, we analyzed each case, and thir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planning element. Finally,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change of elevation, the change of the 
size of the central hall, the change of the shape of the private space, and the main features of  the spatial boundary change for th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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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화, 복합화 됨에 따라 기존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교육부 산하의 도서관과 지자체 중심의 국공립 도서관, 사립도서관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기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도서관 중 대형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와 복합화에 

따른 공간 특성 및 형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도서관의 건축적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지역역량 

강화 및 근린재생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여년인 1995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된 전세계 대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사례도출은 Archidaily와 건축가 및 정책적 웹사이트를 통해 건축도면 및 개요를 확인할 수 있

는 사례로 제한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의 공공도서관은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Country Case Country Case

Canada 1 halifax  central library Mexico 12 Biblioteca  Vasconcelos

China

2 Guangzhou Library Netherland 13 Culture  House Eemhuis

3 Tianjin binhai library
Singapore

14 Bishan  Community Library

4 National  Library of China 15 National  Library Singapore

Denmark 5 Dokk1  public library South  

Korea

16 Forest of  Wisdom

Finland 6 Seinäjoki  Main Library 17 National  Library of Sejong City

France
7 National  Library of France

UK
18 Library  of birmingham

8 Alexis de  Tocqueville library 19 canada  water library

Italy 9 Elsa  Morante

USA

20 Billings  Public Library

Japan
10 Kanazawa  Umimirai library 21 Chinatown  Branch, Chicago Public Library

11 Minna No  Mori Gifu Media Cosmos 22 seattle  central library

표1. 연구대상(도서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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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명 7. National  iibrary of France(1995) 12. Biblioteca  Vasconcelos(2006) 10. Kanazawa  Umimirai library(2011)

건축가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alberto  kalach&juan palomar Coelacanth  K&H Architects

사진

참조 : [4], 

[3], [6]

도서관 명 18. Library  of birmingham(2013) 20. Billings  public library(2015)
21. Chinatown  Branch, Chicago 

Public library(2015)

건축가 Mecanoo will  bruder+PARTNERS SOM(Skidmore,  Owings & Merrill)

사진

참조 : [3], 

[4], [10]

도서관 명 22. seattle  central library(2004) 15. National  library Singapore(2006 2. Guangzhou library(2012)

건축가 OMA T. R.  Hamzah & Yeang Sdn Bhd Nikken  Sekkei LTD

규모 11층 16층 10층

사진

참조 : [4], 

[8], [5]

표2. 도서관의 차양시스템

2. 선행연구

연구에 앞서, 첫째, 도서관의 계획적 분석(전한종외,2006;이현철외,2006;이상복외,2008;류태현외,2014;배동식,2017 등), 둘

째, 도서관의 변화양상 연구(이경훈,2003;김정희외,2005;김남훈,2016,이화성외,2017), 셋째, 도서관의 새로운 건축계획을 제

시한 연구(전명숙,2003;이용호외,2004;신현정,2005;임준범외,2009;서희숙,2012;류태현외,2013)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나, 최근 20년 동안 계획된 대형 공공도서관의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함

으로써, 향후 근린재생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도서관의 계획적 특성변화 

도서관은 다양한 건축의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단편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도서관이 담고 있는 형태와 기능의 측면을 세분화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입면, 중앙홀의 크기변화, 프라이빗(Private)공간의 변화, 복합화를 위한 공간 경계변화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1 입면의 변화

도서관은 하나의 용도로 국한되기보다 문화 창출, 커뮤니터 형성, 도시의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변화하

고 있다. 이에 도서관의 입면은 커튼월, 벽돌, 타공패널, 노출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로 계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서관 고유의 기능의 충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위한 차양시스템은 발전은 National  library of France(1995), 

Biblioteca  Vasconcelos(2006), Kanazawa  Umimirai library(2011), Library  of birmingham(2013),  Billings  public 

library(2015), Chinatown  Branch, Chicago Public library(2015) 의 차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도서관의 기능인 서고, 

열람실의 적정 조도를 유지하기 위한 차양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기후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서관의 입면은 지역

의 기후와 인구밀도와 관련이 있다. 멕시코의 Biblioteca  Vasconcelos(2006)은 뜨거운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두꺼운 콘크리

트의 외벽과 대규모의 차양시스템을 볼 수 있으며, 미국의 Seattle  central library(2004) 싱가폴의 National  library 

Singapore(2006), 중국의 Guangzhou library(2012)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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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앙 홀의 크기 변화

중앙홀 또한 많은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앙 홀은 도서관의 사용자를 위한 자연채광을 위해 내부 중정과 

연계하여 계획되었다. 중정은 다양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서고로 계획된 멕시코의 Biblioteca  Vasconcelos 

(2006)는, 아주 긴 축을 중심으로 비워진 공간에 서고를 두었다. 둘째, National  Library of China(2008), Culture  House 

Eemhuis(2013), Dokk1  public library(2015), Tianjin binhai library(2016)은 중앙홀을 독서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홀의 기능에 따른 디자인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동공간으로 계획된 GuangzhouLibrary(2012), Library  of 

birmingham(2013), halifax  central library(2014)가 있다. 가장 최근에 건축된 MVRDV의 Tianjin binhai library에서는 중앙

홀의 기능을 가장 부각시켜 디자인하였다. 

도서관 명 12. Biblioteca  Vasconcelos(2006) 4. National  Library of China(2008) 2. GuangzhouLibrary(2012)

건축가 alberto  kalach&juan palomar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Nikken  Sekkei LTD

중앙 홀의 역할 서고 독서공간 이동 공간

사진

참조 : [3], [4], 

[5]

도서관 명 13. Culture  House Eemhuis(2013) 18. Library  of birmingham(2013) 1. halifax  central library(2014)

건축가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Mecanoo
schmidt  hammer lassen 

architects&fowler bauld &mitchell

중앙 홀의 역할 독서 및 이동 공간 이동 공간 이동공간

사진

참조 : [4], [3], 

[3]

도서관 명 5. Dokk1  public library(2015) 3. Tianjin binhai library(2016) -

건축가
Schmidt  Hammer Lassen 

Architects
MVRDV -

중앙 홀의 역할 독서 및 이동 공간 독서 및 미디어 공간 -

사진

참조 : [4], [3]
-

표3. 도서관 중앙홀의 변화

3.3 프라이빗(Private) 공간의 형태변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환경과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공간을 

형성하는 계획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Bishan  Community Library(2008), Seinäjoki  Main Library(2012)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공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의 집합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도

서관 외에도 최근 많은 건축적 프로그램이 고유의 프로그램과 변화된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

서 개인공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프

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공간의 경험을 다채롭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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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합화를 위한 공간 경계변화

도서관과 다른 프로그램의 복합화는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주로 기존의 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커

뮤니티를 위한 기관 및 단체, 문화시설인 영화관, 상업시설,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복합화 되었다. 1995

년에 완공된 National  Library of France 에서는 자연이라는 공간을 도서관 내 중정으로 옮겨왔다. 네덜란드에 2013년 완

공된 Culture House Eemhuis는 art school과 결합하여 4층에 자리하게 되었다. 또 덴마크에서 2015년 완공된 Dokk1  

public library는 기차역과 결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도서관과 다른 프로그램의 복합화에 있어서의 인

식이 폭넓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공간이 지배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새로운 도서관이 계획될 때에는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도서관이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도서관 명 7. National  Library of France(1995) 13. Culture  House Eemhuis(2013) 5. Dokk1  public library(2015)

건축가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Schmidt  Hammer Lassen Architects

결함 

프로그램
공원 art school train station

사진

참조 : [4], 

[4], [3] 

도면

(붉은색은 

도서관 

이외의 

프로그램)

표4. 도서관 복합화 현황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형공공도서관의 계획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 분석한 결과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도서관으로의 리모델링이다. 노후화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도서관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커뮤니티 센터나 공장, 성당 등을 활용하여 복합화된 도서관으

로의 리모델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근린재생을 위한 주거지 내 새로운 공공프로그램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서관은 대표적 연계 프로그램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안해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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