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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도서관 
역할 변화와 
신증축 방향

1장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대학도서관은 인류의 사색, 관찰, 연구의 결과인 도서와 기타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심지(Information 

hub)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효과

적인 지원, 도서관 이용에 대한 체계적 지도,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등 대학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46년 개교와 함께 ‘국립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 으로 출발하였다.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관정관, 

8개 분관에 고문헌을 포함하여 500만여 권의 장서와 10만여 

종의 학술지, 20만여 점의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지, 웹기반의 색인·초록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마이크로자료 등 각종 형태의 자료를 연구와 학습활동에 지원

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1995년 2월 21일부터 

학술정보시스템(SOLARS)을 가동하여 도서관 소장목록을 데

이터베이스화하였고, 1997년 7월 7일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

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5월 21일부터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자료를 

서비스하였고, 2006년 5월 21일에는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5년 8월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위해 새롭게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을 도입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발맞추어 

학술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최첨단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에 주력

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

하고자 노력하고 최고의 대학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확산은 물론,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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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중앙도서관 현황: 시설 및 공간

1절 중앙도서관 건립 개요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 계획(1968~1977년)’에 

따라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1년 발표한 「교육 연구 및 기구 조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도서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1972년 9월에 발표한 

「종합캠퍼스 기본설계 건축보고서」에서 “도서관은 마스터플랜에서의 위치로 보나 그 기능으로 

보나 전체 대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략> ... 학술 연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 상징 구역에 위치한 도서관의 외관은 웅대하고 위용을 갖고 상징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Paddock, 1972, p. 2).

     아세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건설 계획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마틴(Louis E. Martin, 

워싱턴연구도서관협회 부책임자)이 1972년 4월 3일부터 15일까지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한 후 5월 자신의 의견을 담아 「서울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서(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on Management)」를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작업을 위해 방문한 캠퍼스용역단 DPUA(Dober, 

Paddock, Upton and Associates, Inc.)는 1971년 말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후 도서관 자문

역인 마틴과 함께 도서관 실태를 조사하여 1972년 6월 도서관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서 『서

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프로그램과 디자인』(Library: Program &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제출하였다. 이 자료는 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 도서관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배치도상 가장 주요한 건물이다. 또한 새로운 

캠퍼스에 세워질 최대 규모의 단일 건물이자 명문 국립대학의 학술적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곳

이기도 하다. 첨부한 도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캠퍼스 내 보행 동선의 중심에 위치하

고 있으며 캠퍼스의 대부분은 도서관으로부터 걸어서 5분 내 거리에 있다.”

     위의 인용을 통해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공간으로서 종합캠퍼스 내에 건축되는 최대 규모의 단일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주요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총 8만 평의 중앙캠퍼스에 분산된 대부

분의 주요 공간이 도서관으로부터 300m 내에 있어 위치상으로도 캠퍼스 내에 가장 핵심적인 

건물로 의도되었다. 

2장  중앙도서관 현황: 시설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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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30일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 마무리와 함께 도서관도 

완공되었다. 

1971. 

DPUA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완성

1972. 4. 4.~ 4. 15.  

마틴 방문: 

아세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새 도서관 건설 계획 수립

1972. 6.    

DPUA와 마틴이 도서관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 보고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프로그램과 디자인』 제출   

1974. 3. 30. 

도서관 완공

[그림 1] 캠퍼스용역단 DPUA가 작성한 캠퍼스 배치도(Paddock, 1972)

[그림 2] 중앙도서관 전경(1975년)



2525

관정관 건립백서

[그림 3] 패독(James Paddock)이 설계한 중앙도서관 정면 및 측면 입면도(1972년)

[그림 4] 패독(James Paddock)이 설계한 중앙도서관 단면도(1972년)

     1974년 준공된 중앙도서관은 총면적 27,500㎡(약 9천 평)의 6층 건물로 내부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약 4천 석의 열람석과 150만 권의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서고 및 기타 시설 등을 

갖추었다. 도서관 1층과 2층에는 규장각이 자리 잡았고, 3층에는 자유열람실, 기본 도서실, 

기계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4층에는 제1열람실(참고자료실)과 마이크로필름 열람실, 정기간

행물 열람실, 복사실 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5층에는 교수 및 대학원생 열람실과 제 2, 3, 4

열람실, 법률자료실이 들어섰고, 6층에는 제5, 6, 7열람실과 학위논문실, 특수자료실 등이 

자리하였다.

2장  중앙도서관 현황: 시설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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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중앙도서관 시설 현황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본교 종합화 계획 실현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4년 

캠퍼스 중심에 배치되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문, 자연, 사회, 공학 시설을 배치하였고, 

음악, 미술 등의 특수교육시설은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주요 교육시설들은 중앙도서관으로

부터 도보 300ｍ 이내에 배치되어 있어 물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1990년 6월 규장각이 전용 건물을 마련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독립함에 따라 중앙도서

관의 공간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1, 2층에 자리하고 있던 규장각자료실은 학생의 학습을 

위한 열람실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편의 공간(매점 등)이 생기면서 중앙도서관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 [표 1]은 중앙도서관 증축 전까지의 대략적인 건물 구조 및 공간 

구성이다. 중앙도서관은 건축면적 6,756㎡, 6개 층 연면적 30,506㎡(9,227평)의 건물로, 구

조를 살펴보면 1, 2층은 후면 지하, 전면 지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제1, 2열람실로 운영

하고 있다. 3층은 남북방향으로 통하는 터널 형태의 통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기계공조시설, 

자료복원실, 자료반납대, 매점 등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엔 제3열람실이 있다. 4층은 

3층에서 연결되는 중심의 경사로를 거쳐 올라가게 되어 있고, 로비 및 여러 기능의 자료실과 행

정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5~6층은 4층과 똑같은 구조로 서고와 열람실, 사무실로 운용하고 

있다.

[그림 5] 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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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콘크리트, 슬라브, R.C 연면적 30,506㎡  건축면적 6,756㎡

경사로 1개소, 승강기 4개소, 피난 계단 4개소, 비상 사다리 2개소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장물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합 계 27,476㎡ 4,350명

1층 일반열람실 콘크리트 불연재 1 2,025㎡ 1,000명

2층 일반열람실 ″ ″ 1 1,097㎡ 450명

3층 일반열람실 외 ″ ″ 1 4,312㎡ 1,100명

4층 자료실, PC실 ″ ″ 1 6,530㎡ 500명

5층 자료실, 열람실 ″ ″ 1 6,756㎡ 650명

6층
자료실, 사무실, 

열람실
″ ″ 1 6,756㎡ 650명

[표 1] 중앙도서관 건물 구조 현황

2장  중앙도서관 현황: 시설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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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실 명 면 적(㎡) 책 수(권) 좌석수(석)

1 층

제1열람실 1,282 - 748
그룹스터디룸(10실) 253 - 84
기증/교환자료 서고 240 -
기타(검색실 등) 22 -

계 1,797 - 832

2 층
제2열람실 945 - 508

계 945 - 508

3 층

제3열람실(A) 855 - 505
제3열람실(B) 770 - 474
자료복원실 200 - -
기계,전기실 984 - -
학위논문보존서고(1,2) 353 - -
기타(매점 등) 527 - -

계 3,689 - 979

4 층

기초교육정보/참고자료실 788 41,582 106
그룹스터디룸(3실) 68 - 20
신착연속간행물실(사무실포함) 607 - 59
연속간행물서고 1,726 125,436 43
학과전담연구지원실 170 - -
상호대차실 288 - 43
정보검색실 363 - 83
중앙대출실 200 - -
관장실 및 부속실, 행정지원팀, 기획홍보실 288 - -
대회의실 113 - 27
장애학생지원실 30 - 4
U-Space 103 - 24
로비(중앙홀) 856 - 23
기타(복사실, 가방보관소 등) 381 - -

계 5,981 167,018 432

5 층

제5열람실 802 - 500
단행본자료실(1) 802 159,844 25
단행본자료실(2) 970 206,218 25
단행본자료실(3) 1,029 191,222 25
단행본자료실(4) 1,515 303,849 25
단행본자료실(5) 636 133,102 28
특수자료실 51 6,824 2
단행본자료사무실 175 - -
기타(공익요원휴게실 등) 384 - -

계 6,364 1,001,059 630

6 층

제6열람실 760 - 508
귀중본실 113 645 -
문고도서실 200 56,337 -
고문헌자료실(열람/사무실 포함) 1,909 351,419 15
비도서자료실 1,012 153,800 21
학위논문,참고자료보존서고 505 177,548 -
수서정리과 사무실(과장실 등) 973 - -
디지털도서관팀(시스템실 포함) 391 - -
정보관리과 사무실(과장실 등) 242 - -
기타(창고, 기계실 등) 45 - -

계 6,150 739,749 544

기 타

지하보존서고(연간물) 928 148,819 -
공용면적 등 4,652 - -

계 5,580 148,819 -

합 계 30,506 2,056,645 3,925

[표 2] 중앙도서관 층별 주요 공간 구성 현황(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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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

1절 기존 시설의 문제점

1. 장서 수장 능력 상실

1974년 건립 당시 중앙도서관은 150만 권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2010년 약 25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100만 권(66%)이 과포화된 상태였다. 1996년

을 기점으로 중앙도서관 장서는 150만 권을 넘어섰고, 해마다 약 10만 권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장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었다. 

[그림 6] 장서 증가 추이 및 수장 능력

2000년 이후 중앙도서관은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2003년에는 

3층 기계실 내 유휴 공간을 연속간행물 보존서고로 조성하였고, 같은 해에 6층 제6열람실을 

축소하여 임시 농학자료실로 활용하였으며 그 후 농학자료실이 신축 분관으로 이전하면서 

신문자료실 서고로 전환하였다. 2006년에는 재무과 창고로 사용 중인 1층 창고를 보존서고로 

조성하여 고질적인 서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수원캠퍼스 내에 보존도서관을 설치

하고 이용률이 낮은 자료 약 65만 책을 이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과포화 상태의 장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임시방편에 불과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은 도서관 신축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3장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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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공간의 부족

중앙도서관은 1974년 준공 이후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에 알맞은 공간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동영상 강의,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검색 및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 

휴식 및 협업 공간4), 교육 공간 등이 부족하였다. 영상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단순 영화 

DVD 정도의 열람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이라 하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료 지원 외에도 학생들에게 멀티미디어 시설과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주며,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의 사회문화 흐름에 맞추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비교한다면 우리 도서관은 비교 자체가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태였다. 중앙전

산원 등이 멀티미디어와 정보검색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볼 

때 다양한 정보원이 집중되어 있는 도서관에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었다. 

또한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여 강의실이나 카페에서 학습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휴식과 만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노트북 

사용 공간이 일반열람실과 함께 있고, 화장실이 일반 열람 테이블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소음이 자주 발생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협업 공간은 공동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그림 7] 중앙도서관 포화상태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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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실에서 노트북

열람실에 노트북을 쓰는 자리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전원있는 좌석들이 듬성듬성 있기도 하고 전원이 있지 않은 좌석에서도 노트북을 사용하

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음이 노트북 사용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中

Q. 열람실 내 플러그

열람실 내에 플러그를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열람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교 열람실 

수준은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중간 중간 멀티컨넥트가 몇 개 설치되어 있을 뿐, 항상 

느끼는 건 많은 노트북 사용자들이 콘센트를 찾아서 서성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中

[그림 8] 기능 공간의 부족 의견 사례

[그림 9] 시설부족 의견 사례

따라서 우리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학습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공간, 그룹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룹스터디룸 및 세미나실 등을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했다.

3.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중앙도서관의 전원이나 인터넷 등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나 노후한 가구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열람테이블이나 의자 등 도서관 가구의 경우 구입 

연도 및 납품업체 등이 달라 통일성 없이 구성되어 있었다.

시설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으로 전원 시설의 부족, 불안정한 무선 인터넷 등이 

있었다.

아울러 열람테이블 및 의자의 노후화와 전원 및 랜 지원 열람테이블 등 기능성 가구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무선 랜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전원 및 이용자 편의 시설 

개선,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성 가구 배치가 필요했다.

3장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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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노후화

중앙도서관 건물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974년 준공된 중앙도서관은 40년이 경과

되어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법적 내구 연한을 넘어선 중앙도서관의 건축과 설비는 노후화 문제와 인체유해물질 발생에 

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건물의 노후화로 도서관 외벽이 부식되면서 부식물의 낙하 우려와 

함께 건물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중심으로 

석면 사용이 확대되었다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또한 석면 시공 범위 확인 및 

별도 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조사와 철거 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하면 먼지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건축재료별 석면 함유량은 1980년도 

이전 준공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가 있다(노영만, 2006).

[그림 10] 노후화된 중앙도서관 외벽 모습

또한 열람실의 난방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중앙도서관은 6개의 일반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파워플랜트에서 제공되는 중앙난방(등유난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열람실은 천장이 높고 출입문이 넓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워 에어

커튼 설치 등 보조난방 시설 확충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열람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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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도서관은 대내외적인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으로 적응해 가는 

유기적 시설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교육·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유형, 업무 및 서비스 환경 또한 변화해 가고 있다.

도서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그림 1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전달과 이용방식의 변화는 도서관이 단순한 장서 소유의 개념에서 정보의 접근 개념

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의 학습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정보습득이나 과제수행 

방식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도서관의 정보 전달방식 또한 인쇄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용자는 꾸준히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도서관에 요구하고 있고 도서관은 이에 맞추어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업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편리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구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분산된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쌍방향의 

정보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도서관의 스마트화, 접근매체의 융합화, 개인화서비스 확산 등을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5) 을 활용한 도서관 시설 제공,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도서관 환경 변화

 5) IOT(Internet of things)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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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서관은 기존의 기본적인 장서 소장과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 이용자가 다양한 

공간에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인 열람 중심의 공간에서 문화, 휴식, 학습, 검색, 전시 등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

을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방향은 다음과 같다.

○ IT 기술 발달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가 가상공간 영역으로 확대

○ 참여를 유도하는 다기능 복합문화공간화

○ 새로운 정보기기를 이용한 정보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편리함과 용이함을 추구, 

   완전하고 개인화된 정보요구 수용

○ 다양한 정보자원의 통합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 새로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자 친화적 열람 서비스

앞에서 기술한 중앙도서관 현황 분석 및 도서관 환경 변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리 도서

관이 추구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분석분야 주요이슈 시사점

운영공간

시설의 부재와 노후
인프라 증설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시설과 공간 필요
기능 공간의 부족

건축공간

건축물의 노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환경개선 필요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 구성 
공간 재구성 및 추가 공간

확보 필요

기능의 변화

도서관 내외적 환경 변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환경개선이용자의 학습패턴 변화

도서관의 융합·문화 공간화 및 디자인(감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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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이 도서관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의 

재건축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도서관 공간 재구성과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

하며, 시설 인프라 증설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앙도서관은 학내 연구 및 학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학의 랜드마크

(Landmark)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서관 역할에서 벗어나 대학 내 커뮤

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국제회의장, 전시, 공연 등의 문화 공간 

창출을 통해 대학 내 상징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그림 12] 신축도서관의 비전

3장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

Convergence 
Library

연구 지식의 창출 
토론형 학습 탐구

세계 수준 도서관 구축
대학의 Landmark

문화와 학문의 
소통 중심지

컨버전스 도서관 기반으로 

연구력, 학습력 극대화

세계 대학 10위권 실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공간,
국제회의장, 전시, 공연 등의
대학 복합문화공간 조성

최고의 연구지식 창출·활용·
교류의 공간

멀티미디어 활용 및 그룹
스터디룸 등 토론형 학습 탐구 
공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