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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도서관

강예린, 이치훈



사회적 역할에 맞춤하여
 변화하는 도서관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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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

학자/성직자가 연구하고 글쓰는곳

'공공'의 도서관

 '책'의 의미 확장 

 '읽다'의 의미 확장

공동체의 거점



학자/성직자가 연구하고 글쓰는곳

-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학자들이 거주/연구/집필하는 곳

- 수도원의 도서관 : 수도사들이 기독교 사회를 연구하는 공간

-  책이 귀했던 사회에서 전문가들에게만 개방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안젤리카 수도원도서관



'공공'의 도서관 

- 인쇄와 출판이 발달하면서 공동의 서가가 요구

- 지식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귀족 왕족의 서가가 공공에게 개방됨

- 폐가식 서가에서 개가식 서가로 진화



chetham's library



chetham's library



'책'의 의미 확장

- 종이 책을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로 지식의 확장

- 새로운 디지털 자료를 이용자가 구독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가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높아짐

- 영상실, 간행물실, 지도실 등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등장





환경교육의장과프로그램마련

센다이시는 전체 인구당 대학원생의 비율이 교토 다음으로

많은데, 도호쿠대학과 협력 환경교육연구를 수행

미야기 교육대학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모리모리 환경구조팀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환경교육거점으로서의도서관

: 센다이미디어테크

새로운 의미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

지역 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환경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 거점으로 자리잡음

숲의 고을인 센다이는 시 차원에서

“나무의 도시(The city of Trees)” 
라는 슬로건 하에, 센다이市의 도시정체성과 브랜드를 만들

고 있다. 
나무의 도시’는 나무로부터배우고, 나무와 함께 사는도시라는 의미이다. 

센다이 미디어 테크
Designed by Toyo Itto









'읽다'의 의미 확장

- 라키비움 : Library + Archive + Museum

- 책을 읽고, 전시하고, 아카이브하는 것들을 동시에 추구함

- ‘책’은 물론 ‘디지털 미디어’를 함께 사용

- 현대사회에 넘쳐나는 책과 정보들을 기획(curating) 하여 보여줌



건축가: NHDM (황나현, 데이빗유진)

백남준 아트센터 도서관



건축가: 우규승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서울 여성가족재단 도서관 '여기'



공동체의 거점

- 도서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위치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의 역할로 도서관을 재편

- ‘응접실(living room)’, ‘동아리실’ 등의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등장

- 지역주민이 취업(창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

- ‘책’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 도서관



도서관 마켓

도서관 로비
= 복합문화공간

로테르담 중앙도서관 : 마켓과 같은 도서관

건축가 : the Van den Broek and Bakema architectural practice



Makert hall

- 도서관 바로 앞에 주말마다 대형 마켓이 열림

-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 대형 체스 판, 신규 DVD 소개, 기획 전시 등이 일어나는 도서관 로비

로테르담 중앙도서관 : 마켓과 같은 도서관

건축가 : the Van den Broek and Bakema architectural practice



로테르담 중앙도서관 : 마켓과 같은 도서관

건축가 : the Van den Broek and Bakema architectural practice



로테르담 중앙도서관 : 마켓과 같은 도서관

건축가 : the Van den Broek and Bakema architectural practice



Idea Store, London
Designed by David Adjaye

: 도서관 도시의 재생을 이끌다

도시재생의견인차로서도서관

Library + Retail + Education Space

Idea Store Design 

The quality of design in Idea Stores plays a 

significant part in creating an accessible, 

attractive and contemporary space which 

encourages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

- 시정부+시민+지역기업이 함께하는 도서관 만들기 : 

1. 시애틀 시민들의 시민투표로 도서관 만드는 것 결정.

2. 시는 1억6550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

3. 시애틀 공공도서관재단(www.foundation.spl.org)은 8200만 달러를 모금

해 장서확충과 첨단 기술 도입에 사용하도록 함

4. 시애틀에 위치한 MS사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알렌도 각각

2000만달러 이상의 거금을 기부

-시애틀의 상징이자 미국 정보화 시대의 랜드 마크가 됨. 

미국 시애틀 중앙 도서관
Designed by O.M.A













한국의 도서관 : 입지







 
BRYANT PARK – NEW YORK LIBRARY 

: READING ROOM 



뉴욕공립도서관 

브라이언트 공원 + 



 
BRYANT PARK – NEW YORK LIBRARY 

: READING ROOM_BOOK SINGING 



 
BRYANT PARK – NEW YORK LIBRARY 

: READING ROOM 



한국의 도서관 : 가구



책장과 책상은 비품? 









Murashino 대학도서관  
Designed by Sou Fujimoto 

 
: 책꽂이의 미로로 만든 도서관 













Mountain Library in Spijkenissse, the Netherland 
Designed by MVRDV 

 
: 책꽂이로 쌓아 올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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