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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거지 재생을 한 하나의 시도로 기능이 축소된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 주민센터의 기능축소로 인해, 소규모 국공립 도서 을 결합하거나 문화, 노인/보육/건강 복지

기능 등의 시설을 결합하는 사례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단 의 지역 체에 향을 미치기보다는 소

규모 마을(동) 단 로 계획되는 경우가 일반 이며, 사용자 역시 인근 주거지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된 주거지 재생을 해 지차체 단 의 심공간에 도서 을 활용하여 근린재생을 도모한 사례를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상지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요 공공도서 으로 10개의 도서 을 답사한 후 국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는 4개의 도서 을 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도크랜드 공공도서 (Docklands Library & Community 

Centre), 질롱 도서 (Geelong Library and Heritage Centre), 단데농 공공도서 (City of Greater Dandenong 

Libraries), 번질파크 도서관(Bunjil Park Library)로 빅토리아 주의 주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근린생을 위한 

개발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8년 1월부터 한 달간 현지 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설

계사무소 문의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부족한 내용은 정책보고서와 해당 웹사이틀 활용하였다. 

  멜버른 도심 내 치한 도크랜드 공공도서 은 주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객에게는 쉼터를 제공

하는데 목 이 있다. 멜버른의 알려진 City Library나 Victoria Library와 달리 역사성이나 학문  지식 달보다는 

도심 속 쉼과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다. 휴양지로 알려진 질롱의 도서 은 지역의 주민들이 제

공한 역사  자료를 보 , 제공하는 센터와 연계된 도서 이다. 주민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객들에게 더 알려진 

도서 으로 지역 특색을 이해하고, 휴식을 취하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공장지 가 주가 되어 산

업 심지로 발달했던 단데농은 아랍계 이민자를 비롯한 다국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정부는 쇠퇴한 지역 재생과 

이민자들의 교육과 삶을 보장하기 해 공서와 도서 을 결합하여 계획하 고, 교육, 취미활동, 취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도심의 심에 치한 도서 으로 개 시간부터 폐 까지 많은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 다. 번질 크 도서 은 

공원과 체육  규모 쇼핑센터(Chadston Center)와 연계하여 개발되었는데, 빅토리아 주의 타 도서 들이 많이 시

도하는 방법  하나로 개발되었다. 공공의 공서 외에도 화 , 쇼핑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결합함으로써 도서

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학문 인 목  외에도 편안하게 근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었다. 기존 도서 과  큰 차이

은 내부공간의 구성인데 계단식 홀을 두어, 인형극 등의 소음이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다. 

  지역재생에 한 안의 하나로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 과 타 시설과의 결합은 국내의 근린재생, 주

거지 재생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서 의 권  칸막이 구조, 자료 달과 학문  달공간이라는 고정 념

을 깨고, 자유로운 공간구성, 다양한 교육시설 구비, 새로운 기능들과의 결합은 근린재생을 한 공공기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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