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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바라본 

서점의 문화적 일상공간화에 관한 연구

- 일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과 

한국 오프라인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미 지

지도교수  백    진

소설가 김중혁은 세상이 변하고 책을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책을 읽을 공간이 필요하고, 내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썼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서점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도서의 소비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오늘날 다양한 소비공간과 결합하는 대형서점의 공

간적 변화 앞에서 문화라는 책의 본질적 가치와 소비라는 서점의 현실

적 당위의 교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묻고 싶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책 시장의 활발한 성장으로 출판시장의 규모

가 감소하고 책을 쉽게 배송받거나 휴대기기로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서점의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로 국내 오프라인 서점의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새로 생

겨난 서점들은 책을 진열하는 면적을 줄이고 카페, 음식점, 기타 상점 

등 서점 공간 내부에서 다양한 소비공간과 결합하거나 백화점이나 쇼

핑몰, 호텔 건물에 입점하는 등 여러 가지 공간적 변화를 보인다. 이

에 따라 사람들은 꼭 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서

점을 방문하고 책을 고르거나 사는 것 외에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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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책 외에 여러 상품들을 구경

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하며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머문다. 이제 서점

은 단순한 도서 판매를 위한 소비공간이 아니라 책이라는 문화적 매개

체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시간을 보내게 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

공하는 문화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서점의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소비가 발생하는 일상

적 공간인 ‘역공간(liminal space)’의 한 사례로 이해하며 그 공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역공간이란 문화라는 개념이 개인의 일상과 

통합한 일종의 소비 공간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공공공간이 사라져가는 

현대 도시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업적 기능과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역공간의 등장을 이해하기에 앞서 현대 이전의 시대에 일부 계층만이 

향유하던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거치며 대

중적인 넓은 의미를 획득한 일상적 공간이 되는 과정에서 소비라는 행

위와 활발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소비와 문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혼종된, 문화적 소비가 발생하는 역공간은 사적 자본이나 

서비스와 대중소비의 경계를 낮춤으로써 누구나 머무르는 도시 속 문

화적 일상공간으로 작동한다. 특히, 서점은 다른 상품이 아닌 누구나 

문화적이라 생각하는 책을 판다는 점에서 문화와 상업의 범주를 오가

며 독서와 담론의 공간을 될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

구에서 대표적인 역공간의 사례로서 서점을 다루고자 한다.

역공간의 사례로서 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역공

간에 관한 도시사회학적 문헌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역공간의 전략 – 

도시 맥락의 고려, 용도의 복합, 작은 스케일 – 과 각각의 구현 방식 

– 외부와의 관계,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인식적 영역의 형성 요소 

– 라는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때, 역공간이란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공간에 적용된 운영에 관

한 전략과 실제 이용의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

적인 문화적 일상공간인 서점의 사례로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에서 

각 구현방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점이라는 역공간에서 나타

나는 세부 항목들과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이 분석의 틀을 통해 국

내 오프라인 서점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이 그 입지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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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요 타겟층에 따라 어떻게 다양한 행위의 경험을 제안하는 문화

적 소비의 장소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들은 특히 공간적 전략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매체와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전

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일방적 상품 판매자의 역할을 

넘어 문화적 담론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도 누구나 특정 장소에 있

고 싶고 머무르고 싶다는 인류학적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의 

일상적 공간이 점차 부족해지는 현대 도시에서 서점은 실제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머무

를 수 있는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구텐

베르크 혁명이라고 할 만큼 고도화된 오늘에 왜 여전히 우리가 서점에 

가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서 오는 피로감을 덜어주는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아날로그적 의미와 실제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소성, 책

을 꺼내고 책장을 넘기는 행위,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대감라고 말하

고 싶다. 책을 사지 않으면 눈치 보거나 쪼그려 앉아 책을 읽어야 했

던 서점은 이제 서점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구심점과 같은 장소로 그 의미를 확장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전략과 그 용도에 맞는 운

영적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 그 상관관계를 동시에 이해하며 실제 이용

자의 행위를 통해 그 효과를 다층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공간을 

다루는 밀도 있는 연구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서점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들이 혼합되고 문화적 소비가 발생하는 일상공간으로서 역

공간으로 다뤄지는 다른 공간들의 분석과 계획의 과정의 발판을 마련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간에서 기쁨

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도시 공간의 목표라면 서점과 같은 역공간이야

말로 현대도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서점, 역공간, 문화적 소비, 일상공간, 사회적 교류

학  번 : 2017-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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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연구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도서 역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책 시장이 활

발하게 성장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다양한 책들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서점은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

나 최근 대형 오프라인 서점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소형 서점을 

포함한 전체 오프라인 서점의 감소 역시 다소 느려졌다. 실제로 2018

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서점 3사인 교보문고, 영풍

문고, 반디앤루니스는 각각 36개, 41개, 13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이전 각각 12개, 17개, 5개와 비교해 100%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최근 3년간 개점한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책을 진열하는 면적보다는 서점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착석공간, 이

벤트공간을 마련하고 카페, 식당, 문구 및 전자제품 판매점 등의 소비

공간과 결합하거나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호텔이나 중심상업지구 내 

오피스빌딩에 입점하는 등의 공간적 변화를 보인다. 왜 오프라인 서점

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점에 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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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점의 새로운 흐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눈에 띈

다. 2009년 이후로 매우 활발한 온라인 서점의 성장을 이끈 세계 최

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은 2015년 11월 처음으로 시애틀에 오프

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Amazon Books)를 개점한 후 현재 미국 내 6

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300~400개의 매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의 참고 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츠타야(TSUTAYA) 서점은 2003년 도쿄 시부야점에서 서점과 스타벅

스 카페를 최초로 한 공간에 융합시킨 것을 시작으로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팔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공간을 목표로 하며 현재 일본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운영

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해서만 서점에 가는 것이 아

니라 쇼핑을 하다가, 회사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길에, 혹은 

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서점에 머무르고 시간을 보낸다. 이

제 오프라인 서점은 그저 많은 도서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소비공간으

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사회적 교류

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서점을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공간으

로 이해하고 현대도시에서 일상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바탕으로 서점공

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과 문화, 샤론 주킨

의 문화적 소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

을 통해 여러 용도의 공간들이 복합적이고 혼종된 공간적 구조를 파악

하고 그 속에서 발생가능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함께 다룸으로써 

일상공간으로서 서점의 역할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사람들에게 업무 및 생산 활동의 시간 외

에 여가시간이 생겨났고, 사적공간인 전형인 주택과 공공공간의 전형

인 광장, 거리, 공공건물 외에 사람들이 여가와 일상을 보앨 수 있는 

다양한 일상공간들이 등장했다. 이 공간들은 정치적 논의 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교류를 통해 연대를 쌓는 곳이며 현대

에 와서 특히 소비와 활발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20세기 

말부터 많은 도시 및 사회학자들은 ‘정치적 논의의 발생 여부’라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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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겐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의 전통적 공공성 및 공공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도시공간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공공간이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이러한 관점은 현

대도시의 복합적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혼종적인 공간과 다양한 실천 

및 행위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통적 도시 공공공간의 

전형으로 꼽히는 아고라의 세 가지 기능 – 정치적(political), 상업적

(commercial), 볼거리(spectacle) - 중 정치적 기능은 현대의 정보통

신 발달로 많은 부분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하며 실제 도

시공간의 상업적 기능이 볼거리와 결합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문화예술공간이 카페나 식당 등 소비공간을 입점시키고, 복합쇼핑몰이 

열린 광장을 운영하는 등 공공공간이 사적자본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

나 사적운영공간이 공공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더 많은 사람을 이끌

고 많은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와 소비(상업)의 영역이 혼종하고 그 결과 공공

공간과 사적공간의 영향이 혼재하는 샤론 주킨의 역공간 개념을 통해 

공간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을 함께 다룸으로써 현대도시 속 일상공간

을 공공공간 상실의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도시공간으로서 새로운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국내외 대형 오프라인 서점공간을 다룬다. 오늘날 서점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이해되며 사람들을 머

무르게 하고자 다양한 공간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점만

이 갖는 문화적 이미지를 잘 활용하며 문화와 소비의 균형점을 찾음으

로써 사적 자본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지만 반드시 소비가 일어나야 하

는 것은 아닌,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도시 속 일상공간들의 변화

를 문화와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된 개념들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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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와 소비, 공과 사의 혼종적 공간인 역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대표적 역공간의 사례로서 ‘사적운영공간의 공공적 이용’과 

‘공공운영공간의 사적자본/서비스 도입’이라는 양가적 현상을 만들어 

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형 오프라

인 서점들의 공간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기획자 및 건축가의 문헌과 도면작업, 실제 공간 방문 답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1.2.2 연구의 방법

2장에서는 도시의 일상공간 변화를 살펴보고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을 

다루는 개념들을 통해 오늘날 도시 속의 일상공간이 갖는 특성을 정리

하고 앙리 르페브르와 샤론 주킨의 논의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

와 일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사회통합적 공간

으로서 ‘문화적 일상공간’을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와 

통합적 공간 형성’을 위해 문화와 소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이

해하는 개념으로서 역공간의 정의와 의의를 고찰하고 공간과 운영 및 

이용적 전략과 역공간에서 나타나는 구현방식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역공간 중 특히 문화적 의미와 소비의 행위가 함께 발생

하는 서점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고 몇 가지 유형으

로 정리한다. 국내외 서점들이 레퍼런스로 꼽는 성공적인 역공간 사례

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분석을 통해 서점이라는 역공간에서 나타

나는 역공간의 세부적 구현 방식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국내 서점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 공간적 구조와 내부의 

이용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역공간을 형성하는지 살펴본

다. 이를 통해 서점공간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적 행위와 사회적 교

류가 발생하며, 문화와 소비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현대도시 속에서 서점이라는 역공간이 어떻게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작

동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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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도시의 일상공간과 역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도시의 일상공간 변화

2.1.1 근대도시의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2.1.1.1 근대적 공유영역

2.1.1.2 근대적 공공공간

2.1.2 현대도시의 일상공간

2.1.2.1 현대도시의 일상성

2.1.2.2 일상공간의 특성 1: 사회적 교류와 개방성

2.1.2.3 일상공간의 특성 2: 소비와의 결합

2.2 문화적 일상공간의 등장

2.2.1 현대 사회에서 문화와 일상의 의미

2.2.2 일상공간의 창조성과 문화혁명

2.2.3 문화적 소비의 의미와 역공간

2.3 역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1 역공간의 정의 및 등장

2.3.2 역공간의 의의 및 특성

“공간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생산물이다.”1)

18세기 이후 활발한 도시화와 근대화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인 주택

이라는 사적공간과 거리와 광장, 공공건물에 국한되던 공공공간 외에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다양한 공간들이 도시에 활발하게 등장했으

나, 이러한 공간들은 여전히 공과 사의 구분에 따른 개념으로 논의되

어왔다. 그러나 앙리 르페브르는 이러한 후기 산업시대의 공간의 ‘일

1)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 이해하는 드 세르토는 걷기

와 같은 공간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일상이 공간을 생산한다고 이해한다. 장세룡,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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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일상성이 반영된 현대의 일상공간을 다루는 

개념들 – 집합적 공간, 사회적 공간, 제3의 공간, 사이 공간, 역공간 

등 – 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일상공간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근대 공공공간의 정치적 기능보다는 많은 사람

에게 열려 있고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고 다음은 소비사회의 일상공간은 소비와 결합하고 특히 몇몇 사

람의 주도적 소비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구조화하기도 한다.2)

한편, 르페브르와 샤론 주킨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의미를 설명하

고자 문화와 소비라는 개념을 다룬다. 근대 이전의 시대를 지탱하던 

양식(style)이 문화로 대체되면서 이 문화는 일상문화와 고급문화로 분

리되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일상이란 해소될 수 없는 욕구나 욕망, 

무한 반복되는 일과와 같이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르페브르는 

이 일상이 소비사회에서 잘 정리된다면 다시 재생산과 소비를 이끌어

내고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할 가능성, 즉 창조성을 갖

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문화혁명’을 통해 일상문화와 고급문화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를 교양있는 사람들의 자산과 

삶의 일반적 방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샤론 주킨

은 ‘문화적 소비’를 통해 문화의 두 개념 사이의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그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르페브

르가 제안하는 문화혁명의 전략들은 구체적으로 주킨의 역공간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문화와 소비, 공적 이용과 사적 자본, 나아가 공

(public)과 사(private)의 경계에서 그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역

공간은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공간으로서 현대적 도시 공간을 

다룬다. 본 장에서는 도시의 일상공간을 근대와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개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르페브르와 주킨이 현대도시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문화와 일상의 관계가 드러난 역공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건

축과 도시 형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작동과정을 파악한 후 목표

와 전략을 바탕으로 역공간에서 나타나는 구현방식을 정리한다.

2)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196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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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영역 사유영역

분류
기준

소유권 정부 개인

접근성 자유로운 접근 제한적 접근

목적 공공의 이익 사적 주체의 이익

대표적 공간 거리, 광장, 공원, 공공건물 개인 주택, 사무실

[표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따른 공유영역과 사유영역의 구분

2.1 도시의 일상공간 변화

2.1.1 근대도시의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2.1.1.1 근대적 공유영역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파리에서 만들어진 『인간과 시

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처음으로 근대적 공유영역(public domain)과 

사유영역(private domain)을 공식적으로 정의 및 구분한다.3) 이 시기

에 최초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확립됨에 따라 주택과 

같은 사유영역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서 공공영

역을 정의한 것이다.

본 선언에서는 소유권, 접근성, 목적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공공

의 공유영역과 개인의 사유영역을 구분한다. 먼저, 소유권에 따라 ‘공

유영역’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리와 광장, 공원과 건물을 

의미하고 ‘사유영역’은 개인의 토지와 주택, 사무실 등 자유재산으로서

의 공간을 뜻한다. 두 번째로,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유영역’은 언제든

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는 도시 공간

인 반면, 사유영역은 운영시간과 이용자가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마

지막으로, 공간의 이용목적에 따라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 광장과 거

리는 ‘공공영역’으로, 가족과 직장 또는 특정 조직과 같은 사적인 주체

의 이익을 충족할 경우 ‘사유영역’으로 구분된다.

3) 여기서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이란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공공영역은 공간과 개인별 활동과 행동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Tom Avermaete·Klaske Havik, Hans Teerds, 권영민 역,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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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에서 공유영역과 사유영역의 대표적 공간으로 각각 광장, 

거리, 공공건물과 개인 주택과 토지, 사무실 등을 들고 있다. 이러

한 근대적 공유영역과 사유영역의 개념에 따른 도시 공간 구분은 

공공과 개인 사이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도

시의 여러 공간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1.1.2 근대적 공공공간

근대적 공공영역의 개념과 특성을 논의해온 많은 이론가 중 대표적

으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공공영역의 정치

적 역할에 주목했다.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에서 하버마스는 공공

영역을 ‘여론과 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방법으

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생활의 범위’라고 정의한다.4) 이 영역에서

는 시민들에 의해 정치, 경제, 상업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고 

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본질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기능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전에는 정

부와 지배계층만이 이 공공영역의 주체였다면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겨

난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공영역에 참

여하기 시작해 대중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버마스

는 18세기 이후 후기 자본주의에 따라 소비문화가 공공영역에 과하게 

침투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적 논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중 매

체들이 공공의 논의를 수동적으로 만듦에 따라 올바른 공공영역이 쇠

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소비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하

버마스의 공공영역은 그 도시적, 일상적 측면보다는 그 속에서 발생하

는 사람들의 교류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집중한다.

한편, 사회학자 리처스 세넷(Richard Sennett)은 공공영역에서 공

공의 의미를 도시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르페브르가 이론적 차원에서 

공공영역의 개념을 다뤘다면 세넷은 『The Fall of Public Man』에서 

도시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카페, 극장 등의 구체적 공간을 제

시한다. 그는 공공공간을 ‘이방인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회적 

4)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196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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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이해하며5) 도시 속에서 공공이 모이는 모든 공간을 포괄하지

만, 그 사회적 교류와 대화의 주제는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제한해 다룬다.

2.1.2 현대도시의 일상공간

2.1.2.1 현대도시의 일상성

“일상성은 산업사회의 특징이고, 산업사회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가져오므로 일상성의 장소는 도시이다.”6)

르페브르는 현대인이 가장 지겨워하면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일상

성을 농경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던 현대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으로, 

현대 사회는 일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해한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과 도시화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타인과 만나서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공간 역시 다양하게 생겨났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바울 바르트(Hans Paul Bahrdt)에 따르면 근대적 공

공영역이 포스트모던을 거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와 선택적 활동

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해갔다.7)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역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현대도시가 활기를 찾기 위해 일상적 

삶에 주목해 전통적 공공공간이 촉발하던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주장하는 등8) 도시 공간에서 일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는 근대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기능보다는 개방적이며 일상적 

대화와 교류가 일어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며 둘째는 소비공간과 활발

하게 결합하거나 소비공간 자체가 일상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5)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W. W. Norton&Company, 

1992(1967), p.61

6) 앙리 르페브르, Ibid. 2005, p.19

7) Tom Avermaete·Klaske Havik, Hans Teerds, Ibid, p.29

8)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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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일상공간의 특성 1: 사회적 교류와 개방성

결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주체로서 

활발히 교류하는 통합일 것이다. 이는 근대적 공공공간의 교류가 하버

마스, 세넷의 정치적 논의에만 제한되기보다는 누구든지 일상적인 대

화와 생활에서의 다양한 교류로 확장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한 사회적 교류로서 열려 있는 일상공간이 도시에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 대도시의 건축과 도시계획의 대안으로서 토지의 복합용

도, 적절히 높은 밀도의 유지, 다양한 연수의 건물 등을 통해 사회·경

제적 활기를 주장한 제인 제이콥스는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가게들, 

그곳을 일상적으로 찾는 많은 사람의 활동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교류가 거리를 활기 있게 만든다고 

썼다. 도시의 보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일만한 장소와 

여러 종류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접촉과 교류는 신뢰를 형성하고 유대

를 형성한다. 일상적인 이용과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가 도시 공간을 

더욱 성공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기차게 유지한다.9)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에 관한 몇 가지 개념 중 이 개방성과 사회적 

교류를 토대로 공공의 일상을 다루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집합적 공간(Collective Space)

건축가 마누엘 데 솔라 모랄레스(Manuel de Sola-Morales)는 저

술과 건축작업을 통해 도시 환경 속에서 공(public)과 사(private) 사

이에서 서로 겹쳐진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제안하며 ‘집합적 공간

(Collective Space)’라 명명했다. 『집합적 공간들에 관하여』에서 ‘공공

의 성격이 없는 오로지 사적인 건물과 장소들에 공공의 도시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즉 사적인 것들을 공공의 일부로 바꾼 공공공간’들인 

집합적 공간에 주목한다.10) 이때 ‘집합적(collective)’이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근대적 범주로부터 벗어나 서로 다른 개인들이 자유

9) 제인 제이콥스, Ibid, 2010, p.63, 67, 161

10) Manuel de Sola-Morales, 『Public Spaces/Collective Space』, La 

Vanguardia: Barcelon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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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 특성에 따라 모랄레

스는 물리적 크기만 점점 커지는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 외에 바

르샤의 축구경기장, 카탈루냐 광장의 백화점, 대형 쇼핑몰이나 상점들 

모두 사람들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집합적 공간으로 이

해한다. 2004년 바르셀로나 포럼(CCCB: Centre de Cultura 

Contemporania)에서 최근 나타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자유로운 

관계를 공공공간에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집합적 공간

의 개념을 ’민간이 소유한 시설이거나 사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일

지라도 공공적으로 이용될 공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재정리했다.

집합적 공간의 의미는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에서 벗어나 공적이지

도 사적이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것으로 

새로운 일상적 공간을 이해한 데에 있다. 이러한 중간적 공간 개념인 

사적공간의 공적이용 현상을 공간을 통한 사적 이윤 창출뿐 아니라 현

대인에게 풍부한 일상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바라본다. 모랄레

스에 따르면 현대도시와 건축의 목표는 사적인 프로젝트에서 집합적 

측면을 높이는 것, 사적이며 공적인 집합적 공간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좋은 도시란 공공의 가치들이 사적인 부분 – 좋은 상점, 가게, 

주택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11) 모랄레스와 바르셀로나 포럼에서 정

리된 집합적 공간은 사적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공공의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공적이면서 사적인 일상공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의 매개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집

중한 건축가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는 ‘사회적 공

간’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란 ’사람들이 

우연히 또는 서로 지나치면서 마주치는 모든 공간, 혹은 우연히 또는 

친목과 약속으로 의도적인 모임을 통해 한데 모이는 모든 장소‘로 정

의된다. 공간 계획의 목적을 사회적 상호작용 창조로부터 찾는 헤르츠

11)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Ibid, 2011, p103-112 재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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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entraal Beheer 

Apeldoorn(1972)

ⒸWillem Diepraam

보이드 공간, 튀어나온 공간, 파티션 

등을 통해 전체 공간과 부분적인 

시야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시각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체류나 교류의 

가능성을 구성했다.

버거는 공공의 삶이란 공식적인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극장, 클럽, 미

술관, 쇼핑센터와 기차역 등 현대도시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일상적으

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고 썼다. 사회적 공간은 공공-사적, 

실내-실외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로서 친밀

감과 호감을 줌으로써 어떠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며 공공성을 띤다. 

이 공간의 중요한 조건인 ’다양한 활

동‘을 위해 헤르츠버거는 그를 촉발하

는 ’공간적 환경들‘을 제안한다. 그는 ’

시각적 관계‘야말로 사회적 관계를 만

든다고 이해한다. 거리와 광장, 카페, 

로비, 상점 등 공간에서 사람들이 앉거

나 서서, 여러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하

거나 자신만의 공간을 점유하도록 하

는 구체적 공간적 전략들로서 시각적 

관계성과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헤르츠

버거가 건축작업에서 사용한 보이드, 

파티션 등을 통해 전략적인 시선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체류를 위한 장소, 시

야가 막히거나 트인 공간들을 다양하

고 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간적 요소들

의 세팅과 관계를 통한 효과를 설명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간은 공간의 추

상적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는 집합적 

공간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헤르츠버거는 사회적 공간의 예로 카페, 식당, 상점, 기차역 등을 통

해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누구나 19세기의 아케이드나 오늘날

의 쇼핑몰에 쉽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택들보다 도시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서술로부터 사회적 공간이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소비공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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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 공간(interspace/in-between space)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확대에 따

른 여러 사회·공간적 현상을 ‘모빌리티(mobility)’ 개념으로 설명하는 

존 어리(John Urry)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 자체에 

주목하며 그 물리적 장소로서 사이 공간을 다룬다. 저서 『모빌리티

(Mobility)』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교통 시스템, 컴퓨

터, 휴대 기기, SNS 등의 통신 시스템으로 가족과 친구 등 개인적 관

계와 업무적 관계들이 점점 지리적으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

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끔의 의도적인 

대면 만남, 즉 공현존(co-presence)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현존이란 

한 공간에 존재하면서(co-location)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

를 뜻하고, 이 공현존이 발생하는 일상적 공간이 바로 ‘사이 공간

(interspace/in-between space)’이다.12)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13) 사이 공간은 개인이 일과

를 보내는 가정과 직장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들로서 길, 도로와 같은 

통과 지점뿐 아니라 기차역, 카페, 레스토랑 등의 공간들을 포괄한다. 

물리적 이동이 불가피한 현대 사회에 공현존은 이동 중에도 가능한 이 

사이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리는 이 공간들

의 의미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적 교류가 발생하는 도시의 새로운 

‘장(場)’으로의 가능성에서 찾고 ‘일상적 사이 공간’이라 표현하고 있으

므로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을 다루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메타 스페이스(Meta-space)

메리 앤 테트리오(Mary Ann Tétreault)는 현대의 도시공간을 정치

적 공간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메타 스페이

스(Meta-space)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 안드론(Andron: 

그리스 주택의 남성 공간으로 향연이나 행사가 이루어졌던 주택 내에

서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 가정의 사적영역과 공공건물의 공적영역 사

12) 존 어리, 강현수·이희상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4

13) 존 어리, Ibid, 2014,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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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공간)을 예로 들며 ‘공적영역’과 ‘정치적 공간’ 개념이 섞여 하나

의 공간적 메타포를 형성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

고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현대에 적합한 일상공

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14) 고 주장한다. 공간은 일상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하던 과거의 이상적 경계로부터 탈피한 공간적인 개

념일 뿐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 교류의 과정을 묘사하기도 한다. 

메타 스페이스에서는 상업적, 종교적, 문화적 의례가 모두 일어나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메타 스페이스 참여자

(사용자)의 다양성과 혼종성,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흐릿한 경계가 현

대적 “공공생활”이라는 것을 특징짓고, 이것이 오늘날 사적인 개인의 

공공적 일상이다.15) 즉, 메타 스페이스는 ‘정치적 영역=공공공간’의 대

응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고 다양한 일상적 활동이 일어나

는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2.1.2.3 일상공간의 특성 2: 소비와의 결합

르페브르는 일상이란 소비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16) 특히 후기 자

본주의 시대의 급격한 소비문화가 일상적 여가활동과 결합함에 따라 

현대의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에서 ‘일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동시

에 ‘소비’에 대한 주목이 함께 나타난다. 이때 일상을 보내는 공간에 

사적자본이 침투한 소비공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공간에 사람

들이 모이는 현상을 근대적 공공영역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특히 세넷은 소비문화의 확산을 비판하며 모든 대상이 상품화되고, 공

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도시의 공공영역이 하나의 

큰 소비공간(쇼핑몰)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한다.17)

14) Mary Ann Tétreault, <Formal Politics, Meta-Space, and the 

Construction of Civil Life>, 『Philosophy and Geography II: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1997 

p.81-86

15) Mary Ann Tétreault, Ibid, p.85

16) 앙리 르페브르, Ibid, 2005, p.20

17) Tom Avermaete·Klaske Havik, Hans Teerds, 2011 Ibid,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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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바 파크스(2003)와 퍼시픽 시티(2015)

ⒸThe Jerde Partnership

그러나 오사카 

남바 파크스

(Namba Parks, 

2003), 서울 신

도림 디큐브시티

(2011)와 같은 

대형 쇼핑몰, 도

쿄 롯본기힐즈

(Roppongi Hills, 

2003)와 같은 주거상업복합시설, 캘리포니아 퍼시픽시티(Pacific 

City, 2015), LA 유니버셜 시티워크(Universal City Walk, 1993)

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

모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저드 파트너십(Jerde Partnership)은 “쇼

핑센터라는 전형적 소비공간이야말로 미국의 집합적 삶이 남아있

는 마지막 장소”라고 말한다. 쇼핑센터에서 공동의 이벤트를 통해 

공동체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적 경험의 발명이

며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 곧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갖

는다는 것이다. “도시 만들기(CityMaking)=주거(Living)+돌아다

니 기 ( W a n d e r i n g ) + 업 무 ( w o r k i n g ) + 모 이 기

(Gathering)+Connecting(연결하기)”18)라는 프레임 하에 그들은 

“시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경험적 공간을 만들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활동의 장으로서 도시형태는 ‘일상’에 바탕을 둔다.”19)고 

주장하며 일상공간으로서 소비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김성홍 역시 일상과 소비의 통합: 소비공간을 통해 사회계층의 통합

이 가능한 것이 후기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도시 현상이라고 주장하

며20) 소비공간이야말로 도시민의 생활양식, 즉 일상이 반영된 사회적 

공간이며 도시공간으로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능성을 읽는다. 

또한, 전통적인 도시 공공공간의 전형으로 꼽히는 아고라는 정치적

18) Jerde.com/places

19) Tom Avermaete·Klaske Havik, Hans Teerds, Ibid, 2011

20) 김성홍, 소비공간과 도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권 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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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상업적(commercial), 볼 거리(spectacle) 라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으나 근대의 공공공간은 그중 정치적 기능에 치

중했었고, 오늘날 통신의 발달로 정치적 기능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이

라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도시 공간의 상업적 기능이 스펙

타클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상공간이 소비와 결합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 사회적 교류를 촉발하는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전략으로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도시의 공간에 관한 몇 

가지 개념 중 소비와의 결합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직접 다루는 개념

은 다음과 같다. 

(1) 제3의 공간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는 『정말 좋은 장

소(The Great Good Place): 커뮤니티 중심부의 카페, 커피숍, 서점, 

바, 미용실, 그리고 오락실』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인간 소외, 우울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도시적 해결방안으로서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를 제안한다.21) 먼저 그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공공생활

(public life)을 업무와 같은 공식적(formal) 유형과 그 외의 일상을 

포괄하는 비공식적(informal) 유형으로 나눈다. 그중 비공식적 공공생

활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적 환경이 바로 제3의 공간으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과 무관하게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공

간 – 카페, 레스토랑, 상점, 상업 거리 등이 이에 속한다.22) 올든버그

21) Ray Oldenburg,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De Capo Press, 1999

22) 이후 건축가 김수근, 마케팅 컨설턴트 크리스티안 미쿤다 등이 같은 이름의 공간 

개념을 다루었으며 몇몇 연구에서 이 개념들을 유사한 맥락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

다. 그러나 김수근이 언급한 제3의 공간이란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을 제외하고 창

작활동, 사색, 명상과 같은 ‘개인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하

는 공간으로 다루어진다(김경태, 김수근의 건축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배경에 관

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90-91). 크리스티안 미쿤다의 제3공

간 역시 여러 상업시설들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체험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개념으

로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상성’, ‘도시 속 일상공간’,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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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1의 공간(집)과 제2의 공간(직장)에서는 한번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도 제한적인 사람들과만 계속 교류하며 일정하

게 유지되는 ‘완전한 익숙함(over-familiarity)’으로부터 안정을 얻는 

반면 제3의 공간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

과 교류가 일어나는 ‘새로운 익숙함(once-familiarity)’를 전제하는 곳

이다.23) 현대인의 스트레스, 우울 등이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여가생

활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한 올든버그는 공공생활이 일어나는 휴식처로

서 제3의 공간이 제1, 2의 공간과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안정적 일

상생활을 영위하고 도시는 활기를 띠고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자발적이고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제3

의 공간은 8가지 특성 – 1)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지만 소유하지 않는 

‘중립적 토대’, 2) 순수한 교류가 일어나는 ‘평등성’, 3)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함께하는 ‘중요활동으로서의 대화’, 4) 긴 영업시간을 갖고 

그 숫자가 많으며 계획 없이도 방문할 만큼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접근가능성’, 5) 새로운 사람도 편안하게 섞이도록 익숙하게 행동하는 

‘단골들’, 6) 즐거움, 편안함을 위해 쾌적함을 유지하지만 가식과 허세

가 없는 일상적 장소로 ‘너무 두드러지지 않을 것’, 7) 일과로부터 벗

어나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즐거운 분위기’, 8) 다양한 활

동과 표현이 가능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공간 속 사물에 

대한 유사소유가 일어나는 ‘집 밖의 집’ - 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성들

을 토대로 제3의 공간이란 지루한 일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도시 속 공간으로 이해된다.

한편, 제3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올든버그는 파리의 노천 카페, 비엔나의 커피하우

스, 독일의 맥주 정원를 예로 듦으로써 대부분 정부적 차원에서 조성

된 공공공간보다는 소비행위를 토대로 교류가 일어나는 소비공간을 다

룬다. 이는 제3의 공간 역시 근대 이후 공공생활이 일어나는 일상공간

이 소비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류’ 등의 맥락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23) Ray Oldenburg, Ibid, 1999, 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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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공간의 특성 세부사항

1. 중립적 토대
(On Neutral Ground)

누구나 기쁘게 오갈 것

누구도 소유하지 않을 것

2. 평등성
(The Third Place is a 
Leveler)

멤버십 없이 접근 가능할 것

순수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것

일상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할 것

3. 중요활동으로서의 대화
(Conversation is the 
Main Activity)

지적수준, 직업과 무관하게 대화할 것

대화에 집중 가능한 청각, 시각적 환경일 것

카드게임, 스포츠경기 시청 등의 여러 활동을 함께 할 
것

4. 접근가능성과 편리한 
시설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

영업시간이 길 것

계획 없이 들를 수 있도록 생활공간에 가까울 것

도시 내에 그 숫자가 많을 것

6. 두드러지게 튀지 않는 
곳
(A Low Profile)

혼자 왔을 때도 잘 섞일 수 있을 것

익숙하게 행동하는 단골로 인해 새로운 방문객이 편안하
도록 할 것

7. 즐거운 분위기
(The Mood is Playful)

즐거움, 편안함을 위한 깨끗함과 쾌적함을 유지할 것

가식, 허세 없는 일상적 장소일 것

8. 집 밖의 집
(A Home Away 
from Home)

따로 또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것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것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개인은 장소의 일부가 될 것

[표 2]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공간의 특성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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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ate of Illinois 

Center(1986) 

(2) 역공간

어떤 사회 집단이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치성(liminality)’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사회학자 샤론 주

킨(Sharon Zukin)은 역공간(liminal space)을 제안한다.24) 이는 “공

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으로 표현되며 공

-사, 문화-경제(소비), 글로벌 시장과 지역적 장소라는 범주들의 경계

로서 그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 

내에 공공-사적공간의 혼종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킨은 헬멋 

얀(Helmet Jahn)이 설계한 시카고의 State of Illinois Center(1986)

을 그 예로 든다. 17층의 공공청사 아래

에 3층의 쇼핑센터가 있는 이 건물은 누

구나 접근가능한 공간들이 흩뿌려짐으로

써 도시 속 공공-사적공간의 새로운 조합

을 제안하고 있다. 백화점 역시 1980년

대 이후로 상업적 광고 행사뿐 아니라 미

술관 등 비영리적 문화행사를 후원·유치

하기 시작했고 판매공간 외에 카페, 식

당, 옥상정원 등의 공간으로 분화되면서 

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남으로써 한 공간

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 시간을 보내

고, 만남을 갖는 일상공간으로서 사적자

본과 공공생활, 문화와 경제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역공간이다.

역공간 개념으로 현대도시에서의 사회적 삶은 소비(경제적 가치)가 

공공에게 더욱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25) 이해되고 사적자본에 의한 공

간이 공공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시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긍

정적 역할을 한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4) Sharon Zukin,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1991, p.28

25) Sharon Zukin, Ibid, 1991, 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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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개념 정의 예시

사회적 
교류

(○언급
◎강조)

소비와의 
결합

(○언급
◎강조)

집합적 공간
(Collective 

Space)

민간이 소유하거나 사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공공의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

백화점, 
쇼핑몰, 

축구경기장, 
상점 등

◎ ○

사회적 공간
(Social 
Space)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

공공건물, 
극장, 미술관, 

기차역
◎ ○

사이 공간
(Interspace)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는 

공간

길, 도로, 
기차역, 카페, 

음식점
◎ ○

메타 스페이스
(Meta-space)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교차하며 누구든 참여해 
일상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 ○

제3의 공간
(The Third 

Place)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비공식적인 

일상적 공공생활의 공간

카페, 음식점, 
상점, 펍, 

서점
◎ ◎

역공간
(Liminal 
Space)

공적-사적, 문화-경제, 
시장-장소를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공간

백화점, 
쇼핑센터, 
쇼핑거리

◎ ◎

[표 3]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에 관한 개념들의 정의 및 예시에 따라 강조되는 특성 분류

2.1.2.4 소결

현대도시의 일상공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적 공간은 사회적 교류의 발생이라

는 의미를 다루며 사회적 공간은 교류를 일으키는 ‘시각적 관계’를 형

성하는 공간적 환경을 이루는 요소를 설명한다. 사이 공간은 정보통신

이 발달한 현대도시에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실제 공간

의 유효성에 집중하며 메타 스페이스는 정치적 메타포를 갖는 공적-사

적영역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제3의 공간은 소비공간을 구

체적인 예로 제시하며 공공의 일상공간 특성을 정리하며 역공간은 공

적-사적 구분뿐 아니라 문화-소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소비와 결합

하고 일상적 교류가 일어나는 도시 공간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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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적 일상공간의 등장

“양식은 문화로 타락했고, 그 문화는 일상(대중)문화와 고급문화로 

세분되었으며, 이러한 분리가 문화의 단편화와 해체를 야기했다.”26)

일상을 문화와 함께 논하고 있는 르페브르에 따르면 일상의 역사는 

1) 양식들 

2) 양식의 종말과 문화의 시작 

3) 일상의 정착화와 공고화

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구성원의 통합이라는 모든 시대의 목표는 

세분화된 일상문화와 고급문화를 담는 통합적 공간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 속의 창조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혁

명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성을, 공간은 장소성을 되찾는 것이 그 궁극

적 목표다. 르페브르는 이 일상의 조직 및 구조화 가능성을 몇몇 지성

적인 사람들의 소비로부터 찾는다. 비슷하게, 주킨 역시 초기에는 몇

몇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적 소비를 통한 경제와 사회구조의 지

탱을 주장하며 문화와 경제의 중첩이 일어나는 일상공간을 다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 사회적 교류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 공공공간 관점에서 벗어나며 고급문화와 일상문화의 구

분을 흐리는 통합적인 일상공간을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정리하고 그 

방법으로서 르페브르가 제시한 ‘문화혁명’의 전략들과 주킨이 제안하는 

‘문화적 소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 실현으로서 역공간을 이

해하고자 한다.

26) 앙리 르페브르, Ibid. 2005,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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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와 일상

산업사회의 생산력 증대와 자본 발달에 따라 근대 이전을 지탱하던 

뚜렷한 ‘양식(樣式, style)’은 사라지고 상품화된 문화가 그 자리를 채

웠다.27) 양식이란 두 가지 의미 – 1) 예술에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특정 개인적·집단적 방법으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작품과 함께 그 시대의 미학적 전형을 이루는 것, 2) 생

활양식과 행동 양식처럼 개인의 행동방식을 뜻하는 것 – 를 갖는다.28)

르페브르에 따르면 양식의 자리를 대체한 문화 역시 양식과 유사하

게 고급문화와 일상문화로 양분되었고, 이는 주킨이 문화를 두 가지 

개념 – 1) 교양있는 사람들의 향유할 만한 자산, 2) 삶의 일반적 방식

들 – 으로 설명한 것29)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서현 역시 문화라

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 – 1)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지칭할 때 

‘향유할 대상의 차별적 가치’로서의 의미, 2) 동아시아의 ‘젓가락 문화’

와 같은 집단적 행동 양식을 지칭하는 의미 – 가 중첩되어 있다고 주

장한다. 전자인 고급문화의 공간은 근대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노동자, 

대중과 스스로를 차별하며 ‘문화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만든 미술관, 

음악당, 도서관 등으로 교육을 통해 진입 가능한 공간이었던 반면 일

상문화의 공간은 각종 상점, 가게, 음식점 등으로 근대에는 이러한 공

간 역시 사회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민주주의와 차별 없는 제도적 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고급문화와 일상문화의 차별적 경계가 줄어들고 있다.30)

두 문화의 공간적 통합은 어떻게 가능할까? 문화란 넓은 의미의 일

상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보이는 듯하다.

27) ‘작품’이란 대체불가능하고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반면, ‘상품’이라는 생산물은 

반복생산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행위의 산물로 일컫는 것으로 구분된다. 앙리 르페

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129

28) 앙리 르페브르, Ibid. 2005, p.17

29) Sharon Zukin, Ibid, 1991, p.28

30) 서현에 따르면, ‘문화(文化)’라는 단어는 영어 ‘culture’의 번역이지만 이 단어 옆

에 역시 ‘culture’로 번역되는, ‘교양(敎養)’이 있고 ‘manners’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절(禮節)’로 번역되어 있다. 서현, ‘문화, 음모와 질문’, 아시아도시문화포럼 기조

강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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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미학적 전형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회차별적 공간: 사회계층별 교육 수준에 따른

↓
문화

고급문화 일상문화

사회통합적 공간: 문화적 일상공간

[표 4] 양식과 문화의 두 가지 의미와 발생 공간

르페브르는 정답 같은 양식이 사라진 오늘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문화의 바탕에 일상의 창조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상에는 사

라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 반복되는 일과와 같은 면이 있지만, 훌륭한 

학문적 성과나 예술작품도 어느 일상에서 탄생했듯이 일상은 지속성이

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일상으로부터의 가능성을 읽는 것이다. 오

늘날 ‘문화적 소비’를 통한 문화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창출을 이끌고 

사회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도 있다. 1960년대 이후 사

람들의 일상을 소비를 통해 분석하며 문화야말로 일상의 분위기를 만

든다고 주장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 사회를 ‘소비

의 사회’로 규정하며 오늘날에는 문화 역시 ‘제품’의 형태로, ‘소비’의 

논리를 통해 전파된다.31) 또,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강한 연관

성에 근거해 문화야말로 현대 사회의 경제적 순환을 촉발한다는 주킨

의 관점32)은 데이비드 하비와 르페브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최근 

특정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아, 즉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공간에서 

미술관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급문화와 상업의 결합’이라는 프레임

으로 대중과 소수 엘리트가 연결되듯이 주킨은 ‘문화적 소비’를 통해 

고급문화와 일상문화의 경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일상을 토대로 문화적 소비를 통해 넓은 의미의 문화로 

통합되는 도시 공간을 ‘문화적 일상공간’이라 부르기로 한다.

31)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p.311

32) Sharon Zukin, Ibid, 199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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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상공간의 창조성과 문화혁명

2.2.2.1 일상의 창조성

일상은 관념에 비해 현실적인 것, 철학에 비해 비철학적·비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르페브르는 일상성의 개념 역시 철학에서 출발했으

며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의 분석에 집중하며 일상이 잘 조

직·정리되면 현대 소비사회의 중요한 체계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왜 ‘소비사회’의 체계인가? 일상은 소비사회의 ‘생산-소비-생산’이라

는 순환을 지탱하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산업의 발달로 많은 국가

에서 재화는 부족하지 않으나 공간·시간·욕망과 욕구에 대한 희소성이 

새로 생겨났다. 이는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로 이해

된다. 소비를 통해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공간 

역시 상품화가 불가피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물을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포함된 수많은 관계와 욕망(desire)의 총체로

서 사물로 구현된 단 하나의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구매하지만, 동시

에 구체적인 질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

공간의 목표는 단순히 최대한 많은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방향

으로 간다. 그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제품처럼 자동적으로 재생산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처럼 유일한 것이 되며, 주체적 사람은 인간성

을 되찾고, 공간은 장소성을 획득한다. 이로써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

고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소비사회의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며 이

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창조성을 토대로 문화혁명이 창조하려는 문화는 제도가 아닌 

행동과 생활양식이다. 문화를 향유의 대상으로, 즉 고급문화의 프레임 

속에 가둬두지 않고 일상 속의 실천으로, 문화적인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르페브르가 『현대세계의 일상성(1968)』에서 주장하는 문화혁명의 

목표이며, 『공간의 생산(1978)』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공간 창조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간의 생산』에서 그는 분열된 문화의 통합

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고 유일한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제안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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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obert 

Rauschenberg 

Retroactive II 1964

익숙한 이미지를 

차용·혼합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2.2.2.2 문화혁명의 전략: 전유와 전용 및 다양한 행위의 공간

일상의 창조성을 통한 문화혁명을 위해 르페브르가 내세운 가장 핵

심적 개념은 ‘전유(appropriation)’이며 공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다양한 행위’다. 

전유란 무엇일까? 르페브르의 『현대세계의 일상성』을 번역한 박정자

는 ‘appropriation’을 초판(1990)에서 ‘소유’로 번역했다가 개정판

(2005)에서 ‘전유’로 고쳐 썼다. 영어와 불어의 개념으로 전유란 ‘소유

는 소유이되,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

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

하는 것’이다. 전유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 역자

는 미술사에서의 전유를 먼저 설명한다. 전유 

예술(appropriation art)이란 실제 사물이나 

기존 예술의 소재, 혹은 그 자체를 원본의 문맥

과는 다르게 차용하는 행위로 인용 및 표절과

는 다른 개념이다. 1980년대 로버트 라우센 버

그(Robert Rauschenberg), 제프 쿤스(Jeff 

Koons) 등의 미국 팝 아트 화가들의 기법이 

대표적이며 셰리 리바인(Sherri Levine)은 마르

셀 뒤샹(Marcel Duchamp)의 샘(Fountain)을 

차용하거나 카시미르 말레비치의 그림을 복제하

기도 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그림은 일상

33) 현대소비사회의 문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소비문화를 

자본주의 대량생산의 산물로 보는 관점으로 대중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가

능성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호크아이머와 아도르노가 상품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가 효용가치(use value)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결국 문화가 

시장 논리에 굴복하게 됨으로써 ‘저급한’ 대중(일상)문화로 전락한다는 것으로, 대

중문화를 폄하하는 엘리트주의적 한계를 갖는다. 두 번째 관점은 소비를 통해 사

회적 계층이 형성된다는 것으로 구별짓기를 주장한 부르디외가 이에 포함된다. 마

지막으로, 특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에 대한 욕망이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일상을 미화하게 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김성홍 재인용, 

M. Featherstone, Mike. Consumer Culture&Postmodern) -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관점을 바탕으로 하되 그 현실적인 도시 공간적 대안으로서 일상생활의 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주체적 관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46 -

생활과 예술의 결합이다. 나는 그것을 구분하는 사이에서 행동하

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유 예술이란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 일상적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며34) 수동적 복

제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르페브르에게 전유란 자신의 욕망과 시간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주체

적 행위’에 초점을 둔다. 전유란 공간의 생산 차원에서는 전유 예술에

서처럼 기존의 익숙한 것들의 활용하고, 공간의 사용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확장해 이해된다.

한편, 부동산을 동산화시킨 자본주의와 맞물려 공간 역시 교환가치

를 부여받은 상품이 된 현대 사회에도 공간의 사용가치가 사라지는 것

은 아니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의 전유에 대한 논의에서, 공간의 

구매자는 집과 노동의 공간, 일상적 여가활동과 문화 등을 이어주는 

‘거리’와 ‘시간’이라는 사용가치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통해 전유의 의

미를 공간의 사용은 소유권보다는 시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

석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의 실천방식에는 전유뿐 아니라 전용이 있

다. 어떠한 공간에서의 전유라는 실천이 완수된 후 다른 용도로 다시 

전유되는 것이 전용으로 자본주의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생산)

의 시도보다 전용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도시적 차원에서 상업

적 중심으로 사용되던 파리의 레알 지구가 현대에 와서 사람들의 만남

과 축제, 혹은 놀이의 장(場)으로 그 역할이 변화한 것, 건축적 차원에

서 고대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고 상업적 거래를 하던 세속적인 

민간의 사회적 건축물이던 포럼이 이후 종교적, 정치적 기능을 부여받

음으로써 신성한 기독교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 전용의 사례다.35)

전유와 전용은 공통적으로 더 많은 가능성의 행위와 그로 인한 새로

운 의미 획득을 목표로 한다. 르페브르는 전유의 공간을 네 가지 공간 

– 1) 고정된 곳, 2) 반만 고정된 곳, 3) 이동가능한 곳, 4) 빈 곳 - 으

로 구분한다. 36)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필수적 활동, 혹은 생산 활동

34) 앙리 르페브르, Ibid. 2005, p.17

35) 앙리 르페브르, Ibid. 2011, p.258-261, 508,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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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공간 내 활동 활동 특성

고정된 곳
목적성 있는 활동, 

생산 활동
필수적

반만 고정된 곳
사회적 교류,
대화, 놀이

상황적, 사회적이동가능한 곳

빈 곳

[표 5] 르페브르의 공간 분류 및 공간 내 활동과 특성

이 고정된 곳에서 일어나며 나머지 공간에서는 대화, 놀이와 같은 주

체적 교류 행위 – 상황적·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구체적

인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네 공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서로 

얽혀 있을수록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며 유일무이한 공간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야말로 

자유주의적이며 다원적인 현대 사회의 방향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

구체적 공간의 사례로, 코엑스 스타필드의 별마당도서관을 들 수 있

다. 복합상업시설인 코엑스의 중심에 있는 이 공간은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서점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며, 여러 강연과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각자

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획득한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도서관’이라는 익숙

한 이름을 내걸고 자유로운 공간 점유를 유도하면서 누구나 일상을 보

내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일상공간에서

의 전략을 르페브르와 주킨은 앞서 언급한 ‘문화적 소비’로 설명한다.

2.2.3 문화적 소비의 의미와 역공간

‘별마당 도서관’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월 스타필드 코엑

스몰은 복합상업시설 가운데 2,800㎡에 13m 높이의 복층으로 도서관 

형태의 공간을 마련했다. 운영사 신세계 프라퍼티(스타필드)는 5만 여

권의 책이 있는 이곳을 “휴식과 만남, 그리고 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36) 앙리 르페브르, Ibid. 2011,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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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별마당도서관 

Ⓒstarfield.library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며, 

공간 내에서 여러 활동이 

일어나 같서로 다른 주체적 

전유가 발생한다.

[그림 6] 예술의전당 내 

식음매장 Ⓒ예술의전당

‘문화공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광고한다. 이곳은 일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개가식 진열을 

벤치마킹해 리뉴얼한 다케오 시립도서관이 관

광객과 지역민의 만남과 문화공간으로 변화한 

사례를 참고해 시작되었다.37) 신세계 프라퍼

티에 따르면 별마당 도서관의 개관 이후 1년

간 2100만 명의 방문객이 스타필드 코엑스몰

을 찾았으며, 길 찾기가 쉽지 않은 지하 대공

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7% 정도 공실률을 

보이던 코엑스몰은 신규 입점이 계속되었고 

현재 입점 완료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소비는 

공간 자체가 직접적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지

만 자연스럽게 주변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문화적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시

간을 보내는 일상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

별마당 도서관이 소비공간 주도의 문화적 

소비라면 문화공간 주도의 문화적 소비도 있

다. 2003년 12월 서초 예술의전당(이하 예

당)에 ‘카페 모차르트’가 문을 열었다. 당시 

도심과 꽤 떨어져 있고 공연시간 외에 유동인

구가 적었기 때문에 매장은 임대보다 직영 형

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2016년 예당은 직영하던 카페 및 식당

의 임대차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었다.38) 예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지향하며 지나친 상업

주의를 피하면서 공연문화를 활성화해 종합예

술문화공간으로의 방향을 설정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런던 바

37) 송충현, “별마당도서관 보려고...1년간 2100만명, 코엑스몰 찾았다”, 동아일보, 

2018.05.27.

38) 김보영, “[확 달라진 예술의전당] 클래식 배우고 스케이트 타고...‘문화놀이터 된 

예술의전당”, 한국경제, 2016.02.15



- 49 -

[그림 7] 2010년 이후 증가한 예술의전당 

부대사업매출 및 관람객

비칸센터(Barbican Centre)와 뉴욕 모마(MoMA) 등 해외의 많은 

공연장과 미술관이 식음 공간과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관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현재 공연장, 전시장 외에 10개의 식음 매장을 비롯해 편의

점과 뮤지엄 샵, 음반매장 등 기타 상업매장을 운영하고 음악분수, 

야외무대, 아이스링크장 등 기존의 공연·전시 외에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 [표 6]과 같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IBK기업은행과 CJ, 신세계 등의 기업과 활발한 파트너십을 맺어 

후원을 통해 공연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문화예술 본연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예당의 부대사

업매출이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람

객 또한 2008년 163.9만 명에서 2014년 279.7만 명으로 늘어났

다. 2014년 기준 식음료, 마케팅 사업을 포함한 부대사업수입이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70~80%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

다. 바비칸센터의 상업 서비스가 전체 수입의 40%인 것, 다른 국

공립극장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0%인 것으로 보아 예당의 운영은 

상업화와 자립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렇게 예당은 사람들을 이끄는 식음 및 편의시설을 유치함

으로써 전시 및 공연의 관람객이 늘어나고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예당과 별마당도서관의 현

상은 ‘문화적 소비’를 잘 보

여주는 사례다. 르페브르는 

공간 자체의 이익 창출 여부

에 따라 생산적 소비의 공간

과 비생산적 공간의 공간으

로 분류한다. 새로 생산된 공

간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이익을 얻을 때 그곳은 생산적 소비의 공간

이며 비생산적 소비의 공간은 도시의 광장이나 공원과 같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멋을 주지만 특정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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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예술의전당

식음 및 편의시설, 야외무대, 

음악분수 등 머무를 공간과 

통합출입구 비타민스테이션에 

많은 부대시설을 배치했다. 

Ⓒ예술의전당

에게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업화가 둔해지면서 사회는 

생산적 소비가 아닌 문화적 소비를 위한 쓰임새, 즉 ‘문화’ 자체 – 

관광이나 여가, 즉 일상으로의 용도를 발견한다.39) 이러한 문화적 

소비의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예당 사

례에서처럼 기존 공간의 일부 용도를 전환하는 전용을 통해, 새로

운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문화라는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적절한 사적 자본

의 개입을 통해 쾌적함과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더욱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머물게 하는 매력적인 공간으

로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건축공간은 문화와 상업을 연결하

는 일상적 장소가 될 수 있다. 문화가 예술, 

공연, 전시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의 공공

생활 속에서 사회와 구성원이 모두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로 변해가

는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작품과 행위들을 

제공해 사람들이 전시 공간을 찾아가는 수

동적 방법으로서의 고전적 문화공간이 아니

라 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참여와 경험이 

일어남으로써 인간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는 능동적 공간을 일상적인 주변 환경40)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

출할 수 있다.

샤론 주킨은 특히 백화점과 미술관이라는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이 현

대 도시에서 전시와 상품판매라는 용도를 서로 교차함으로써 고급문화

39) 앙리 르페브르, Ibid. 2011, p.512-513

40) 윤일은 이러한 능동적 공간을 ‘공간문화’로 지칭하며 20세기 이후 등장한 문화상

대주의에 따라 문화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 지표의 기준으로서 공간문화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미술관, 예술관 등이 전시와 공연이라는 한정적 의

미의 문화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시설에서 수동적으로 문화 행위를 받아들였다면 

현대도시에서는 문화가 특정한 시설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민과 근접한 다양한 

공간들에서 능동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 윤일, 문화공간에서 공간문화로의 함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8호, 2009, p.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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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문화공간) + 소비 및 

편의시설 → 관람객 상승

스타필드 코엑스
(소비공간) +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간 → 방문객 상승

와 대중소비자를 연결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적 소비’를 

설명한다. 그 공간들은 문화와 상업, 사적자본과 대중소비의 경계를 

낮춤으로써41) 누구나 머무르는 도시 속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작동하

며 주킨은 이러한 공간을 ‘역공간(liminal space)’이라 부른다.

2.3 역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1 역공간의 정의 및 등장

2.3.1.1 역공간의 정의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W. Turner)가 처음으로 제시한 ‘역치성

(liminality)’ 개념은 어떠한 사회 집단이 한 상태나 범주에서 다른 상

태나 점주로 넘어가는 의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장-크리스

토프 애그뉴(Jean-Christophe Agnew)가 이를 발전시켜 ‘시장

(market)에서의 역치성’을 다루었으며 퀸틴 스티븐스(Quentine 

Stevens)는 새로운 도시 공공공간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해 물

리적으로 ‘역(문지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만남과 교

류가 일어난다고 썼다. 이후, 샤론 주킨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

화와 경제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으로서 현대도시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터너의 개념에 앞서, 아널드 반 제넵(Arnold Van-Gennep)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사회적 지위 변화과정의 절차를 

‘통과의례’로 정의했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문화 현상을 다루는 중요

한 관점 및 전략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 제넵은 통과의례의 

과정을 1) 기존의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분리기(separation), 2) 두 단

계 사이에 걸쳐 있는 과도기(transition), 3) 새로운 상태를 획득하는 

41) Sharon Zukin, Ibid, 1991, p.48-5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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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incorporation)라는 3단계의 구조로 설명한다. 그는 그중 중간 

단계인 과도기를 정체성이 불분명하므로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되는 단

계로 간주하는 반면, 터너는 이 모호한 전이단계를 어느 것도 확실하

지 않으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날 기회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역치성(liminality)’이라 명명했다.42) 역치

성(閾値性43))이란 문지방을 의미하는 ‘리멘(limen)’에서 파생한 것으

로, 문지방과 같은 공간, 혹은 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행위 –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과 활동의 특성을 나타낸다. 터너가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공간을 일컫는 단어인 ‘코뮤니타스

(communita)’는 커뮤니티(community)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

지만 커뮤니티가 지역적, 공간적 의미만을 규정하는 것인 반면, 코뮤

니타스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다. 이 의미를 터

너가 ‘사회는 하나의 사실이기보다는 과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함께 

이해해보면, 역치성이란 경계적인 공간적 개념일 뿐 아니라 한 공간에 

대해 특정한 시간에 고정되지 않고 발생가능한 여러 활동을 내포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역사학자 애그뉴는 소비자와 판

매자 사이의 거래(transaction)가 일어나는 경계(threshold;liminal)적 

공간인 시장(marketplace)이야말로 터너의 역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

인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퀸틴 스티븐스는 도시 공간들의 입구나 계

단, 테라스 등 내부와 외부의 접점, 공간 사이 지점들이 역공간이며 

멜버른, 베를린, 런던 등의 도시 속 역공간에서 의도되지 않은 방식의 

활동들이 생겨나는 현상을 통해 역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의 특성을 설명

한다.44)

샤론 주킨은 이러한 역치성과 역공간에 대한 논의를 추상적인 범주 

및 상태의 혼합이나 이행, 혹은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모호한 구분에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화와 상업에 관한 관점으로 확장한다. 그에 

42) 류정아,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43) 류정아는 이 역치성의 ‘역’의 한자 표기를 ‘易(바꿀 역)’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liminality의 어원이 문지방limen에서 온 것으로 보아 ‘閾(문지방 역)’이 의미상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4) 조경진·한소영,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4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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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역공간은 “공공과 사적, 문화와 상업, 범국제적 시장(global 

market)과 지역적 장소(local place)의 주요 범주들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되는 공간”이다.45) 본 연구에서는 주킨의 정의를 바탕

으로 특히 문화와 상업(소비)의 경계적(liminal)공간 – 역공간으로서 

도시 속 일상공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2 건축과 도시형태로 본 역공간의 등장

샤론 주킨에 따르면 건축은 문화적 생산자이자 소비의 구조를 형성

한다. 건축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도 저도 아닌’ 공간들 – 공공 역할과 사적 역할이 

섞이고, 문화와 상업이 섞이는 – 역공간을 만들어 냈다. 현대도시에서 

역공간의 등장 과정에 관한 주킨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1945년 이후 미국의 활발한 교외화와 탈중심화에 따라 교외

주택과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도심 중심업무지구의 상업적 다양성이 파

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2년부터 대형 쇼핑몰과 같은 교외상업시

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재중심화가 일어나면서 도심의 상업지구가 재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글로벌 기업의 비슷

한 생산품과 분위기로 인해 도시 경관이 일반화·표준화되는 동시에 소

비사회의 심화된 경쟁에 따라 소비공간 자체는 차별화되는 이중적 경

향이 나타난 것이다. 건축가들은 점점 더 독창적인 건물을 통해 경제

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1950~70년대의 모더니즘적 하

얀색 박스(white box)형 건물에서 벗어나 “친親사용자적” 상업건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건축가는 문화와 상업을 연결하는 구

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실제 소비공간에 문화적 성격을 도입함으로써 

‘디자인-대중소비자-엘리트문화’의 연결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치인, 상류층, 디자이너와 같은 소비사회의 엘리트에 의해 향유되

던 고급문화와 일상문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사례로, 백화점은 입점 

브랜드의 상업행사를 위한 공간에서 미술관 등 비영리적 문화기관의 

행사를 여는 등의 공간 전략을 통해 판매와 소비라는 기능 외에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기점으로 백화점은 미술관의 전시를 열고, 오

45) Sharon Zukin, Ibid,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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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뉴욕의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오래된 항구와 주변 시설들을 

작은 식당, 카페, 상점 등으로 

리노베이션한 프로젝트

늘날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미술관은 예술품 외에 디자인 제품을 

파는 등 공공 전시(public exhibition)와 상품의 진열(mercantile 

display)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 대표적으로 블루밍데일즈 백화점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문화적 소비’에 관한 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했

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을 위한 활동을 통해 문화와 경제, 대중

소비와 사적 자본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백화점이 역공간을 형성한 것

을 통해 역공간의 바탕에는 문화적 소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일 시설 외에 도시형태로 나타나는 역

공간도 있다. 뉴욕 사우스 스트리스 시포트

(South Street Seaport), 볼티모어 이너하

버(Inner Harbor), 보스턴 파뉼 홀 마켓플

레이스(Faneuil Hall Marketplace)등이 그 

예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의 시설들을 

상업적으로 재활성화했다. 사우스 스트리스 

시포트는 18세기부터 사용된 맨해튼의 항구

와 수산시장을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쇼핑거리로 재탄생 시킨 곳으로 노천 카페

와 식당, 상점들 상업시설과 해양박물관이 

운영된다. 특정한 경계를 갖지는 않지만 몇 

개의 건물과 항구를 포괄하면서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곳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주킨에 따르면 근대건축이 상업성을 위해 도시를 파괴한 것과 달리 

이러한 공간들은 세 가지 전략들 – 1) 기존 건물과 시설들을 더 작은 

스케일로 나누고, 2) 주변 맥락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며, 3) 공간의 

용도복합을 추구하는 – 을 통해 장소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46) 이런 공간들이야말로 도시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장

소가 됨으로써 사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지만, 현대도시에 적합한 민주

주의적 공간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문

제가 되는 시민사회의 공공공간 감소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해된다.47)

46) Sharon Zukin, Ibid, 1991,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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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킨이 제시하는 역공간 사례들인 백화점, 수변 쇼핑거리들은 장소가 

갖는 문화적 의미가 소비의 형태로 제공되는 ‘문화적 소비’라는 방식

으로 사람들의 만남과 여가가 발생하는 일상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2.3.2 역공간의 의의 및 특성

2.3.2.1 역공간의 의의

역공간을 간단히 사적·공공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로 설명하는 

조경진은 현대 공공공간을 설명하는 다른 유사개념이 전통적 공공공간

의 의미를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교류를 

통한 공공생활의 성취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public)-사(private)의 혼

종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역공간 개념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48)

그러나 샤론 주킨의 역치성과 역공간의 개념은 공-사 뿐 아니라 문

화-상업의 범주를 함께 다루며 백화점, 수변쇼핑거리 등의 사례를 통

해 역공간의 등장 배경에는 문화적 소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문화와 상업이 서로에 영향을 주고 받은 결과로서 공-사의 혼종이 나

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문화와 상업의 범주, 공과 사의 범주의 통

합적 상황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 역공간은 예술의전당, 별마당 도

서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적운영공간의 공적이용’, ‘공공운영공

간의 사적자본/서비스 도입’과 같은 현대 도시 속 일상공간에서 나타

나는 현상을 새로 바라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문화적 소비를 통한 일상공간의 변화가 범주들을 통합하는 ‘역공간

적’ 현상은 일본 츠타야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 서점

이라는 공간과 카페, 편의점을 결합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단순

히 공간들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카페이고, 

어디부터 서점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 경계를 흐림으로써 방

문객이 자유롭게 책을 고르고 앉아서 읽도록 했다. 츠타야의 기획·운

47) Sharon Zukin, Ibid, 1991, p.48-50

48) 조경진·한소영, Ibi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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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2011)과 다케오 

시립도서관(2013) 

Ⓒ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영사인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Culture Convenience Club, 이하 

CCC)은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서로 

제안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한다. 4202㎡의 면적에 2

층 높이의 3개 건물이 연결된 서점에는 여러 높낮이의 도서 진열 공

간과 카페, 편의점, 라운지, 음반 코너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착석공간에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면서 이 서점은 사

람들에게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작동하는 듯 보인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소비공간이자 사적운영공간의 공간전략이 문화공

간이자 공적운영공간인 공공도서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일본의 지방 도시의 도서관이 CCC의 위탁 운

영을 받으며 과감한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인구 5만 명의 소도시 다케오 시는 인구감소와 지

역 경기 악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역시 이용률 저하에 시달

리던 중 2013년 CCC와의 협업을 통해 츠타야서점의 공간과 운영전

략을 도입했다. 기존 도서관과 달리 개방형 서가와 자유로운 착석공간

을 크게 늘리고 서점과 스타벅스를 입점시켰으며 운영시간을  오후 6

시에서 오후 9시(연중무휴)로 연장했다. 정

기적으로 시설과 컨텐츠를 보완하며 독서모

임과 각종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6,000~7,000여 권의 신간을 

구입한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재개관 1년 

만에 하루 평균 800여 명, 주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연간 이용자 중 40만 명이 타지역의 

방문객이다. 지역민이 머무를만한 문화적 일

상공간이자 관광객을 불러 보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다케오 시립도서관의 성공적 운

영에 따라 가나가와현 에비나 시립도서관

(2015), 미야기현 다가조 시립도서관(2016)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재개관했다.

이렇듯, 문화적 소비 – 즉 문화와 상업의 혼종이 나타나는 역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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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간의 공간적 전략과 역공간에서의 구현방식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만들며 일상공간으로 작동하고 문화공간과 소비

공간은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사적운영과 공적 이용, 공적운영

과 사적 자본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공-사, 문

화-상업의 범주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 역공간의 의의가 있다.

2.3.2.2 역공간의 특성과 전략

역공간이란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이용과 점유를 목표로 하며 문화

와 상업, 공과 사의 교차가 일어나는 공간뿐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하

는 사람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역공간은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앞서 이해한 사회적·도시적 개념으로 역공간에 대한 구체적

인 공간적 요소와 그 구현방식을 이해하고 계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역공간에 대한 이론적 의미와 궁극적 목표를 바탕으로 

실제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현방식으로 정리해 추후 역공간 분석과 계

획의 틀로 삼고자 한다. 

먼저, 샤론 주킨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공간적 

전략 – 1) 주변 맥락과 의미의 고려, 2) 공간의 용도 복합, 3) 더 작

은 스케일로의 분할 – 을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각 외

부와의 관계,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인식적 영역의 형성요소의 구

현방식으로 정리된다. 이 외에 역공간이란 조성된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목표를 가지므로 물리적인 공간 환

경 뿐 아니라 그 공간에서 적용되는 운영과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역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전략을 추가하고 차별적 운영 방

식 및 공간 내 이용자의 행위와 빈도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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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이용적 전략

공간적 전략

주변 맥락의 고려 외부와의 관계

용도 복합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작은 스케일 인식적 영역의 형성요소

운영 및 

이용적 전략
다양한 행위를 유도

공간의 차별적 운영 방식 및 공간 내 발생 

행위와 빈도

[표 6] 역공간의 사회·도시적 개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공간적 전략과 운영 

· 이용적 전략 및 각각의 구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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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공간으로서 서점에 관한 고찰

3.1 현대도시의 서점

3.1.1 서점의 정의 및 분류

3.1.2 문화적 일상공간으로서 서점

3.1.3 서점의 공간적 변화 및 유형

3.1.3.1 서점의 공간적 변화

3.1.3.2 서점의 공간별 유형

3.2 역공간으로서 서점 사례 분석: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3.2.1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개요

3.2.2 공간적 전략과 의도

3.2.3 서점의 역공간 구현방식1: 공간적 전략

3.2.3.1 외부와의 관계: 개방적 경계와 다층적 공간

3.2.3.2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3.2.3.3 영역의 형성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3.2.4 서점의 역공간 구현방식2: 운영 및 이용적 전략

3.2.4.1 공간의 운영: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3.2.4.2 공간의 이용: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행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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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점은 언제나 열려있는 시민사회입니다.”49)

세계의 서점을 탐방한 후 『세계서점기행』을 쓴 출판인 김언호는 서

점이 언제나 열려있는 시민사회이자 총체적인 문화·담론공간이라 말한

다. 서점은 다른 상품이 아닌 ‘책’을 판다는 점에서 문화와 상업을, 독

서와 담론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과 사를 아우르는 ‘역공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현대도시의 서점이라는 일상공간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국내 오프라인 서점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 후 역공간의 성공적 사례이자 서점인 

일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공간적 전략과 의도가 공간에서 표현되

는 양상을 정리하고 그를 토대로 서점이라는 역공간에서 나타나는 건

축적 구현방식을 이해하고 추후 국내 서점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3.1 현대도시의 서점

1)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2)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3)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4) 앉아서 노트에 책을 베끼더라도 제지하지 말고 그냥 둘 것

5) 간혹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면서 절대 망신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위는 교보문고 창립자 신용호의 서점 운영방침이다. 그는 “책이 많

이 읽힐 수 있도록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원하는 책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49) 김언호, 『세계서점기행』, 한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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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을 운영하고자 했다.50) 서점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책을 파는 

상업적 의미를 넘어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언제든 머무르며 문화적 경험을 하는 문화적 일상공간으로서 역할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서점 시장과 전자책의 발달에도 ‘오

프라인 서점’이 필요한 것은 물리적 실제 공간에서만 가능한 교류와 

경험 때문일 것이다.

3.1.1 서점의 정의 및 분류

서점(書店)이란 도서, 잡지 등을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공간이다. 서

점업(書店業)은 ‘출판과 이에 관련된 상품을 생산자(출판사)나 도매업자

로부터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적정 이윤을 붙여 소매업(서점)의 마케

팅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업’으로 정의된다.

서점은 일반적으로 실제 공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으로 분류되며 오프라인 서점은 공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서점, 중·소형(지역)서점으로 나뉜다. 석영은 대형서점을 구분하는 

규모 기준을 500~1,000평(1,650~3,30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51)

건축법에 따르면 1,000㎡ 이하의 면적을 갖는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그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최근 3~4년간 

개점한 서점의 공간을 살펴본 결과 교보문고가 ‘바로드림센터’라는 부

제목을 붙여 운영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서점을 비롯해 대형서점체

인의 경우 그 규모와 무관하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착석공간, 카페 

등 소비공간을 배치하는 등 문화적 소비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형서점체인을 가진 국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가 운영하는 모든 오프라인 서점과 

1,000㎡ 이상의 면적을 갖는 서점을 ‘대형서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단, 대학교 내의 구내 서점은 제외하며 Yes24, 알라딘과 같은 중고서

점 역시 논외로 한다. 이 기준으로 2018년 10월 현재 국내 대형서점

50) 정인영,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교보문고, 2017, p.247

51) 석영, 체험 마케팅을 적용한 서점공간 연출특성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42호, 201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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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보문고 반월당 바로드림센터 (2016)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2층에 위치한 이 서점은 990㎡라는 비교적 작은 면적 내에 카페와 

키즈파크, 문구 및 라이프스타일 샵과 독서 테이블, 의자 등 다양한 착석공간을 배치했다.

[그림 12] 반디앤루니스 목동점 (2016)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3층에 있는 이 서점 역시 면적은 827㎡이지만 오목교역과 

무빙워크로 연결되며 카페와 문구 등 소비공간과 테이블, 의자 등 착석공간을 배치했다.

의 수는 111개이며 그 중 대형서점체인의 서점 수는 90개다. 2000년

이후 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했으나 국내 대형서점체인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해 함께 제공하는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를 통해 [그림 14]

과 같이 2014년 이후 서점 수를 다시 늘리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에서 직접 보고 온라인에서 사는’ 소비 흐름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

다.52) 대형체인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는 2018년 10

월 기준 각각 34개, 41개, 13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각각 5450억 원, 1352억 원, 11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서

점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의 종이책 판매 기준으로 시장 점

유율은 교보문고 64%, 영풍문고 24%, 반디앤루니스가 13%을 차

지하고 있다.

3.1.2 문화적 일상공간으로서의 서점

52) 윤정현, “덩치 커졌지만 이익은 뒷걸음질 기로에 선 온라인 서점”, 한국경제,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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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 대형체인서점의 2014-2018 매장 수 추이

문 화 적 

일상공간이

란 양분되

었던 고급

문화와 일

상 문 화 를 

문화적 소

비의 전략

을 통해 통

합 시 키 는 

일상공간이다. 자신을 ‘서점산책자’라 부르는 소설가 김중혁은 “세

상은 변했고 책을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책을 

읽을 공간이 필요하고, 내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

요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서점은 문화를 

판매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썼다.53) 도서의 소비가 온라인 시장

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서점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책이라

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

되면서, 정국현에 따르면 서점의 기능은 지식과 상품의 매개를 거

쳐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소비공간으로 

변해왔다.54) 미국의 소비문화와 도서산업의 역사를 함께 짚어보며 

도서산업은 경제적·문화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쓴 로

라 밀러(Laura J. Miller)는 세계대전 이후 서점이 대중화되면서 

이전의 상류 문화 및 엘리트적 이미지는 다소 쇠퇴했지만 대중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계가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활발하게 형성되었

다고 설명한다.55) 이는 르페브르가 새로운 공간의 발명은 불가피

하게 엘리트적 단계를 거치지만 사회 속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포

괄하는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변한다고 본 

53) 김중혁, “그들은 책이 아니라 삶을 얻으러 서점에 왔다”, 매일경제, 2016.02.19

54) 정국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 사례 연구, 성

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6

55) 로라 J 밀러, 박윤규·이상훈 역, 서점vs서점: 미국의 도서판매와 소비문화의 역

사, 한울 아카데미, 201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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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56), 주킨이 백화점과 미술관 사이에서 시작된 문화적 소비가 초

기에는 일부 엘리트층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후 점차 대중으로 확

산되었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오늘날 역공간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카페 등의 공간들 중 서점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일상공간으

로서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대형체인서점들은 

스스로를 ‘책 중심의 고객 라이프스타일형 복합문화공간(교보문고)’, 

‘고객과 보다 가까이 함께하는 지식 문화공간, 즐겁고 유익한 행사와 

이벤트가 함께하는 공간(영풍문고)’, ‘책을 비롯한 문화상품에 대한 사

랑을 바탕으로 독자의 일상 속에 가치 있는 동반자로서의 문화를 전하

는 복합문화공간(반디앤루니스)’라 소개하며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3.1.3 서점의 공간적 변화 및 유형

3.1.3.1 서점의 공간적 변화

국내 오프라인 서점들이 문화적 일상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공

간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1년 개점한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2015년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온라인 서점이 제공할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서점”이라는 목표로 3개월간 리노베

이션 공사를 진행했다.57) 서가 높이를 기존 2.2m에서 최대 70cm 낮

춘 1.5~1.8m로 조정하고 간격을 30cm 늘려 시야를 틔웠다. 서가와 

바닥 재질을 원목으로 바꾸고 조도를 자연광과 유사하게 조정했다. 매

장 중심에 놓인 최대 1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테이블 2개 외에 소

파형, 테이블형 등 이전보다 4배 증가한 300여 석의 착석공간을 마련

했다. 매장 중심에 82.5㎡의 문화공간 갤러리(교보 아트스페이스)를 열

었으며 다양한 디자인 상품과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 꽃가게, 카페를 

배치하고 컨시어지 코너에서는 도서 상담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오프라인 서점공간은 최대한 많은 도서를 진열하기 위해 높은 

56) 앙리 르페브르, Ibid, 2011, p.539-540

57) 김지미,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변신한 서점, 리뉴얼한 교보문고 광화문점 가보

니 ...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매일경제,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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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대형체인서점의 면적별 분포

[그림 14] 교보문고 리뉴얼 전(좌측 첫번째)과 후(우측) Ⓒ 교보문고

밀도의 서가를 배치해 사람들이 서가 사이에 서서 잠깐 책을 봤다면 

최근의 서점공간은 오래 머무를만한 착석공간들을 다양한 형태로 곳곳

에 배치하고 각종 문화행사들을 진행하는 등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변

모하고 있다. 특히 도서진열공간과 계산대, 통로로 구성되던 서점 공

간 내부에 소비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서가, 착석공간과 연계시

키며 여러 높낮이의 서가를 둠으로써 시선의 교류가 발생하게 하는 등

의 공간 전략을 통해 사람들의 여러 상황적, 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역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대형체인서점의 공간들을 살펴보면 그 공간

적 변화 양상은 다음 세 항목으로 정리된다.

(1) 도서 진열 면적의 감소

[표 7]과 같이 2013년까지 생겨난 34개의 대형서점은 다양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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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가지며 그 면적이 평균 약 2,700㎡인 반면 2014년 이후 새로 

생겨나거나 리뉴얼 된 서점 54 곳의 면적은 평균 약 1,600㎡ 으로 줄

어들었다. 정국현에 따르면 국내외 서점은 문화공간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 – 1) 전시·공연 공간, 2) 교육·학습·체험 공간, 3) 책 관련 모임

활동 공간, 4) 휴식공간, 5) 다양한 상점 – 등으로 분화되었으며58) 최

근 생겨난 서점들에서 많은 공간을 상점, 착석공간 등에 할애하는 것

으로 보아 도서 진열 자체를 위한 면적은 감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소비와의 결합

오프라인 대형서점 내의 소비공간은 크게 식음공간(카페, 레스토랑)

과 기타상점으로 나뉜다. 특히, 카페의 경우 교보문고는 36개 매장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2014년 이후 개점한 모

든 곳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자체 카페브랜드 ‘카페자우’를 런칭해 

29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영풍문고 41개 매장 중 22곳, 반디앤루

니스 13개 매장 중 10곳에서 카페를 마련했고 2014년 이후 개점한 

매장 각각 24개, 6개 중 15개, 5개가 이에 해당된다. 교보문고는 학

용품·사무용품·화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핫트랙스’, 디지털기기 샵, 음

악과 독서의 콜라보 공간 ‘뮤직라운지’, 고급 필기구·디자인 상품 등을 

파는 ‘데스크셀렉션’,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하임’ 코너를 운

영하고 있다. 또, 영풍문고는 가장 넓은(10,585㎡) 종로 종각본점

(2016리뉴얼) 내에 스타벅스와 공차를 비롯해 무인양품(2018년 12월 

오픈예정), 식당, 피규어 매장 등 더욱 다양한 소비공간을 마련했다.

(3) 다양한 착석공간의 배치

가장 최근(2018.5)에 개점한 오프라인 대형서점인 반디앤루니스 

여의도신영증권점은 신영증권빌딩 1, 2층에 위치하며 1층에는 카

페·편의점, 2층에는 음반·디자인상품매장·뮤직카페와 함께 있다. 1

층 중앙부분 및 창가와 서가 사이에 여러 착석공간을 마련하고 카

페의 의자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더 넓은 공

간을 착석공간으로 두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착석공간은 창가로 

시선이 향해 혼자 머무르거나 여럿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눌 수 

58) 정국현, Ibi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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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반디앤루니스 

여의도신영증권점

다양한 소비공간 및 

착석공간과 외관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1.3.2 서점의 공간별 유형

오프라인 서점들이 도서 진열 면적을 줄이고, 

소비공간을 활발하게 도입하며 다양한 착석공

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마련한 것을 살

펴보았다. 한편, 최근 2015년 이후 생겨난 오프

라인 대형서점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복합쇼핑몰이

나 백화점과 같은 복합상업시설에 테넌트로 입

점하거나 복합상업시설 이외의 건물에 입점하

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타 식음 및 판매공간들

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김미지

는 서점의 공간을 이러한 공간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세 유형 - 

독립형,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복합문화공간 형성형 – 으로 분류하

고 있다.59) 각 유형별 세부내용과 국내 서점 매장의 추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앞서 분석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2011)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서

점공간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 내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착석공간을 마련하고 카페, 식당과 같은 식음 및 다양

한 소비공간을 혼종시킨 유형이다. 도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

이기 위해 지하철역과 연계하거나 여러 개의 출입구를 두어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 진열 면적 외의 공간을 다양화해 많은 행위와 사회적 교

류가 일어나도록 한다. 국내의 대형서점의 경우 독립형 서점이 2012

년부터 3년간 개점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 

59) 김미지,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에서 나타나는 제3공간적 특성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63호, 2018, 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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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 대형서점체인 오프라인 매장 중 독립형의 면적별 추이

[그림 16] 영풍문고 종로종각본점 매장안내도

현재 32개 매장이 있다. [표 8]과 같이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총 17 매장 평균 4,213㎡의 면적으로 구성되었다가 이후에 생겨난 

15개의 매장은 평균 1,060㎡로 그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츠타야서점의 공간 구성을 참고해 리뉴얼 된 교보문고 광화문점

(2015 리뉴얼), 영풍문고 종로 종각본점(2016 리뉴얼) 등이 이 공간 

구성을 보인다. [그림 18]의 영풍문고 종로종각본점의 매장안내도를 

보면 3개의 출입구로 진입가능하며 지하철1호선 종각역과 연계된다. 

지하 1, 2층의 도서진열 공간을 제외하고 4개의 식음매장, 3개의 기

타 브랜드 등이 입점해 총 14개의 소비공간이 서점공간에 함께 있으

며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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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
년)

-20
10

201
1

201
2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201
8

면적별 
합계

-1,000㎡ 1 3 4 3 11

1,000-2,000㎡ 6 1 2 2 1 7 5 4 28

2,000-3,000㎡ 2 1 1 2 6

3,000-4,000㎡ 1 2 2 5

4,000-5,000㎡ 1 2 3

5,000㎡- -

연도별 누적합계 - 11 13 17 17 19 23 37 47 53

[표 9] 국내 대형서점체인 오프라인 매장 중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의 면적별 추이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은 이미 일정 수준 잠재적 방문객을 확보한 복

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복합상업시설에 테넌트로 입점하는 유형이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 국내의 경우 대형오프라인 서점매장의 수가 다

시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을 기준으로 새로 생겨난 54개의 매장 중 

36개(67%)가 이에 해당하며 최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2014년 이전의 경우 독립형과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이 똑같이 17개였

으나 이후에 독립형은 15개 증가한 반면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은 36개

나 증가했다. 면적 역시 2014년 이전의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매장 17

개의 평균 면적은 2,198㎡이며 이후는 1850㎡로 독립형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특히, 최근 새로 생겨나는 복합상업시설이 서점을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나며 교보문고 합정점(2017 개점)의 경우 미분양 상태이던 D스퀘

어는 서점 입점이 확정된 후 80% 이상 분양되었으며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2018 개점)은 용산역 광장에서 몰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

치하며 에스컬레이터를 내부에 포함하는 등 핵심공간을 차지하고 있

다. 2장에서 살펴본 ‘별마당 도서관’ 역시 이에 해당하며 몰 내에 인

접한 영풍문고를 통해 도서를 구입하고 영풍문고 직원들에 의해 관리

되며 도서검색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 도서 구성과 배치 역시 영풍

문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서점은 과거의 영화관과 같이 복합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이끄는 키 테

넌트(핵심점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60) 이 유형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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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의 넓은 

입구와 교보문고 합정점의 

착석공간

상업시설의 다른 상점을 향해 여러 입

구를 배치한다. 교보문고 합정점의 경우 

2개의 매장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작은 

곳은 예술·디자인·여행 도서와 음반·악

보를 비롯한 문구·화방용품을 판매하며 

갤러리를 배치하고 곳곳에 라운지 체어

와 쇼파를 두어 독서할 수 있게 공간을 

구성했다. 다른 매장은 중심에 카페를 

두고 독서테이블과 라운지를 배치해 오

래 머물도록 했고 두 매장은 여러 입구

를 가지며 복합상업시설의 복도로부터 

내부가 잘 보이며 출입구도 넓다.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은 상업시설이 갖는 

접근성, 시설의 편리함 등을 공유하면서 

시설 내 통로와 넓게 면하며 장점을 극대화하며 상업시설의 규모

에 따라 다양한 면적을 갖는다. 상업시설 내 식음공간을 공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별도로 카페를 마련하며 여러 착석공간을 두

어 상업시설 내에서 방문자들이 머무를만한 공간을 제공하며 문화

적 의미를 부여한다. 강남 신세계백화점 반디앤루니스(2012), 스

타필드 하남점(2016)과 고양점(2017)의 영풍문고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특히, 반디앤루니스의 경우 전체 매장 13개 중 12개가 롯데

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복합상업시설에 입점해 이 유형

에 속한다.

(3) 복합문화공간 형성형

복합문화공간 형성형은 복합상업시설(백화점, 복합쇼핑몰)이 아닌 오

피스, 호텔 등 건물의 테넌트로 입점하며 어떤 테마를 갖고 자체적인 

영향력으로 다른 식음·판매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복합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표 11]와 같이 2017년에 등장하기 시작

한 이 유형에는 국내 대형서점체인 영풍문고 포스코센터점(2018), 반

60) 김형규, “Book적 Book적…서점, 상권 활성화 주역되다.” 한국경제,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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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영풍문고 포스코센터점(좌, 2018)와 

이터널저니 부산 아난티코브(우, 2017) Ⓒ에머슨퍼시픽

디앤루니스 여의도신영증권점(2018)과 그 외 대형서점 중 부산 힐튼 

아난티코브(2017)와 남해 아난티코브(2018)의 이터널저니가 있다.

이 유형의 공간 구성 방식에는 영풍문고 포스코센터점(선릉역), 반디

앤루니스 여의도신영증권점과 같이 중심업무지구 오피스빌딩의 로비에 

카페, 음식점 등을 서점과 융합하거나 영풍문고 부산 남포점(영화), 홍

대점(음악)과 같이 지역적 테마를 특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터널저니는 

호텔의 로비를 서점으로 만들고 카페를 두어 ‘진정한 여행과 휴식’을 

위한 문화공간을 형성한다. 이 유형 중 가장 최근 생겨난 반디앤루니

스 여의도신영증권점의 경우 신영증권 빌딩 1, 2층에 카페, 편의점, 

뮤직카페의 중심에서 기타 소비공간들과 융합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

고 있으며 반디앤루니스의 첫번째 비(非)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매장으

로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는 문화적 집객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바

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소결

국내 대형체인서점을 중심으로 공간적 변화와 유형분류를 살펴보았

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서점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한 2011년부터 대

형서점의 개점이 멈추었다가 2014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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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

1,000-2,000㎡ 1 1 2

2,000-3,000㎡ 2 2

3,000-4,000㎡ 1 1

4,000-5,000㎡

5,000㎡-

연도별 누적합계 - - - - - - - - 3 5

[표 10] 국내 대형서점체인 오프라인 매장 중 복합문화공간 형성형의 면적별 추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 2014년 기준으로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최근 1~2년 사이에 복합문화공간 형성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점 체인별로 살펴보면 [표 12], [표13], [표14]과 같이 서점 체인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 교보문고는 ‘바로드림센터’라는 방식으로 

중소형 매장을 늘리고 있으며 영풍문고는 복합상업시설에 입점하며 교

보문고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면적의 매장을 개점하고 있으며 반디앤

루니스는 중소형규모의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매장만을 갖고 있다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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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

(년)

-201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적별 합계

-1,000㎡ ● ●▲ ●▲ 5

1,000-2,000㎡ ●
▲▲
▲▲
▲▲

▲ ▲▲
●

▲▲
●●
▲■

▲▲
▲

19

2,000-3,000㎡ ● ● ▲
●●
▲▲
■■

10

3,000-4,000㎡ ▲ ● 2

4,000-5,000㎡ ● ▲▲ 3

5,000㎡- ●● 2

연도별 누적합계 4 11 14 17 17 17 19 23 36 41

[표 12] 영풍문고 오프라인 서점의 면적별, 유형별 매장 수 추이

-200
5(년)

-201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면적별 합계

-1,000㎡
●

▲▲
▲▲

●●
▲▲

9

1,000-2,000㎡ ● ▲
●●
▲▲
▲▲

●
▲▲

●
▲■

14

2,000-3,000㎡ ●● ●● 4

3,000-4,000㎡ ● ●▲ ▲▲ 5

4,000-5,000㎡ ● ▲ 2

5,000㎡- ●● 2

연도별 누적합계 6 12 12 12 12 12 16 26 33 36

[표 11] 교보문고 오프라인 서점의 면적별, 유형별 매장 수 추이

근 넓은 복합문화공간 입점형 서점을 개점한 바 있다. 그 외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이터널저니의 경우 아난티코브가 독자적으로 만든 서점으

로 아난티코브의 로비공간에 위치해 도서를 추천하고, 관련 문화행사

를 여는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 독립형 ▲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복합문화공간 형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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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
년)

-20
10

201
1

201
2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201
8

면적별 합계

-1,000㎡ ▲ ▲▲ 3

1,000-2,000㎡ ▲▲ ▲ ▲▲ 5

2,000-3,000㎡ ▲▲ ▲ 3

3,000-4,000㎡ ▲ ■ 2

4,000-5,000㎡ 0

5,000㎡- 0

연도별 누적합계 3 4 5 5 7 7 10 12 13

[표 13]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서점의 면적별, 유형별 매장 수 추이

서점의 

공간 유형
독립형 복합상업시설 입점형 복합문화공간 형성형

개요

도심지에 위치한 초기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로, 

대다수가 최근 츠타야 

사례를 참고해 리뉴얼됨

백화점, 쇼핑몰, 복합 상가 

등 상업시설의 테넌트로 

입점  

오피스, 숙박시설의 

테넌트로 입점하며 

하나의 테마 

중심으로 형성

입지적 

특성

· 주변에 충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철역 

및 버스와의 연계 쉬움

· 평균적으로 세 유형 중 

가장 큰 면적 

· 복합상업시설의 접근성 

공유

· 복합상업시설 규모에 맞게 

다양한 면적을 갖지만 

독립형보다 작음

· 중심업무지구 내 

오피스 빌딩의 

로비공간에 

있음으로써 접근성 

공유

용도

구성

도서 진열공간, 착석공간, 

식음 및 판매공간 혼합

복합상업시설 내 식음공간 

공유하므로 작은 면적에 

다양한 착석공간 배치

식음 및 판매공간과 

북카페, 뮤직카페 

등의 테마로 구성 

효과

· 넓은 공간에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활동 유도

· 복합상업시설 소비자를 

잠재적 이용자로 확보 가능

· 복합상업시설 내 

이용자들이 머무를 공간 

제공 및 문화적 기능 부여

· 오피스 빌딩의 

로비라는 넓은 

통과공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본격적

등장 시기

-2011

2016-7
2015- 2017-

사례

· 교보문고 광화문점

(1981, 2015 리뉴얼)

· 영풍문고 종로종각본점

(1992, 2016 리뉴얼)

· 영풍문고 

하남스타필드점(2016)

· 반디앤루니스 

대구신세계점(2017)

· 영풍문고 강남 

포스코점 (2017)

· 반디앤루니스 

여의도신영증권점

(2018)

[표 14] 서점의 공간 유형 및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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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공간으로서 서점 사례 분석: 다이칸야마 츠타야서

점

앞서 살펴본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역공간의 특성이 실제 공간에

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자 역공간

의 성공적 사례로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4

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은 저마다 

‘한국의 츠타야서점’을 자처하며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교류하며 다양

한 활동을 하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와 체류를 이끌

어내고 있다. 

먼저 공간에 대한 의도와 전략이 나타나는 츠타야서점의 기획자 및 

건축가의 관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공간 내 표현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적 구현방식을 공간

의 구성방식과 구성요소라는 공간적 측면과 공간의 운영과 이용이라는 

비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서점

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것이다.

3.2.1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개요

1983년 오사카에서 시작된 츠타야서점은 처음에는 책과 영상, 음반

을 대여 및 판매하는 매장이었으나 이후 이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 라

이프스타일 상점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의 보급에도 꾸준히 점보를 늘

려 현재 일본 내 1,4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대중문화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마스다 무네아키가 이끄는 츠타야의 기획·운영사인 컬처 컨

비니언스 클럽(CCC)은 1999년 도쿄 내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갖는 

시부야와 롯본기에서 스타벅스 카페와 서점을 단순히 한 공간에 병치

하는 것이 아니라 섞는 방식으로 – 카페 좌석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도

록 한 카페형 서점을 실험했다. 처음에는 서점의 책을 카페에 들고 가

서 읽는 것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현재의 츠타야서점에서는 그러한 활

동이 당연하게 느껴진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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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외관

혼합된 상업공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문을 연 도쿄 다이칸야

마 츠타야서점은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을 제안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행위가 공유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62)라는 의도에 따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쉬

면서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기획되었다. 

무네아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회 정치적 

교류의 중심지였던 카페 혹은 살롱이 수행하던 사회문화적 역할에 주

목하며 지식인과 크리에이터, 사업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모여 국가

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서점

의 문화적 의미가 오늘날의 서점에서 가능할 것이라 본다.63) 이 목적

을 위해 건축이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무네아키의 기획대로 상

업적 공간임에도 화려한 외관이나 색상 등으로 도시 경관에서 두드러

지지 않고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통해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머무르는 공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61) 마스다 무네아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장은주 역, 위즈덤하우스, 2017, 

p.195

62) 마스다 무네아키, 백인수 역, 라이프스타일을 팔다, 베가북스, 2014, p.50

63) 마스다 무네아키, Ibid, 2017,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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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간적 목표와 전략

『라이프스타일을 팔다(2014)』의 기획자 마스다 무네아키와 건축가 

클라인 다이섬 아키텍처의 대담, 『지적자본론(2015)』와 『취향을 설계

하는 곳, 츠타야(2017)』의 기획자 기획 의도, 『CONCEPT(2017.03)』

의 건축가 계획 의도에 따르면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의 구체적 공간

적 전략과 의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공간적 목표

- 서점공간의 가장 큰 개념은 ‘커뮤니케이션’과 ‘편안함’

- 소비공간이면서 누구나 방문하는 도시 공간처럼 여러 사람이 다양한 

지점에서 조우할 것

-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빛과 사람들이 교류하고 그 장면이 다른 사람

들에게 풍경이 되는 공간

- 다양한 이벤트와 대화를 통해 물건이 아니라 행위를 판매하는 공간

(2) 공간적 전략

- 조용한 주택가인 기존 대지의 큰 나무들 사이에 놓인 세 건물은 도

로, 골목과 맞닿은 여러 출입구로부터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할 것

-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려 카페, 편의점, 레스토랑, 라운지 등의 공

간과 행위를 혼합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과 그 속에서의 눈의 적합한 위치를 설정

- 공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흥미로운 사물들에 주목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간

- 천장 높이, 계단 폭, 조명 밝기의 기준은 모두 너무 넓지 않은 휴먼

스케일의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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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서점의 역공간 구현방식 1: 공간적 전략

3.2.3.1 외부와의 관계: 개방적 경계와 다층적 공간

역공간의 공간적 전략인 ‘주변 맥락의 고려’가 공간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외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점이 가지는 입지적 상

황, 외부와 면하는 출입구 및 입면, 그리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점이 문화공간이거나 소비공간이거나 혹은 그 구분을 넘어 두 공

간의 기능과 성격이 혼종된 역공간이거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많은 사

람을 공간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적 소비

가 일어나는 도시 속 일상공간으로서 서점과 외부의 관계, 즉 경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다.

경계(境界)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구별)되는 한계 혹은 

어떤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기준64)으로 정의된다. 공간에서 경

계란 어떤 영역을 다른 영역과 구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상정함으로써 곧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공간에서의 경계

는 그것의 있고 없고, 혹은 영역을 연결하거나 하지 않는 1차원적 문

제가 아니라65) 그 연결이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다양하

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다. 공간과 도시, 즉 내·외부의 경계 문

제에 있어 공간을 형성하면서 내·외부를 분리하는 경계를 구성하는 재

료의 특성으로서 두 영역을 연결하는 방식이나 영역에 부여되는 특성

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현대건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

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개방적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투명한 경계는 외부와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내부를 형성하면

서 동시에 외부를 향해 개방시킴으로써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

람들의 행위는 구분되지만, 그 사이의 시각적 교류는 가능하게 한다. 

64) 표준국어대사전

65) 김기환,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5,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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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인접 도로에서 바라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외부  
[그림 21]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내 외부 조경 

[그림 22]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배치도

Ⓒ 클라인다이삼 아키텍쳐

(1) 입지적 상황

다이칸야마는 도심에서 비교적 한적한 고급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이

며 츠타야서점 부지 인근에는 30년에 걸쳐 완성된 주거·상업·업무 복

합시설 힐사이드 테라스가 있다. 힐사이드 테라스와 츠타야서점은 구

야마테 도오리(旧山手通り)라는 왕복 4차선 도로와 면하며 주변 지역

은 높은 빌딩보다는 낮은 주택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네 개의 길과 면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지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보다는 도시와의 경계 부분에 적극적 조경을 사용하고 있다. 

서점의 전체 대지면적은 

7349㎡에 달하지만, 연면

적은 4202㎡이며 [그림 

22]의 평면도 우측부터 1

동(2322㎡), 2동(1380㎡), 

3동(1,906㎡) 총 3개 동

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외의 땅은 상점들로 이루

어진 건물들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경으로 된 골목

처럼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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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평면도

출처: 저자 작성. 바탕도면: 클라인다이삼 아키텍쳐

(2)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을 구성하는 세 개의 박스형 건물들을 관통하

는 복도(매거진 스트리트)와 맞닿는 곳에 모두 출입구를 배치했고 각 

건물별로 3개, 4개, 2개의 별도 출입구를 코너에 둠으로써 전체 서점 

내부 면적 4202㎡에 총 14개의 유리 자동문으로 된 출입구를 둬 접

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당 공간을 사이에 둔 세 개의 박스형 건물의 모든 코너 부분의 입

면은 유리로 되어 있다. 츠타야(TSUTAYA)의 T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입면의 형태는 직원 동선으로 구성된 서비스 공간, 화장실, 창고 

등은 숨기고 나머지 모든 입면을 유리라는 투명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

함으로써 서점의 공간들은 외부에서 이해하기 쉬운 공간으로 인지된

다. 이를 통해 도시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부의 공간과 내부

의 행위들을 드러내면서 서점 공간과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서점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내부

와 외부를 나누면서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투명한 경계를 통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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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입면도

Ⓒ클라인다이삼 아키텍쳐

감시의 내재

투명한 경계

행위의 구분

시선의 교류

[외부]

[내부]

계산대

[그림 25] 투명한 경계에 따른 내·외부 공간 관계 

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행위 자체가 서로에게 하나

의 경관을 형성하고 시각적 교류는 곧 잠재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場)

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중심으로부터 열려 있는 외부를 향해 배치되는 

계산대와 출입구 및 전면 유리를 통해 소비공간 내 변두리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을 방지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츠타야서점은 유리창의 투명한 경계로 서점 내부 공

간을 드러내면서 14개의 많은 출입구를 두어 자연스럽고 빈번한 진입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이러한 개방적 경계는 서점이라는 소비공

간이 도시 속 일상공간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 장소로 작동하

게 하는,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방식 중 하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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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매거진 스트리트

(3)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비롯한 여러 경계에 의해 공간들은 분리되면

서 동시에 연결된다. 이로써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공간의 단순한 조합

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하나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때 공간의 경계 구조를 구성하는 전이공간은 복도나 계단, 홀과 같

이 기능적으로 공간들을 연결 및 확장할 뿐 아니라 연결하는 공간들의 

특성을 매개하는 공동의 장(場)이 된다.66) 김기환에 따르면 현대 건축

에서의 전이공간 혹은 매개공간은 내부의 일부를 외부로 끌어내거나 

외부에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공간을 단순히 내부와 외부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

들을 둠으로써 공간 내에 다양한 층위와 관계들이 발생하며 곧 사용자

가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와 같이 현대 건축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전이공간 혹

은 매개공간은 공간의 물리적 연결 외에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그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건물을 

관통하는 ‘매거진 스트리트’라는 복도다. 일반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이

어주는 복도공간은 서점공간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서가 공간으로 연결

되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기존 서점의 복도들은 특별한 기능보다

는 효율적 이동이나 외부-서가-계산대를 잇는 단순한 물리적 사이공간

이었다. 그러나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에서 이 복도는 <내부-외부-내

66) 하상훈, 건축공간관계에 따른 전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7호 2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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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전이공간

↕

내부

↕

외부

서가와 통합된 

전이공간

[그림 27]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전이공간에 따른 공간 관계

부-외부-내부>를 거치면서 여러 방향에서 이 복도로 진입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내부로 흐름을 이끌고 다양한 이동의 시퀀스를 제안한다. 

내부와 외부의 다른 공간과 구분된 바닥 재질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

써 내부는 외부의 연장처럼, 외부는 내부의 연장처럼 만듦과 동시에 

복도공간은 내·외부를 관통하면서도 하나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또, 내부에 있는 복도 공간에 낮은 서가를 두어 대개 이동만 이루어

지는 전이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서서 책을 읽고 고르거나 대

화를 나누는 등 잠시 머무를 수 있다. 전이공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어떠한 행위가 이뤄지면서 다른 공간들로 시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지점에서 내부의 다른 공간들로 연결된다. 

내부이자 외부인 공간으로서,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에서 

흐름과 머무름이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기능과 용도가 있는 내부공간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전이공간 자체에서 새로운 행위와 사건이 발생하

며 점진적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다층적인 공간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공간 관계의 다층성은 유리 입면과 다수의 출입구라는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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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전략

역공간 

구현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주변 

맥락의 

고려

외부와의 

관계

입지적 특성 물리적으로 높은 접근성 획득 가능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시선의 교류가 가능한 물성의 입면과 

여러 출입구를 통해 개방성 창출하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감시 가능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전이공간의 기능 부여를 통해 다층적 

공간 관계와 다양한 행위 및 사건 유

도 가능

[표 15] 역공간의 주변 맥락 고려 전략이 적용돼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

로 인해 더욱 극대화된다. 기능이 부여된 전이공간은 내부에서 일어나

는 행위들을 내부와 외부의 경계로 꺼내고 드러내 서점을 더욱 개방적

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는 소비공간의 배타성을 낮춘 

역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3.2.3.2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역공간의 공간적 전략인 ‘용도의 복합’이 공간에 적용되면서 서로 

다른 용도의 영역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치되거나 용도별 영역들이 

작은 단위로 쪼개어 교차되어 결합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서점이 가지던 공간 구조는 해체되고 재배열된다. 결과적으로 

용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

하는 행위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등 서점에서 새로운 행위들을 유

도하게 된다.

용도 복합 전략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용도의 구성 및 상

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점 내에서 나타나는 용도의 종류와 구성,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용도별 영

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교섭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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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용도 종류 및 구성

(1) 용도의 종류 및 구성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크게 서점, 카페, 편의점의 용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곳곳에 특정 용도에만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착석공간들

이 배치되어 있다. 각 용도들은 벽으로 분리되어 문으로 연결되는 방

식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하나의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1동 카페, 3동 편의점이 코너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서점 방문이 

주요 목적이 아니어도 이 공간에 진입한 후 자연스럽게 서점 공간으로 

이어지며 전체 출입구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벽이나 문

을 통해 서점 공간과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카페와 편의점의 진열대는 

서점 공간의 진열대와 같은 재료로 유사한 분위기가 유지된다. 그 외 

각종 문구 및 라이프스타일 상점들은 서점과 계산대를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영역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각 영역

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역시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카페와 편의점에

서 음식을 구매한 후 서가 사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먹거나 서가에

서점 info
서점 컨시어지
서점 계산대
카페 계산대
편의점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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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서점공간과 유사한 분위기로 구성된 편의점과 카페 

서 책을 고른 후 카페 쪽의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고, 책을 

읽다가 관련된 인접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 기존의 서점이나 카페, 편

의점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연속적 행위들이 발생하게 된다. 

(2)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높은 접근성과 기능이 있는 전이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을 공간의 내

부로 끌어들이고 나면 소비라는 행위와 문화라는 의미가 합쳐진 역공

간의 목표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해 오랜 시간 체류하도록 하

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는 기존 용도의 영역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 

사이의 상호교섭이 발생하면서 가능하며 이때의 영역들은 특정한 하나

의 목적이나 기능으로 고정되지 않고 용도들이 연계된 여러 활동 – 즉 

기존의 단일 용도 공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유도하는 복

합적이고 잠재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문화적 소비를 일으키는 서점이라는 역공간에서의 활동 유도

는 도시 광장이나 공원과 같이 완전히 열려 있고 비어 있는 불확정성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시 공공공간들이 어떠한 

기능 없이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만으로 채워지는, 특정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공간이라면 역공간에서는 여러 용도들의 영역들

이 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교차되어 동시에 여러 목적을 가지거나 그 

기능이 시간이나 사람의 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방적 경계, 내-외부를 통합하는 전이공간, 벽으로 분리되지 않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어디까지가 서점이고 카페인지 명확하지 않은 츠타

야서점의 곳곳에서 사람들은 독서와 휴식, 대화와 식음의 행위들을 자

연스럽게 이어간다. 세 건물 사이와 주변 외부공간은 서점의 바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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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영역 A의 내부

[그림 31] 서가와 카페 

용도가 혼합된 영역 A

[그림 32]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영역 A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용도별 영역의 상호교섭

외부 보행로이지만 앉아서 머무를 자리가 있고 언제든 내부의 장면이 

보여 진입할 수 있다. 서가들 역시 기존 서점의 두터운 위계별 분리로

부터 벗어나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좌석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며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 낸다. 

특히, 마당을 중심으로 서가와 카페 용도가 혼합된 1동의 부분과 2

종의 서가 부분을 포괄하는 영역 A의 착석공간은 외부와 면하는 창가

의 라운지 체어, 공용 테이블, 서가 2와 면하는 공용 테이블, 서가 1

과 면하는 테이블, 창가와 면해 내부를 향하는 좌석 등 여러 종류와 

위치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서가와 카페의 모호한 경계를 만든다. 커피

를 마시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오가

며 이어지는 행위로 인해 용도의 혼합에 따라 용도별 영역은 단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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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넘어 서로 엮이며 밀접하게 상호교섭하고 이러한 행위적 시나리

오의 양상은 단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모든 공간들은 서가, 카페, 편의점, 

착석공간 등 명확한 하나의 용도나 목적으로 떼어 내 규정하기 어렵지

만 특정한 기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간의 이용자에 따라, 때에 따

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행위의 다양성을 실현한다. 

높은 밀도의 서가 사이에서 책을 고르고 쪼그려 앉아 책을 잠시 읽는 

기존 서점에서의 행위와는 다른 일련의 행위 시나리오는 용도의 복합

을 통해 도시 속 일상공간이자 문화와 소비가 결합한 역공간으로서 서

점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가능케 한다.

(3)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서점은 카페, 편의점 등 용도들과 활발하게 결합하고 착석공간을 배

치해 더욱 오래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바

탕에는 서점이 카페와 결합해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각각의 공간 구

조가 해체되고 재배열되어 새로운 공간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상호교섭하는 용도들의 일대일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공간

의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며 기존의 서점구조와는 어떻게 다를까?

서점 공간의 일반적 구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긴 복도를 중

심으로 서가들이 높이에 따라 세 단계의 위계(서가 1: 0~1.4m 높이

로 시선이 모두 투과되는 서가, 서가 2: 1.6~2.0m 높이로 시야가 일

부 차단되거나 투과되는 서가, 서가 3: 천장과 면해 시야가 차단되는 

서가)로 구성되고 반대편에 계산대가 위치한다. 이때 보통 서가 3은 

벽과 면하는 경우가 많다. 카페의 공간 역시 보통 진입 후 통로를 중

심으로 한쪽에는 계산대, 다른 쪽에는 여러 종류의 좌석이 배치된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서점 공간 구조 자체의 변화를 먼저 살펴

보면, 1) 복도가 서가 1과 결합하며 2) 서가 2의 진입이 외부로부터 

바로 가능하며 3) 서점의 벽이 유리로 처리되면서 서가 3이 전체 공간

의 가장자리인 벽과 면하지 않고 중심으로 오며 서가 1, 서가 2 등으

로부터 진입할 수 있다. <서가 1-서가 2-서가 3>의 일차원적 연결 및 



- 90 -

[그림 33] 일반적 서점 내 복도와 서가1, 2, 3 및 공간 구조

[그림 34]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공간 구조 

구성으로부터 벗어나 더 작은 단위로 나뉜 서가 1, 2, 3 등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그 사이에 계산대가 위치한다.

사람들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한 구조의 변화는 여러 착석공간을 

갖는 카페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특히 

서가 2 공간이 카페의 착석공간들과 결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바로 진

입하는 당위성을 얻으면서 머무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공간 구조의 

변화는 카페와 서점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교차시키고 여러 방향으로

부터의 흐름과 여러 지점에서의 머무름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공간에

서 독서, 대화, 휴식 등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다층적 공간을 형

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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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전략

역공간 

구현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용도의 

복합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용도의 종류 

및 구성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에 흩뿌려진 용도별 연계 가능성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모호한 경계로 면하는 용도별 영역들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이 연결되

어 기존 서점에서 발생하지 않던 다양한 

활동 유도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전체 공간 구조에서는 용도별 영역의 상

호교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여러 행위

들이 연결되는 다층적 구조 형성

[표 16] 역공간의 용도 복합 전략이 적용돼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

[그림 35] 서점공간, 카페공간의 일반적 구조와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복합적 

공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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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흐름, 활동, 시선을 조정하는 외부 조경

3.2.3.3 영역의 형성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하나의 기능과 목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공간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 활동이란 변하기 쉬운 불균질한 것이지만 건축가는 설

계 과정에서 행위를 예상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공간을 구축하고 

도면이라는 매체로 표현한다.67) 도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를 유

도하는 구체적인 공간 세팅의 요소로는 조경이나 가구가 있다. 조경은 

뚜렷하게 공간을 분리하지는 않지만 약한 경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

게 흐름을 제한하고 식재를 통해 적당한 시각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사회학자 존 어리는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의 사람의 행동

을 유도하는 사물의 사용, 동작, 기능의 연계 가능성을 뜻하는 ‘행동유

도(affordance)’ 개념을 통해 도시의 일상공간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사물과 환경의 세팅을 설명하면서 특히 가구를 예로 든다. 

특정한 높낮이와 촉감의 의자는 편안한 휴식을, 또 다른 의자는 독서

나 대화와 같은 행위를 유도하며 나아가 관계 형성을 내포한다는 것이

다.68) 이렇게 공간 내에서 적절히 사람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는 가구는 그 자체로 공간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의자의 

경우 앉는 행위를 유도하고, 나아가 의자의 방향에 따라 시야의 방향

을 특정 짓고, 의자의 높낮이에 따라 자세와 시선을 조정한다. 이들은 

행위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행위가 일어날 지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전체 공간의 행위와 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속적으로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대건축의 공

67) 서인호,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p.11

68) 존 어리, Ibid, 2014, p.39-4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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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타일
■ 우드 플로어링
1
■ 우드 플로어링
2

[그림 37]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바닥 재질 및 패턴 

간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 속 일상

공간으로서 역공간에서는 많은 사람의 흐름과 머무름을 조절하고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행위를 유도하는 공간 요소들의 세팅이 필요하다. 

역공간의 공간적 전략인 ‘더 작은 스케일’이 공간에서 적용되면서 

넓은 하나의 공간이 작은 스케일의 영역들로 나뉘고 전체 공간은 영역

들의 복합적 관계로 이해된다. 이때 구체적으로 인지적 영역을 형성하

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바닥의 재질 및 패턴, 서가와 파티션의 높

낮이, 착석공간의 위치와 가구의 종류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유도

하는 세부적인 공간 세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기획자는 편안함을 느끼는 휴먼스케일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간을 내·외부, 용도별로 크게 분리하기보다는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기타 용도의 공간 역시 서점의 서가와 유사

한 재질 및 색상의 가구를 배치하고 외부와 내부의 바닥 재질과 패턴

을 유사하게 조정해 사람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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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외부로 확장된 우드 플로어링 바닥 패턴과 내부로 확장된 

콘크리트 타일

특히 바닥 재질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

라 유도하려는 사람들의 행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내·외부를 관

통하며 서가 1과 통합된 전이공간인 매거진 스트리트는 우드 플로어링

이 연속되어 외부에서 볼 때 내부로부터 공간이 이어지도록 느껴지게 

했고 이때 외부의 경우 방수 처리된 재질을 사용했다. 앞서 언급한 영

역 A 역시 유리창을 통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구분되지만, 콘크

리트 타일이라는 일관된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내부의 경우 타

일의 패턴을 좀 더 촘촘하게 배열하였다. 이로써 내부에서의 공간감이 

외부로 이어져 마당이라는 외부공간까지 서점처럼 인식되며 이는 유리

창이라는 투명한 경계의 물성에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

이로써 내부와 외부 및 용도별로 공간을 크게 나누지 않고 내부와 

외부, 용도별 영역들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따

라 전체 공간이 다양한 부분의 영역들로 나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및 간격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내부 공간은 화장실과 관리자 공간을 제외

하고 벽이 없다. 따라서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높낮이가 

다른 도서 진열대(서가)로 공간이 구분된다. 시야가 열리는 0~1.2m 

높이의 서가(서가 1), 시선은 어느 정도 차단하지만, 완전히 막힌 공간

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1.6~2,0m 높이의 서가(서가 2), 천장과 면함으

로써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 역할을 하는 서가(서가 3) 등 서로 다른 

높낮이의 서가들이 서로 얽혀 복합적 양상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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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다양한 높낮이의 진열대: 서가1, 서가2, 서가3 

0~1.2m 진열대
1.6~2.0m 진열대
천장과 면하는 진열
대

[그림 40]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진열대 높낮이에 따른 구성

며 공간 내 서가의 분포는 [그림 40]과 같다.

2장에서 살펴본 르페브르의 전유 공간 분류 - 고정된 곳, 반만 고정

된 곳, 이동가능한 곳, 빈 곳 – 에 따라 파티션(서가, 진열대)와 테이

블 및 의자 등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서점의 공간을 나눠보면 서가 3

과 고정된 계산대 및 상담코너는 고정적 공간, 서가2는 반고정적 공

간, 서가1과 착석공간은 이동가능한 공간, 그리고 서가와 진열대를 비

롯한 가구가 없는 공간들은 빈 공간으로 정리된다. 

매거진 스트리트라는 전이공간이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며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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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기준 공간
전체 공간 내 

면적 비율

파티션(책

장, 

진열대, 

테이블) 

높이

서가3(천장과 면하는 높이)

& 서비스공간(계산대 및 

상담코너) 

고정된 

공간

165㎡

(11%)

서가2(1.6~2.0m 높이) 
반고정적 

공간

260㎡

(17%)

서가1(0~1.2m 높이)

& 착석공간

이동가능한 

공간

335㎡

(22%)

없음 빈 공간
760㎡

(50%)

계: 1520㎡

[표 17]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1층 내 공간 분류 및 분류별 면적 비율

카페의 영역이 건물 사이의 외부 마당까지 확장되며 사람들의 행위가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츠타야서점의 공간 분류에는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을 포함시켰으며 전체 공간에서 각 공간 분류별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빈 공간이 760㎡로 절반을 차지하고 이동가능한 공

간, 반고정적 공간, 고정된 공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4]의 일반적 서점 공간 구조에서 반고정적 공간과 고정적 공

간에 해당하는 서가 2와 서가 3에 비해 서가 1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츠타야서점은 서가 1을 전이 공간과 결합함으로써 

그 면적을 늘리고 서가 2 사이사이에 착석공간을 두어 이동가능한 공

간을 곳곳에 흩뿌린 듯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41]을 보면 각 분류별 

공간들이 명확한 위계를 갖고 빈 공간-이동가능한 공간-반고정적 공간 

– 고정된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공간

들이 여러 모습과 면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얽히고 설켜 촘촘한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행위야

말로 생산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구현시키는69) 활기 있는 공간

69) 앙리 르페브르, Ibid. 2011, p.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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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고정된 공간 165㎡ (11%) 1.06m

반고정적 공간 260㎡ (17%) 1.25m

이동가능한 공간 335㎡ (22%) 1.4m

빈 공간 760㎡ (50%) -

전체 평균 1.29m

[표 18]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내 공간 분류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벽이 거의 없는 하나의 큰 공간인 츠타야서점이 넓은 공간으로 인지

되지 않는 것은 공간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구분된 영역으로 인식되는 

부분들로 공간이 어느 정도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시선 투

과 여부에 따른 공간 분류 외에 각 공간 내의 파티션과 가구의 간격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 간격은 공간의 밀도가 높거나 느슨한지를 설

정해 이용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공간적 환경이 된다. 츠타야서점의 경

우 고정된 공간 내의 간격이 평균 1.06m로 가장 좁아 가장 작은 영

역들로 나뉘며 반고정적 공간이 평균 1.25m, 이동가능한 공간이 평균 

1.4m로 점차 느슨한 공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서점 내 

평균 간격은 1.29m로 확인된다. 

머물만한 공간일수록 간격이 점차 넓어져 공간의 밀도가 낮아 다양

한 행위를 유도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이동가능한 공간의 

면적이 넓지만 한 곳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뉘

어 곳곳에 배치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다양한 행위의 선택지를 제

공하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공간과 더불어 

언제든지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연대의 장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공간의 관계적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및 분포

가구들로 분류된 공간의 종류와 가구들 사이의 간격을 통해 행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면 가구의 종류를 통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들

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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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으로 앉는 좌석
■ 마주 보는 좌석

[그림 42]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내 착석공간 분포 

[그림 41]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다양한 높낮이의 의자 

츠타야서점의 경우 내부와 외부의 경계 대부분에 착석공간이 분포하

며 [그림 42]와 같이 혼자 한 방향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과 마주 보

고 앉는 좌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외부공간에는 도로 쪽에서 서점을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개별 벤치, 카페와 맞닿은 마당에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내부공간에는 창가 좌석의 경우 서점의 내부로 

향하는 개별 좌석이 있어 각자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짧은 대

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 외 좌석들은 커뮤널 테이블이나 마주보는 좌

석들로 구성되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가구의 종류의 

경우 일반적인 45cm 높이, 그보다 낮은 라운지 체어, 60cm 이상의 

하이 체어 등 자세와 행위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높낮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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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영역 A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교류 

[그림 44] 영역 A의 부분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관계

츠타야서점에서 유리창을 통해 내부와 외부로 경계지어지지만 같은 

바닥 재질을 가지며 서가 2와 착석공간, 외부공간이 하나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영역 A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창을 사이로 시선이 교차해 

다양한 방향의 시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먼저 평면상에서 살펴

보면 서가 사이의 독서용 의자는 시선이 공간 내부로 향해 어느 정도 

개인적 공간을 구성하지만, 그 외 내

부공간의 좌석들은 모두 활발한 시각

적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또, 외부에

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서와 대화 

등의 행위들을 바라봄으로써 서점 내

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여러 활동과 

행위 자체가 하나의 스펙타클, 즉 풍

경이 된다. 이때, 영역 A의 모서리인 

내부에 각각 카페와 서점의 계산대가 

위치해 소비공간으로서 공간 전체에 

대한 감시를 내재하기도 한다.

시각적 관계를 단면상에서 보면 영역 A의 착석공간은 네 종류의 의

자 – 1) 45cm 높이 일반 실내 체어, 2) 같은 높이의 야외 체어, 3) 

35cm 높이 라운지 체어, 4) 65cm 높이 하이 체어 – 와 각각에 맞는 

테이블로 구성된다. [그림 45]의 부분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고려하면 더욱 

다양한 시선의 높낮이가 교차하면서 여러 시각적 교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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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전략

역공간 

구현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더 

작은 

스케일

영역의 형성 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내부와 외부, 서로 다른 용도별로 

분리되기보다는 인식과 연속적인 

행위에 따라 작은 영역들로 나뉠 

가능성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네 종류의 공간들이 서로 촘촘하게 

혼종된 공간적 위계가 다양한 

행위과 교류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다양한 용도와 기능은 

가구화(化)되고 여러 방향과 

높낮이의 가구는 다양한 목적 갖는 

스펙타클 형성 

[표 19] 역공간의 작은 스케일 전략이 적용돼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

[그림 45] 영역 A의 내부에서 

보이는 외부 공간

[그림 46] 영역 A의 외부에서 보이는 내부 

공간

창가 주변, 서가 사이에 배치된 좌석은 시선이 많은 활동이 일어나

는 외부가 아닌 내부 서가로 향해 어느 정도 구분된 영역에서 독서를 

하는 공간적 세팅을 만들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영

역 내에서 여러 높낮이의 좌석을 둠으로써 시선의 높이를 다양화해 다

층적인 시각적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전체 공간이 벽으로 차단되지 

않는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경우 공간의 용도와 기능이 가구에 집

약됨으로써 용도는 가구화(化)되고 공간들은 대부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렇게 용도별 영역들이 서로 섞여 하나의 

영역으로 인지되며 이는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 유사한 조명의 사

용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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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서점의 역공간 구현방식 2: 운영 및 이용적 전략

3.2.4.1 공간의 운영: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근대 건축에서의 프로그램이란 단순히 건물에 요구되는 세부 기능의 

목록 또는 나열을 의미했으나 흐름과 움직임이 중요해진 현대 건축에

서의 프로그램은 그 의미를 인간의 행위와 활동에서 찾는다.70) 이때의 

프로그램이란 하나의 기능으로 건물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동적인 의미를 가

지는 것으로 여러 영역의 경계를 포괄하는 역공간의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현대적 의미의 프로그램을 담은 역공간은 어떤 용도들의 

조합으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인간의 활동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즉 공간을 구성하는 방들의 관계가 

그 형태가 구성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주체적 

흐름과 이동이라는 이용을 통해 스스로 공간을 연결하고 경험함으로써 

“프로그램이란 곧 행위를 통해 정의될 수 있는”71)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나 사적자본으로 운영되는 소비공간에서 

그 운영이나 소유의 주체보다는 공간에서의 일상적 체류가 중요해지고 

문화와 소비의 행위가 결합하면서 두 영역의 의미가 교차하는 역공간

은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프로그램과 그를 유도하는 

운영적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도서라는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매체를 중심으로 현대 도시에서 문화적 일상공간으로서 가능성을 가지

는 역공간의 대표적 사례로서 서점 역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활동

의 가능성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서점이라는 

공간은 <흐름-머무름>으로, 즉 <서가-착석공간>으로 이분화할 수 있지

만,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착석공간이 서가의 사이사이에 배치되는, 

즉 흐름의 공간 사이사이에 머무름의 지점들이 놓이게 된다. 이에 따

라 서가라는 공간이 ‘도서 진열 및 고르기’라는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

이 아니라, 때에 따라 서서 책을 고르거나 바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

고,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개별적이거나 

70) 최교식, 현대건축의 프로그램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p.17-19

71) 김기환, Ibid, 2005,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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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서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별적, 사회적 

행위

[그림 48] 츠타야서점 내 

컨시어지 코너

사회적인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노출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서 단순히 동선이나 시퀀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위적 가능성을 포

괄적으로 조합해 계획한다. 이때 공간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위의 연계와 오랜 체류를 촉

발하고자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두 가지 운영적 전략 – 문화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새로운 도서 분류법 – 을 취한다. 

(1)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일반적 서점이 도서를 진열하고 판매하

는 것에 그친다면 츠타야서점은 판매와 

응대를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와 상

품을 제안한다. 곳곳에 분야별로 1~3명

의 컨시어지(Concierge, 접객 담당자)들

이 서적이나 음반, 영화 분야의 다양한 

도서와 상품을 추천해주고 이용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 대화는 

여행 기자 출신의 컨시어지의 여행과 일정 제안, 나아가 여행 예

약 대행 업무로도 이어지는 등72) 특정 주제의 도서와 상품을 중심

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를 촉진한다.

이 컨시어지 코너는 1층에만 다섯 개가 있으며 서가와 전이공간 사

이에 위치해 언제든 접근가능하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더 오랜 시간 

72) JOH, TSUTAYA, Magazine B, Issue No. 37, 2015, 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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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내에 머물며 또 다른 도서나 음악의 추천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

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

(2) 행위의 연계를 유도하는 새로운 도서 분류법

츠타야서점은 대부분의 서점에서 도서를 분류하는 십진분류법이 아

니라 ‘디자인’, ‘건축’, ‘인문’, ‘문학’ 등의 주제로 서가를 구성하되 진

열 상품을 도서뿐 아니라 음반, 상품 등으로 확장해 서로 연관 있는 

것들끼리 엮어 세 개 건물의 1층에 각각 <요리와 여행>, <디자인과 건

축>, <인문과 문학>, 2층에 <음악>, <라운지>, <영화 및 어린이> 영역

으로 구성했다. 이때, 주제별 연계뿐 아니라 상품별 연계 역시 일어나

는데 예를 들어 여행 관련 서적 주변에 특정 지역 상품을 비치하고, 

디자인 관련 서적 주변에 디자이너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연속적 공간 

경험을 통한 연계적 소비가 일어나도록 계획한 것으로 이해된다.

21세기의 서점에서 책이라는 매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물

건 자체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적 자체를 판

매하려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네아키는 기성 서점이 일반적으로 매장을 구성하는 방식 – 1) 가장 

눈에 띄는 장소의 매대에 갓 출간된 잡지들이 쌓여있고 2) 그 앞에는 

신간 단행본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3) 더 안쪽에 출판사별로 분류된 

문고본 책장과 신서 책장이 위치해 있으며 4) 여행 가이드북과 참고

서, 사전, 만화 등은 또 다른 공간에 놓여 있는 – 은 고객이 아니라 

유통하는 입장에서 이뤄진 분류라고 설명하며 이 서점은 단순한 판매 

장소 일뿐 구입 장소가 아니다.73) 이에 츠타야서점은 책이 갖고 있는 

제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서점 공간을 재구축해 여행, 음식과 요리, 

인문과 문학, 디자인과 건축, 예술, 자동차 … 등의 내용의 유사성과 

주제에 따라 서적을 진열한다. 이러한 분류법이 공간에 적용됨으로써 

앞서 살펴본 공간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경험이 유도되고, 각 구역의 

주제들이 품고 있는 지적 자본을 제안하는 컨시어지의 역할이 더해져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촉진된다.

73) 마스다 무네아키, 이정환 역, 지적자본론, 민음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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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적 전략에 따른 

역공간 구현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공간 내 활동을 

촉발하는 프로그램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사회적 교류 촉진 및 연계된 다른 

행위에 대한 가능성으로 공간 내 체류 

시간 증가

새로운 도서 

분류법

주제별 분류를 통해 판매자(유통)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독서 및 

소비행위의 연계 유도 가능 

[표 20] 역공간의 운영적 전략이 적용돼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

물론 공간 연계를 통한 연속적 경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결국 

소비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전략들은 대놓고 드러나기 보다는 교묘하게 공간 속

에 감추어져 있어 방문객이나 잠재적 소비자에게 큰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지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은 공공이 

만든 문화공간이 아닌 명확한 소비공간이지만 그 역할을 공공연히 드

러내지 않으며 도서라는 문화적 매체를 기반으로 한 공간으로 그 운영

적 차원에서 소비와 결합한 영민한 문화적 일상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3.2.4.2 공간의 이용: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행위의 발생

운영적 차원에서 가구와 조경 등의 요소를 통해 다양한 흐름과 머무

름의 행위를 유도한다면 실제 이용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가 일어나며 이용자가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넘어

간다. 서점의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

함으로써 역공간의 공간적 전략들과 운영적 전략이 서점에서 작동하는

지 살펴보고 서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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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계산 서서 독서 앉아 쉬기 업무/독서 식음 대화

필수적 상황적 사회적

[표 21] 서점 내 발생 가능한 행위

[바닥 재질]
■ 콘크리트 타일

■ 우드 플로어링1

■ 우드 플로어링2

[진열대 높낮이]

■ 0-1.2m 진열대
■ 1.6-2.0m 진열대

■ 천장과 면하는 진

열대

[그림 49]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공간 분류와 이용활동 빈도 조사 지점

(1) 영역별 이용자 행위 분석

앞서 살펴본 [표 21]과 같이 서점의 파티션(책장이나 진열대, 테이

블) 높이의 시선 차단 여부라는 물리적 위계에 따라 공간을 네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서점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표 20]과 같이 7

가지 행위로 나누고 네 가지 공간들에서 각각의 행위들이 얼마나 빈번

하게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대상지의 1층 내부 및 외부공간에 한해 2018년 2월 26일부

터 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츠타야

서점에서 어린이, 직장인, 노인 등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

는 평일 점심시간이라고 판단해 12시부터 13시까지 [그림 49]의 동그

라미 지점 열 군데에서 각각 30분씩 이용자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

동하는 사람이 이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는 중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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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류 및 면적 행위별 이용자 수 (명)

공간
분류

공간 
면적

통과 계산
서서 
독서

앉아 
쉬기

업무/
독서

식음 대화

필수적 상황적 사회적 계

고정된 
공간

165㎡
(11%)

147 114 47 310

반고정적 
공간

260㎡
(17%)

274 87 12 41 21 435

이동가능
한 공간

335㎡
(22%)

301 26 35 73 21 43 499

빈 공간
760㎡
(50%)

362 42 11 59 501

[표 22]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내 공간별 이용자 행위 빈도

수 있으나 특정 행위별 빈도수가 중요하므로 중복된 수치도 유효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표 22]처럼 시야가 닫힌 고정된 공간에서는 통과, 계산과 

같은 목적이 뚜렷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야가 열린 공간일수

록 대화와 같은 사회적 교류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 또, 시야는 차단

되었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반고정적 공간에서는 서서 

독서를 하는 짧은 머무름이 많이 일어났으며 시선이 투과되는 이동가

능한 공간에서는 서서 독서를 하거나 앉아서 업무 및 독서를 하는 상

황적 행위,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등 사회적 행위들이 가장 다양하게 

발생했다.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특수성이 반영된 빈 

공간을 제외하고 고정된 공간, 반고정적 공간, 이동가능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서점과 다른 행위의 변화를 추론하면 서점 공간의 구

조 변화에 따라 고정된 공간과 반고정적 공간에서 서서 독서를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 것이 눈에 띈다. 반고정적 공간에서 개별적인 행

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당히 구분된 공간으로 인지

될 때 개별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간별 면적 비

율과 행위의 다양성 및 빈도를 함께 고려해보면 츠타야서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이동가능한 공간이다. 시선이 투과되는 진열대와 착

석공간이 놓인 이 공간에서 가장 다양한 활동들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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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 빈 공간을 제외하고 가장 면적이 넓지만 작은 면적으로 나

뉘어 고정된 공간과 반 고정적 공간 사이사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

으며 다양한 영역들과 면하게 한 공간적 전략들과 서가, 컨시어지, 카

페 등을 연계한 운영적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되어 활발한 사회

적 교류 행위와 개별적 행위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

들과 행위의 연결들은 기존의 서점 공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행위로 이해되며 역공간의 공간적·운영적 구현을 통해 서점이라는 공

간이 단순히 도서를 판매하는 공간으로부터 책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이용자의 행위 조사를 통해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이 다른 서점들과 

달리 넓은 면적에 서가와 착석공간을 섞은 이동가능한 공간과 반고정

적 공간에서 특히 다양한 개별적 행위와 사회적 교류 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책을 고르거나 읽는 등 하나의 행위에 고정

되거나 공간에서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더 머무를 필요가 없는 공간

이 아니라 복합적 선택의 가능성을 잠재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오래 머

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목할 점은 이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이야말로 온라인 서점이 

공할 수 없는 ‘실제 공간’을 통한 경험이자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 공

간에 없었던 공간의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

으며 오늘날의 서점들은 여러 용도의 공간들이 합쳐서 다양한 행동들

을 제안하는 실제적 경험이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실

제로, 2017년 수도권 2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대

의 대부분(98.7%)이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서점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절반(48.3%)이 이러한 서점이나 북카페를 경험해본 적이 있

다고 답했다.74) 이러한 현상은 서점 공간뿐 아니라 책이라는 문화적 

74) 독서 및 리딩테인먼트 인식 조사(대학내일20대연구소), “'리딩+엔터테인먼트'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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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적 전략에 따른 

역공간 구현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행위의 발생

영역별 이용자 

행위

이동가능한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다양한 행위의 

발생을 통해 서점의 의미 확장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책이라는 문화적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실제’ 

장소로서 여러 공간적 경험 제공 가능

[표 23] 역공간의 이용적 전략이 적용돼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위를 즐기는 ‘리딩테인먼트

(reading+entertainment)’ 의 확산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책이 지나치게 단순히 눈길을 끄는 인테리어 장식 요소로 

전락하는 등 가볍게 소비되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츠타야서점은 그 상업적 전략들을 공간에서 직설적으로 드러

내지 않고 많은 서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해75) 오프

라인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소비의 발생보다는 실제 서점이 제공하는 

여러 공간적 경험을 통해 서점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고 있

다. 즉, 그 장소에서 곧바로 실제 소비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오늘날

에 책이라는 문화적 매체를 중심으로 ‘문화적 소비’라는 상업적 전략

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각자의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적인 

교류를 나누는 일상적인 실제 공간으로서 서점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는 20대 늘어나”, 케이엔뉴스, 2017.09.29

75) 츠타야서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며 국내의 대형서점 역시 온라인 서점에

서 도서를 주문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등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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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공간 개념으로 분석한 국내 오프라인 

대형서점의 문화적 일상공간화

4.1 분석 대상 및 방법

4.2 사례1: 교보문고 분당점

4.2.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4.2.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방식: 명료하고 얕은 위계적 구조

4.2.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3 사례2: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

4.2.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4.2.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방식: 두껍고 촘촘한 수평적 구조

4.2.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4 사례3: 이터널저니 부산

4.2.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4.2.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방식: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구조

4.2.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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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역공간 구현 방식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 구현방식과 기대 효과

공간

적 

전략

주변 

맥락의 

고려

외부와의 

관계

입지적 특성 물리적으로 높은 접근성 획득 가능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시선의 교류가 가능한 물성과 여러 출

입구를 통해 개방성 창출하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감시 가능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전이공간의 기능 부여를 통해 다층적 

공간 관계와 다양한 행위 및 사건 유

도 가능

4.1 분석 대상 및 방법

3장의 논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역공간으로

서 서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2장에서 정리한 일반적 역공간의 구현방식

을 토대로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이라는 역공간으로서 성공적인 서점 

사례를 통해 서점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의 세부적 구현방식을 도출하였

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국내 오프라인 서점 공간을 분석한다. 

대형서점의 세 가지 유형별로 개점 시기와 규모가 비슷한 – 독립형: 

교보문고 분당점(성남 분당구 서현동, 2017, 1158㎡), 복합상업시설입

점형: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2018, 

1914㎡), 복합문화공간형성형: 이터널저니 부산 아난티코브(부산 기장

군, 2017, 1,653㎡) - 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방법은 2장에서 살펴본 샤론 주킨의 일반적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 방식과 운영 및 이용적 전략을 토대로 3장에서 분석한 다이칸야

마 츠타야서점에서 나타나는 서점이라는 역공간에서 나타나는 세부적 

역공간 구현방식의 틀을 따른다. 

분석은 먼저 각 서점별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각

각의 공간과 운영 및 이용적 역공간 구현 방식들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도시에서 일상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서점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체류

와 활동을 유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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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복합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용도의 종류 

및 구성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

간에 흩뿌려진 용도별 연계 가능성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모호한 경계로 면하는 용도별 영역들

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이 연

결되어 기존 서점에서 발생하지 않던 

다양한 활동 유도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전체 공간 구조에서는 용도별 영역의 

상호교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여러 

행위들이 연결되는 다층적 구조 형성

더 

작은 

스케일

영역의 

형성 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내부와 외부, 서로 다른 용도별로 

분리되기보다는 인식과 연속적인 

행위에 따라 작은 영역들로 나뉠 

가능성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네 종류의 공간들이 서로 촘촘하게 혼

종된 공간적 위계가 다양한 행위과 교

류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다양한 용도와 기능은 가구화(化)되고 

여러 방향과 높낮이의 가구는 다양한 

목적 갖는 스펙타클 형성

운영 

및 

이용

적 

전략 

운영적 

전략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사회적 교류 촉진 및 연계된 다른 

행위에 대한 가능성으로 공간 내 체류 

시간 증가 

행위의 연계를 

유도하는 

새로운 도서 

분류법

주제별 분류를 통해 판매자(유통)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독서 및 

소비행위의 연계 유도 가능 

이용적 

전략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행위의 

발생

영역별 이용자 

행위

이동가능한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기존 

서점 공간에 없던 다양한 행위의 

발생을 통해 서점의 의미 확장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책이라는 문화적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실제’ 

장소로서 여러 공간적 경험 제공 가능

[표 24] 역공간으로서 서점 사례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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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교보문고를 설계한 WGNB가 이해하는 

과거와 현재의 서점 공간 ⒸWGNB

4.2 사례1: 교보문고 분당점

4.2.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1) 개요

국내 대형체인 서점 시장점유율(오프라인 매장 종이책 판매기준 

60%, 2018년)과 매출 1위인 교보문고는 1980년 ‘책 판매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문화공간 창출’이라는 의도

에 따라 설립되었고 1991년부터 지금의 광화문점 위치에 자리 잡은 

이후 2018년 10월 기준 전국 36개 오프라인 서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곽성준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장에 따르면 최근 교보문고는 다

방면의 변화를 통해 전통적 사업으로 여겼던 오프라인 서점이 사람들

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가 책을 편하게 고르고 읽을 수 있도록 2015년 광화문점의 책장을 낮

추고 통로를 넓혔고 곳곳에 테이블과 소파, 의자 등을 비치했다. 점차 

감소하던 교보문고 매출액이 2016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4%가 이전에 비해 광화문점에 대한 선호

도가 높아졌으며 47%가 서점 이용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76) 이후 

다른 매장들도 리뉴얼을 거쳐 책을 사지 않더라도 읽고 쉴 수 있는 공

간을 만들고자 했다. 

교보문고는 서점 문화

를 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77) 교보

문고 공간을 설계하는 

WGNB의 백종환과 교

보문고 점포사업본부 

김성자는 교보문고를 

단순한 상업적 거래만 

76) 노정동, [아날로그의 재발견] (2) "서점은 더이상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한국경

제, 2017.10.22

77) 서민지, “[TF기획-이색계열사⑦] 교보생명그룹 '교보문고', 신용호 창립자 경영 

철학 '정수'”, 더팩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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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목표

- 책을 쌓아놓고 판매해 구매하고 나가기 바쁜 구조의 공간이 아니라 편하고 

오래 머무를 쉼터 같은 장소

공간적 

전략

- 개방감: 서가 높이 낮추고 간격 넓힘

- 다양한 형태의 독서공간: 독서 테이블, 라운지 각각에 맞는 의자와 테이블 배

치, 문학/취미/어린이 코너 등의 서가에 서로 다른 색상과 톤의 재료로 차별화

- 편안한 분위기: 식물을 곳곳에 배치하고 전반적으로 목재를 활용, 카페와 유

사한 조명으로 전체 조도 300lx(기존 서점에 비해 낮음), 단 천장에만 조명을 

설치하는 기존 서점과 달리 서가와 테이블에 집중 조명을 둠으로써 책을 고르

고 독서에 지장 없도록 조정.

- 다양한 체류 목적: 도서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 만화 코너 

등에서 연관 상품 함께 진열 및 판매, 개인별 맞춤 도서 추천 및 전문도서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북컨시어지 데스크, 어린이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

는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개방적이며 누구나 편하게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의도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의 서점은 정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공간으로 이해한다.78)

교보문고 분당점은 2016년 영업을 종료했으나 2017년 성남시 분당

구 서현동 센트럴타워 지하1층에 재개점했다. 본 연구의 서점 공간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독립형 매장에 해당하는 교보문고 분당점은 1158

㎡(411평)의 면적에 약 10만 권의 도서 및 사무·학용품, 디자인문구, 

라이프스타일 소품 등 상품을 판매하며 독서테이블과 어린이라운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로 구성된다. 특히 분당점은 지난 

2~3년간 진행된 교보문고 공간 리뉴얼 사례들에서 나타난 고객 반응

과 요구에 맞춰 공간을 재정비했으며 서점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도록 나무와 종이 등을 담은 향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2) 공간적 목표와 전략

2016년 이후 차례로 진행된 교보문고의 리뉴얼 및 신규 매장의 공

간에 대한 『월간 DESIGN』 의 교보문고 매장 관계자의 기획의도와 설

계자의 의도를 토대로 서점 공간 답사 후 그 공간적 목표와 전략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8) 교보문고 리뉴얼 프로젝트는 자체 개설 TF팀과 WGNB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최명환, 서점을 다시 읽은 디자이너, 교보문고 리뉴얼 프로젝트, 『월간 DESIGN』,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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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교보문고 분당점 위치 

[그림 52] 황새울로 측의 외부 출입구

4.2.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 방식: 명료하고 얕은 위계

적 공간

4.2.2.1 외부와의 관계: 개방성과 다층적 공간

(1) 입지적 상황

교보문고 분당점이 위치한 분당구 

서현동은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혼재

한 중심상업지역이다. 왕복 10차선 

성남대로와 왕복 4차선 황새울로와 

면하며 주변 지역은 다양한 상업시설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도로

와 앞뒤로 면해 있지만, 건물의 지하

라는 한계를 갖는다.

(2)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인근 상권의 고밀도 상업시설과 가까운 황새울로 측에 지하의 서점

으로 바로 이어지는 주요 진입부를 평면상에서 양 끝에 대칭적으로 두 

개 배치했고 주변 주거지역 쪽의 성남대로로부터는 건물 내 엘리베이

터와 계단을 통해 서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교보문고 분당점은 그 면

적(1158㎡)에 비해 많은 4개의 출입구를 둠으로써 건물의 지하라는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분당점은 지하에 위치하므로 인접 도로에서 보이는 입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으나 황새울로 측 두 개의 진입부의 경우 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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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교보문고 분당점 평면도

출처: 저자 작성 

시작점으로부터 일부 돌출시켜 유리와 철골 프레임으로 덮어 출입구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서점의 현 입지적 상황에서 개방성을 높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앞서 츠타야서점의 사례에서 복도가 서가 기능과 결합해 책을 읽고 

고르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잠시 머무르는 행위가 발생하는 전이공간

으로 작동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교보문고 분당점은 전체 공간의 중앙에 크게 다섯 개의 내부 공간과 

맞닿는 하나의 큰 복도 공간을 갖는다. 네 개의 출입구로 진입하면 모

두 이 복도에 닿게 되는데 이 복도 역시 서가들과 결합한 양상을 갖는

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공간에 진입할 때 그 모서리나 경계부로 

맞닿게 되는 것과 달리 이 사례의 경우 공간이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

에 수직동선을 통해 모서리가 아니라 전체 공간의 중심부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점에 진입하자마자 서가와 결합한 전

이공간인 복도에 도달하며 전체 동선이 경계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전체 공간의 모서리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나타

낸다. 교보문고의 경우 천장과 맞닿는 서가 3이 모두 그 공간의 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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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교보문고 분당점의 전이공간과 

공간 관계 

[그림 55] 유동적으로 

사용가능한 서가 1과 

상하로 두 개의 단으로 

구분된 서가 3

리에 해당하는 벽에 붙어 있으

며 나머지 서가의 70% 이상이 

시야가 트여 있어 서점 공간 전

체가 복도나 서가 영역으로 명

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활발하게 

결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국내외의 

사례들 중 서가의 높낮이가 가

장 다양하고 서가의 간격이 가

장 넓은 교보문고 분당점의 경우 전이 공간에 이동 외에 다른 기

능을 부여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서가 1보다 더 낮은 0.8m 이

하의 서가들을 곳곳에 배치하거나 서가 1의 아래 

공간을 활용해 진열하거나 이동 가능한 작은 서가

를 추가로 넣어 필요에 따라 빼내어 서가로 사용

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서가 3의 일정 높이에서 

책장을 일부 확장해 상하 두 개의 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때 통로의 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서

가와 통합된 복도에서 선택적으로 잠시 서서 책을 

읽는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행위와 사건이 발생할 

공간적 세팅을 형성하고 있다.

4.2.2.2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재배열

된 서점의 공간 구조

(1) 용도의 종류 및 구성

교보문고 분당점은 크게 서점, 카페, 문구 및 전자기기 상품 매장의 

용도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계산대를 두었다. 역시 벽이나 문으로 분

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이공간을 가운데로 두고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간은 기타상품진열 영역과 나

머지(서가 영역, 카페 영역, 어린이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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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교보문고 분당점의 용도 종류 및 구성

석공간은 어린이 영역, 카페 영역, 서가 영역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카페 영역은 주 출입구 중 하나와 맞닿아 있으며 카페의 진열대 부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이 모두 서가, 전이공간과 면하고 있어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 관

계를 갖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서가에서 책을 고른 후 카페의 

좌석이나 서가 영역의 테이블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쉬는 등 기존 서

점에서 발생하지 않던 연속적 행위가 용도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어린이 영역 역시 일반적 서점의 어린이 도서 및 완구, 장난감 

등의 매대를 낮은 밀도로 구성하고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 소파 등을 

비치해 어린이들이 책을 읽거나 놀 수 있다.

(2)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서점 내에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됨에 따라 용도별 영역에서 발생하

는 연속적 행위들로 인해 영역들 사이에 밀접한 상호교섭이 생겨나며 

다양한 활동과 오랜 시간의 체류가 유도된다. 이때 상호교섭이 발생하

는 경계 지점은 단순히 흐름과 머무름이라는 두 극단의 행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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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교보문고 분당점 카페 영역의 단면(단면 1)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 잠시 서

서 책을 고르거나 오래 앉아서 독

서하거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

누는 등 – 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공간의 이용자에게 행위의 

다양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영역들 

사이의 상호교섭 양상은 용도별 영역이 면하는 경계 지점의 단면

을 통해 연계되어 발생 가능한 행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교보문고 분당점의 경우 앉아서 머무를 지점이 카페 영역과 어린이 

영역, 그리고 서가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점들에

서의 단면을 살펴보면 먼저 카페 영역의 경우 [그림 57]과 같이 

서가들 사이에 놓임으로써 서가에서 발생하는 책을 고르고 이동하

는 흐름의 행위와 카페에서 발생하는 앉아서 머무르는 행위가 밀

접하게 이어진다. 특히 서가와 인접한 카페의 경계면에는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화분을 배치해 영역을 적당히 구분하고 편안하

게 앉아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서가의 장면은 계속 시야

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카페 영역과 서가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그림 59]과 같이 어린이 영역 역시 서가 1, 서가 3과 맞

닿으며 인접한 어린이용 도서를 고르고 완구 등의 제품을 구경하다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는 등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서로 연결된

다. 이때 다른 서가에 비해 어린이 영역과 맞닿는 서가들은 특히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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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인접 영역들로 시야가 

열려있는 교보문고 분당점의 

카페 영역

[그림 59] 교보문고 분당점 서가영역의 착석공간 단면(단면 3)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그림 60] 교보문고 분당점 어린이 영역의 단면(단면 2)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상에서의 밀도가 낮아 어린이의 통행을 

용이하게 했고 단면상에서의 밀도 역시 

서점 내 다른 영역들보다 낮고 시야가 

모두 열려 있어 모든 지점에서 어린이 

영역에 눈에 잘 들어와 안전하게 이용

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가 영역의 착석공간은 

서가 1, 서가 2, 서가 3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커뮤널 테이블 하나와 의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공간에서 가장 깊

은 곳에 위치하지만, 전이공간 방향으로 

시선을 가로막는 서가가 없이 시야가 

뚫려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눈에 잘 띄

며 여러 서가와 맞닿아 서가에서의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 착석

공간으로 이어진다. 또, 착석공간에서는 여러 서가들이, 서가와 전

이공간에서는 이 착석공간이 계속 시야에 들어옴으로써 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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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가장 안쪽에 

위치하지만, 어디서든 잘 

보이고 시야가 열려 있는 

교보문고 분당점의 서가영역 

내 착석공간 

는 서가들과 끊임없는 행위의 상호교섭이 발생한다. 이때 테이블

이 한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동의 흐름과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유도되며 테이블과 서가 3 사

이 간격을 서점 내 다른 서가들보다 더 넓

게 조정해 흐름과 머무름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

(3)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각 용도별 영역들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

는 행위들을 바탕으로 서점 전체의 공간 구

조를 일반적 서점의 공간 구조와 비교해 살

펴보면 각 영역들이 구성하는 위계와 공간 

구조적 특성 및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교보문고 분당점의 경우 <서가 1 – 서가 2 – 서가 3>의 일반적 서

점 공간 구조를 따르면서 서가들이 복도를 따라 일렬로 두껍게 배치되

는 것이 아니라 서가 영역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복도를 중심으

로 두 개씩 서로 엇갈려 배치되어 있으며 평면상에서 전체적으로 대칭

적 구성을 띤다. 각 부분들에서는 서가 1과 서가 2를 서가 3이 둘러

싸는 형태를 갖는데 이를 통해 서가들이 한 방향으로 두껍게 배치될 

때 가장 안쪽에 긴 일자로 놓이던 서가 3이 ㄷ자로 배치되면서 역시 

복도와 맞닿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의 구조의 깊이가 비교적 얕아

지는 결과를 얻는다. 세부적으로, 전체 서점 면적 중 일부 서비스 공

간 및 서가 1과 통합된 복도(전이공간)을 제외하고 서가 영역은 네 부

분 - [그림 62]의 좌측 하단(105㎡), 좌측 상단(175㎡)의 비교적 작은 

부분과 우측 상단(215㎡), 우측 및 중앙 하단(635㎡)의 넓은 부분 – 

으로 나뉜다. 이때 작은 부분과 넓은 부분들은 서로 다른 위계적 공간 

구성을 나타낸다. 먼저 작은 부분들은 내부에 착석공간을 갖지 않으며 

서가 1과 서가 2가 통합되면서 서가 3이 그것을 둘러싸는 형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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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교보문고 분당점의 공간 구조 

지며 여기서는 주로 머무름보다는 흐름의 행위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

상된다. 한편 넓은 부분들에서는 서가 1과 서가 2가 순차적으로 나타

나고 역시 서가 3이 이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 착석공간들이 배치된

다. 이 과정에서 착석공간은 복도, 서가 1, 서가 2과 동시에 맞닿거나 

서가 1, 서가 2, 서가 3과 동시에 연결됨으로써 가장 많은 공간과 물

리적으로 연결되어 영역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섭이 기대되는 공간의 

구조를 형성한다. 전체에서의 부분들의 관계와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영

역(서가/착석공간)들의 다층적 관계는 각각의 영역을 오가는 여러 가

지의 흐름과 행위를 유도할 것이다.

교보문고 분당점이 갖는 공간 구조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

다. 첫째, 복도를 제외한 전체 서점 공간을 서로 다른 면적을 갖는 작

은 몇 개의 부분들로 나누고 그 부분의 크기를 토대로 각각의 위계적 

구성(서가 1과 서가 2의 통합 및 착석공간 배치의 여부)이 결정된다. 

전체를 몇 개의 부분들로 나눔으로써 각 부분에서 발생할 구체적 행위

들에 대해 적합한 공간적 세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쉽

고 하나의 넓은 공간이 갖는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때 각 부분

이 갖는 위계적 구성은 기존 서점이 갖는 것과 유사하지만 부분의 면

적이 작을 경우 서가 2를 줄여 밀도를 낮췄다. 둘째, 앞서 살펴본 츠

타야서점이 서가 3을 벽과 면하지 않도록 전체 공간의 중앙부로 배치

해 서가, 착석공간 등의 여러 영역들과 연결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자 

기존의 일반적 서점의 서가 3과 마찬가지로 벽에 면하도록 배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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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분당점의 

공간 구조적 특징
기대 효과

전체 서점 공간을 몇 

개의 부분들로 분절

· 부분들에 적합한 흐름과 머무름의 행위를 위한 

공간 세팅 용이

· 깊고 두꺼운 위계의 서점 공간의 답답한 공간감 해소

기존 서점의 일반적 

위계적 구조 

유지하면서 서가 3의 

접근성 증대

전체 서점 공간의 깊이를 낮추면서도 다층적 관계 

유지하고 여러 영역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높여 다양한 

행위적 연계 유도 가능

부분들의 대칭적 배치 이용자 입장에서 명료한 공간 구조 인식 가능

명료하고 얕은 위계적 공간 형성

[표 25] 교보문고 분당점의 공간 구조적 특징과 효과 

[그림 63] 서점공간, 카페공간의 일반적 구조와 교보문고 분당점의 

공간 구조

나머지 영역들을 감싸는 형태로 다양한 영역들과 맞닿게 했다. 셋째, 

나눠진 부분들은 일렬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도를 중심으로 서로 

빗겨서 배치되되 전체 평면과 출입구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형

성해 이용자 입장에서 공간의 구조가 명료하게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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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에 따라 교보문고 분당점은 기존의 일반적 서점이 갖는 

위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서가 3의 공간

적 깊이를 낮추며 인식하기 쉬운 배치를 통해 기존 서점의 공간 구조

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도 기존 서점이 갖는 두꺼

운 공간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 명료하고 얕은 위계적 구성을 가지

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4.2.2.3 영역의 형성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앞서 교보문고 분당점에서 전체 공간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구

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각 부분들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사람들의 다

양한 행위와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바닥 마감, 가구 등의 요소들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1)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전체 서점의 바닥 재질은 크게는 3종류 – 20cm*20cm의 패턴 타

일, 60cm*60cm의 블랙 포세린 타일에 에폭시 마감, 그리고 초록색 

타일 카페트 – 로 구성되고 포세린 타일은 그 패턴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그림 64]에서 복도 공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책을 진열하는 서가가 배치된 중앙과 우측의 하단은 포세린 타일이, 

문구 및 각종 소품을 진열하는 좌측 하단 및 상단의 부분과 복도공간

은 패턴이 있는 포세린 타일의 바닥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눈높

이에서 한눈에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재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 영역의 초록색 카페트는 영역 내 

가구와 소품들과 유사한 색채로 통일감을 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앉을 수도 있는 부드러운 질감과 확연히 눈에 띠는 색채를 사

용. 한편, 황새울로와 면한 우측의 출입구로 진입했을 때 도달하는 복

도의 일부 및 그와 연결되는 카페, 일부 서가에서 같은 종류의 바닥 

마감이 사용되었다. 카페 영역에 사용된 대각선 패턴의 타일은 맞닿은 

서가 1, 서가 2와 바닥 재질과 패턴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복도와는 같

은 바닥 마감을 통해 영역이 연장되는 듯 인식되며 이는 반대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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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교보문고 분당점의 영역을 구분하는 바닥 재질 및 패턴 

[그림 65] 바닥 재질로 구분되는 

카페/서가/어린이영역 

[그림 66] 교보문고 

분당점 바닥 재질

린이 영역 쪽 서가 1까지 확장되어 연결된 공간으로 읽힌다.

교보문고 분당점의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다시 서

가 1, 서가 2, 서가 3, 착석공간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고 할 때, 패턴 

타일이 사용된 카페 영역, 복도 공간, 서가 영역은 하나의 부분에 속

하지 않지만 같은 바닥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서점 내에서 가장 화려한 

색상과 패턴의 마감재로 인해 이들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읽혀질 뿐 

아니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영역들 사이의 자

연스러운 시각적 흐름과 행위적 연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각 영역별로 마감재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영역이나 

행위의 연계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영역에 같은 바닥 재료를 사용하

는 공간적 세팅을 통해 서로 다른 이들 영역이 연결된 하나의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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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교보문고 분당점의 영역을 구분하는 진열대(서가)의 다양한 높낮이 분포 

로 읽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및 간격

교보문고 분당점의 전체 공간은 황새울로와 면한 두 개의 계단 출입

구의 수직 코어로 분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벽을 통해 완전히 분리되

지 않으며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과 마찬가지로 서가들을 통해 작은 

영역들로 구분된다. 

이 사례는 츠타야서점에서 분류한 서가 1, 서가 2가 더 많은 종류로 

나뉜다. 먼저 시야가 열리는 서가 1은 서가 1a(0.4, 0.6, 0.8m), 서가 

1b(1.0, 1.2, 1.4m) 등으로 그 높이가 다양하며 그 중 서가 1a는 때

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서가

는 한 방향([그림 67] 평면에서 좌우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어 전체 

공간에서 이동의 흐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서가 2는 츠타야서점에 

비해 그 높이가 비교적 높고, 역시 두 종류 – 1.6~2.2m 높이의 서가 

2a가 서가 3과 인접한 깊은 공간에 배치되고 천장과 면하지만, 선반 

외에 서가가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지지되어 시선이 모두 투과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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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기준 공간 전체 공간 내 면적 비율

파티

션 및 

가구 

높이

서가3 & 계산대 및 상담코너 고정된 공간 299㎡(26%)

서가2 반고정적 공간 134㎡(12%)

서가1 & 착석공간 이동가능한 공간 697㎡(62%)

없음 빈 공간 -

계: 1130㎡

[표 26] 교보문고 분당점 내 공간 분류 및 분류별 면적 비율

[그림 68] 좌: 좌측하단부터 우측 상단으로 서가1a, 2a, 2b / 우: 서가2a, 3

가 2b가 서가 영역 중간의 서가 1 사이에 배치된다. 서가 3은 모두 

벽과 면하도록 놓여있다.

서가와 그 외 가구(의자와 테이블 등)의 높낮이에 다른 시선 투과 

여부에 따라 르페브르의 공간 분류 – 고정된 공간(서가 3, 계산대), 반

고정적 공간(서가 2a, 2b), 이동가능한 공간(서가 1a, 1b, 착석 공간), 

그리고 빈 공간 – 으로 전체 서점의 공간을 나누어 보면 지하에 위치

해 외부공간을 포함할 여지가 없는 교보문고 분당점의 경우 모든 복도

공간이 서가와 결합하므로 가구가 전혀 없는 빈 공간에 해당하는 공간

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서점 공간 내에서 이동가능한 공간

이 697㎡로 전체 면적 중 62%를 차지하고 고정된 공간이 26%(299

㎡), 반고정적 공간이 12%(13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서점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동가능

한 공간이다. 이동가능한 공간은 크게 착석 공간과 서가 1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착석공간은 카페 영역과 서가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카페 영역에 있는 착석공간의 경우 복도, 서가 1, 서가 2와 세 면에서 

만나며 이 영역 사이에서는 시각적 교류가 가능하다. 서가 영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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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밀도가 높아 시선이 차단되는 일반적 서점의 서가 영역과 

시선이 열려 있는 이동가능한 서가를 배치한 교보문고 분당점의 서가 영역 

배치된 착석 공간 역시 서가 1과 서가 3 사이에 있어 서가들과 시각

적 교류와 행위의 연속이 가능할 것이다.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과 같

이 서점의 면적 자체가 클 경우에는 착석공간이 작은 부분들로 분절되

어 곳곳에 배치된 반면 교보문고 분당점은 비교적 그 전체 면적이 작

고 착석공간이 세 곳에 나뉘어 있지만, 최대한 많은 다른 영역들과 만

나고 시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영역들 사이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서가의 높낮이가 시선의 투과 여부에 따른 시각적 교류를 이해하는 

공간적 요소였다면 더 세밀하게 서가들 사이의 간격을 통해 평면상에

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이동과 머무름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츠타야서점과 마찬가지로 벽이 없이 서가들과 가구들이 파티션 

역할을 하며 전체 공간을 작은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 사례 역시 서가

와 가구의 사이 간격을 통해 공간의 밀도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 그 사이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지,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열려 있어 가장 다양한 교류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는 이동가능한 공간은 이 사례에서 역시 츠타야서점과 유사하게 

서가와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이 1.48m로 다른 공간들에 비해 가장 

높았고 고정된 공간(1.34m), 반고정적 공간(1.40m)에서의 평균 사이 

간격이 츠타야서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정적 공간 내 

평균 사이 간격이 1.34m로,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고정적 공간을 구

성하는 서가 3의 형태가 잠시 독서를 할 수 있는 2단 구성을 갖는 것

과 함께 생각해보면 고정적 공간에서 역시 머무름의 행위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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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고정된 공간 299㎡ (26%) 1.34m

반고정적 공간 134㎡ (12%) 1.40m

이동가능한 공간 697㎡ (62%) 1.48m

빈 공간 - -

전체 평균 1.43m

[표 27] 교보문고 분당점 내 공간 분류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이 간격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교보문고 분당점이 

비교적 전체 면적은 작지만, 그 공간적 밀도가 낮고 느슨해 빠르고 활

발한 이동보다는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사이 공간들을 많이 배치한 느

슨한 공간적 구성을 갖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이 사례가 갖는 명료

하고 얕은 위계적인 공간 구조적 특징과 결합해 공간이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그 장면이 시야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행위를 유도하고 언제든 

교류가 촉발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해된다.

(3)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및 분포

앞서 분류한 공간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각 공간의 환

경을 구성하는 가구들의 종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교보문고 

분당점 내 착석공간들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어린이 영

역에 30, 카페 영역에 67㎡, 서가 영역에 25㎡로 전체 서점 면적

(1130㎡) 중 약 10%(122㎡)를 차지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카페트 마감 위에 놓인 어린이 영역의 

착석공간은 패브릭으로 된 어린이용 의자와 패브릭 소파, 목재 원형 

테이블로 구성되며 의자의 크기와 높이가 다양해 여러 연령의 어린이

들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벽에 고정된 두 개의 소파 외에 모든 가구

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사용에 용이한 공간적 환경을 

만든다. 카페 영역 내 착석공간의 가구들은 스틸 레그와 패브릭으로 

된 일반적 높이의 의자, 목재 레그와 패브릭으로 된 낮은 높이의 라운

지 체어, 대리석 상판의 12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카페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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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교보문고 분당점의 종류별 착석공간 분포 

[그림 71] 교보문고 

분당점의 어린이 영역, 

독서테이블, 카페 좌석

전이공간, 서가 1, 서가 3과 면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계 부분을 벽으로 분리하지 않고 

또 다른 낮은 진열대를 배치하고 시선이 부

분적으로 통과하는 화분을 배치해 면하고 있

는 모든 공간들로부터 시선은 교류하지만, 어

느 정도 구분된 영역으로 인식된다. 마지막으

로 서가 영역의 좌석은 서가 1, 서가 2, 서가 

3과 맞닿으며 다섯 개의 목재 테이블을 일렬

로 이어 붙여 하나의 긴 커뮤널 테이블과 일

반적 높이의 목재 의자를 일렬로 두었다. 서

가 3과 같은 한 방향으로 길게 좌석을 배치

함으로써 서가 3에서의 행위와 엇갈리지 않

도록 이동과 머무름의 동선을 명확히 하며 

좌석에 앉았을 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가

들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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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영역들은 전체 공간 내의 조명 외에 착석공간 마다 서로 

다른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영역으로부터 눈에 띤다. 전반적

으로 색온도가 낮은 팬던트 조명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조도가 

낮은 서점 공간 내에서 책을 읽기에 적합한 지점들에 집중조명을 

설치해 머무를 만한 공간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일단 어떤 공간이 눈에 보여야 그곳으로 이동하거나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각적 관계는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동과 

머무름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결정하며 이는 공간 내 인접 영역의 

물리적 연결 관계, 좌석의 분포 양상 및 배치 방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착석공간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위를 촉발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존 

서점에서 발생하지 않던 다양한 행위와 그 연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

한 공간일 것이다. 어떤 공간에 앉아서 머무르는 순간 새로운 방향과 

높이에서의 시선이 발생하고 또 다른 광경을 마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시각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끝없이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는 착석공간이 다양한 영역과 면함으로써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이 사례의 착석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영역 간 시각적 교류 및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 종류의 착석공간 – 카페 영역의 좌석과 

서가 영역의 좌석이 복도 공간, 서가 1, 서가 2, 서가 3과 인접해 복

잡한 공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 B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영역 B는 어떠한 출입구로 진입하든 서점 내부에서 바로 보이며 주

요 공간이 모두 시선이 투과되는 서가(서가 1a, 1b, 2b)로 구성되어 

있어 대칭적 공간 구조의 대칭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영역이 한눈에 들

어온다. 완전히 열려 있는 서가 1의 서가들은 [그림 72]의 평면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길게 배치되며 복도 공간을 기준으로 더 깊은 위치에 

있는 서가 2는 그와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서가 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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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영역 B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교류 

해 두 서가 영역들이 어느 정도 구분된 영역으로 인지될 뿐 아니라 예

측가능한 시각적 교류를 통해 사람들의 흐름이 예상되므로 동선이 마

찰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한 이동과 머무름이 가능하다. 서가 2 영역의 

사이 공간에서는 비교적 시야가 차단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서가 1 

내의 주요 동선에서 한눈에 들어와 공간이 시각적으로 명료하다. 서가 

1과 서가 2, 서가 3 사이에 서가 1, 서가 3과 같은 좌우 방향으로 배

치된 착석공간에서는 각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어 시각적 접근성이 높

아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이동이 유도되기도 한다. 카페 영역의 착

석공간 역시 마찬가지며 영역 B 내부의 모든 시각적 관계는 서점 내

부로의 주 계단 출입부분에 의해 생기는 벽을 등지고 있는 양 끝의 서

점 계산대와 카페 계산대에서의 관리자 시선에 의해 조망된다. 

착석공간과 서가들이 인접하는 경계부에서는 [그림 73]과 같이 주요 

착석공간에 앉았을 때 생기는 머무름의 시선 높이, 다양한 서가 높이

에 따른 이동의 시선 높이들이 교차하면서 여러 높낮이의 시각적 교류

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곧 다양한 행위의 유도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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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교보문고 분당점 내 착석공간 인접 부분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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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교보문고 

분당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와 어린이 영역 내 북 

컨시어지 데스크

4.2.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2.3.1 공간의 운영: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교보문고 분당점은 평일에는 인근 업무지구의 직장인을 비롯한 다양

한 사람들이, 주말에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이 

방문한다. 답사를 통해 특히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방문해 오랜 시

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도

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고 도서를 진열하고 있다.

(1)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국내의 여러 서점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 서

가를 통해 특정 도서의 이용과 소비를 촉진한

다. 교보문고 분당점 역시 공간구조의 대칭축

에 해당하는 중심 영역에 베스트셀러 서가를 

배치해 특정 도서를 제안하고 있다. 또,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서점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착석공간(키즈파크), 어린이용 도

서와 완구, 장난감 등의 진열대로 이루어진 어

린이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츠타야서점에

서 볼 수 있었던 직원과 앉아서 책에 관해 이

야기할 수 있는 북 컨시어지 데스크가 어린이 

영역과 카페 영역 사이 서가에 위치하며 어린

이 영역의 착석공간과 인접한 영역에 어린이를 

위한 베스트셀러 서가를 별도로 마련했다. 

(2) 행위의 연계를 유도하는 새로운 도서 분류법

교보문고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특별히 새로운 도서 분류법을 사용하

지는 않지만, 서가들은 주제별로 <소설, 시, 에세이, 만화>, <인문, 역

사, 문화, 종교>, <경제, 경영>, <정치, 사회>, <과학, 기술, 컴퓨터>, 

<요리, 여행, 취미, 잡지>, <초중고 학습>, <예술>, <어린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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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뉘고 규모와 평면 형태, 주 이용자층에 따라 약간 조정되어 배

치되고 주 출입구에서의 동선 순서에 따라 알파벳으로 서가 영역을 구

분한다. 분당점의 경우 <A: 소설, 시, 에세이, 만화>서가와 <B: 인문, 

역사, 종교>서가가 서로 인접하고 <C: 경제, 경영, 정치, 사회>서가와 

<D: 여행, 예술, 외국어, 학습> 서가, 그리고 <E: 잡지, 취미, 건강, 요

리>, <F: 어린이>의 서가가 붙어 있다. A와 E, F 영역에는 도서 외에 

연관된 상품들을 함께 진열하며 특히 카페영역과 인접한 서가에 다양

한 상품을 두어 소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 도서 분류 중 독서 행위

로 이어지는 A와 B 서가 사이에 큰 공용 독서테이블을 두었고 잡지나 

취미, 요리 등의 서가는 카페 영역과 인접하여 가벼운 대화와 함께 독

서할 수 있는 행위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어린이 영역이 카페 

영역과 가까우며 잡지, 취미, 건강, 요리 주제의 도서 진열 영역과 인

접한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이 함께 일어

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이후로 개점하거나 리뉴얼한 교보문고 가든파이브점, 

해운대 바로드림센터, 합정점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공간

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살펴본 결과 공용 커뮤널 테이블에서는 인접 서

가에서 책을 고른 후 독서나 업무 등 개별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

고 고정된 공간의 서가를 사용하는 경제, 경영, 여행, 학습 등에서는 

서서 책을 고르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와 같이 한 공간에

서 다양한 행위를 통해 이용자에 따라 공간의 프로그램을 다르게 정의

할 공간을 의도하고 있다.

4.2.3.2 공간의 이용: 기존 서점 공간과 다른 행위의 발생

(1) 영역별 이용자 행위 분석

교보문고 분당점 역시 츠타야서점의 이용 행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서점의 파티션(책장이나 진열대, 테이블) 높이의 시선 차단 여부라는 

물리적 위계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공간들에서 7가지 행위들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분석 대상의 내부 공간에 한해 2018년 10

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사례 특성상 가장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는 주말 낮 시간인 1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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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류 및 면적 행위별 이용자 수 (명)

공간
분류

공간 
면적

통과 계산
서서 
독서

앉아 
쉬기

업무/
독서

식음 대화

필수적 상황적 사회적 계

고정된 
공간

299㎡ 

(26%)
92 51 49 2 194

반고정적 
공간

134㎡ 

(12%)
72 26 8 106

이동가능
한 공간

697㎡ 

(62%)
113 14 83 37 45 26 48 366

빈 공간 -

[표 28] 교보문고 분당점 내 공간별 이용자 행위 빈도

[그림 75] 교보문고 분당점의 공간 분류와 

이용활동 빈도 조사 지점

16시까지 [그림 75]의 9개 

지점에서 각각 30분씩 이용

자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야가 닫힌 고정

된 공간에서는 통과와 계산의 

행위가 가장 빈번했고 츠타야

서점에 비해 고정된 공간에 

서서 독서하는 행위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비교적 이 공간 

내 서가 간격이 넓어 다른 사

람의 통과나 다른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해를 주고받지 않으며 머무

를만한 공간적 환경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보문고 분당점의 반고정적 

공간의 경우 그 공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서서 독서를 하거나 앉아서 

쉬는 등의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행위의 발생은 적었으나 가장 넓은 면

적이자 낮은 밀도를 갖는 이동가능한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발

생했다. 특히 츠타야서점 사례보다도 이동가능한 공간 내에서 서서 독

서를 하거나 앉아서 쉬고 업무나 독서를 하는 개별적인 행위를 비롯해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행위들이 골고루 일어났다.

전체 공간 중 이동가능한 공간의 점유가 가장 많고 행위의 다양함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된 결과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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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행위 외에 서서 독서하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것으로 여러 행위들이 카페 영역과 커뮤널 테이블

이라는 착석공간 뿐 아니라 서가들 사이의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간 내에 배치된 서가와 가구들 사이의 넓

은 간격에 따른 낮은 공간 밀도와 어디서든 명료하게 인식되는 공간의 

구조로 인해 이동가능한 공간 내의 많은 영역이 여유 있게 책을 고르

거나 구경하고 서서 대화를 나눌만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실제 이용 조사를 통해 몇몇 사람들이 서가 사이에서 대화를 나

누다가 착석공간으로 옮겨가 함께 독서를 하는 등 행위의 연계가 인접

한 영역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이용자 행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보문고 분당점의 경우 다른 서

점에 비해 높은 서가로 구성된 반고정적 공간은 그 면적이 작으며 행

위도 적게 일어난 반면 시야가 열린 서가와 착석공간을 포함하는 이동

가능한 공간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개별적 행위와 사회적 교류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의 밀도가 낮고 시야가 열려 다

양한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의 선택이 가능해지

고 오랜 체류를 유도하며 특히 서점 내에 배치된 착석공간이 있음으로

써 기존 서점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행위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용 조사 과정에서 서점을 찾은 많은 가족 단위의 이용자 중 부모

와 자녀 - 학생 혹은 어린이가 책을 읽고 업무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

고 전자제품이나 문구류를 구경하는 등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정 도서를 구매하는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서도 서점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서점에 간다는 것은 책을 읽거나 구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카페와 놀이

터,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새로운 행위의 시

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많은 실제 공간이 사라져가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도시에서 한 번에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담은 일상적인 공간으로서 서점의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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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2: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

4.3.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1) 개요

국내 대형체인 서점 중 하나인 영풍문고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교보문고에 이은 2위이지만 오프라인 매장 수는 가장 많다.79) ‘서점다

운 서점’의 슬로건을 내세우는 영풍문고는 1992년 서울시 종로구 영

풍빌딩의 영풍문고 종각 종로본점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기준 전

국에 41개의 오프라인 서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풍문고의 최영일 

대표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 

있는 공간이라는 서점의 본질을 위해 많은 서적을 비치하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머무를 만한 매장을 조성하고 있

다.80) 최근 영풍문고의 리뉴얼이나 개점하는 매장을 보면 서가와 독서 

공간 외에 교보문고가 자체 카페 브랜드 자우와 음반 및 문구류를 판

매하는 핫트랙스 등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스타벅스, 할리스 등의 카

페와 음식점, 기타 브랜드들을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시

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신규 개점한 용산 아이파크몰점은 본 연구에서의 서점 공간

적 유형 분류에 따르면 복합상업시설 입점형에 해당하며 용산역 광장

에서 아이파크몰로 이어지는 대형 계단과 용산역사로 들어가는 입구와 

연결되는 아이파크몰 3층에 자리한다. 용산역사와 쇼핑몰 주변에서 유

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점에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점은 1914㎡의 면

적에 약 7만 권의 도서와 문구, 전자기기, 소품 등을 판매하고 대형 

서가와 북카페, 독서를 위한 소파와 테이블을 둔 착석공간 등으로 이

79) 2018년 3월 영풍문고가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를 인수하면서 3월 매장 수(55

개)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서점이 되면서 교보문고(34개)와의 ‘빅2’ 구

도를 형성하였으나 당해 6월 합병이 무산되면서 영풍문고, 서울문고는 다시 분리

되었다. 김슬기, “영풍문고, 서울문고와 결별했다” 매일경제, 2018.06.27.

80) 2018년 7월 기존 매장인 부산대점에 독서 의자 18개와 소파를 설치한 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매출이 20% 증가한 이후 영풍문고는 기존 매장과 신규 매장에 독

서 의자와 소파를 더욱 활발하게 배치하고 있다. 조아라, “서점은 왜 의자가 늘었

을까?…변하는 생존전략”, 한국경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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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목표
- 쇼핑몰과 용산역사의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들여 오래 머무르는 장소

공간적 

전략

- 접근성: 용산역사 방향의 외부 출입구, 쇼핑몰 내부의 여러 개의 출입구와 

수직 동선을 포함해 전체 공간의 곳곳에서 사람들의 많은 유입 유도

- 다양한 형태의 독서공간: 일방향과 쌍방향 시선의 커뮤널 테이블, 북카페, 

쇼핑몰 내부 쪽 출입구의 쉼터, 어린이 영역 등 각각에 맞는 의자와 테이블 

배치

루어져 있다. 서점 내부에 쇼핑몰의 수직 동선(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

고 있으며 북카페와 독서공간, 쉼터 등을 강화해 쇼핑몰로부터 사람들

을 끌어들이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의도했다. 최석환 현대아이파

크몰 마케팅팀장에 따르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오래 머무르게 하는 

대형서점이 대규모 상업시설에 활발하게 입점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

로 변모하며81) 소비 트렌드 자체가 상품 구매에서 문화적 가치로 변

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며82) 이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방문

하는 쇼핑몰이라는 소비공간이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는 역공간적 현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공간적 목표와 전략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의 관련 기사와 매장 소개를 바탕으로 

서점 공간 답사 후 그 공간적 목표와 전략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81) 강종훈, “서점, 복합쇼핑몰 핵심시설로…아이파크몰, 영풍문고 열어”, 연합뉴스, 

2018.04.16.

82) 윤민혁, “용산아이파크몰 영풍문고 문 열어...월 30만명 집객 예상”, 조선 비즈,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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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 영풍문고 위치

4.3.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방식: 두껍고 촘촘하며 수

평적 공간

4.3.2.1 외부와의 관계: 개방적 경계와 다층적 공간

(1) 입지적 상황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이하 영풍문고 용산점)이 위치한 아이파

크몰은 용산역을 포함하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복

합쇼핑몰로 몇 개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용산역 광장으

로부터 쇼핑몰로 이어지는 대형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의 도착지점에서 

바로 연결되며 용산역 입구와 면하고 있는 리빙파크 건물의 3층 입구

에 자리한 영풍문고는 전체 몰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굉장히 접

근성이 높은 편이다. 이곳은 영풍문고 개점 이전에 대규모 스파브랜드

가 있었으며 쇼핑몰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높은 집객

력이 있는 키 테넌트(복합상업시설의 핵심점포)로서 최근 오프라인 대

형서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영풍문고 용산점은 그 면적(1914㎡)에 총 7개의 출입구를 둬 접근

성을 높였다. 먼저 쇼핑몰 외부에서 바로 서점으로 진입하는 외부 출

입구(ENT 4)에서는 용산역과 용산역광장, 쇼핑몰 다른 건물들로부터 

많은 출입이 기대된다. 해당 건물 내에서 서점으로 진입하는 내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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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 평면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8] 영풍문고 용산점의 

쇼핑몰 내부가로와 면하는 

출입구 

입구는 수직 동선(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으로 연결되는 세 곳(ENT 

5, 6, 7)과 해당 층의 주요 내부 가로와 면하는 세 곳(ENT 1, 2, 3)

이 있다. 그 외에 출입구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주요 내부 가로 반대

편([그림 75] 평면도 아래 부분)은 쇼핑몰 내 편의시설(은행)과 면한다. 

서점의 입면은 내부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유리라는 투명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함

으로써 공간의 내부 모습과 사람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두 번

째는 서가 자체를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자

연스럽게 책으로 시선이 향해 곧바로 행위

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내부 가로와 면하는 입면에서는 유

리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 입면 전체 길

이(50m)의 일부(6m)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리로 마감했으며 세 개의 출입구 부분을 

오목하게 배치해 강조하였다. 각각의 출입

구 위치는 쇼핑몰의 해당 층 내의 주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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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영풍문고 용산점의 

외부 출입구와 외벽

[그림 79] 영풍문고 용산점의 

쇼핑몰 편의시설과 면하는 

입면에 배치된 시선이 투과되는 

서가

[그림 81] 영풍문고 용산점의 

쇼핑몰 내 보이드 공간에 배치된 

대형 서가 오브제

로의 교차점에 해당하며 출입구 모두 문을 따로 두지 않고 4~5m의 

넓은 폭을 완전히 열어두었다. 이와 같은 경계의 투명한 물성과 곡선

형 입면 배치로 인해 쇼핑몰 내부 공간에서 서점의 많은 공간과 서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눈에 들어올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외부 출입구 자체는 유리로 마

감되었으며 용산역과 인접한 외부와 면

하는 주변의 외벽을 서가처럼 꾸몄다. 

또, 엘리베이터로 진입할 경우 마주하

는 은행과 서점 사이의 내부 가로에는 

시선이 투과되는 높은 서가를 배치해 

책으로 시선이 향하면 자연스럽게 서점 

내부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례 1의 교보문고에서 살펴봤듯이 주

로 서점 공간의 모서리 부분으로 진입하

게 되는 수평적 접근 외에 해당 건물 내

로부터의 수직적 접근은 서점 공간의 중

앙에 위치해 그 지점으로부터 뻗어 나가

는 동선을 유도할 수 있다. 영풍문고 용

산점 역시 쇼핑몰 내부의 수직 동선인 에

스컬레이터를 서점 내부에 포함하고 있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점을 볼 수 있

다. 이때 시각적 강조를 위해 에스컬레이

터와 곡면의 보이드 공간을 따라 배치된 

계산대의 위쪽에 서가 형태의 오브제를 

매달아 서점의 기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

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동하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등 공간을 적극적으

로 드러내면서 개방성을 극대화하며 모두

에게 열려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적 전략

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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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영풍문고 용산점의 

전이공간과 공간 관계

[그림 83] 영풍문고 용산점의 

전이공간 내 서가1 배치

(3)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영풍문고 용산점에서 역시 외부공간이나 쇼핑몰 내부 가로와 맞닿는 

복도공간이 이동이라는 기능 외에 서가 기능과 결합해 머무르는 행위

가 발생하고 서점 내부로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는 전이공간으로 작

동한다. 특히 복합상업시설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츠타야

서점이나 교보문고와 같은 독립형

의 유형과 달리 서점 방문의 목적

을 갖지 않음에도 물리적으로 서점

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서점의 이용을 높

일 수 있다.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

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 중 

단일 건물의 한 층 내부공간으로서 

면적이 가장 크므로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의 크기 역시 가장 크다.

츠타야서점, 교보문고와 달리 영풍문

고는 서가와 결합한 복도가 한방향으

로 배치되지 않고 서점 공간의 모서리

로 맞닿는 수평 출입구, 서점 공간의 

중앙부로 맞닿는 수직 출입구와 연결

되어 여러 개의 수직, 수평 출입구와 

연결되어 평면상에서 가로, 세로가 교

차하는 동선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전

이공간의 형태는 쇼핑몰의 내부 가로의 연장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

며 이동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전이공간의 진입부에는 시선이 투과되는 높은 서가가, 서점 내부의 

전이공간에는 낮은 높이의 서가 1이 배치된다. 영풍문고 용산점은 전

이공간이 길고 면적이 큰 만큼 서가 1의 약 80%가 복도와 결합해 전

이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쇼핑몰과 외부로부터 유도된 이동의 흐름이 

곳곳에서 머무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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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영풍문고 용산점의 용도 종류 및 구성

4.3.2.2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1) 용도의 종류 및 구성

영풍문고 용산점은 크게 서점, 카페, 기타 상품 매장의 용도로 구성

되며 자체 브랜드가 아닌 카페만 별도의 계산대를 갖고 있다. 공간이 

벽이나 문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지만, 공간의 규모가 크고 공간 내 기

둥의 폭이 넓어 전체 공간이 열려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쉽게 인식되

지는 않는다. 이 사례 역시 전체 공간을 기타상품진열 영역과 서가 영

역, 카페 영역, 어린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착석공간은 기타상품

진열 영역 외의 영역들에 배치되어 있다.

쇼핑몰 내부 가로와 면하는 곳에 문구, 전자기기, 소품 등의 기타상

품들을 진열해 다양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가로, 세로로 

길게 이어지는 전이공간을 따라 서가 영역과 카페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착석공간이 있어 독서, 휴식, 대화, 업무 

등 다양한 행위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교보문고 분당점과 유사하게 

가장 깊은 위치에 있는 어린이 영역은 다른 공간보다 바닥을 높여 서

점 내 곳곳에서 눈에 잘 띄고 어린이 도서 및 완구, 장난감 등의 진열

대가 다른 서가 및 상품진열 영역에 비해 낮은 밀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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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영풍문고 용산점 내부 가로 측 출입구 진입 영역의 연속 단면(단면 1)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2)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서점 내에 여러 용도가 혼재하면서 용도별 영역들이 물리적으로 서

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이 

연결되면서 기존 서점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던 새로운 행위의 시나리

오가 생겨나는 것을 앞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평면상에서 영역

들이 이루는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영역 사이의 경계 지점의 단면에서 

발생하는 행위 시나리오를 예상함으로써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우 이전 사례들에 비

해 면적이 넓고 영역들

의 연결 관계가 복잡해 

주요 출입구 – 쇼핑몰 

내 내부 가로 측 출입

구와 서점 공간 중앙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 에서 이어지는 동선에 따라 경험하는 시각적 장면을 연

속단면도를 통해 행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내부 가로 측 출입구로 진입해서 카페 영역과 착석공간을 지나

는 동선에 따른 연속 단면을 살펴보면 진입 직후부터 <착석공간 – 전

이공간 – 카페 영역 – 서가 영역 – 높은 착석공간>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전이공간에서 카페 영역과 뒤편의 서가, 착석공간이 겹쳐져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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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영풍문고 용산점의 높은 

착석공간과 서가 영역의 경계부

[그림 87] 영풍문고 용산점의 

어린이 영역 내 착석공간과 서가 

영역의 경계부

이는 것처럼 공간의 비교적 깊어 어떠한 영역에 있을 때 서가나 가구

의 뒤편으로 다른 영역들이 중첩되어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지점에

서 이동하거나 머무르면서 다른 영역들의 장면과 사람들의 다양한 행

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서점 공간에 비해 약 60cm 

바닥 높이가 높은 착석공간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의 중첩된 상호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착석공간은 한 방향으로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으며 착석공간

과 서가 영역의 경계부에 파티션을 

세워 서가 편에서는 높은 서가로 이

용함으로써 착석공간 자체에서 전체 

공간이 잘 보이며 멀리서는 착석공간

이 눈에 잘 들어오지만 바로 근처에

서는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깝고 직접적인 시각

적 접촉을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스컬레이터 측 출입구로 진입해 착석공간을 지나 어린이 

영역으로 향하는 동선에 따른 연속 단면을 보면 진입 직후부터 <전이

공간 – 서가 영역 – 어린이 영역 – 전이공간 – 서가 영역 – 착석공간>

을 거치게 된다. 이 동선에서 역시 영역들 뒤로 다른 영역들이 중첩되

어 보이며 약 70cm 바닥 높이가 높은 어린이 영역에서 이러한 상호

관계를 잘 볼 수 있고 서점 내 다른 지점에서 역시 어린이 영역이 눈

에 잘 들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

용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영역은 앞서 보았던 서가 영역과 

면한 착석공간이 가까운 시각적 관계

를 어느정도 차단한 것과 달리 바닥 

높이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주며 적극

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경계 부분에 앉

기도 하는 등 물리적, 시각적으로 활

발한 상호교섭이 발생한다. 반면, 서

가 영역 내의 착석공간은 서가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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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영풍문고 용산점 에스컬레이터 측 출입구 진입 영역의 연속 단면(단면 2)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둘러 싸여있어 전이공간에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동의 흐

름에 따라 볼 수 있으며 착석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

게 독서나 업무,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된

다. 이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직적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이공간과 서가영역 사이의 물리적, 시각적 연결관계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착석공간의 경우 각각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인접 

영역과 맺는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큰 서점 

공간 내에서 이동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영역들이 중첩되는 장면이 나

타나면서 흐름의 행위와 머무름의 행위들이 밀접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 영역들 사이의 상호교섭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서가 사

이사이에 독서를 하며 머무를만한 착석공간과 소비와 체류가 함께 일

어나는 카페 영역을 적절한 연결방식으로 이어 배치함으로써 이용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소비와 문화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간

을 조성하고 있다. 

(3)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단면상에서의 행위를 토대로 용도별 영역의 부분적 상호교섭 양상을 

파악한 후 용도들의 전체 집합으로서 공간의 구조를 살펴본다. 하나의 

닫힌 공간으로서 교보문고 분당점이 <전이공간 - 서가 1- 서가 2 – 

서가 3> 으로 깊어지는 일반적인 서점의 공간구조를 따르며 전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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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영풍문고 용산점의 공간 구조 

간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은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서

가 1과 서가 2, 착석공간의 구성을 서가 3이 둘러싸는 구조를 가졌다

면 면적이 더 크고 내부 가로를 갖는 쇼핑몰 내에 위치하는 영풍문고 

용산점은 다른 공간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쇼핑몰 내의 내부 가로가 일부 연장되며 여러 방향에서의 수직, 수

평적 출입구를 연결하는 교차된 전이공간이 전체 공간을 순환하며 이

어지고 이 전이공간을 따라 다른 공간들이 나타난다. 이때 [그림 87]

의 좌측 상단에 있는 어린이 영역은 일반적 서점과 같이 서가 1을 서

가 3이 둘러싸며 그 사이에 착석공간을 배치했다. 그 외에 전체 서점

에서 중앙의 계산대 부분을 제외하고 전이공간을 따라 이어지는 공간

은 크게 다섯 개로 나뉘며 각각은 서로 다른 구성을 갖는다. 외부 출

입구와 맞닿는 우측의 영역은 불투명한 외벽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부

분적으로 <전이공간 - 서가 1, 2 – 서가 3>의 구조를 갖는다. 반면, 

내부 출입구와 맞닿는 상단의 두 영역은 외부와 유리로 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향해 모두 열리게 되고 이 부분에는 

서가 2와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로 구성된 착석공간을 배치했다. 그 외

에 모두 서점 내 전이공간으로 둘러 싸이는 중앙의 두 영역 중 착석공

간이 마주보는 테이블로 구성된 좌측 영역은 <전이공간 - 서가 1 – 

서가 2 – 착석공간> 순으로 공간이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며 착석공간

이 한 방향 좌석의 테이블로 구성된 우측 영역은 <전이공간 – 카페영

역, 착석공간, 서가 1, 서가 2>가 순서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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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용산점의 

공간 구조적 특징
기대 효과

다양한 출입구에서 시작되는 

전이공간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몇 개의 부분

부분으로의 진입이 다양하며 이용에 따라 

전체 서점의 공간적 위계가 재설정될 수 있으므로 

고정된 위계적 공간감 탈피 가능

부분들의 경계인 벽의 

투명성 여부와 규모에 따라 

서가 3 및 착석공간 배치

규모에 따라 다층적인 공간을 구성하며 영역들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높여 다양한 행위적 연계 유도 가능

두껍고 촘촘한 수평적 공간 형성

[표 29] 영풍문고 용산점의 공간 구조적 특징과 효과 

영풍문고 용산점이 갖는 공간 구조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다. 첫째, 여러 방향과 위치의 출입구에 따라 서점 공간의 내부 가로

와 같은 서가와 결합한 통로인 전이공간을 형성한다. 이때 전이공간은 

서로 교차하면서 몇 개의 부분들을 만든다. 둘째, 각 부분들의 전이공

간 반대편 경계가 불투명한 외벽일 경우 서가 3으로 둘러싸고 부부의 

모든 면이 내부공간과 면할 경우 서가 1과 서가 2를 둔다. 부분의 규

모가 클 때 착석공간이 배치되며 서가들 사이에 착석공간이 놓이는 등 

규모에 따라 다층적인 공간을 구성해 영역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높

이고 다양한 행위의 연계가 유도된다.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 비해 공간으로의 진입방식과 이동 

순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서점이 갖는 공간적 위계가 역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동 순서에 따

라 더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 다

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선택지가 더욱 다양하므로 이동과 머무름이 끝

없이 반복되고 활발한 활동들을 촉발하며 이는 교보문고 분당점에서 

나타나는 명료함이나 얕은 위계와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 두꺼우면서도 

탈(脫)위계적인 공간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풍문고 용산

점은 공간의 모서리와 중앙 곳곳에 배치한 출입구와 연결되면서 기존 

서점 공간의 위계적 구조로부터 벗어나 큰 규모임에도 각 부분으로 진

입과 이용 시퀀스의 다양한 가능성에 따라 두꺼우면서도 촘촘하고 비

교적 수평적인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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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영풍문고 용산점의 영역을 구분하는 바닥 재질 및 패턴 

4.3.2.3 영역의 형성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다양한 방향으로부터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영풍문고 용산점은 명확

한 방향성과 위계적 구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전체 공간을 교차하는 전

이공간을 따라 서가 영역, 카페 영역, 착석공간 등이 두껍고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각 영역들이 인접한 영역과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어 연계된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지 바닥 마감, 가구 

등의 구체적인 공간적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영풍문고 용산점의 바닥 재질은 크게 2종류 – 회색 콘크리트 에폭시 

마감과 우드 플로어링 – 으로 구성된다. 서점 내에서 70% 이상의 면

적이 회색 콘크리트에 에폭시로 마감되어 쇼핑몰 가로의 어두운 회색 

타일 마감과 구분되는 것을 출입구에서 볼 수 있다. 내부 가로 반대편

의 편의시설과 맞닿는 부분의 전이공간은 전체 서점보다 약간 어두운 

회색의 콘크리트에 에폭시로 마감했으나 쉽게 구분될 정도는 아니다. 

바닥이 높아지는 두 곳의 착석공간만 우드 플로어링으로 마감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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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쇼핑몰 내부 

가로와 구분되는 영풍문고 

용산점의 바닥

서가 영역과 두드러지게 구분했으며 전체 

서점 공간 내에서 그 높이와 재질 때문에 

가장 눈에 띈다. 그 외의 모든 공간을 하나

의 바닥 마감 종류를 사용한 것은 전체 공

간이 매우 촘촘하고 두꺼우며 위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 공

간구조가 특정한 방향성이 없으므로 어떤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선택

지가 많고, 대부분의 지점에서 여러 영역의 서가와 파티션, 가구 

등이 중첩되어 보이기 때문에 바닥 재질과 패턴으로까지 구분하기

에는 공간이 더욱 복잡해보일 것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너무 넓은 면적을 같은 종류의 바닥 마감으로 다소 지루한 공간이 

될 것을 우려해 바닥 마감으로 구분되지 않는 착석공간과 카페 영

역에 박공 형태의 프레임을 씌워 보다 직접적으로 두 영역을 다른 

서가 영역과 인식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교보문고 분당점에 비해 다소 밀도가 높고 명료하지 않은 공

간의 구조를 갖는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우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머무

를만한지,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행

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공간적 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서가와 결합한 전이공간, 착석공간과 같이 다른 서

가 영역과 이동 및 머무름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의 경계에서

는 바닥의 마감이나 패턴을 다르게 조정한다면 공간의 이용과 선택에 

있어 더 직관적으로 다양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및 간격

영풍문고 용산점의 전체 공간은 내부의 기둥, 에스컬레이터와 보이

드 공간을 제외하고 벽을 통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앞서 본 사례

들과 마찬가지로 서가와 가구들을 통해 작은 영역들로 구분된다. 이 

사례 역시 서가 영역은 서가의 종류에 따라 서가 1, 서가 2, 서가 3

으로 나뉘며 서가 1과 서가 2의 높낮이가 다양하지는 않다. 전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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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영풍문고 용산점의 영역을 구분하는 진열대의 다양한 높낮이 분포 

[그림 93] 서가1, 2a, 2b, 기둥을 활용한 3

을 순환할 수 있는 복도가 서가 1과 결합한 전이공간에 대부분의 서

가 1이 따라 놓여 있으며 교보문고 분당점(325cm, 300cm, 180cm)

에 비해 서가 1의 길이가 짧아 (120cm, 140cm, 180cm) 촘촘한 서

가의 구성을 갖는다. 서가 2a(길이 240cm, 높이 160cm)는 교보문고 

분당점(길이 200cm, 높이 220cm)와 비교했을 때 길지만 높이는 낮

아 역시 촘촘한 구성을 가지되 시각적으로는 개방시켜 덜 답답한 공간

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천장과 면하지만, 선반과 기둥으로만 구

성되어 부분적으로 시선이 투과되는 서가 2b가 전이공간과 서가 영역, 

혹은 서가 영역과 착석공간 사이에 놓여 영역을 적당히 구분하면서 시

각적 교류가 가능하다. 서가 

3은 네 면이 전이공간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영역에 외벽

과 면하게 배치되었고, 공간 

내의 기둥의 일부를 책의 전

면이 보이게 진열하는 서가로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서가와 그 외 가구(의자와 테이블 등)의 높낮이에 다른 시선 투과 

여부에 따라 르페브르의 공간 분류 – 고정된 공간(서가 3, 계산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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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기준 공간 전체 공간 내 면적 비율

파티션 

및 가구 

높이

서가3 & 계산대 고정된 공간 200㎡(12%)

서가2 반고정적 공간 182㎡(11%)

서가1& 착석공간 이동가능한 공간 1042㎡(62%)

없음 빈 공간 246㎡(15%)

계: 1670㎡

[표 30] 영풍문고 용산점 내 공간 분류 및 분류별 면적 비율

[그림 94] 영풍문고 용산점의 

반고정적 공간의 서가에서 잘 

보이는 착석공간

[그림 95] 영풍문고 용산점의 

착석공간에서 잘 보이는 서가 

영역

고정적 공간(서가 2a, 2b), 이동가능한 공간(서가 1a, 착석 공간), 그

리고 빈 공간 – 으로 전체 서점의 공간을 나누어 보면 쇼핑몰 내부 가

로로부터 진입하면서 가구가 없는 공간을 빈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전

체 서점 공간 내에서 이동가능한 공간이 1042㎡로 전체 면적 중 62%

를 차지하고 빈 공간이 15%(246㎡), 고정된 공간 12%(200㎡), 그리

고 반고정적 공간이 11%(182㎡)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교보문고 분당점에 없던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가능한 공간, 반고정적 공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고정된 공간

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지점과 방향에서의 출입이 가능해져 공간이 

두꺼워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반적

으로 가장 깊은 곳에 배치되는 서가 3을 비

롯해 카페를 제외한 각종 계산대를 서점의 

중앙 부분에 합쳐서 배치함으로써 고정된 공

간의 면적을 줄임으로써 공간의 밀도를 조정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

우 대부분의 서가 1이 전이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동가능한 공간을 전이공간과 착석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체 공

간 구조을 교차하는 전이공간은 영역들을 활

발해 행위와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높인다. 

서가 3 대신 사람들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착석공간들이 

전이공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배치되고 그 사

이 영역에 시선이 투과되는 서가들로 채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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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고정된 공간 200㎡ (12%) 1.12m

반고정적 공간 182㎡ (11%) 0.84m

이동가능한 공간 1042㎡ (62%) 1.05m (착석공간: 1.21m, 서가1: 0.98m)

빈 공간 246㎡ (15%) -

전체 평균 1.03m

[표 31] 영풍문고 용산점 내 공간 분류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로써 모든 공간에서 착석공간들이 눈에 잘 들어오고 착석공간에서 

역시 다른 공간들이 잘 보이므로 이는 이동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머무름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어 영역들 사이의 상호 연결이 가능

해진다. 

단면에서 나타나는 서가의 높낮이에 따른 시각적 교류 여부를 바탕

으로 더 세밀하게 사람들의 이동과 머무름에 대한 행위적 가능성을 평

면에서 이해하고자 영역을 나누는 요소인 서가와 가구의 간격을 살펴

보면 간격(평균1.03m)이 앞의 사례들(츠타야서점 1.29m, 교보문고 

1.43m)에 비해 좁아 높은 밀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공간 별로 살펴보면 특히 이동가능한 공간과 고정된 공간 사이에 

놓이게 되는 반고정적 공간의 간격이 0.84m로 이는 츠타야서점

(1.25m), 교보문고(1.40m)에 비해 매우 좁아 높은 밀도의 공간적 환

경을 만들고 있으며 두 사람 이상 서있거나 머무르기에는 좁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서 책을 읽거나 머무르기보다는 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특

이하게 고정된 공간의 간격이 세 공간 중 가장 간격이 넓게 나타난 것

은 외벽과 면하는 서가 3과 계산대 부분의 공간적 밀도를 낮춰 서가 

3을 머무를 공간으로 의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동가능한 공간은 평균 

간격은 1.05m이지만 그 중 서가 1 영역은 0.98m인 반면 착석공간은 

1.21m로, 서가가 있는 이동가능한 공간에서는 흐름이, 착석공간에서

는 머무름의 행위가 유도된다. 

영풍문고 용산점은 모든 사례 중 서가와 가구의 사이 간격이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면적이 크고 그 공간적 밀도 역시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정된 공간, 반고정된 공간, 이동가능한 공간별

로 사이 간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각 공간에 따라 흐름과 머무

름에 대한 행위의 기대가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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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영풍문고 용산점의 종류별 착석공간 분포 

전이공간에서는 적당히 흐름과 머무름, 반고정적 공간에서는 빠른 이

동, 착석공간에서는 머무름의 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서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착석공간의 바닥 높이를 높여 각 

영역들 사이의 시각적 교류가 잘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다

양한 행위를 촉발하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3)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및 분포

서가의 높낮이와 간격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의 가능성을 예상

하고 비교적 오래 머무르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와 활동들은 착

석공간 내에 배치된 가구들의 종류와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영풍문고 용산점의 착석공간들은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어린이 영역에 20㎡, 카페 영역에 60㎡, 내부 출입구 부분에 20㎡, 

서가 영역 사이에 25㎡와 20㎡로 전체 서점 면적 1670㎡ 중 약 

9%(145㎡)를 차지한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드 플로어링으로 마감되고 다른 공간

보다 70cm 정도 높은 어린이 영역의 착석공간은 서가 영역과의 경계

를 이루는 단차 부분을 넓게 연장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1

인용 빈백 소파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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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보다 높아 어디서든 눈에 잘 보인다. 이 영역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 앉아서 책을 읽거나 노는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 카페 영

역은 네 면이 서가와 맞닿아 시각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으며 

인식적으로 서가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박공 형태의 프레임을 씌웠다. 

이 영역의 착석공간은 마주 보는 개별 좌석과 한 방향과 마주 보는 공

용 테이블, 기둥을 둘러싸는 테이블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해 선택적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고 독

서나 공부, 업무 등 가장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난다. 쇼핑몰 내부 가

로와 맞닿는 출입구의 양쪽으로 배치된 착석공간은 가장 편안한 소파

와 낮은 테이블로 구성되며 독서를 하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

가 발생한다. 서가 2로 둘러싸인 착석공간은 마주 보는 6인용 공용 테

이블 세 개가 놓여 있으며 이 영역 또한 박공 형태의 프레임으로 된 

시선이 투과되는 서가로 씌워 다른 영역과 시각적으로 구분된다. 다른 

착석공간은 한 방향으로 보는 8인용 공용 테이블 두 개가 일렬로 연

결되어 있으며 우드 플로어링의 바닥 마감과 높은 바닥 레벨로 인해 

다른 영역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 어느 곳에서도 두드러지게 시야에 

들어오며 시선이 향하는 인접 영역에는 높은 서가를, 반대쪽에는 시선

이 투과되는 영역을 배치했다.

이러한 착석공간들이 인접 영역들과 면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연계와 영역 간 상호교섭을 이해하기 위해 두 종류의 착석공간 – 서가 

2로 둘러싸인 착석공간(영역 C)과 카페 영역의 착석공간(영역 D) – 과 

인접 영역의 시각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역 C는 어떤 지점에서 진입하든 <전이공간 – 서가 2 – 착

석공간 – 서가 2 – 전이공간>으로 구성되며 전이공간의 낮은 서가 1

과 서가 2를 수직적으로 빗겨 배치함으로써 이 영역을 지나는 모든 

이동 동선에서 착석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러한 서가 배치로 인해 

이 영역 내에서 인접한 영역들 사이의 활발한 시각적 교류를 통해 전

이공간에서의 이동, 서가 영역에서의 이동과 책 고르기, 착석공간에서

의 머무르는 다양한 행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역 간의 상호교섭이 기

대된다. 영역 D에서는 <전이공간 – 착석공간 – 서가 2>, <전이공간 – 

착석공간 – 서가 2 - 전이공간>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카페 영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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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영역 C와 D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교류에 따른 관계 
의 착석공간이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되고 서가 영역 내의 착석공간은 

그 레벨이 높아 다양한 시선의 교차를 유도한다. 그러나 영풍문고 용

산점의 경우 앞의 사례들과 달리 공간의 밀도가 높고 두꺼우며 특정 

지점으로 집중된 계산대의 위치로 인해 관리자 시선이 이 영역들을 한 

번에 조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영역들의 경계부를 포함하는 연속단면도에서 사람들의 시각적 교

류를 예상해보면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우 부분적으로 바닥의 레벨을 

조정함에 따라 시선의 높이가 더욱 다양하며 이는 평면상에서 큰 규모

와 높은 밀도를 단면상에서는 다소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

렇게 여러 높낮이의 시각적 교류는 곧 인접한 영역들 사이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공간적 환경을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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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영풍문고 용산점 내 착석공간 인접 부분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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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영풍문고 용산점의 베스트셀러 

서가 배치 

[그림 100] 영풍문고 용산점의 쇼핑몰 내부가로 및 수직코어 인접 부분의 

베스트셀러 서가와 카페영역 내 착석공간의 서가 

4.3.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3.3.1 공간의 운영: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용산역사와 통합된 쇼핑몰 내부에 위치한 영풍문고 용산점은 본 연

구에서 다루는 사례 중 평일이나 주말, 오전이나 오후 등 조건의 영향

을 적게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다

양한 시간대에 이뤄진 여러 번의 답사를 통해 특히 주말에 가족 단위

의 고객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체류 시간으로 서점 공간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 역시 각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1)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국내 다른 서점들과 마찬가지

로 영풍문고 용산점은 베스트셀

러 서가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 서점 고객이 접근하기 쉬

운 쇼핑몰의 내부가로 및 수직코

어 인접 부분에 베스트셀러(Best 

Seller).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신간(New Books) 서가

로 나누어 배치해 특정 도서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접한 은행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쇼핑몰 내

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점의 깊은 내부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연

스럽게 이 도서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또, 카페 영역의 일방향 

좌석에 앉았을 때 마주하는 기둥에 일부 도서를 진열하고 관련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서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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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영풍문고 용산점의 도서 분류별 배치

[그림 102] 영풍문고 

용산점의 서가로 

둘러싸이고 박공 구조물을 

활용해 눈에 띄는 착석공간 

및 단차가 있는 어린이 

영역

(2) 행위의 연계를 유도하는 새로운 도서 분류법

교보문고 분당점과 마찬가지로 영풍문고 용산점 역시 새로운 도서 

분류법을 공간에 도입하지는 않고 주제별로 <문학>, <잡지>, <경제, 경

영, 자연, 공학>, <인문, 종교, 정치, 외국어>, <아동>, <취미, 예체능>

으로 나뉜 서가들은 전체 공간 내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먼저 <A: 문학, 만화, 여행>, <B: 잡지>가 하

나로 엮여서 카페 영역과 한방향 좌석으로 이

루어진 착석공간에 인접하고 <C: 경제, 경영, 

수험서, 컴퓨터, 자연, 공학>, <D: 인문, 종교, 

정치, 외서, 외국어>, <E: 아동>, <F: 취미, 예

체능>이 서로 인접하며 마주 보는 커뮤널테이

블로 이루어진 착석공간을 감싸며 배치되어 있

다. 특히 C, D, F의 서가에서 책을 고른 후 

더 깊이 위치한 착석공간으로 이동해 독서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E(아동 도서 및 상품 서가)는 

사이사이에 단차를 이용한 착석공간을 두어 어

린이와 부모가 더 자유롭게 도서 및 상품을 구

경하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는 등 여러 활동이 

서로 연계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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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류 및 면적 행위별 이용자 수 (명)

공간
분류

공간 
면적

통과 계산
서서 
독서

앉아 
쉬기

업무/
독서

식음 대화

필수적 상황적 사회적 계

고정된 
공간

200㎡

(12%)
41 83 91 18 233

반고정적 
공간

182㎡

(11%)
126 104 14 244

이동가능
한 공간

1042㎡

(62%)
188 146 52 77 24 41 528

빈 공간
246㎡

(15%)
242 9 251

[표 32] 영풍문고 용산점 내 공간별 이용자 행위 빈도

[그림 103] 영풍문고 용산점의 공간 분류와 이용활동 

빈도 조사 지점

4.3.3.2 공간의 이용: 기존 서점 공간과 다른 행위의 발생

(1) 영역별 이용자 행위 분석

영풍문고 용산점 역시 서점 내 파티션(책장, 진열대, 테이블) 높이의 

시선 차단 여부라는 물리적 위계에 따라 분류한 네 종류의 공간들에서 

7가지 행위들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분석 대상의 내부 공

간에 한해 2018년 11월 25일(일), 26일(월)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졌

다. 사전 답사를 통해 시

간적 조건으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사

실을 바탕으로 주말 하루

와 평일 하루 동안 동일하

게 12시부터 19시 30분

까지 [그림 103]의 11개 

지점에서 각각 30분씩 이

용자의 활동을 조사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외부공간에서 쇼핑몰 내부로 진입하는 부분에 인접한 빈 공

간에서는 통과가 가장 빈번했고 시야가 닫힌 고정된 공간에서는 대화, 

통과, 계산 및 서서 독서하는 행위가 순서대로 자주 나타났다. 반고정

적 공간의 경우 교보문고 사례와 유사하게 대화, 서서 독서, 통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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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빈번했으며 서서 독서하는 행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동가

능한 공간에서는 서서 독서를 하거나 앉아서 쉬고 업무 및 독서 등의 

개별적인 행위와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행위들이 골고루 일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영풍문고 용산점의 경우 서서 독서하는 행위는 고정

된 공간, 반고정적 공간, 이동가능한 공간에서 전체 행위 빈도를 토대

로 비슷한 비율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외부공간이나 쇼핑몰 내

부가로로부터 진입하는 이용자들을 활발하게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으

로 보인다. 또, 가족 단위의 이용자가 많은 교보문고 분당점과 비교해

보면, 영풍문고 용산점에서 가족 단위 이용자는 어린이 영역이나 카페 

영역의 착석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개별 이용자가 머무를 만한 커

뮤널 테이블과 일방향 테이블로 구성된 착석공간에서 앉아 쉬거나 업

무 및 독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때 특히 커뮤널 테이블로 구성된 이동가능한 공간인 착석공간은 전

체 서점 공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정된 공간, 반

고정적 공간에 해당하는 서가들로 둘러싸여 있어 서가에서의 행위와 

연계가 발생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개별

적 행위를 촉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답사 조사를 통해 영풍문고 용산점 내에서 개별 업무뿐 아니라 업무

상 가벼운 미팅 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차역, 오피

스, 쇼핑몰 등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해 각자의 일

상적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풍문고 용산점은 본 연구에

서 다루는 사례 중 가장 도심에 자리한 사례로 여러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해. 현대 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교통 및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통

해 다양한 행위를 촉발하는 일상적 공간으로서 도시 속 서점의 의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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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목표

- 누구나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규

모의 공간이자 사회적 위계가 없는 공간

공간적 

전략

-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책보다는 표지가 보이도록 함. 전반적으로 조도를 낮추되 책을 고르고 읽는 것

에 지장이 없도록 서가와 테이블에 집중 조명.

- 다양한 시선: 보는 각도에 따라 광경이 달라지도록 조정

4.4 사례3: 이터널저니 부산

4.4.1 개요 및 공간적 목표와 전략

(1) 개요

부산 기장군에서 2017년 7월 개점한 이터널저니 서점(이하 ‘이

터널저니’)은 아난티 펜트하우스와 힐튼 부산이라는 복합 휴양단

지 내에 위치한다. 힐튼 호텔 로비 1층에 자리한 이 서점은 1,653

㎡(5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일관된 색상의 기둥, 벽, 서가 등

의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카페, 어린이코너, 지역 상품 코너 등으로 

구성되며 150여 개 좌석을 두었다. 같은 규모의 대형체인 서점이 

평균적으로 3만 5천 권을 진열하는데 비해 이터널저니는 2만 여권

을 진열함으로써 서가의 밀도가 훨씬 낮으며 모든 책은 표지를 볼 

수 있게 진열한다. 50개여 주제로 나눠 책장을 구성하고 도서 검

색대를 없애고 책과 소가구, 소품 등을 함께 판매한다. 공간 중심

에 카페가 있고 전면 유리를 통해 서점 내부의 활동들이 외부에서 

보이고 내부에서 바다를 향해 시선이 열린다. 작가 강연, 어린이 

수업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후 아난티코브 남해에

도 문을 열었다. 

(2) 공간적 목표와 전략

각종 언론 보도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터널저니의 기획의도와 『월간 

SPACE』의 건축가의 의도를 토대로 공간적 목표와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63 -

[그림 105] 이터널저니 평면도

출처: 저자 작성 바탕도면: SKM

[그림 104] 이터널저니 부산 

아난티코브 위치

4.4.2 역공간의 공간적 구현 방식: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공간

4.4.2.1 외부와의 관계: 개방적 경계와 다층적 공간

(1) 입지적 상황

이터널저니 서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휴양지인 해안가 언덕에 위치한 리조트(아

난티코브+힐튼 부산)의 하층부에 식당, 카

페, 각종 상점과 편의점 등의 상업 시설군

으로 이루어진 아난티타운 내에 있다. 

이 서점은 리조트 1층 내부로의 주출입구

로 진입한 로비에 있으며 그 외에 개별 건

물 몇 개로 이뤄진 상업 시설들을 향해 장

방향으로 배치되었다.

(2) 출입구의 개수 및 입면 재료

이터널저니는 전체 면적(1653㎡)에 총 4개의 출입구를 둬 본 연구

에서 다루는 사례 중 출입구 수는 가장 작다. 출입구는 외부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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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이터널저니의 외부 

출입구

[그림 107] 이터널저니의 

투명한 입면

접 진입하는 출입구 2개와 내부 공간으로

부터 진입하는 수평, 수직 출입구가 있다. 

외부와 맞닿는 출입구 중 휴양단지 외부 

입구 쪽의 출입구는 비정형 곡면의 아치 

볼트형 통로를 지나게 되며 상업 시설군

의 가로와 맞닿은 바다 방향의 출입구는 

유리 입면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상업 시설군의 가로와의 경계부 입면은 

앞선 츠타야서점과 같이 투명한 유리재질로 

마감되었으며 입면 자체가 오목하게 배치되

되 부분적으로 요철을 주어 유리를 중심으

로 서점의 내부와 외부의 시각적 교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며 바다를 향해 시선이 열

리게 된다. 특히 외부 가로와 면하는 다른 

상점의 건물들을 오목하게 감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가로 뿐 아니라 반대편 건물 내 

상점들에서도 서점의 내부 공간과 서가, 그

리고 유리를 따라 내부에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잘 보인다.

(3) 서가와 결합한 복도라는 전이공간

앞의 사례들을 통해 출입구에서 시작되어 전체 서점의 동선을 구성

하는 복도가 주로 낮은 서가(서가 1)과 결합해 책과 관련된 머무름의 

행위가 전이공간에서 발생하며 인접한 서가 영역으로 연계되는 행위를 

촉발하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터널저니 역시 서로 다른 상황의 세 진입로 - 외부로부터의 진입

로, 아난티타운 내 외부 가로로부터의 진입로, 그리고 전체 건물의 내

부로부터의 진입로 - 들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며 평면상에서 T자형을 띠면서 전체 공간을 분할하고 서가 및 착석공

간과 결합한다. 이 전이공간은 다른 사례에 비해 그 폭이 가장 넓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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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이터널저니의 전이공간 내 서가3과 

서가1의 배치

[그림 110] 이터널저니의 

전이공간에서 함께 발생하는 

독서, 이동, 착석 행위

[그림 108] 이터널저니의 전이공간과 공간 관계

통로에 영풍문고 용산점의 전이공간에 서가 1이 규칙적이고 밀도 있게 

배치된 것과 [그림 109]과 같이 달리 낮은 밀도로 흩뿌려져 있어 공간

이 매우 여유롭게 느껴져 서서 독서하는 행위들이 잘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면상에서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좌측 하단부에 위치한 카페

영역과 맞닿는 전이공간의 경계부에는 일렬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배

치해 서가에서 고른 책을 가지고 이 좌석에 앉음으로써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 비해 전이공간 자체에서 앉고, 대화하고, 독서하는 등의 머

무르는 행위를 활발하게 촉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터널저니의 전이

공간은 서가 뿐 아니라 착석공간과 결함함으로써 이동과 머무름의 행

위에 대한 결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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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이터널저니 서점의 용도 종류 및 구성

4.4.2.2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1) 용도의 종류 및 구성

가로로 긴 형태의 평면을 갖는 이터널저니는 크게 서점, 카페, 기타

상품매장의 용도로 구성되며 카페만 별도의 계산대를 갖고 있다.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각 용도별로 공간들이 벽이나 문을 통해 분리되

지 않고 카페와 서점의 계산대가 전체 공간에서 인접해 있다. 장방형

의 양 끝과 중간에 세 개의 출입구를 가지는 전체 공간을 카페 영역, 

서가 영역, 기타 상품진열 영역, 어린이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착

석공간이 기타 상품진열 영역을 제외한 영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전체 공간의 좌측 중심부에 카페 영역이 있고, 모서리 부분에 기타상

품 진열영역과 어린이 영역 및 음악청취와 이벤트 영역이 있으며 그 

외 공간과 전이공간에 서가들이 배치된다.

앞서 살펴본 아치 볼트형 주출입구를 지나면 서가 영역, 기타상품진

열영역, 카페 영역이 한 번에 시선을 끌고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전이공간을 따라 서가 영역이 있고 부분 부분 더 넓은 서가들로 확장

된다. 서가들 사이에 넓은 착석공간이 있어 독서, 휴식, 대화 등 다양

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카페의 착

석공간이 유리 입면을 따라 일렬로 배치됨으로써 서가 일부를 둘러싸

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례 역시 어린이 영역은 다른 공간보다 바닥을 

높여 서점 내의 여러 지점에서 눈에 잘 띈다.



- 167 -

[그림 112] 이터널저니 외부 측 주 출입구에 인접한 영역의 연속 단면(단면 1)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그림 113] 유연하게 

이용되는 서가 3과 

착석공간

(2) 용도별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

서점이라는 공간에 여러 용도들이 혼재하면서 새로운 행위의 조합 

시나리오가 발생하며 이러한 공간적 환경에 있어서 각 용도별 영역 사

이에서 상정되는 관계가 중요한 것을 이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하

였다. 특히 휴양지에 위치한 이터널저니는 도심의 서점들에 비해 이용

자가 더욱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며 머무를만한 착석

공간이 인접한 영역들과 어떠한 경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서 상호교

섭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공간 내의 행위 시나리오를 예상

해보고자 한다.

이터널저니의 경우 전체 공

간이 T자형의 전이공간을 중

심으로 양쪽으로 나뉘고 각 

영역의 착석공간을 중심으로 

연속단면도 및 단면도를 통해 

공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각적 장면과 발생하는 행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휴양단지의 외부 진입로에서 연

결되는 외부 측 출입구로 들어와 전이공간을 

지나는 동선을 따라 서가 영역과 카페 영역을 

바라보는 연속 단면(단면1)을 보면 전이공간

을 사이에 두고 서가 영역은 비교적 밀도가 

낮고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보다는 착석공

간에서 머무르는 행위와 서가에서 책을 고르

는 행위가 함께 일어나거나 때에 따라 음악 

청취나 이벤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유연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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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이터널저니의 츠타야식 

서가3과 서가1 결합

[그림 117] 

이터널저니의 어린이 

영역 경계부

[그림 114] 다양한 시선의 교차가 예상되는 이터널저니 단면1의 서가, 

전이공간, 카페영역의 경계부

[그림 115] 이터널저니 주요 서가 영역 및 어린이 영역의 단면(단면 2)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반면 카페영역은 <서가와 결합한 전이공간 – 착석 공간 – 카페의 계

산대 – 커뮤널 착석공간 – 개별 착석공간> 순으로 일렬로 맞닿아 있어 

계산대, 커뮤널 테이블을 통과하는 다양한 시선 교차가 가능하다. 이

러한 시각적 연결은 자연스러운 행위적 연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츠타야식의 구조를 가지는 공간 중앙부의 서가 3과 어린

이영역을 가로지르는 [단면 2]를 보면 <서가 1과 결합한 서가 3 – 통

로 – 어린이 영역>이 인접한다. 

이때, 서가 3의 밀도가 츠타야서점보다 낮아 서가 3의 내부에 부분

적으로 서가 1이 배치됨에도 여유로운 이동과 독서가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며 다른 부분에 비해 바닥 높이가 약 70cm 높은 어린이 영역은 

다른 공간에서 눈에 잘 띄며 이 영역에서 다른 공간 역시 잘 보여 어

린이들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단차가 있는 어린이 영역과 

서가 영역의 경계부는 영풍

문고 용산점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착석공간을 형

성하며 물리적, 시각적으로 

활발한 상호교섭의 행위들

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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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이터널저니 주요 서가 영역 및 

전이공간의 단면(단면 3)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머무름에 따른 영역 간 상호교섭

[그림 119] 이터널저니 

단면3의 서가, 

전이공간, 카페영역의 

경계부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서가와 

전이공간을 가로지르는 [단면3]

을 통해 <착석공간과 결합한 서

가 3 - 서가 1과 결합한 전이공

간 - 서가 1과 결합한 서가 3 

- 확장된 카페의 착석공간>이 

서로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착석공간과 결합한 서가 3은 세 면이 서가 3으로 둘러싸이

고 한 면은 완전히 전이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넓은 공간에 네 개

의 커뮤널 테이블이 규칙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앞서 살펴본 다른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서가에서 책을 고르

는 행위가 앉아서 책을 읽는 행위로 훨씬 물리

적으로 훨씬 여유롭게 일어나며 전이공간에서

의 흐름의 행위 역시 테이블에 앉는 머무름의 

행위로 밀접하게 이어진다. 또, 서가 1과 결합

한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가 3이 이

어져 서가 1, 서가 3으로 점점 깊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이동이 유도된다. 반대 편에서 역시 

통로를 중심으로 서가 3과 카페영역의 착석공

간이 마주하는데 이때 통로의 폭이 비교적 좁

아 머무름의 행위와 이동의 행위가 부딪히기도 

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영역 사이의 활

발한 상호교섭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해체되고 재배열된 서점의 공간 구조

이터널저니는 같은 면적의 일반적 서점에 적은 수의 책을 진열하면

서 원형 기둥을 둘러싸는 곳을 제외하고 서가 2의 비중을 거의 없애

고 서가 1과 서가 3으로만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가로로 긴 장방형이

자 양끝부분이 사선으로 꺾이는 평면에서 이터널저니의 공간은 교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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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이터널저니의 공간 구조 

고 분당점이 취하는 전체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 속에서 위계

를 설정해 서가 3이 둘러싸는 전략과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이 서가 

3을 공간의 중심에 두고 전이공간, 서가 1로부터 진입하게 하는 전략

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먼저, T자형의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전체 공간은 중간의 넓은 두 영

역과 그를 둘러싸는 모서리의 네 개의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림 106]

의 평면도 중심의 복도를 기준으로 세 면이 벽에 면하는 서가 3으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과 두 면이 벽과 면하는 서가 3으로 둘러싸이는 

양 끝의 두 부분이 있다. 세 면이 서가 3으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은 

각각 음악청취 및 이벤트 영역과 넓은 커뮤널 테이블이 있는 착석공간

으로 채워진다. 서점의 투명한 입면부 쪽에서 두 면이 서가 3으로 둘

러싸이는 부분은 각각 서가 1을 채운 진열공간과 어린이 영역으로 구

성된다. 그 외에 중간의 넓은 영역의 중간에 출입구가 있고 이를 기준

으로 두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좌측 영역은 카페 영역과 계산대가, 

우측 영역은 카페의 착석공간과 서가 3이 배치된다. 다른 부분들을 구

성하는 서가 3과 달리 이 영역의 서가 3은 츠타야서점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전이공간, 착석공간, 서가 1과 연결된다. 이 서

가 3 영역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중첩되고 흐름과 머무름의 다양한 가

능성이 발생한다. 중간의 두 영역에 배치되는 카페의 착석공간은 투명

한 입면을 따라 마주 보는 좌석이 길게 배치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 중 착석공간이 가장 다양하게 흩뿌려져 있다.

이터널저니의 공간 구조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 개의 출입구로부터의 T자형 복도가 통과하는 장방형 공간의 네 개

의 모서리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서가 혹은 착석공간 – 서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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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저니 서점의 

공간 구조적 특징
기대 효과

장방형 평면의 모서리는 

일반적 서점 공간구조의 

작은 부분들로 구성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 서점 공간 구조 가지면서 밀도를 

낮춰 자연스럽게 착석공간에서의 여유로운 체류 유도 

중앙 영역은 계산대와 

서가3을 가운데 두고 

착석공간을 인접 배치

다양한 장면의 중첩을 유도하고 공간의 밀도가 낮아 

인지되기 쉬운 공간 구조 형성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공간 형성

[표 33] 이터널저니의 공간 구조적 특징과 효과 

위계를 설정한다. 이는 비교적 익숙한 서점의 공간구조이지만 서가 1

과 서가 2의 비중이 낮아 훨씬 밀도가 낮고 느슨하게 읽힌다. 둘째, 

두 영역으로 나뉘는 중앙의 두 영역 중 하나는 계산대와 카페를, 나머

지는 착석공간과 서가 3을 배치하되 한 방향으로 길게, 낮은 밀도로 

배치한다. 이는 익숙하지 않고 복합적인 공간의 구성이지만 시야가 트

여있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 전체 공간이 비교적 

잘 이해되며 다양한 행위들의 상호교섭이 발생하는 영역들이 한 눈에 

읽힌다.

이러한 공간 구조적 특징에 따라 이터널저니는 기존의 일반적 서점

이 갖는 위계적 구조와 그 위계가 역전된 구조의 부분들을 혼종시켜 

다양한 공간의 경험을 가능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밀도가 낮아 인

지되기 쉬운 느슨하고 흩뿌려진 구조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4.4.2.3 영역의 형성요소: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세팅

내부, 외부로 맞닿는 세 개의 출입구로부터 다양한 유입이 이루어지

는 이터널저니는 일반적인 서점의 공간적 위계와 새로운 서점의 공간 

구조가 혼종되어 있으며 특히 서가의 밀도가 낮아 여러 지점에서 전체 

서점 공간을 잘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서점 내의 각 

영역들이 인접한 영역들과 어떻게 구분되어 인식되며 다양한 행위의 

연계가 유도되는지 바닥 마감과 가구의 배치 등의 구체적인 공간적 요

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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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이터널저니의 영역을 구분하는 바닥 재질 및 패턴 

[그림 122] 출입구 및 

통로 모서리 부분의 바닥

(1)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는 바닥의 재질 및 패턴

이터널저니 전체 공간의 바닥 재질은 크게 3종류 – 테라조

(terrazzo) 위 에폭시 마감, 우드 플로어링, 그리고 타일 위 에폭시 마

감 – 로 구성되며 우드 플로어링과 타일은 두 가지 톤으로 다시 나뉜

다. 세 출입구로부터 이어지는 통로 부분은 테라조 위 에폭시로 마감

했고 전체 공간을 가로지르는 주요 전이공간은 어두운 회색 타일, 카

페 영역에는 밝은 회색 타일을 사용했다. 기타 상품진열영역과 어린이 

영역에는 밝은 우드 플로어링을, 나머지 서가 영역에는 어두운 우드 

플로어링에 에폭시로 마감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색상의 테라조, 타

일은 연결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우드 플로어링의 공간은 눈에 띈다.

각 재질별로 더 살펴보면 먼저, 출입구 및 

중앙공간을 감싸는 통로 모서리 부분의 테라

조 위 에폭시 마감은 패턴이 없고 균일한 재

질이 연속되면서 바닥 자체보다는 공간에 놓

인 가구와 진열대, 혹은 다른 공간들로 시선

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주요 전이공간과 카페 매대 영역은 타일로 마감되었으나 색상의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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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어린이영역의 

바닥 재질

[그림 123] 바닥 재질로 구분되는 카페/전이공간 및 

인접 영역에서의 행위

[그림 124] 바닥 재질로 구분되는 전이공간/서가 

과 패턴이 다르고 카페 

영역의 바닥은 질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그림

123]에서처럼 카페의 

커뮤널 테이블 부분과 

서점 주요 통로 부분의 

경계가 두드러져 전이공

간 내의 서가와 카페의 

착석공간이 물리적으로는 연속되지만, 행위들이 어느 정도 구분되

는 인식적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출입구와 전이공간, 카

페에서 주로 회색의 차

분한 바닥 재질을 사용

했다면 서가 영역은 이

들 영역과 확연히 구분

되는 우드 플로어링 바

닥 재질을 사용하고 전

반적으로 조도가 낮은 서점 공간 내에서 집중 조명을 사용함으로

써 시야에서 두드러진다.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서가들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벽이나 문으로 분리되

지 않아 물리적으로 이어진 영역임에도 다른 바닥 재질을 사용함

으로써 전체 공간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몇 개의 영역들로 

나누고 있다. 이때 공간 내의 기둥과 서가 역시 바닥과 유사한 재

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전체 공간의 한쪽 모서리에 자리한 어린이 

영역 역시 서가는 아니지만 우드 플로어링의 

바닥 재질을 사용하고 높은 단차로 인해 전체 

서점 내에서 쉽게 시야에 들어오며 인접한 통

로로부터 인식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읽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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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이터널저니의 영역을 구분하는 진열대(서가)의 다양한 높낮이 분포  

[그림 127] 출입구로 

들어와서 보게 되는 서가 

1과 결합한 전이공간

(2) 여러 높낮이의 서가와 파티션 및 간격

이터널저니의 전체 공간은 건물의 기둥,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벽

을 통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서가와 가구를 통해 작은 영역들로 

나뉜다. 서가 영역들은 크게 [그림126]에서의 좌측 상단(서가 3), 우측 

상단(서가 3), 우측 중앙부(서가 3), 우측 하단의 어린이영역(서가 3)으

로 나뉘며 곳곳에 서가 1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 서점의 3단계의 서가 구성과 달리 이터널저니는 

1.2m 이하의 서가(서가 1)와 천장까지 닿는 서가(서가 3) 두 종류만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가가 답답하거나 빽빽한 서점의 분위기를 형성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통로를 따라 넓게 배치되는 서가로 인해 여유

롭게 읽힌다.

이때, [그림 127]과 같이 서가 1은 전체 공

간의 중앙부나 양 끝의 출입구 및 전이공간의 

이동 흐름을 따라 배치되어 동선 위에서 자연

스럽게 도서로의 시선을 유도하고 1미터를 넘

지 않는 서가의 낮은 높이로 인해 전이공간과 

인접한 영역들로의 시선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다. 내부에 착석공간을 배치한 서가영역들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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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기준 공간 전체 공간 내 면적 비율

파티

션 및 

가구 

높이

서가3 & 계산대 및 

상담코너
고정된 공간 405㎡(25%)

서가2(기둥을 둘러싼 서가) 반고정적 공간 54㎡(3%)

서가1 & 착석공간 이동가능한 공간 952㎡(58%)

없음 빈 공간 239㎡(14%)

계: 1650㎡

[표 34] 이터널저니 서점 내 공간 분류 및 분류별 면적 비율

[그림 128] 두꺼운 원형 

기둥을 이용한 서가

과 면하는 서가 3이 둘러싸고 있다. 또, 건물

의 규모 때문에 비교적 두꺼운 원형 기둥은 

넓은 영역에 도서를 진열하고 이동하기에 편

한 공간을 구성하기에 단점이 될 수도 있으

나 [그림 128]과 같이 기둥을 따라 서가를 

배치하고 주변에 비슷한 원형 서가들을 추가

로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원형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전이공간에서 진열된 도서와 상품을 중심

으로 더 오래 공간에 머무르게 되도록 활용하고 있다. 원형 기둥

에 설치된 서가 윗부분에 둥근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이 영역이 하

나의 영역으로 인지되는 것이 촉진되기도 한다. 

서가 및 의자와 테이블 등의 가구 높낮이에 따른 시선 투과 여부에 

따라 르페브르의 네 가지 공간 분류 – 고정된 공간(서가 3, 계산대), 

반고정적 공간(기둥을 둘러싸는 서가83)), 이동가능한 공간(서가 1a, 착

석공간), 그리고 빈 공간 – 으로 전체 서점의 공간을 나누어 보면 휴

양단지 외부 가로나 건물 내부로부터 진입하면서 가구가 없는 공간을 

빈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서점 공간 내에서 이동가능한 공간이 

952㎡로 전체 면적 중 58%를 차지하고 빈 공간이 14%(239㎡), 고정

된 공간 25%(405㎡), 그리고 반고정적 공간이 3%(54㎡)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반고정적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터널저니(이동가능>고정>빈>반고정)가 갖는 공간별 면적 비율의 양상은 

교보문고 분당점(이동가능>고정>반고정)과 영풍문고 용산점(이동가능>

빈>고정>반고정)의 중간적 경향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83) 이 서가는 부분적으로 천장과 면하는 기둥이 시야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반고정적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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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고정된 공간 405㎡(25%) 1.86m

반고정적 공간 54㎡(3%) 2.23m

이동가능한 공간 952㎡(58%)
1.98m(카페 영역 내 착석공간: 1.21m, 서가 

영역 내 착석공간: 2.87m, 서가 1: 1.78m)

빈 공간 239㎡(14%) -

전체 평균 1.95m

[표 35] 이터널저니 내 공간 분류별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

[그림 129] 호텔 로비로 

진입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서가와 착석공간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서점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동가능한 공간은 크게 서가 1이나 전이공간 및 착석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착석공간은 카페 영역, 서가 영역, 어린이 영역 등

에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서점 내부의 곳곳에서 뿐 아니라 투명한 

입면으로 맞닿고 있는 휴양단지 내의 외부가

로 등의 영역과도 시각적 교류가 활발히 이

루어져 서점 외부로부터의 자연스러운 행위

의 연속을 이끈다. 또, 서점 방문이 건물 진

입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호텔 로비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서점의 전이공간을 지나 전체 

건물의 수직동선(엘리베이터)를 통해야 한다

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서가 3은 대부분 벽과 면하며 나머지 

서가들 역시 시선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터널저니는 매우 활

발한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사람들의 물리적 이동과 머무름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

해 서가 사이의 간격이라는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공간의 밀도를 유추

하고 이용자들의 활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이 1.95m로, 앞의 사례들(츠타야서점 1.29m, 교보문고 

1.43m, 영풍문고 1.03m)에 비해 훨씬 낮은 밀도의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공간별로도 다른 사례들에 비해 모두 높은 간격을 갖지만 특히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공간 분류에 비해 낮은 간격을 가지는 반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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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이터널저니 

내 낮은 밀도의 서가3

[그림 131] 이터널저니의 서가 3(좌) 평면과 츠타야서점의 서가 3(우)

공간이 이터널저니에서는 2.23m로 가장 넓은 

사이 간격을 가짐으로써 기둥을 둘러싸는 서

가 영역이 오랫동안 서서 책이나 상품을 구경

하거나 머무르기에 적당한 공간적 환경을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서가 영역 

내의 착석공간의 가구 사이 간격 역시 2.87m

로 영풍문고(1.21m)와 비교할 때, 인접한 서

가에서 책을 고르거나 서서 읽는 사람들의 행위와 자리에 앉아 있

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딪히지 않는다. 특히 벽에 면하는 서가 3외

에 츠타야서점이 가지는 공간적 구조를 따라한 공간 중앙의 서가

3의 경우, [그림 131]과 같이 서가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폭이 넓으며 서가 3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 역시 넓어 이동의 

흐름과 머무름의 행위가 서로 꼬이지 않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터널저니의 이러한 낮은 서가 밀도는 가구의 배치뿐 아니라 

도서의 진열방식으로 인해 극대화된다. 일반적으로 서점들은 많은 

도서를 진열하기 위해 책등을 전면으로 내세워 서가에 꽂지만 이

터널저니의 모든 도서는 책의 표지가 앞으로 오도록 진열한다. 또, 

서가 1에 놓이는 도서들 역시 촘촘하게 진열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적 전략을 통해 열려 있는 하나의 큰 공간감을 창출하며 훨씬 

낮은 밀도의 서가와 느슨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통로나 서가와 

같이 비교적 이동의 흐름만을 유도하는 공간에서도 머무름의 행위

들이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3) 다양한 착석공간과 가구의 종류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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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일반적 

서점의 도서 

진열방식과 이터널저니 

서가의 도서 진열방식 

[그림 133] 이터널저니의 종류별 착석공간 분포 

앞서 분석한 서가 및 가구의 높낮이와 간격을 

토대로 머무름과 이동의 행위를 예상했다면 머

무름이 주로 발생하는 착석공간의 세부적인 요

소들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터널저니의 착석공간들

은 크게 여섯 개 영역으로 나뉘며 벽과 면하는 

서가 3으로 둘러싸인 영역 내의 착석공간은 다

시 몇 개로 나뉜다. 착석공간의 전반적인 분포

는 국내 사례들 중 가장 흩뿌려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착석공간은 총 150여 석

으로 크게 카페 영역(카페 커뮤널테이블, 카페와 통로 사이의 일

자형 의자, 창가의 2인 테이블), 서가 영역(서가 앞 8인 테이블, 

이벤트 공간의 좌석, 가변적인 낮은 테이블과 라운지 체어), 어린

이 영역(계단형 좌석과 어린이 테이블)으로 분류된다. 각 영역별

로는, 카페 영역의 경우 전체 서점이 외부가로와 면하는 유리창을 

따라 배치된 2인용 낮은 테이블에는 40cm이하의 편안한 라운지 

체어가 놓여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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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카페와 통로 

사이에 위치한 두 방향의 

좌석

[그림 134] 유리창을 따라 

배치된 테이블 

ⓒeternaljourney

[그림 135] 카페 매대가 

연장된 ㄴ자형 높은 

테이블ⓒeternaljourney 

누는 행위가 주로 일어난다. 츠타야서점은 

마주보는 건물도 같은 서점이지만 이터널

저니는 다른 외부 상업시설과 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가의 의자가 밖을 향하기보

다는 일행과 교류할 수 있는 구성이다. 그

러므로 창밖에서 서점을 보면 창가에서 독

서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그 뒤로 커뮤널 

테이블에서 독서하는 사람, 책과 상품을 고

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또, 카페

의 매대가 연장된 공용 좌석은 일반적 테이

블보다 높이가 높고 75cm 이상의 하이체어

로 구성되고 ㄴ자로 꺾여 있어 시각적 교류

가 발생하면서도 타인과 마주보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별 독서나 업무가 일어

난다. 카페와 통로 사이 경계에 위치한 좌석

은 통로를 바라보는 좌석과 카페를 바라보는 

좌석으로 구분되며 둘 사이의 등받이가 좌석

을 경계지으면서도 일부 일행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서가 3의 8인 테이블들은 기둥으로 구분된 

영역에 자리하므로 기둥이 없는 부분의 사이 

간격(5m)은 영풍문고(0.8m)에 비해 훨씬 넓어 

매우 낮은 밀도의 여유로운 공간감을 형성한

다. 이 테이블에 놓인 의자는 표준 의자 높

이이며 두 곳에 나누어 배치된 서가 3 내의 

테이블과 의자들은 때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용된다. 강연과 같은 이벤트가 열릴 때에는 좌석을 일렬로 놓기

도 하고 도서의 큐레이팅이 바뀌어 더 많은 도서를 진열할 때에는 

[그림 137]과 같이 테이블이 있던 자리에 서가 1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석공간들이 인접한 영역들과 면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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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서가 3의 8인 

테이블  

[그림 138] 영역 E와 F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교류에 따른 관계 

행위의 연계와 영역 간 상호교섭을 이해하

기 위해 두 영역 – 카페 매대를 중심으로 

한 착석공간(영역 E)와 서가 3을 중심으로 

한 서가 및 어린이 영역에 흩뿌려진 착석공

간들(영역 F) - 내의 시각적 관계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역 E는 카페의 계산대와 키친 영

역을 중심으로 <전이공간 – 착석공간 – 카

페 – 매대가 확장된 착석공간 – 통로 – 착석

공간>의 순서로 일렬로 배치되며 [그림 

138]의 평면 방향을 기준으로 이동의 흐름

은 주로 가로로, 시선의 흐름은 주로 세로로 일어나게 된다. 이때 

전이공간과 카페 사이의 착석공간은 두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

면서 서로 등을 대고 앉는 좌석을 양쪽으로 배치함으로써 통로에

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다른 지점들로 시선이 열리지

만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창을 따

라 배치된 좌석의 경우 시선의 높이가 낮아질 뿐 아니라 각도가 

변하는 창의 배치로 인해 인접한 통로나 외부 가로의 사람들의 시

선과 약간씩 빗겨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역 E 내에서 발생하는 

시선의 교차는 그 레벨이 조금씩 다르고 방향이 조금씩 틀어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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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서가 3과 인접 

착석공간 사이의 좁은 

통로와 시각적 관계

[그림 140]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어린이 영역 가구

자의 행위를 다양하게 유도하면서도 서로의 시야로부터 다소 자유

로울 수 있게 된다. 

영역 F의 경우 공간 중앙의 서가 3을 중심으로 가로로는 <전이공간 

– 서가 3 – 착석공간>, 세로로는 <서가 3 – 서가 1과 결합한 전이공

간 – 어린이 영역>의 순서로 배치된다. 서가 3의 주요 통로 폭이 넓어

서 인접한 영역들로의 시각적 교류가 활발해져 행위의 연계가 촉진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림 139]와 같

이 인접한 착석공간과 서가 3 사이의 통로 

폭이 매우 좁아 개별적 행위가 발생과 이동

의 흐름이 다소 부딪힐 수 있다는 단점을 갖

기도 한다. 또, 어린이 영역과 인접한 서가 

1과 결함한 전이공간 역시 때에 따라 어린이

용 테이블을 재배치함으로써 유연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레벨이 높은 어린

이 영역이 시각적으로 어디서든 열려 있다

는 장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 

서점 내로의 출입구, 전이공간, 서가 3, 착

석공간 등 여러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다양

한 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의 행위와 머무름의 행위들이 서로 부딪

혀 동선 상의 어지러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가구의 가변적 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들의 경계부를 포함하는 단면도 및 연속단면도에서 사람

들의 시각적 교류를 예상해보면 이터널저니의 경우 어린이 영역을 

제외하고는 바닥의 레벨차를 두지는 않지만 착석공간의 흩뿌려진 

배치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의 눈높이와 앉아 있는 사람의 눈높이 

차이를 곳곳에 형성해 전체 공간을 분할하며 전반적으로 느슨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 182 -

[그림 141] 이터널저니 내 착석공간 인접 부분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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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유연하게 이용되는 서가3에서의 다양한 문화 및 강연 프로그램 및 

평소 여유로운 착석공간으로의 이용

[그림 143] 어린이영역과 서가 내 커뮤널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4.4.3 역공간의 운영 및 이용적 구현방식

4.4.3.1 공간의 운영: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의되는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 중 도심으로부터 비교적 가장 떨어진 이

터널저니는 주말 낮 시간대에 가족, 친구 등의 무리로 이뤄진 여러 사

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섯 번의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사례의 카페나 서가 내 착석공간이나 어린이 영역에서 완전한 개별 

방문객보다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머무를 만한 장소를 제공하

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

스를 제안하고 있다.

(1)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제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와 달리 기존의 체인서점이 아닌 이터널저니는 

호텔 속 서점으로서 여유로운 서가와 좌석들을 구성하고 사람들이 특

히 모이는 시간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 서가 3으로 둘

러싸인 공간에서 작가와의 북토크, 피아노 연주 행사 등 다양한 문화 

및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편안한 좌석을 낮은 밀

도로 배치해 여유로운 착석공간으로 이용된다. 어린이 영역과 서가 내 

커뮤널 테이블에서 역시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도서를 통해 이용자와 만나는 것 외에 도서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직접적인 다양한 활동

으로써 도서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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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청음 코너

[그림 145] 관련된 도서, 

의류, 상품, 음식 등 여러 

문화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역 

[그림 146] 이터널저니의 

구체적인 도서 분류

서가 3의 모서리 부분에는 관련 도서와 

함께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청음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

셀러 등의 서가를 통해 팔리기 쉬운 특정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진열하기 보다는 도서

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취향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함께 진열한다. 

2019년 1월에는 [그림 144]와 같이 ‘미식’

이라는 주제를 갖고 관련된 도서, 의류, 식

재료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터널저니는 호텔과 휴양단지를 방문한 여

유로운 이용자가 천천히 구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여러 방식으로 제

안하는 서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 행위의 연계를 유도하는 새로운 도서 분류법

이 휴양단지의 운영사인 에머슨퍼시픽의 브랜드 담당자이자 이터널

저니의 총괄인 이호진은 책장 앞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서점을 기획했다고 말한

다.84) 그를 위해 신간 코너를 많이 배치하기

보다는 관련 작가나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모아 구·신간에 관계없이 경영경제, 인문, 소

설 등의 기존 도서 분류법에서 탈피해 환경, 

컬러, 인물, 부산 등 50여 개의 주제별로 서

가를 분류하며 매달 주제를 바꾼다. 이러한 

주제는 하나의 단어뿐 아니라 ‘차별없는 시

선’, ‘문화의 이해’ 등의 좀 더 구체적인 항목

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84) 최승희, “[피플&피플] ‘이터널 저니’ 이호진 수석”, 국제뉴스,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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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이터널저니의 공간 분류와 이용활동 빈도 

조사 지점

파주 출판단지에서 근무하다 이터널저니를 기획한 이호진 총괄

에 따르면 이 서점은 도심에서 벗어나 일종의 편집샵으로서 단순

한 분류의 프레이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한 인물에 

대한 소설, 비소설을 아우르며 여러 정보를 하나의 서가의 담음으

로써 새로운 담론들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도했다고 한다. 기존 체

인서점들이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를 접근이 가장 쉬운 공간에 베스

트셀러로 배치함으로써 활발한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달리 이터널

저니는 그러한 도서를 모두 배제하고 획기적인 주제별 분류와 진

열을 도입해 매출의 부진이 우려되었으나 낮은 밀도의 공간 구성

과 더불어 사람들이 서가 앞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책을 읽으며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4.4.3.2 공간의 이용: 기존 서점 공간과 다른 행위의 발생

(1) 영역별 이용자 행위 분석

공간이 실제로 이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터널저니 역시 앞

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서점 내 파티션(책장, 진열대, 테이블) 높이의 

시선 차단 여부라는 물리적 위계에 따라 분류한 네 종류의 공간들에서 

7가지 행위들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휴양단지라는 사례의 

입지적 특성과 주요 타겟층에 대한 이해와 몇 번의 사전 답사를 토대

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

다. 분석 대상의 내

부공간에 한해 2019

년 1월 5일(토), 6일

(일) 양일간 12시부

터 16시 30분까지 

[그림 145]의 9개 

지점에서 각각 30분

씩 이용자의 활동을 

조사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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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류 및 면적 행위별 이용자 수 (명)

공간
분류

공간 
면적

통과 계산
서서 
독서

앉아 
쉬기

업무/
독서

식음 대화

필수적 상황적 사회적 계

고정된 
공간

405㎡

(25%)
74 54 298 78 504

반고정적 
공간

54㎡

(3%)
132 123 63 318

이동가능한 
공간

952㎡

(58%)
193 214 168 76 89 112 852

빈 공간
239㎡

(14%)
236 33 269

[표 36] 이터널저니 내 공간별 이용자 행위 빈도

그 결과 외부 가로와 건물의 다른 내부로부터 서점으로 진입하는 부

분에 인접한 빈 공간에서는 통과의 행위가 가장 빈번했고 시야가 닫힌 

고정된 공간에서는 서서 독서, 대화, 통과, 계산의 행위가 순서대로 나

타났다. 다른 사례에 비해 고정된 공간에서 대화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공간의 밀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일부 시선을 

차단하는 기둥을 따라 배치된 서가 영역인 반고정적 공간에서도 나타

난다.

이동가능한 공간에서는 서서 독서를 하거나 앉아 쉬고 업무 및 동서 

등의 개별적 행위와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행위들이 골고루 일어났고 

특히 다른 사례들(교보문고 366(면적 697㎡), 영풍문고 528(면적 

1042㎡))에 비해 이동가능한 공간에서의 행위(이터널저니 852(면적 

952㎡))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 역시 공간의 낮은 밀도, 그리고 

작은 영역으로 나뉘어 공간 전체에 흩뿌려진 착석공간의 분포 양상으

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공간

의 구조를 가지는 이터널저니는 각 용도별 영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 

타인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공

간적 환경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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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실제 장소

공간적 전략과 운영 및 이용 양상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이터널저

니는 다른 서점들에 비해 훨씬 넓고 여유있는 공간과 구체적이고 세분

화된 문화적 제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낮은 밀도의 공간

과 열린 시야를 통해 다양한 행위의 선택이 가능하고 특히 서가 앞의 

넓은 공간을 통해 착석공간으로 굳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오랜 체류를 

가능하게 한다. 도서의 양은 적지만 특정한 주제로 분류됨으로써 풍부

해진 컨텐츠와 층위가 다양한 정보를 제안함으로써 책이라는 매체의 

아날로그적 특성이 극대화되고 머무름을 연장시켜 앞서 살펴본 사례들

과는 다른 행위를 유도한다. 

이터널저니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에 비하면 도심지로부터 다

소 벗어난 휴양지에 위치하지만, 부산의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심 속의 서점이 수많은 정보들을 방대하게 진열하고 제공하는 

장소라면 이 서점은 개인의 일상을 한발 떨어져 바라보게 하며 책이라

는 문화적 매체와 결합한 새로운 휴양지의 소비공간을 제공한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도달한 여행지에서 정신적으로 훨씬 더 멀리 떠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책’을 진열하는 이 서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취향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 여정 – 즉 영원한 여행(eternal 

journey)을 제안하는 실제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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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역공간은 문화와 소비, 즉 일반적으로 공공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시

설과 사적 자본과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는 소비시설의 경계를 허문 문

화적 소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으며 개별적이거

나 사회적 교류를 하는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도시 속 일상공간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개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정리된 일반적 역공간 구현

방식과 역공간으로서 서점의 성공사례를 통해 도출한 서점이라는 역공

간에서 나타나는 세부적 구현방식의 분석의 틀로 삼아 세 개의 유형별 

국내 서점 사례를 분석해 각각이 취하는 의도와 효과를 이해했다. 

먼저,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물 내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교보문

고 분당점(독립형)은 여러 개의 출입구를 통해 서점 공간의 중심으로 

진입하게 하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을 전체 공간의 중간

을 일자로 관통하며 낮은 서가와 활발하게 결합해 복도공간에서 역시 

머무름의 행위가 유도된다. 쇼핑몰의 핵심공간에 있는 영풍문고 용산

아이파크몰점(복합상업시설 입점형)은 상업시설의 외부와 내부로 여러 

출입구를 두고 투명한 물성의 입면으로 내부의 공간과 행위를 노출시

키거나 서가 자체를 경계에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선과 행위를 유도

해 쇼핑몰 안과 밖의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 사례는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출입구를 교차하는 전이

공간이 서가와 결합하며 전체 공간을 순환할 수 있게 배치되었다. 리

조트 내 로비에 위치한 이터널저니(복합문화공간 형성형)은 바다를 향

하는 넓고 오목한 입면을 투명한 물성으로 처리해 내부의 공간과 행위

를 외부로 드러낼 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시선 역시 외부로 향하도록 

의도하는 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개방적인 경계를 형성해 열려 있는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

세 사례들은 모두 서점 내에 서가와 서점 계산대, 카페 영역, 어린

이 영역을 가지며 각 영역별로 착석공간을 포함한다. 전이공간을 따라 

배치된 각 영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교섭 양상은 단면상에서의 

행위의 시나리오를 예상함으로써 파악되며 특히 머무름의 행위가 발생

하는 착석공간과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맞닿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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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공간에 따른 공간 관계 공간 구조

사례1

교보문고 

분당점

(독립형)

사례2

영풍문고 

용산아이

파크몰점

(복합상

업시설입

점형)

사례3

이터널저

니 부산

(복합문

화공간형

성형)

[표 37] 국내 서점 사례별 전이공간과 공간구조 

나타난다. 영역들 사이에서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영역 간 상호관계의 

집합으로서 공간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각 사례별로 전체와 부분이 맺

는 다층적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 흐름과 행위를 유도

하고 있다. 사례1은 전체 서점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구분별

로 일반적인 서점 위계를 적용하면서 서가 3을 ㄷ자로 배치한 후 모

든 부분들을 전이공간을 따라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로 서점 방

문이 주요 목적인 사람들에게 명료하고 얕은 위계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사례 2는 다양한 출입구에서 시작되는 전이 공간이 서로 교차하

면서 둘러싸는 여러 개의 부분을 만들고 각 구분들의 경계와 규모에 

따라 서가와 착석공간을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서점 이용이 주요 목적

이 아니더라도 쇼핑몰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각자의 선택적 

이용에 따라 재설정되는 시퀀스의 공간을 만들고 여러 장면을 시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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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적 특징 역공간으로서의 기대 효과

사례1

교보문고 

분당점

(독립형)

전체 서점 공간을 

몇 개의 부분들로 

분절

· 부분들에 적합한 흐름과 

머무름의 행위를 위한 공간 조성

· 깊고 두꺼운 위계의 서점 공간의 

답답한 공간감 해소

명료하고 얕은 

위계적 공간

기존 서점의 일반적 

위계적 구조 

유지하면서 서가 

3의 접근성 증대

전체 서점 공간의 깊이를 

낮추면서도 다층적 관계 유지하고 

여러 영역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높여 다양한 행위적 연계 유도 

가능

부분들의 대칭적 

배치

이용자 입장에서 명료한 

공간 구조 인식 가능

사례2

영풍문고 

용산아이

파크몰점

(복합상업

시설입점

형)

다양한 출입구에서 

시작되는 

전이공간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몇 개의 부분

부분으로의 진입이 다양하며 

이용에 따라 

전체 서점의 공간적 위계가 

재설정될 수 있으므로 고정된 

위계적 공간감 탈피 가능
두껍고 촘촘한 

수평적 공간
부분들의 경계인 

벽의 투명성 여부와 

규모에 따라 서가 3 

및 착석공간 배치

규모에 따라 다층적인 공간을 

구성하며 영역들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높여 다양한 행위적 

연계 유도 가능

사례3

이터널저

니 부산

(복합문화

공간형성

형)

장방형 평면의 

모서리는 일반적 

서점 공간구조의 

작은 부분들로 구성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 서점 공간 

구조 가지면서 밀도를 낮춰 

자연스럽게 착석공간에서의 

여유로운 체류 유도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공간 

형성
중앙 영역은 

계산대와 서가3을 

가운데 두고 

착석공간 인접 배치

다양한 장면의 중첩을 유도하고 

공간의 밀도가 낮아 인지되기 쉬운 

공간 구조 형성

[표 38] 국내 서점 사례별 공간 구조적 특징과 그로 인한 역공간으로서의 효과

노출시킴으로써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촘촘하고 수평적인 공간을 구

성한다. 호텔 투숙객이나 인접한 다른 건물의 상업시설을 주요 이용자

로 갖는 사례 3은 장방형 평면의 모서리 부분은 사례1의 부분별 위계 

구성을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은 사례2와 같이 전이공간으로 둘러싸이

는 서가와 착석공간을 배치하면서 다양한 장면의 중첩을 유도하고 공

간의 밀도를 낮춰 인지되기 쉽고 여유로운 체류를 유도하는 느슨하고 

흩뿌려진 혼종적 공간을 형성하는 등 각각의 사례들은 기존 서점 공간

의 구조를 의도에 맞게 해체하고 재배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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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면적 및 비율 공간 내 서가 및 

가구의 평균 사이 간격공간 분류 분류 기준 공간 면적

사례1

교보문고 

분당점

(독립형)

고정된 공간 서가3, 계산대 299㎡(26%) 1.34m

반고정적 공간 서가2 134㎡(12%) 1.40m

이동가능한 

공간

서가1, 

착석공간
697㎡(62%) 1.48m

빈 공간 - - -

전체 면적 1130㎡ 전체 평균 1.43m

사례2

영풍문고 

용산아이

파크몰점

(복합상업

시설입점

형)

고정된 공간 서가3, 계산대 200㎡(12%) 1.12m

반고정적 공간 서가2 182㎡(11%) 0.84m

이동가능한 

공간

서가1, 

착석공간

1042㎡(62

%)

1.05m 

(착석: 1.21m, 서가1: 

0.98m)

빈 공간 - 246㎡(15%) -

전체 면적 1670㎡ 전체 평균 1.03m

사례3

이터널저

니 부산

(복합문화

공간형성

형)

고정된 공간 서가3, 계산대 405㎡(25%) 1.86m

반고정적 공간 기둥둘러싼서가 54㎡(3%) 2.23m

이동가능한 

공간

서가1, 

착석공간
952㎡(58%)

1.98m

(카페 내 착석: 1.21m, 

서가 내 착석: 2.87m, 

서가1: 1.78m)

빈 공간 - 239㎡(14%) -

전체 면적 1650㎡ 전체 평균 1.95m

[표 39] 국내 서점 사례별 공간별 면적 비율 및 공간 밀도

이러한 공간 구조 속에서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구체적 공간요소

인 가구 – 서점에서는 특히 서가와 진열대, 의자와 테이블 – 는 이동

과 흐름, 그리고 시각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서가가 놓인 방향에 따라 

이동하고 서가 사이의 간격에 따라 더 오래 사이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의자가 놓인 방향에 따라 시선이 설정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

다. 서점 내 주요 가구들의 높낮이와 간격을 통해 그 공간적 밀도를 

이해해보면, 사례1은 여러 공간들에서 사이간격의 편차가 가장 적고 

대부분의 서점 내 지점에서 타인의 이동과 방해되지 않으면서 머무를

만한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다. 사례 2는 본 연구에서 다룬 서점 중 가

장 밀도가 높고 이는 서점 방문이 주요 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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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용 시퀀스에 따라 이동과 흐름의 명확한 

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3은 공간의 밀도가 가장 낮으며 

특히 서가 영역 내의 착석공간 밀도를 매우 낮춰 머무르는 사람과 이

동하는 사람이 부딪치지 않고 각자의 행위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입지적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 주 이용자를 고려

한 공간적 의도와 전략에 따라 사례별로 나타나는 구체적 구현방식은 

다르지만 접근성을 높이고 오랜 시간 머루를 수 있도록 공간 내 영역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도시 속 일상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문화와 소비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체류할 수 

있는 일상적 문화공간이자 역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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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출판업계의 불황과 전자책의 성장, 온라인 서점의 발달로 출판시장

의 규모와 서점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일본 도쿄 다이칸야마 지역의 

4천여 평 부지에 들어선 츠타야서점은 카페와 음식점, 각종 상점들이 

서점과 결합했다. 평일에 약 1만 명, 휴일에 약 2만 명의 사람이 이곳

을 찾아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개점 이

후 인접 지하철역의 이용자 수를 급증시킨 츠타야서점은 국내외 여러 

서점 공간을 변화시키고 며 정보통신이 발달한 인터넷의 시대에 오프

라인 서점의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으로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서점에 가는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소비가 발생하는 일상적인 도시 속 장소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근대적 관점으로 볼 때 현대 도시는 제도적, 이념적으로 공공영

역의 쇠퇴를 겪고 있다고 논의되지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현대 사

회의 도시에서 사람들의 교류는 일상적 범주로 확장되어 다양한 일상

공간들이 등장했다. 또, 공공장소들과 사적자본이 통합되고 공공생활이 

거리로부터 내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상

업시설과 미술관이나 음악당 등의 문화시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장

소들은 유사 공공공간이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미술관이 백화점의 연장

물처럼 많은 상품을 연계해 판매함에도 여전히 문화적 목표를 갖는 것

처럼 상업과 문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유연한 문화적 소비가 가능한 

장소들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샤론 주킨은 문화라는 개념이 일상과 

통합되는 공간으로서 역공간을 제안한다. 여러 사회적, 상업적 기능과 

의미들이 혼종된 역공간은 도시 맥락을 고려하고 용도들을 복합하며 

공간을 더 작은 스케일로 나누는 전략을 사용하며 이는 실제 공간에서 

외부와의 관계, 용도의 구성 및 상호관계, 그리고 인식적 영역의 형성

요소라는 구현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정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공간의 구현방식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과 

교류를 촉진하는 성공적 문화적 일상공간의 사례로 츠타야서점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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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페, 음식점, 잡화점과 결합하고 다양한 착석공간을 배치해 기존 

서점 공간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배열 한 이 서점에서는 여러 용도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모호

한 용도별 영역 사이에서 새로운 행위의 연계들이 발생한다. 보통의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서가 사이에서 잠시 책을 읽다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 행위만이 발생했다면 츠타야서점에서는 서가 사이에서 책을 읽

거나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

는 등 기존의 서점에 없던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난다. 이는 용도 복합

에 따른 영역 사이의 상호교섭과 용도의 경계 흐림 및 착석공간의 배

치에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몇 개의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경

험이 가능하고 새로운 장면을 제안함으로써 더 오래 공간에 머무르게 

하며 소비의 행위와 문화의 의미가 더해진다.

주목할 점은 이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은 온라인 서점이 제공할 

수 없는 ‘실제 공간’을 통한 경험이자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 공간에 

없었던 공간의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장소에

서 곧바로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직접 오

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여러 용도의 공간들이 합쳐서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하는 실제적 경험을 유도한다. 국내외 대형 오프라인 서점 사례들

을 통해 여러 용도가 복합된 공간은 특정한 이용이나 경험을 강하게 

명령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구, 서가 등의 공간적 요소들을 여러 방식

으로 배치하면서 이용자의 행위와 활동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의미가 

계속해서 바뀌고 영역들을 밀접하게 상호연결하는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와 상업의 기능이 혼종된 도시 맥락에 위치한 교보문고 분당점

은 가족 단위의 이용자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며 익숙하고 강력한 하나

의 전이공간을 따라 여러 세대를 위한 다양한 도서와 상품의 진열영역

이 중간적 밀도를 가지며 명료한 공간적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도시 

내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 쇼핑몰의 핵심공간에 자리한 영풍문고 용

산점은 다양한 공간적·운영적 방식으로 인접한 다양한 시설로부터 서

점으로의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며 밀도있고 촘촘한 공간을 형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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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면들의 중첩을 유도한다. 도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휴양단

지 내에 위치한 이터널저니는 세 개의 대칭적 출입구를 연결하는 전이

공간을 따라 가장 느슨하고 낮은 밀도의 서가를 배치하고 곳곳에 흩뿌

려진 착석공간을 두어 머무름의 행위를 활발하게 이끈다. 이러한 공간

적 구조는 각 사례들 내의 가구 종류와 간격들로 더욱 극대화되며 다

양한 행위들과 행위를 촉진한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서점은 책을 비롯한 여러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

를 연계하는 다양한 행위의 경험을 제안하며 문화적 소비의 장소로서 

도시의 일상공간 – 역공간 – 으로 기능하고 있다. 누구나 특정 장소에 

있고 싶고 살고 싶다는 인류학적 전제는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노마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실제 오프라인 공간으

로서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곧바로 책을 손에 넣고 언제든 읽을 수 있

으며 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같은 장소

에 머무르는 등의 여러 행위를 제안하고 유도하는 서점은 현대 사회의 

개인에게 필요한 공간일 것이다. 이제 서점은 단순한 책의 진열과 판

매가 일어나는 소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 등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경험을 제공

하는 사회적 구심점과 같은 장소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의미를 내세워 책을 구매하는 곳으로부터 읽을 수 있

는 곳으로의 대형서점의 활발한 변화는 출판업계의 우려를 낳기도 한

다. 반드시 소비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서가와 카페영

역, 착석공간을 오가며 발생하는 도서의 훼손은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

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바른 독서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서점은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의 복합과 공간 구조

의 변화와 같은 공간적 전략과 함께 그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상생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도서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강화하거

나85) 도서 구매 고객에게 매장 내 소비공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

나 서가 등의 배치 변화를 통해 착석공간에 대한 숨겨진 시각적 감시

를 강화하는 등 공간을 고려한 운영방식 변화를 통해 공간적 변화가 

85) 김민섭, [직설] 북카페가 된 대형서점들, 경향신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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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극대화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 활기를 띠는 서점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도시 공간의 목표라면 역공간이야말로 현대도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

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역공간 중에서 서점을 다루며 

세 개의 공간 유형별로 각 서점들의 의도와 입지적 상황 등에 따라 다

양한 활동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과 구조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공간의 운영방식 및 실제 이용자의 행위를 통해 

그를 확인하였다. 이는 서점뿐 아니라 문화적 소비가 발생하는 일상공

간으로서 역공간으로 다뤄지는 여러 공간들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계

획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197 -

참 고 문 헌

단행본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2005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그린비, 2001

Jean Baudrillard,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2

John. Urry,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역, 아카넷, 2014

Ju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나남, 2001

Laura J. Miller, 서점vs서점: 미국의 도서판매와 소비문화의 역사, 

박윤규·이상훈 역, 한울 아카데미, 2014

Mary Ann Tétreault, Formal Politics, Meta-Space, and the 

Construction of Civil Life, Philosophy and Geography II: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1997 

Manuel de Sola-Morales, Public Spaces/Collective Space, La 

Vanguardia, 1992

Ray Oldenburg,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De Capo Press, 1999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W. W. 

Norton&Company, 1992

Sharon Zukin,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1991

Tom Avermaete·Klaske Havik, Hans Teerds,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권영민 역, spacetime, 



- 198 -

2011

김언호, 세계서점기행, 한길사, 2016

류정아,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마스다 무네아키, 라이프스타일을 팔다, 백인수 역, 베가북스, 2014

마스다 무네아키, 지적자본론, 이정환 역, 민음사, 2014

마스다 무네아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장은주 역, 위즈덤하

우스, 2017

시미즈 레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박수지 역, 학산문화

사, 2013

장세룡,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정인영,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교보문고, 2017

JOH, TSUTAYA, Magazine B, Issue No. 37, 2015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김기환,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미지,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에서 나타나는 제3공간적 특성과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63호, 2018

김성홍, 소비공간과 도시: 신도시 대형할인점과 문화이데올로기, 대

한건축학회 계획계 16권 1호, 2000

김혜인, 카페 공간의 사용화(私用化)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8

서인호,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 서울대학

교 석사논문, 2004



- 199 -

석영, 체험 마케팅을 적용한 서점공간 연출특성과 선호도에 관한 연

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42호, 2013

윤일, 문화공간에서 공간문화로의 함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8호, 2009

정국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 

사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6

조경진·한소영,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4호, 

2011

최교식, 현대건축의 프로그램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

문, 2001

하상훈, 건축공간관계에 따른 전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호 2권, 1997

신문기사 및 웹사이트

서현, ‘문화, 음모와 질문’, 아시아도시문화포럼 기조강연, 2018

강종훈, “서점, 복합쇼핑몰 핵심시설로…아이파크몰, 영풍문고 열어”, 

연합뉴스, 2018.04.16.

김보영, [확 달라진 예술의전당] 클래식 배우고 스케이트 타고…'문

화 놀이터' 된 예술의전당, 한국경제, 2016.02.15.

김슬기, “영풍문고, 서울문고와 결별했다” 매일경제, 2018.06.27.

김지미,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변신한 서점, 리뉴얼한 교보문고 광

화문점 가보니…‘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매일경

제, 2016.04.05.

김중혁, “그들은 책이 아니라 삶을 얻으러 서점에 왔다”, 매일경제, 

2016.02.19.



- 200 -

김형규, “Book적 Book적…서점, 상권 활성화 주역되다.” 한국경제, 

2018.04.19.

노정동, [아날로그의 재발견] (2) "서점은 더이상 책을 파는 곳이 아

니다", 한국경제, 2017.10.22.

서민지, “[TF기획-이색계열사⑦] 교보생명그룹 '교보문고', 신용호 창

립자 경영 철학 '정수'”, 더팩트, 2018.09.03.

송충현, “별마당도서관 보려고...1년간 2100만명, 코엑스몰 찾았다” 

동아일보, 2018.05.27.

윤민혁, “용산아이파크몰 영풍문고 문 열어...월 30만 명 집객 예

상”, 조선 비즈,  2018.04.16.

윤정현, “덩치 커졌지만 이익은 뒷걸음질 기로에 선 온라인 서점”, 

한국경제, 2018.04.17.

조아라, “서점은 왜 의자가 늘었을까?…변하는 생존전략”, 한국경제, 

2018.11.29

제니퍼 최, “'리딩+엔터테인먼트' 즐기는 20대 늘어나”, 케이엔뉴

스, 2017.09.29

최승희, “[피플&피플] ‘이터널 저니’ 이호진 수석”, 국제뉴스, 

2017.12.03

Jerde.com/places



- 201 -

Abstract

A Study on Bookstores as Cultural Everyday Space 

Analyzed by the Concept of Liminal Space

- Focused on Daikanyama TSUTAYA Bookstore in Japan 

and Large Offline Bookstores in Korea -

Miji, Kim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in, Baek

Kim Jung-hyuk, a novelist said that the world has been 

changed, and the number of people has been decreasing 

who proudly say, “My hobby is reading a book”, people still 

need a space to read a book, or to discuss the future. What 

kind of bookstores would be considered as a suitable space 

for a new age? Today, as the consumption of books is 

rapidly shifted from off-line store to on-line market, and the 

spatial conversion of large bookstores combined with various 

consuming space is prominent, I would ask how the culture, 

the essential value of books, can interact with the 

consumption, the practical right of the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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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he robust growth of 

e-book, it had been expected that the scale of the book 

market will be decreased and the growth of offline 

bookstores will inevitably slow down. However, since 2014, 

the number of domestic offline bookstores has increased 

again. The new bookstores are attempting to make various 

spatial changes. Some are combining with consumption 

spaces like cafes and restaurants by reducing space for 

displaying books and others are entering a department store, 

a shopping mall, a hotel or an office building. Accordingly, 

we visit bookstores, not only to buy some books, but to do 

a lot of things such as reading some books, drinking some 

coffee, chatting with friends, or looking around something 

else. Now the offline bookstore seems to expand its role 

from space for selling books to a cultural space that gathers 

people to spend their time with new experiences.

This study understands the phenomenon of bookstores with 

the concept of “the Liminal Space”, an everyday space that 

cultural consumption occurs and analyzed the spaces of the 

bookstores in depth. The Liminal Space, a sort of 

consumption spaces where the concept of culture integrates 

with individual everyday life, acquires a new social and 

commercial meaning and functions in contemporary cities 

where public spaces in the modern sense are disappearing. 

Before understanding the emerging of the Liminal Space, it 

was confirmed that Culture tends to combine with 

consumptio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its meaning from 

a narrow sense in a pre-modern era when enjoyed by only 

a few upper class into a broader public sense through 

capitalism and liberalism. In this way, the Liminal Space, 

where the two meanings of consumption and culture are 

mixed, serves as a cultural everyday space for everyo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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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es by lowering the boundaries of private capital or 

service and the use of the public. Based on the fact that the 

bookstores are not selling other items, but they sell books 

that anyone considers “cultural”, this study deals with the 

bookstores as a representative Liminal Space because it is 

judged to be potential to become a space for reading and 

discourse through the categories of culture and commerce. 

In order to analyze the bookstores as a case of the 

Liminal Space, this study first derived an analysis framework 

of three strategies of the general Liminal Space – respect for 

urban context, mixed uses of space, and smaller scale –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each strategies – relations with 

adjacent urban context, compositions and co-relations of 

mixed uses, and factors forming cognitive domains based on 

urban sociological references on the Liminal Space. 

Furthermore, because i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Liminal 

Space that encouraging various activities of many people, 

not only these spatial strategies,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 

bookstores and actual use behaviors of the space were 

examined together. 

Based on th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use behaviors 

of Daikanyama Tsutaya bookstore in Japan, which is 

considered as a successful cultural everyday space as well as 

a reference of many domestic bookstores, were analyzed in 

depth to derive details of the strategies and expected effects 

of Bookstores as a specific case of the Liminal Space. Then, 

through the analysis of three domestic offline bookstores 

with the framework, it was confirmed that each of them 

functions as a place of cultural consumption that suggesting 

a various experience of activities and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context and main targets of 

them. In particular, not only the spatial strategie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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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program run by the bookstores can be an effective 

cultural medium of communications for visitors. Beyond the 

former role as a just seller of products, bookstores are 

attempting to enrich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give a city 

the vitality and identity by forming a place of cultural 

discourse and interactions.

An anthropological premise that whoever wants to stay in 

a specific place is still valid in these days, as th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re highly developed. 

Bookstores seem to function as a cultural everyday place 

that people can stay naturally with each other and 

experience in real off-line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where the daily space of individuals is gradually lacking. 

Bookstores, people should read a book with a squatting 

position or considered others when they didn't buy some 

books in the past, are expanding their meaning to gather 

some people in the city, and offer social exchange and 

cultural experience.

In this study, the spatial strategies and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 spaces corresponding to its purpose were 

analyzed together for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Furthermore, it’s a quite dense study dealing with the 

Liminal Space in that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were 

examined by conducting behavioral surveys of actual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spatial analysis and design of other Liminal Space as in 

which various uses are mixed and cultural consumption 

occurs as well as bookstores.

Keywords: Bookstore, Liminal Space, Cultural Consumption, 

Everyday Space, Social Interaction

Student Number: 2017-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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