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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관정관 
건립 추진

1장  계획 및 설계

1절 추진 방향

초기 설계에서 신축도서관의 사업규모는 면적 24,000㎡

(7,260평) 건축물로 예정부지는 23동(자연대학) 좌측

면과 56동(약학대학) 좌측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소요예산으로는 설계비, 감리비, 주요비품비를 포함

하여 6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으며 시설비 490억 원(㎡

당 2,041천 원, 평당 6,747천 원), 주요 비품비는 110억 

원으로 산출하였다.

중앙도서관은 1단계로 신축을 하고 이후 2단계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신축도서관

은 Academic Learning Commons 공간으로 활용하

고 본관은 학문적이며 전통적인 자료 중심의 Research 

Commons 공간으로 활용한다. 신축도서관은 열람실, 멀

티미디어플라자, 그룹스터디룸 등의 공동학습을 위한 협업 

공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본관은 자료이용 서비스 중

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리적으로 

두 개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려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신축도서관 건립이 확정되면서부터 중

앙도서관과 대학본부 등은 효율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내부에서도 TF를 구성하여 

[그림 34] 신축도서관 초기 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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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다. 관정관 TF에서는 신축도서관 개관준비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제 건축 및 인테리어 

계획수립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하고 도서관의 내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진행을 총괄하였다.

2절 건축 설계

1. 초기 개념 설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도서관 신축 설계를 위해 2012년 6월 28일에 ‘테제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사무소는 신축도서관이 세워질 부지에 적합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아우르며 대학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시안을 제시하였다. 신축도서관 부지로는 

23동(자연대학) 좌측면과 56동(약학대학) 좌측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중앙도서관과 

8,000평 규모의 신축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였다.

1차 개념 설계안은 중앙도서관 전면부와 같은 선상에 나란히 배치하며, 전면폭은 30m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중앙도서관 옆 중앙 계단과 ‘걷고 싶은 길’을 훼손하고 

14층 높이로 계획되어 있어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으며 관악산 건축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형 공동구(3.6m×7.0m)와 우수관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학내 

전문(건축, 환경, 조경 등) 교수와 구성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축도서관 건립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구분 기존 도서관 신축도서관

콘셉트 학문적·전통적 도서관 공존 Learning Commons 공간 

주요기능

·주제 자료실 설치  

·자료이용 공간 확보  

·자료 활용 서비스 공간

·도서관 열람공간  

·멀티미디어 및 IT 활용 지원 

·그룹스터디 및 개인학습 공간

[그림 35] 신축도서관 기본 콘셉트 

1차 신축

2차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신축도서관

신축 영역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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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신축도서관 최종 설계 계획안

[그림 36] 신축도서관 1차 개념 설계안 [그림 37] 신축도서관 2차 개념 설계안 

2차 개념 설계안은 주 진입계단과 ‘걷고 싶은 길’을 유지하기 위하여 56동(약학대학) 

좌측면 경사 부지를 활용하는 전면폭 60m의 형태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역시 

주변 저층 건물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히 약학대학 건물의 전면 시야를 모두 차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중앙도서관과의 동선이 단절되어 기능상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며, 

첫 번째 안보다 녹지 훼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수정하였다.

이에 중앙도서관의 후면과 옥상을 활용하여 좌우측 공간에 신축도서관을 배치하는 최종

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건물 높이를 낮춤으로써 주변 건물의 피해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중앙도서관과의 동선이 짧아 기능상으로도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안은 

설계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 면을 공중으로 띄운  ‘ㄱ’자 형태로 구성하여 건물 높이를 

낮춰 수직적 위화감을 줄이고, 행정동과 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 중심축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최종 설계의 특징인 장스팬(Long span) 구조물 건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가

트러스를 이용한 최신 건축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6층부터 8층까지 3개 층은 철골 트러

스에 리프팅과 슬라이딩 공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드문 장스팬 건물을 추진하였다.

2. 최종 설계

관정관6) 은 지상 8층 건물로 철골 트러스 구조를 갖추고 외부 입면은 유리 및 알루미늄의 

6) 신축도서관은 관정관, 기존 중앙도서관은 본관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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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재질로 설계하였다. 건물의 총길이는 165m이며, 높이는 42.75m, 폭은 30m로 기존 

본관의 후면과 옥상의 후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장엄한 건물 형태로 설계되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관정관 TF와 협의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공간과 도서관의 기능적인 

요소 등에 대한 전반사항을 기본 설계에 반영하였다. 주요 시설로서는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캐럴, 멀티미디어플라자, 패컬티라운지,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관정기념

관과 사무 공간, 회의실 등을 배치하였다. 전망이 가장 좋은 최상위 2개층인 7~8층은 열람실로 

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각 

층의 주요시설은 이동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1층 로비에는 관정기념관과 전시실을 두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2, 3층에는 스터디가든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 

4층에는 그룹스터디룸을 마련하여 팀워크 기반의 협업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3층에는 컨퍼런스룸을 배치하여 큰 규모의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층에는 패컬티라운지도 배치하여 교수들의 전용 이용 공간도 마련하였다. 5층은 본관 옥상에 

마련된 옥상정원과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사무 공간인 행정지원실을 배치하였다.

6층에는 멀티미디어플라자와 정보검색실, 소극장을 두어 멀티미디어와 I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7~8층은 자유열람실과 노트북존, 캐럴을 배치하여 연구·학습을 지원할 수 

1장 계획 및 설계

[그림 39] 관정관 건물 개요(2012.12.)

연면적 본관 9,227평      + 관정관 8,241평      = 중앙도서관  17,46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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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관정관 층별 단면도(2012.12.)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연면적 25,834㎡(7,814평)에서 27,245㎡(8,241평)

로 확장되었다. 이로써 중앙도서관은 본관 30,506㎡(9,227평)과 관정관 27,245㎡(8,241평)

이 총 57,751㎡(17,468평)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규모를 갖게 되었다.

관정관 면적이 확장되면서 공간 또한 재조정되었는데 재조정된 공간에는 당초 전산지원실과 

고문헌자료실이 관정관에 포함되었으나, 전산지원실은 서버 이전 문제와 업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추후에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고문헌자료실도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이용을 위해 본관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바일 환경과 멀티미디어 이용의 확장을 위해 

멀티미디어플라자와 정보검색실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용자교육세미나실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으로 이동하였다. 아울러 당초 그룹스터디룸은 3~4층에 배치하였으나, 

3층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스터디가든으로 변경하고 그룹스터디룸은 2, 4층에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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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관정관 2층 평면도(2013.7.)

[그림 41] 관정관 1층 평면도(2013.7.)

1장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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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관정관 4층 평면도(2013.7.)

[그림 45] 관정관 5층 평면도(2013.7.)

[그림 43] 관정관 3층 평면도(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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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관정관 6층 평면도(2013.7.)

[그림 47] 관정관 7층 평면도(2013.7.)

[그림 48] 관정관 8층 평면도(2013.7.)

1장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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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은 1층 로비와 2층 스터디가든에 주출입구를 두었으며, 5층 옥상정원과 연결되는 

통로, 3층 스터디가든과 양두석 컨퍼런스룸 등에 부출입구를 두어 이용자가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관정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2층 스터디가든과 본관을 연결하는 출입구를 배치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본관과 관정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정관 2층부터 5층까지는 기존 중앙도서관의 외벽을 관정관의 내벽으로 활용하여 이동 

통로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축 관정관과 본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구 

도서관의 자연스런 조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구조시스템은 장스팬 철골 트러스의 구조를 이용하여 2개의 코어 형식의 메가 트러스 기둥

으로 이루어졌다. 트러스 구조는 강재(鋼材)나 목재를 힌지로 연결한 구조시스템으로 교량

과 같은 장스팬 구조물에 많이 적용한다. 트러스는 대개 삼각형을 이루면서 힌지로 구성되고 

압축력과 인장력을 힌지와 힌지로 연결한 구성요소로 전달하며 힌지에서 힘의 평형조건을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하여 대개 삼각형 형태를 갖는다. 장스팬 건축구조물에는 스페이스 트러

스를 이용한 예가 많으나 이번 관정관과 같이 2개 층에 걸쳐 길이 방향의 장스팬 트러스를 

이용한 건축물은 드물다.

관정관의 트러스 구조는 112.5m 길이로 8층과 7층 그리고 7층과 6층에 2개 층에 걸쳐 

길이 방향의 트러스를 양쪽 코어 메가 트러스 기둥에 걸친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북쪽 코어 

기둥을 지나 18m의 캔틸레버 구조를 설치하였다.

난방시스템은 7~8층 바닥에 방열기, 대류 방열기 등을 이용하여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 하는 

방식인 온수난방을 도입하였다. 관정관의 열람실 공간은 층고가 높아 쾌적하고 환기가 잘되는 

강점은 있으나 겨울에는 난방에 취약할 수 있어 열람실을 이용할 때 따뜻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온수난방을 설치하였다.

[그림 49] 관정관 출입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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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구조시스템 - 트러스 구조

2개층 엇갈린 메가 트러스 구조
Staggered Mega Trusses

최대 112.5m 장스팬 트러스
Maximum Span 112.5m 

5개의 메가 기둥
Brace System

고강도 강재 HSA800 사용
High Performance Steel

전기시스템은 일반 조명에 비해 수명이 길고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이 없는 LED 조명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일반 조명에 비해 40%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정관은 지붕층 전체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충전되는 태양에너지를 전등과 

전열(컴퓨터, 각종기기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도

록 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외벽 입면의 경우 단위 판넬의 각도를 캠퍼스에 비추는 여름 햇빛을 지연시키는 FIN7) 의 

역할을 고려하여 16도의 각도로 설계하였다. 모든 창문은 햇빛 반대편으로 구성하여 환기와 

추가 채광이 필요할 때 알루미늄 판넬이 상하부 힌지를 회전하여 열리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채

광과 전망이 수직 판넬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크게 조절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정관 외관의 설계는 ‘빛’  을 모티브로 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지나간 긴 역사와 다가올 

시간을 그 근원인 빛으로 치환하여 건물이라는 거대한 화폭에 담아내었다. 면과 선으로 이

루어진 단순 삼각 형태가 반복·중첩된 입면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와 보는 각도에 따

라 다양한 색조로 빛난다. 특히 관정관 외관은 본관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함께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외벽 입면의 경우, 전체를 모두 유리 재질로 하는 것에 대해 학내 여론

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유리와 알루미늄 소재를 적절히 혼합 배치하도록 하였다.

7)  핀(fin)이란 건축물의 창호를 통해 특정 방향의 햇빛이 유입되는 것을 줄이거나 차단할 목적으로 창호 주위에 수직방향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판재이다.

[그림 51] 외벽 입면의 태양 입사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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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관정관 입면 계획(정면도)

[그림 53] 관정관 입면 계획(배면도)

[그림 55] 관정관 입면 계획(우측면도)

[그림 54] 관정관 입면 계획(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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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비추는 건물

- 테제건축사사무소 소장 유태용 -

본 도서관은 온전히 기부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로서 관정 이종환 회장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동문 기타 일반 기부자들의 십시일반의 모음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은 귀한 태생의 건물이다. 

서울대학교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경성제국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단과대학 시대를 지나 1974

년 이후 종합캠퍼스로서 장소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 맥락에서 보면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서울을 구성하는 큰 축의 하나인 관악산의 품에 안겨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간적 통시성과 장소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빛’이라 생각하였으며 서울대

학교의 의미를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고 그 시간의 근원인 빛을 디자인 하였다. 이는 건축언어적 개

념의 접근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정서로부터의 작업을 의미한다. 

모든 빛이 광입자로부터 탄생하듯이 설계의 시작은 빛을 투영하는 하나의 작은 건축요소를 규

정하였다. 이는 기존 중앙도서관에 적용된 수의 법칙을 철저히 존중한 폭 0.625미터 길이 2.25미

터의 기본단위이다. 덕수궁이나 창덕궁의 돌담길이 작은 단위의 석재들로 반복적으로 전체를 이루

고 있듯이 폭 0.625미터 길이 2.25미터의 작은 단위의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신축도서관의 큰 스케일

의 매스감을 완화시키고 김환기 화백의 회화와 같이 금속이라는 화폭에 빛의 점을 찍어내었다. 

궁극적으로는 시시각각 빛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의 형상으로 사람의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자

기 마음을 비출 수 있게 하는 충만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에 반사되는 빛의 불확정성은 보는 사

람들의 마음에 따라 사람의 상념이 각각 다르게 반응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의 전통 탈과 같이 겉과 속이 하나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르지 않듯 건물의 외부와 내

부 모두 동일한 굴절된 유리와 판넬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본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에 의한 ‘걷고 싶은 길’과 ‘문화의 축’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키고자 하였다. 

1. 높게 짓지 않겠다는 것 

2. 새것과 옛것이 함께 있는 것 

3.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 결과 기존 중앙도서관의 상부에 4개의 Staggered Mega Truss 구조를 새롭게 적용한 공

중에 떠있는 형태와 기존 중앙도서관 및 주변공간이 만나는 7개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되었다. 

본 건물의 입면을 이루는 단위 판넬의 각도는 캠퍼스에 비추는 여름햇볕을 지연시키는 FIN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도의 각도로 설계하고 모든 창문은 햇빛 반대편으로 구성하고 환기와 추가 채광이 필요할 시 알루미

늄 판넬이 열리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채광과 전망이 판넬의 개폐에 따라 크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작업을 통해 귀하게 태어난 도서관인 만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투영할 수 있는 좋은 건축의 표상을 위해 설계하였다.

1장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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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자문위원회 구성

1. 건립추진위원회

관정관 건립이 현실이 되면서 대학에서는 도서관 신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을 

대학 구성원이 공감하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6월 1일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은 총장 이하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획부총장을 위원

장으로 하여 기획처장, 시설관리국장, 정보화본부장, 중앙도서관장, 미술관장, 관악구청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사무처장, 공과대학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예정부지의 분석, 주변과의 조화성, 인접기관 사전 동의, 건물의 

배치, 규모, 층수,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건물을 조기 착공하는 

것이었다.

1.1. 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건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는 2012년 6월 8일에 개최하였고 주요 안건은 신축 부지에 관한 것이

었다. 기부자는 신축 부지로 보건진료소 입구부터 약학대학 하단 부분까지 연결하는 위치를 

원하였으나 캠퍼스의 조화, 관악산 전망 등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타 부지도 검토할 것을 최재필 

교수가 제시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절충

하여 첨단도서관으로서의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서관 신축 부지는 

주변 건물, 외관, 층수 등이 기존 캠퍼스와 충돌 없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표 10] 관정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구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기획부총장 임정기

위원

기획처장 남익현

중앙도서관장 박지향

시설관리국장 공병영

정보화본부장 이상구

미술관장 권영걸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사무처장 김범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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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건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_관정관 부지 계획(안) 

1.2.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2012년 8월 1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날 [그림 57]의 관정관 기본설계(안) 배치도

를 보고하였으며, 주위 건물과의 접근성, 연계성, 이격거리, 높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관 

옥상 부분 활용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주위 건물(20, 23, 56동)과의 협조체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 결과 주위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의 상징적인 건물인 

중앙도서관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정관 건축 시 조망과 채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본 설계(안)에서 건물의 돌출 형태로 계획되었던 

컨퍼런스룸을 건물 전체 디자인을 고려하여 건물 안으로 포함시켜 재설계하기로 하였다. 주차 공간 

계획은 관계 기관과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하도록 하였다.

1장 계획 및 설계

[그림 57]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_관정관 기본 설계(안) 배치도 

2. 설계추진위원회

2012년 6월 1일에 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설계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보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학적 측면, 심미적 측면, 캠퍼스 전체적인 조화, 인접 기관과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본부 

주요 보직자와 학내 관련 전문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앙도서관장, 시설관리국장, 기획부처장, 8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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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관정관 설계추진위원회 위원

[표 12] 설계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요 검토 내용

구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최재필

위원

중앙도서관장 박지향

시설관리국장 공병영

기획처 부처장 정순섭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홍성걸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이현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여명석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 김수정

의과대학도서관장 서정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최막중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성종상

약학대학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교수 강창율

간사
시설관리국 시설과장  최석천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 김성자

일 자 회의명  주요 검토 내용

2012.8.21. 설계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기본 설계(안)의 전체 구조 등

2012.8.29. 소위원회 제1차 회의 돌출된 컨퍼런스룸 건물형태 등 

2012.8.30. 소위원회 제2차 회의
트러스, 캔틸레버의 구조, 옥상정원 조성 등 

설계•시공측면

2012.9.13. 기본설계(안) 협의회 기본 설계(안)에 대한 약학대학과의 간담회 의견 재검토

2012.10.11. 설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신축부지로 약대 앞 경사지 활용 결정

2012.10.29. 설계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트러스 구조, 환경 분야, 세부 설계사항 등 

2012.12.5. 설계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엘리베이터 이용, 옥상부와 편의시설 등 세부적 검토

2012.12.17. 설계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기본 설계(안) 최종 협의

2013.3.7. 소위원회 제3차 회의 기본 설계(안) 건축허가 승인 후 외벽 입면 관련

2013.3.13. 설계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주계단 동선, 옥상정원 출입구, 트러스 구조, 

외벽 입면(1-4안) 등 세부적 검토

2013.3.27. 설계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외벽 입면(1안) 최종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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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설계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설계추진위원회 1차 회의는 2012년 8월 21일에 진행했으며 기본 설계(안)의 전체 구조, 

컨퍼런스룸의 돌출된 형태, 입면과 재질, 약학대학과 연결되는 도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

하였다. 또한 설계추진위원회 내에서 전문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본 설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정관 건립을 위해 학내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림 58] 설계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_설계 도면

 소위원회 회의

설계추진위원회 소위원회는 2012년 8월 29일, 30일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돌출된 컨퍼런스룸 건물 형태를 논의하였고   ‘걷고 싶은 거리’ 를 훼손하지 

구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최재필

위원

중앙도서관장 박지향

시설관리국장 공병영

기획처 부처장 정순섭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홍성걸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이현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여명석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 김수정

[표 13] 설계추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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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기둥 위치나 건물 배치의 변경, 상층부의 규모 축소 방안(지하 및 뒤편 벽면 이용 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안)을 수정하기로 하였고, 

수정한 기본 설계(안)을 학내에 제시하여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주차장 문제는 먼저 서울시와 협의 후 주차장이 없는 건물의 건립이 가능하다면 

주차장 계획 면적만큼의 전체 건물 크기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기본설계(안) 협의회

2012년 9월 7일에 관정관 기본 설계(안)의 검토를 위해 설계추진위원회와 약학대학 

간담회를 가졌다. 약학대학은 신축 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채광이나 동선 등에서 가장 

이해 관계가 얽힌 단과대학이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표 14]와 같으며 2012년 

9월 13일에 설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기획부총장, 기획처장, 시설관리국장, 중앙

도서관장, 약학대학 강창율 교수가 모여 간담회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때 기본 설계(안)에서 제시된 후면의 3, 4층 그룹스터디룸 공간을 삭제하고 약학대학 앞 

경사지를 활용할 것과 5층 휴게 공간을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약학대학 앞 평지 공간을 

확장하여 본관 옥상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약학대학 전면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약학대학의 의견에 따라 건물 전체 높이도 3m 낮추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도록 하였다. 실내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관악구청과 협의하여 대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차장 없는 

건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표 14] 설계추진위원회와 약학대학 간담회 및 검토회의

간담회 (2012.9.7.) 간담회 검토사항 (2012.9.13.)

• 도서관 MASS 형태 조정

  - 층수 및 규모 축소

  - 인문대 쪽 부지 활용

-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높이를 3m 낮춤

- 인문대 쪽 부지 협소로 어려움

• 도서관 우측 ‘걷고 싶은 길’  훼손 대책 마련
- 우측 MASS 폭은 30m를 유지하되 ‘걷고 싶은 

   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둥 삭제

• 실내 주차장 재검토

  - 인근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

  - 교통혼잡 우려

- 인허가 부서인 관악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 (가급적 별도 조치하는 방안 마련)

• 중앙도서관과의 연계성 및 공간 이용에 대한

   구체적 제안 필요

•  건물 외관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에 대한 구체적 제안 필요

• 구조·시공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 필요

•  환경적인 요인(서향)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측면 검토

- 설계추진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교수는 물론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임

• 착공 준비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검토
- 학내 의견 수렴 및 기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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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2012년 10월 11일에 설계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신축

부지로 약대 앞 경사지를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현재 기본 설계(안)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걷고 싶은 길’과의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층고 문제도 논의하였는데, 계획(안)의 높이를 유지하되 5층 공중으로 띄워진 부분의 

층고를 4.5m에서 7.5m로 높이고, 상부 2개층의 층고를 6m에서 4.5m로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그림 59] 설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_설계 도면

2.3. 설계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2012년 10월 29일에 3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트러스 구조, 환경 분야, 세부 설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트러스 구조에 관해서는 장스팬에 따른 진동문제 해결, 세부 구조 형태 

결정, 설비시스템과의 조화, 시공성 검토 등을 위한 국외 사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서향 일사 차단, 자연환기, 채광을 고려한 전체적인 외벽 입면 계획이 필요

하며, 특히 서향은 이중외피시스템이나 이동식 차양 장치 활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정관 공조실의 소음, 본관 옥탑 공조기 소음 등의 해결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부 설계사항

으로는 상층부를 관통하는 내부 계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2층 스터디가든 공간의 공기 

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본관과 관정관 사이 공간의 채광과 환기 문제도 검토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설계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기본설계(안)이 

2012년 11월 7일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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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설계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_설계 도면

[그림 6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 설계 도면

2.4. 설계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2012년 12월 5일에 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전문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평면도 부분에서는 도서관 마감시간에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집중될 것을 감안한 

대안이 필요하며, 5층 옥상부와 편의시설, 약대로 이어지는 연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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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벽 입면의 경우 창문의 개폐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더블스킨(Double-skin)을 적용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외관 입면이 유리와 메탈 소재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성상 

누수에 취약한 점을 보완한 면밀한 입면 설계가 강조되었다. 구조적으로는 캔틸레버 구간에 

가로보(Cross beam)8) 를 더 보강하고, 트러스가 국내 최장스팬이므로 구조 엔지니어 협의체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환경 부분에서는 공조실 진동의 최소화를 위해 

공조실 위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을  감소할 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2.5. 설계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2012년 12월 17일에 5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본 설계(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였

다. 외벽 입면의 경우 현재 기본 설계(안)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만 이후에도 입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내부 동선에서는 사용자의 동선 흐름과 코어 위치, 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재검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추가 개설보다는 이동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계단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공조설비는 사용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조경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관정관 상부층 내부 동선과 옥상 조경을 

연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설계추진위원회는 관정관 완공 때까지 관련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존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소위원회 회의

2013년 1월 25일에 관정관 건립이 관악구의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이에 2013년 3월 

7일에 설계추진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벽 입면 관련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는 최재필 교수, 홍성걸 교수, 여명석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외부 벽면을 더블

스킨으로 하고 그 중간 햇빛 차단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공동구 이설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하였다.

2.6. 설계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2013년 3월 13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차 회의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4월 초까지 설계를 하고 5월 초에 기공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면도 상의 주 계단 진행 동선

과 옥상정원 출입구를 재검토하고, 소음, 에너지, 공기질 문제와 방화구역 등을 고려하여 

6~8층 엘리베이터 홀 구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6~8층 계단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도 요청하였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본관 옥상부에 대한 정밀한 구조진단이 필요하

고, 약학대학과 연결되는 부분의 조경을 포함하여 서울대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 

8) 가로보(Cross beam): 메인 거더(main girder)에 대해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 진 보. 교량의 바닥계에 있어서는 바닥보와 같은 작용을 

   하며,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는 가로 방향의 안정을 증가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1장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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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입면 1안(건축허가 당시 안): 싱글스킨으로 AL판넬과 유리가 교차되는 요철형태

[그림 63] 입면 2안: 더블스킨으로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셔터 포함(1)

공간 계획이 포함된 전반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트러스 구조를 점검하였다. 당초 심플한 캔틸레버 트러스 구조가 구성

되었으나, 과다한 비용문제로 인해 철골구조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더불어 기존 공동구의 존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림 64] 입면 3안: 더블스킨으로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셔터 포함(2)

9)  제시된 더블스킨은 복층유리, 수직 Fin, 유리 layer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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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입면 4안: 더블스킨으로 외벽이 AL아노다이징+유리 패턴으로 구성

외벽 입면은 4개 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더블스킨9)을 기본으로 하는, 꺾인 형태의 

금속과 유리 패턴의 입면 4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으나 추후 가상 투시도를 확인한 다음 

확정하기로 하였다. 

2.7. 7차 설계추진위원회

2013년 3월 27일에 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평면도 우측의 돌출된 형태

의 컨퍼런스룸 부분을 없애기로 결정하였고, 특정시간대 우측부 엘리베이터 이용의 혼잡 방지

를 위해 이동 동선을 계단으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편의시설은 관정관과 내부에서 직접 연결

되도록 하였고, 외벽 입면은 지난 6차 회의 때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입면 4안이 아닌 입면 1

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1안은 싱글스킨(Single-skin)형태로 굴곡 있는 금속과 유리가 공

존하는 패턴으로서 건축 허가 당시의 원안을 보완하는 형태이다. 한편 입면 시공을 위해 환

경 관련 설비시스템, 금속과 유리 비율, 색상, 패턴 크기, 개폐방식, 시공성, 유지관리 등 세

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절 도서관 TF 구성

1. 관정관 TF 

중앙도서관은 2012년 5월 16일에 신축부터 개관까지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과장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시작으로 사업별 세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관정관 TF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개관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하고 도서관의 내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총괄하였다. 

이후 관정관 TF는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건립추진위원회와 설계추진위원회 등에도 참석

하여 도서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신축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내부 각 실 

배치 방안, 추가적인 실무 인력 확보, 사무실과 열람실 공간 구성, 이용자 동선 처리, 층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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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관정관 TF 구성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관정관 TF

정보관리과 과장 김성자 TF 총괄

정보관리과 디지털도서관팀 팀장 이재원

정보관리과 기획홍보팀/학술정보서비스팀 팀장 주성희

정보관리과 기획홍보실 김미향

정보관리과 과행정실 김기숙

[그림 66] 서울대학교 SNUNOW 53호(2013.6.) [그림 67] 중앙도서관 소식지 15호(2014.1.)

조정, 각 층별 습도, 온도 및 공조계획, 평면도 배치,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정관 건립의 추진 현황을 ‘도서관소식지’와 서울대학교 소식지  ‘SNUNOW’  등을 

통해 도서관 직원과 서울대 구성원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학내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그리고 관정관 TF는 신축도서관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자 국내외 새로 건축된 우수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국내외 방문한 우수기관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1. 국외 기관 방문

관정관 TF가 방문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의 우수한 도서관들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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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국외 방문 기관

지역 방문국가/도시 방문기관 방문 기간

아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Esplanada Lib., NUS 
Librar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Library, Art, 
Design & Media Lib., Bishan Lib.

2012.6.18.
~6.22.홍콩/홍콩 HKUST Library, Pao Yue-kong Library, HKU Libraries

중국/심천
Shenzhen Library, Shenzhen Science & Technology 
Library

일본/동경 Tokyo Institute of Tech, Musashino Art Univ.
2013.8.2.
~8.12.

미주

시카고
Chicago Public Library, Univ. of Chicago Library, Loyola 
University Library, Skokie Public Library 2012.7.9.

~7.15.

시애틀
Univ. of Washington Library, Seattle Public Library, Seattle 
University Library

뉴욕
Columbia Butler Library-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C.V. 
Starr East Asian Library-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Public Library

2013.9.26.
~10.5.

뉴헤이븐
Sterling Memorial Library-Yale University Library, Beinecke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 The Center for Science 
and Social Science Information(CSSSI)

보스턴
Widener Library Harvard College Library,
Harvard Law School Library, Harvard-Yenching Library 

프린스턴
Firestone Library-Princeton University Library, Lewis 
Science Library -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Princeton 
University East Asian Library

북유럽

네덜란드
TU Delft Library, Bibliotheek Dok, Openbare Bibliotheek 
Amsterdam

2012.8.2.
~8.15.

스웨덴
Stockholm Public Library, Uppsala University Library, 
Halmstad City Library, Malmo City Library,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Library 

핀란드
Helsinki University Library, Otaniemi Campus Library, Aralis 
Library-Aalto University Library 

노르웨이
Kilden theater, Vennesla Library, Bergen Offentlige 
Bibliotek, Univ. of Bergen 

2013.8.2.
~8.12.

서유럽

스페인
Ernest Lluch I Martin Public Library, Biblioteca Camp de l’
Arpa–Caterina Albert, Biscay Statutory Library, Univ. of 
Deusto Library

2013.8.2.
~8.12.

프랑스 Bibliotheque de la Part-Dieu, Bibliotheque de Univ. Lyon
2014.8.16.

~8.18.

대양주
호주/시드니, 

캔버라, 맬버른

Macquarie University Library, Univ. of New South Wales 
Library, Univ. of Melbourne Library, Monash University 
Library

2012.7.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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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국내 방문 기관

국외 우수한 도서관의 건축사례를 현장조사한 결과 세계 도서관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성은 열린 공간(Open space)으로서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

며, 최적의 전망(View) 공간에 이용자 공간을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맞춤형 공간으로 

캐럴, 그룹스터디룸, Deep quiet room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필요에 따른 공간 조정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융·복합적인 학습과 협업의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신개념의 도서관 기능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정보와 IT가 접목된 원스톱 서비스의 

공간 및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협업 공간도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개성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하여 아늑하면서도 학습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견고하고 감각적인 가구 배치,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내 디자인,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조명 사용, 명확하고 직관적인 사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현하고 있었으며, 책과 열람 

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도서관의 특징적인 상징물을 비치하고 있었다.

1.2. 국내 기관 방문

국내에서 방문했던 우수한 기관의 리스트는 [표 17]과 같다.

방문일자 방문기관 특징

2013. 2. 1. 전주대도서관 방문(스타센터) 건축가 애론 탄(홍콩)의 설계

2013. 2. 18.

퍼니쳐 카페 방문(서교동 및 상수동)

- Kaare Klint(카레클린트) 카페

- Homeo(호메오) 카페

- Evansville(에반스빌) 카페

원목 및 가죽 소재 가구 전시

2013. 2. 21. 서울도서관
기존 서울시청 건물(문화재로 

지정)의 보존을 적절히 활용

2013. 5. 8. 한국고등교육재단 인테리어 및 가구에 나무 사용

2013. 5. 24.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현대적인 감각으로 최신의 도서관 트렌드 반영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현대적 감각으로 Black & White 

색상 주조, 인테리어 감각 뛰어남

2013. 6. 26. 성신여대 도서관 24시간 열람실 스터디카페 분위기 연출

2013. 7. 23.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도서관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 구성

2013. 11. 14. 네이버 도서관 친환경 내부 구성, 옥상공원 

2014. 6. 11. 현대 트래블 도서관 구글 어스 맵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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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도서관의 기본방향 제안

국내외 도서관과 기관을 방문한 후 각 기관의 주요 특징을 종합화하여 신축도서관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68] 신축도서관 기본 방향

2. 사업별 TF 

관정관 TF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정관 건립을 위해 2012년 11월에 공간 구성의 

기초를 위한 1차 TF를 운영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TF를 

구성하여 사인시스템, 가구 및 비품 구매, IT 시스템, 시설 등의 사업을 총괄하였다. 사업별 TF 

구성도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1. 1차 TF (2012. 11. ~ 2013. 3.)

관정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기초 공간 구성을 위해 우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본 설계가 이뤄지는 동안 1차 TF는 구체적인 층별 공간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열린 공간(Open space)을 구성하여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며, 융·복합

적인 학습, 협업,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층높이를 높게 설계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둘째, 다기능 및 다목적의 공간인 Learning commons를 조성하여 정보와 IT가 접목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조성한다.

셋째, 이용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한다. 즉, 그룹스터디룸, 스터디라운지, 캐럴, 대학원 

열람실, 휴게 공간,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등을 확충하여 배치한다.

넷째, 서울대 도서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아이덴티티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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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사업별 TF 구성

구분 소속 담당

1차

(2012.11.~2013.3.)

열람 공간

정보관리과 기획홍보팀/학술정보서비스팀 주성희

정보관리과 기획홍보실 김미향

수서정리과 학과전담연구지원실 임영희

수서정리과 기증교환실 최미순

IT 및 

멀티미디어 

공간 

정보관리과 디지털도서관팀 이재원

정보관리과 비도서자료실 김현준

정보관리과 연속간행물수서실 김화택

정보관리과 전산지원실 배종학

수서정리과 학과전담연구지원실 이영미

수서정리과 고문헌자료실 안기택

2차

(2014 . 1 .~2015 .2 . )

사인시스템

수서정리과 고문헌자료실 민세영

수서정리과 학과전담연구지원실 박천정

수서정리과 연속간행물수서실 홍주연

가구 및 비품 

수서정리과 학과전담연구지원실 유재아

수서정리과 정리실 박정주

정보관리과 상호대차실 김소미

수서정리과 연속간행물수서실 김지원

수서정리과 고문헌자료실 표혜리

IT시스템
정보관리과 전산지원실 박진만

수서정리과 연속간행물자료실 이윤경

시설
정보관리과 비도서자료실 정희주

행정지원팀 행정지원실 박장표

[그림 69] 관정관 신축 사업별 TF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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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공간 TF

열람 공간 TF는 열람실 및 그룹스터디룸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별 공간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서가, 열람테이블, 열람의자 등의 가구 수량과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다. 특히 자료가 공존하는 

열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낮은 서가를 배치하고 기초교육정보실의 기초교육 자료를 관정관으로 

이관하도록 제안하였다.

2) IT 및 멀티미디어 공간 TF

IT 및 멀티미디어 공간 TF는 다목적공간, 이용자교육세미나실, 컨퍼런스룸, 멀티미디어실, 

정보검색실 등에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적용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기본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다.

2.2. 2차 TF (2014. 1. ~ 2015. 2.)

관정관 기초공사가 완료되면서 2014년 1월부터 2차 TF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내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사인시스템 TF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LI(Library identity)를 개발

하고 관정관의 사인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4년 4월 사인시스템 TF를 구성하였고, 

TF는 LI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관정관의 효율적인 동선 유도, 공간 구분, 이용자

의 객관적인 인지를 돕기 위한 통합화된 사인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가구 및 비품 TF

관정관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공간별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가구와 

비품의 선정 및 배치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2014년 6월에 가구 및 비품 TF를 구성

하였다. TF에서는 공간에 배치할 가구와 비품 선정, 구매, 배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3) IT시스템 TF

관정관에 첨단 정보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컨버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7월

부터 IT시스템 TF가 구성되었다. IT시스템 TF는 통합관리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 좌석배정

시스템, 홍보·안내시스템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시설 TF

2014년 1월에 관정관의 시설과 설비를 담당하는 시설 TF를 구성하였다. 시설 TF는 출입

게이트, 엘리베이터, 기계설비, 통신, 전기 시설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시설관리국 및 ㈜대우

건설과 협의하였다. 또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경 공사를 계획하여 옥상정원과 실내정원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공, 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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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시공사 선정

관악구 건축 허가 승인 후 관정관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이 시급하였다. 중앙도서관은 

최근에 건립한 우수한 도서관의 장점과 트렌드를 벤치마킹하면서 시공 업체 선정의 중요

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은 국내 건설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신뢰도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전달하였다. 

2013년 4월 29일에는 관정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관정관 신축 현장 설명회' 를 개최하

였다. 이 설명회에는 5개의 참여 희망 시공사(대우, 삼성, 포스코, 대림, 계룡)의 임직원 

30여 명,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감리사, 설계사무소, 시설기획과, 중앙도서관의 관계자가 참석

하였다. 설명회 개최 후 5월 20일에는 입찰 등록과 5개 시공사의 시공기술에 대한 제안발표회를 

가졌다. 그중 제안 내용이 관정관 건립 취지와 가장 부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도 최신 공법을 활용하여 공사 기간도 단축 가능하였던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

다. 이에 ㈜대우건설을 관정관 건립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5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날인 5월 29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감리자로 지정하였다. 6월 초에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악구에 관정관 건립 착공

신고를 마친 후 6월 18일에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착공이 허가되었다.

2절 공사 개요

신축 관정관 건립의 정식 공사명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신축공사’ 였고, 대상지 주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로 확정하였다.

계약 내용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과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서울대학

교로 공사 완공물을 이관하는 것이었다. 도급 금액은 594억 원이었며, 공사기간은 2013년 6

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로 18개월이 소요되었다. 최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

물이었으나 지하 1층은 완공 후 1층으로 층위가 변경되어 1층~8층으로 확정하였다. 건축면적

은 4,836.24㎡, 연면적은 27,245.96㎡이며 철골 메가트러스 구조로 주요 외장은 스틸커튼월과 

아노다이징 판넬로 구성되었다. 

10) 시공부분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공사지를 대부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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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시공 공사차량 진입로

[그림 71] 시공 현장 위치도

시공 현장사무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지 내 본관 우측 공간에 설치하였고, 가설 

및 협력업체 사무실, 가설펜스, 가설게이트 등은 현장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캠퍼스 중앙에

서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장비 이동 시 다른 시설을 훼손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일을 예방

하기 위하여 [그림 70]과 같이 공사 차량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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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분 내용

공사명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신축공사
도급

금액
59,400,000,000원 (VAT포함)

시설분류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발주처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설계사 ㈜테제건축사사무소

시공사 ㈜대우건설

지역지구
전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 : 자연녹지지역    
감리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개요

계약공기 2013.6.20.~2014.8.19.(14개월)

층별

용도

관정관

8층
열람실, 캐럴

노트북존

7층
열람실, 캐럴

노트북존

6층
멀티미디어플라자

정보검색실

5층
행정지원실

관장실

4층
패컬티라운지

그룹스터디룸

3층
컨퍼런스룸

스터디가든

2층
스터디가든

그룹스터디룸

1층
로비

기계/전기실

 

 편의시설

4층 편의시설/휴게 공간

3층 편의시설/휴게 공간

실제공기 2013.6.20.~2014.12.30.(18개월)

대지면적 3,895,659㎡ (학교 전체)

건축면적 4,836.24㎡

연면적 27,245.96㎡

층수/최고높이 지상 8층 / 42.75m

주차대수 없음

구조방식
SRC조, 6~8층 

철골 메가 트러스구조

흙막이공법 제거식 소일네일링 + 숏크리트

주요외장 스틸커튼월 + 아노다이징 판넬

주요내장

7~8층 열람실: 

바닥난방+카펫타일

주요실 : 인테리어마감

※ 세부 시공 내역은 <부록 2> 관정관 시공 내역에 기술하였다.

[표 19] 관정관 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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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주요 공간구성

1. 개요

관정관 건립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중앙도서관 건물과 신축 건물과의 조화였다. 국내외 

신축도서관 사례조사를 통한 특장점을 분석하고 수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관정관은 대학 구성

원이 지식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중앙도서관은 관정관 신축 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정관과 본관을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나누어 연계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관정관은 Learning commons 및 

열람 공간으로, 본관은 자료 이용 및 학습공간으로 기본 콘셉트를 삼았다. 관정관은 생동감 

있고 세련되며 협업 등이 가능한 다목적 이용자 맞춤형 공간과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최첨단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공간을 제공하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

다. 또한 본관은 전통적인 자료 이용 및 학습공간으로 이용자가 편안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표 20] 관정관과 본관의 기본 콘셉트

따라서 관정관의 주요 공간 구성은 열린 공간(Open space), 다목적 공간, 이용자 맞춤형 

공간, 서울대 도서관 고유의 아이덴티티 구현 공간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 이용자 공간을 오픈형으로 구성한다. 

기본적인 필수 공간 외에 더 이상 공간을 세분하지 않으며 열람실의 층고를 높게 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기둥 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열린 공간 극대화를 추구한다. 

 구분 관정관 본관

콘셉트

Learning commons 및 열람 공간

- 창의, 스마트, 협업, 생동감, 세련 

(Creative, Smart, Collaboration,  Lively, Stylish)

Research commons 및 자료 이용 공간 

- 편안, 친근, 전통

(Cosy, Friendly,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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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은 본관을 덮고 있는 형태로 본관과 관정관의 이동 동선 및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그림 73]과 같이 층별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상세 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둘째, 다목적 공간인 Learning commons를 조성하여 정보와 IT가 접목된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조성한다.  

셋째, 학습자의 융·복합적인 학습과 협업, 소통, 휴식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한다. 

넷째, 서울대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 구현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구성한다.

관정관은 위의 구체적 목표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별로 7개의 개

념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 공간을 구성하였다. 7개의 개념적 공간은 열람 

공간, ICT 활용 공간, 협업 공간, 교육 공간, 이용자 특화 공간, 휴게 공간, 사무 공간으로 나

누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열람 공간에는 열람실과 노트북존을, ICT 활용 공간에는 멀티미디어

플라자, 정보검색실, 소극장을, 협업 공간에는 그룹스터디룸과 스터디가든을 구성하였다. 또 교

육공간은 이용자교육 세미나실과 컨퍼런스룸을, 이용자 특화 공간으로는 캐럴, 패컬티라운지, 

기부자라운지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휴게 공간은 옥상정원, 실내정원, 편의시설을, 사무 

공간은 서비스지원, 행정지원, 시설지원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중앙도서관은 학내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관정관에 8개의 출입구를 만들어 

캠퍼스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동선과 접근성, 각 공간의 특

성을 고려하여 층별로 실제 공간을 배치하였다. 

관정관의 층별 실제 공간 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그림 72]와 같이 관정관은 본관 

옆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고 상대적으로 넓은 좌측을 A동, 우측을 B동이라 명명하

였다.

[그림 72] 관정관의 A동과 B동 구분

A동 B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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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관정관 층별 공간 구성

관정관은 8층 건물로 최상층인 7~8층에는 열람실을 배치하였다. A동에는 큰 열람 공간

인 A열람실을 B동에는 작은 규모의 B열람실을 조성하였다. A와 B열람실 사이 개방형 공간의 

양 측면으로는 소음 발생을 고려하여 노트북존을 구성하였고, A열람실과 B열람실 사이에는 

휴게 공간인 실내정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실내정원과 양 노트북존 사이에는 이용자 특화 공

간인 캐럴을 배치하였다. 

6층의 A동에는 멀티미디어플라자를, B동에는 정보검색실을 배치하였고 그 사이에는 소극장

을 두었다. 이는 유사한 성격의 공간을 한 층에 구성하여 효율적인 ICT 활용을 도모하고, 열람

실과 근거리에 배치하여 정보검색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A동 멀티미디어플라자 

내부에는 서비스 시설인 관정서비스실과 기획홍보실을 배치하였다. 

5층에는 본관 옥상과 연계한 개방형 공간으로서 A동에는 옥상정원을, B동에는 행정지원 시

설과 관장실을 배치하였다. 5층을 기준으로 위층은 열람 공간, 아래층은 협업 공간으로 구성

하였다. A동 4층에는 그룹스터디룸을, 3층에는 자유롭게 앉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스터

디가든을, 2층에는 이 두 공간을 혼합하여 그룹스터디룸과 스터디가든을 함께 구성하였다. 

B동 4층과 3층에는 각각 이용자 특화 공간인 패컬티라운지와 교육 공간인 컨퍼런스룸

을 마련하였다. 2층과 1층 사이에는 계단식 목재데크인 관정마루를 만들어 두 층의 연결

통로이자 자유롭게 학습, 토론,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관정관의 주출

입구인 1층에는 로비, 기부자라운지, 이용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을 배치하였다.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A동

8A열람실

노트북존

캐럴

실내정원

7A열람실

노트북존

캐럴

실내정원

멀티미디어 
플라자

기획홍보실 소극장

관정관

서비스실
멀티미디어 보존서고

옥상정원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관정마루

세미나실

기계실

B동

8B열람실

7B열람실

정보검색실

관장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행정지원실

패컬티라운지

양두석홀

기부자라운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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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관정관 공간별 규모

관정관의 주요 공간별 규모는 [표 21]과 같다.

실구분
규모

비고
 면적(㎡) 좌석(석)

열람 공간
열람실

8A(이성의 방) 2,791.06 728

8B(진리의 방) 585.78 194 대학원생 전용

7A(기억의 방) 2,791.06 670

7B(상상의 방) 585.78 194

노트북존 844.97 256

ICT 활용 공간

멀티미디어플라자 1,523.55 129

정보검색실 672.87 120

소극장 80.44 32

협업 공간
그룹스터디룸 961.77 360 47실

스터디가든 1,968.29 250

휴게 공간

옥상정원 7,445.00 -

실내정원 323.00 -

편의시설 1,225.42 -

이용자 

특화 공간

캐럴 456.02 80

패컬티라운지 672.94 -

기부자라운지 131.06 -

관정마루 471.42 -

교육 공간

운초세미나실 173.43 60

메가스터디세미나실 56.53 20

한국타이어세미나실 101.09 30

양두석홀 328.27 102 컨퍼런스룸

사무 공간

서비스지원 138.50 -

행정지원 651.98 -

시설지원 1,177.66 -

합 계 26,157.89 3,225

※ 공용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 1,088.07㎡=총 연면적(27,245.96㎡)-합계(26,1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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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별 구성 방향

2.1. 열람 공간

열람 공간인 열람실과 노트북존은 최상층인 8층과 7층에 배치하였다. 7, 8층 열람실은 주요 

시설 중에 큰 비중을 두었던 공간으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배치하였다. 대개의 도서관에서 

열람실이 갖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대학도서관이 학문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 기본 콘셉트를 `책이 

공존하는 열람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 관정관 건축물의 특징인 트러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둥 없이 확 트인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쾌적한 이용자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인당 권장 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고,11)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트북 이용공간을 양 측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7, 8층 열람실의 바닥은 

온돌 난방 방식으로 하였고, 천장 높이가 4.5m인 8층 열람실은 높은 층고에 따른 조도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마다 개별 조명12)을 설치하였다. 

각 열람실에는 각 실에 특색 있는 별칭을 부여하였다. 이 별칭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기억, 상상, 이성으로 구분한 지식분류에 착안하였다13). 이에 따라 7A

열람실은 ‘기억의 방’, 7B열람실은 ‘상상의 방, 8A열람실은 ‘이성의 방’으로 하였고, 8B열람

실은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로 ‘진리의 방'이라 하였다. ‘진리’는 서울대학교 정장의 라틴어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 에서 따온 것이다.

[표 22] 열람 공간 좌석 현황

※ 7B열람실: 노트북 사용 가능 열람실, 8B열람실: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

구분
7층 열람실 8층 열람실

전체합계

7A
(기억의방)

7B
(상상의방)

노트북존
8A

(이성의방)
8B

(진리의방)
노트북존

계 670 194 128 728 194 128

소계 864 128 922 128

합계 992석 1,050석 2,042석

11)「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르면 일반열람실의 1인당 좌석기준은 2.0㎡이나 관정관 열람실은 3.7㎡를 확보 하였다. 

     정량적 지표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12) 열람테이블에서 언급하는 조명은 테이블 위 스탠드를 의미한다.

13) 베이컨의 지식 분류 구조는 디드로의 백과전서, 미의회도서관의 토대인 제퍼슨 도서관, 멜빌 듀이의 십진

     분류법(DDC) 등 오늘날 근대 도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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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8A열람실(좌), 8B열람실(우)

[그림 75] 7A열람실(좌), 7B열람실(우)

2.2. ICT 활용 공간

ICT 활용 공간은 6층에 조성하였고 멀티미디어플라자, 정보검색실, 소극장으로 구성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

공간과 휴식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상 및 음악자료 감상과 정보검색, 

학생들의 협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열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화 및 

음악 감상 공간, 정보자원 검색과 활용 공간, 멀티미디어 편집 공간 등을 배치하였다. 

정보검색실은 디지털 학술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 환경을 지원하는 첨단 IT 인프라 시설을 완비한 공간이다. 특히 120

대의 이용자 PC를 가상화 기반으로 구축하였는데 기존 PC 본체 대신 1/10 크기의 셋톱

박스를 둠으로써 테이블 위의 이용자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모니터 받침대를 

두어 모니터와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한 자세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

으며 아울러 케이블이 보이는 부분도 최소화하였다. 

소극장은 영상물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를 지원하고 소그룹 이용자의 시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하였고 총 32석으로 대형 스크린, 스피커, 프로젝터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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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76-78]은 멀티미디어플라자 전경 및 서가, iMac PC를 이용한 정보검색 공

간의 모습이고 [그림 79]는 정보검색실의 모습이다.

[그림 76] 멀티미디어플라자 전경

[그림 78] 멀티미디어플라자 iMac

[그림 77] 멀티미디어플라자 서가

[그림 79] 정보검색실

[표 23] ICT 활용 공간 및 장비 현황

구분 계(개/석) 합계/비고

멀티미디어

플라자

멀티미디어

감상용

1인용
소파형 26

42

56석

열람형 16

2인용 4 4

4인용 4 4

음악감상용 1인용 6 6

검색용

Mac PC 6 6

36대Win PC (듀얼모니터,협업용) 6
30

Win PC 24

정보검색실 검색용

PC 120

프린터/복사기 3 전 좌석 프린터 가능

스캐너 1

소극장
멀티미디어

감상용

좌석 32

대형스크린 1

스피커 2

프로젝터 1

음향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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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업 공간

협업 공간은 2~4층에 조성하였고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으로 구성하였다. 스터디가든은 

개방형 공간, 그룹스터디룸은 독립적인 그룹별 공간으로 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의 공동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층 그룹스터디룸은 30개실로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마주

보도록 병렬구조로 배치하였다. 모든 그룹스터디룸에는 보드(Board)로 활용할 수 있는 글라

스 월(Glass wall)을 설치하였고, 10인실과 일부 6인실에는 프레젠테이션용 29인치 TV를 설

치하여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층 그룹스터디룸은 17개실로 안쪽 벽면을 따라 6, 10, 20인실이 혼합되어 있다. 

2, 3층의 스터디가든은 예약 없이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학습·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표 24] 협업 공간 현황

[그림 80] 4층 그룹스터디룸

[그림 82] 3층 스터디가든

[그림 81] 10인실 그룹스터디룸

[그림 83] 2층 그룹스터디룸과 스터디가든

층    구분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6인실 8인실 10인실 20인실 계(실) 자유열람석

4층 25 1 4 - 30 -

3층 - - - - 0 110

2층 7 - 8 2 17 140

계 32 1 12 2 47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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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운초세미나실(좌), 한국타이어세미나실(우)

[그림 85] 컨퍼런스룸(양두석홀)

2.4. 교육 공간

도서관에서 구성한 교육 공간은 이용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과 규모가 큰 회의를 지원하는 

컨퍼런스룸이다. 교육 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을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세미나실과 컨퍼런스룸(양두석홀)을 배치하였다. 세미나실은 이용자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관정관 1층 주출입구 안쪽 우측에 3개의 실을 구성하였다. 3개의 세미나실은 60석의 PC가 

구비된 운초세미나실, iMac 20대가 구비된 메가스터디세미나실, 일반 강의에 적합한 30석 

규모의 한국타이어세미나실로 이용자 정보교육, DB 이용 교육, 업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 교육의 최적화를 위해 세미나실에는 전자교탁, 벽면

보드, 강의 안내를 위한 룸패드,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구비하고 있다. 

컨퍼런스룸(양두석홀)은 학내·외 이용자가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B동 3층에 

배치하였다. 전체 102석의 규모로 회의, 학회 등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 방송장비와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음향장비와 무인추적 녹화 시스템, 고성능의 프로젝트 시스템 

등을 구비하였다.

[표 25] 교육 공간 현황

구분 장비 및 비품 비고

세미나실

운초세미나실 60석(PC포함)
전자교탁, 벽면보드, 룸패드, 

프로젝터, 스크린

A동 1층

준비실 별도
메가스터디세미나실 20석(iMac포함)

한국타이어세미나실 30석

컨퍼런스룸 양두석홀 102석
음향장비 및 무인추척 녹화시스

템, 프로젝터,전자교탁, 스크린

B동 3층

준비실 별도



100

제3부 관정관 건립 추진

2.5. 이용자 특화 공간

도서관에서 구성한 이용자 특화 공간은 학위논문 작성 중에 있는 석·박사를 위한 개인 

열람 공간인 캐럴, 교수 맞춤형 공간인 패컬티라운지, 기부자와 동문에 대한 예우 공간인 기부자

라운지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캐럴은 A동 7, 8층에 배치하였으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1인용 개인 열람실로 연구자들이 장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럴은 7, 

8층 열람실의 노트북존과 연결통로 사이 공간을 만들어 각 층에 40개실을 배치하였으며 

캐럴 내에는 열람석, 개별 조명, 수납가구 등의 비품을 배치하였다. 

패컬티라운지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학문토론과 연구를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B동 4층에 

배치하였다. 패컬티라운지 내에는 20인용 회의 테이블, 휴게용 소파, 열람석, 정보검색용 PC 

등의 가구 및 장비를 비치하고 있고  본교 교수들이 저작한 도서 92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기부자라운지는 관정관 1층 로비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부자라운지는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을 통한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와 동문에 대한 예우 공간으로, Donors wall과 

서울대를 빛낸 동문, 서울대학교의 특성화 콘텐츠(졸업앨범 등)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 공간은 학내 구성원이나 기타 방문객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6] 이용자 특화 공간 현황

구분 공통장비/비품 비고

캐럴

8층 40실

80실 개별 조명, 수납가구 A동

7층 40실

패컬티

라운지
4층

회의용 20석

68석

프로젝터, 스크린

B동

키치네트 별도

열람용 40석 개별조명, 소파

검색용 8석 (PC포함) iMac PC, Window PC 각 1대

소장자료

명예교수 저서 영국의회자료 계

927책 328책 1,255책

기부자라운지 1층

- Friends of the SNU Library 시스템

- 서울대를 빛낸 동문 시스템

-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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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기부자라운지

[그림 87] 패컬티라운지

[그림 86] 캐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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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옥상정원(좌), 실내정원(우)

2.6. 휴게 및 전시 공간

도서관에서 구성한 휴게 및 전시 공간은 본관의 지붕층인 5층 옥상정원, 7층 실내정원, 2층 

관정마루, 별동의 편의시설로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옥상정원은 본관의 지붕층인 5층에 조성하였으며 각종 수목과 화초를 심어 자연 친화적 

환경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캠퍼스 전경을 시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정원은 일반열람실이 위치한 A동 7층에 조성하였다. 연못, 벤치, 정원으로 구성하여 

7·8층 열람실 이용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재데크로 구성한 관정마루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관정관의 통로이자 학습, 협업, 

전시가 모두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관정관 A동 3층 뒤에 위치한 별동의 편의시설에는 카페, 문구점, 편의점 등을 두어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림 90] 관정마루

2.7. 사무 공간

관정관에는 크게 서비스, 행정, 시설 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A동 6층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는 관정관서비스실과 기획홍보실이, B동 5층에는 행정지원

팀과 관장실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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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가구 및 인테리어

1. 추진 방향

관정관은 신개념의 도서관 기능으로 정보와 IT가 접목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협업 공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정관 TF는 퍼니싱과 인테리어가 공간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견고하고 세련된 가구와 

비품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조명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관정관'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각 실별 특성을 살려 가구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열람공간은 차분하며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늑하고 자연친화적

인 느낌으로 구성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와 정보검색실은 최첨단 ICT를 활용하는 공간

에 맞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현대적인 분위기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협업공간은 자유롭

게 토론과 소통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학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공간

인 이용자교육세미나실은 실용적이면서도 학술에 적합하도록 꾸몄고, 컨퍼런스룸은 100명 

규모의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특화공간인 패컬티라운지와 기부자라운지, 관정마루 등은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심미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휴게 공간의 경우 이용자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간 구성 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가구 계획의 기본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컨설

팅을 의뢰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관정관 TF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전체적으로 조화

를 이루도록 세부 디자인과 배치 계획을 수정·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 및 관

련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구 디자인과 품질 조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

여 관정관의 모든 공간의 테이블, 의자, 서가, 조명, 바닥재 등을 기본 공간 개념에 맞추어 

조화롭고 통일성 있게 구성할 수 있었다.

2. 추진 경과

관정관 TF는 내부 환경 구성을 위해 공간별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 가구 배치 계획을 수

립하였다. 2014년 7월에는 가구 및 비품 TF를 구성하여 이 배치 계획을 토대로 가구들을 

열람의자, 열람테이블, 서가, 기타 가구로 나누어 필요 물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관정관 

전체적으로 가구를 종류별로 통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표 27]과 같이 구매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가구 구매 사업은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기술평가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받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최적의 가구를 제작·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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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가구 및 비품 구매 추진 일정

사업명 추진일정 계약방법/업체

열람의자 구매 설치

공고기간: 2014. 8. 6.(수) ~ 2014. 8. 18.(금)

제안요청 설명회 : 2014. 8. 20.(수)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4. 8. 28.(목)

사업기간: 2014. 10. 14. ~ 2015. 1. 30.

제한경쟁입찰

㈜네오퍼스

열람테이블 디자인/제작구매

공고기간: 2014. 9. 4.(목) ~ 2014. 9. 19.(금)

제안요청 설명회 : 2014. 9. 11.(목) 14:00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4. 9. 25. (목)

사업기간: 2014.10. 14. ~ 2015. 1. 30.

제한경쟁입찰

㈜까사미아우피아

열람테이블용 조명기기 

디자인/제작구매 

공고기간: 2014. 10. 22.(수) ~ 2014. 11. 3.(월)

제안요청 설명회 : 2014. 10. 27.(월)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4. 11. 6. (목)

사업기간: 2014.11. 25. ~ 2015. 1. 5.

제한경쟁입찰

㈜해찬

서가 및 테이블 등 디자인/제작

공고기간: 2014. 10. 24.(금) ~ 2014. 11. 5.(수)

제안요청 설명회 : 2014. 10. 30.(목) 14:00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4. 11. 7. (금)

사업기간: 2014.11. 10. ~ 2015. 1. 30.

제한경쟁입찰

㈜까사미아우피아

멀티미디어 열람석 세트 제작구매 
공고기간: 2014. 11. 7.(금) ~ 2014. 11. 14.(금)

유찰 후 수의계약 : 2014. 12. 2. (화)

사업기간: 2014. 12. 4. ~ 2015. 1. 9.

수의계약

㈜까사미아우피아

PC테이블 및 의자 등 제작/구매설치

공고기간: 2014. 11. 10.(월)~2014. 11. 17.(월)

제안요청 설명회 : 2014. 11. 12.(수). 10:00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4. 11. 20. (목)

사업기간: 2014.11. 10. ~ 2015. 1. 30.

제한경쟁입찰

㈜까사미아우피아

열람실 벽면서가 디자인/제작 및 설치

공고기간: 2015. 1. 15.(목) ~ 2015. 1. 21.(수)

제안요청 설명회 : 2015. 1. 19.(월) 11:00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2015. 1. 23. (금)

사업기간: 2015. 1. 28. ~ 2015. 2. 6.

제한경쟁입찰

㈜까사미아우피아

미디어감상실 의자 구매 사업기간: 2014. 12. 4. ~ 2015. 1. 5. 나라장터 ㈜혜성산업

이용자 휴게 의자 구매 사업기간: 2014. 11. 18. ~ 2015. 1. 9. 수의계약 ㈜퍼니매스

붙박이 소파 제작 구매 사업기간: 2015. 1. 15. ~ 2015. 2. 3. 수의계약 판다스튜디오

북트럭 구매(업무용) 사업기간: 2015. 1. 19. ~ 2015. 2. 3. 나라장터 진우아이비

실내 장식품 구매 사업기간: 2015. 1. 28. ~ 2015. 1. 29. 수의계약 ㈜하선데코

화초 및 화분 구매 사업기간: 2015. 1. 28. ~ 2015. 1. 29. 수의계약 라떼르

북트럭 구매(이용자용) 사업기간: 2015. 2. 13. ~ 2015. 2. 23. 수의계약 판다스튜디오

캐럴 및 멀티미디어플라자 수납 가구 구매 사업기간: 2015. 2. 25. ~ 2015. 3. 13. 수의계약 ㈜까사미아우피아

장애인용 열람테이블 구매 사업기간: 2015. 3. 26. ~ 2015. 3. 27. 수의계약 청도

패컬티라운지 조명 구매 사업기간: 2015. 3. 18. ~ 2015. 3. 27. 수의계약 와츠라이팅

휴식공간 휴게의자 구매 사업기간: 2015. 3. 25. ~ 2015. 3. 27. 수의계약 한샘도무스

패컬티라운지 장테이블 구매 사업기간: 2015. 3. 20. ~ 2015. 3. 27. 수의계약 카레클린트

비품 구매(바인스탠드, 행거) 사업기간: 2015. 2. 23. ~ 2015. 3. 27. 수의계약 ㈜한샘

스터디가든 사각테이블 구매 사업기간: 2015. 3. 25. ~ 2015. 3. 27. 수의계약 로우디자인

전화부스 구매 사업기간: 2015. 3. 25. ~ 2015. 3. 27. 수의계약 세계로-텍

출입구 안내데스크 구매 사업기간: 2014. 12. 4. ~ 2015. 1. 5. 수의계약 ㈜까사미아우피아

정보검색실 모니터 거치대 구매 사업기간: 2014. 12. 4. ~ 2015. 1. 5. 수의계약 ㈜까사미아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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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간의 가구 및 인테리어

3.1. 열람실

관정관의 7~8층 열람실은 건물 외벽의 수직적인 요소와 열람테이블의 수평적 형태가 만나 

자연스러운 선의 교차를 만들어 내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확 트인 공간과 높은 층고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색상은 8층 열람실의 경우 웅장하면서도 아늑하고 자연친화적인 원목의 색감과 진청 

계열의 색상 등을 사용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7층 열람실의 전체 색상 선정 

방향은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이 나도록 옅은 하늘색과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여 8층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구성하였다.

1) 열람테이블

열람테이블은 본관의 열람실과 타 대학의 열람테이블을 비교 분석하여 인체에 가장 적합하고 

편안하도록 테이블 크기, 높이 및 테이블 간격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다소 협소했던 기존의 

1인당 열람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실제 타 기관 및 본관의 열람테이블을 실측하여 이용자

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열람테이블의 상판은 최상급의 오크 원목을 사용하고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깎아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하였다. 다리는 알루미늄 재질

로 하고 조립부를 단단하게 조여 전체적으로 내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아노다이징으로 마감하고 

헤어라인을 두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감을 연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가방 보관을 위해 책상 

안쪽에 가방걸이를 부착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열람테이블은 가림판을 

부착하여 여학생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람테이블은 기본형, 조명연결형, 노트북형, 장애인용, 입식형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눈 제작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층고가 높은 8층에는 조명연결형을 배치하였고, 7층에는 기본형을 배치

하였다.

조명연결형 열람테이블은 전선 홀에 캡을 씌어 깔끔하게 마감하였으며 배선을 외부로 노출시

키지 않고 단정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덕트에 점검도어를 부착하여 조명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노트북형 열람테이블은 중앙에 콘센트를 배치하여 노트북 사용이 

[그림 91] 열람테이블의 기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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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애인용 테이블을 구매하여 

배치하였으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식형태의 3인용 

열람테이블도 제작하였다. 열람공간은 전체적으로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열람테이블을 통일감 있게 배치하여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최근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보면 노트북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연구·학습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열람테이블과 관련하여, 이들 기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9월 7B 열람실 전석에 추가로 전원 연결 작업을 하여 

노트북 이용이 가능한 열람실로 개편하였다.

[표 28] 7~8층 열람테이블 유형

열람테이블 이미지 열람테이블 유형 규격(mm) 수량

6인용 열람테이블

(기본형)
2700 x 1200 x750 45개

6인용 열람테이블

(조명형-측면가림판)
2700x 1200x730 20개

4인용 열람테이블

(조명형-측면가림판)
2000x 1200x730 36개

4인용 열람테이블

(노트북형)
2000x 1200x750 68개

4인용 열람테이블

(조명형)
2000x 1200x750 192개

3인용 열람테이블

(조명형-입식형)
2700x700x970 4개

3인용 열람테이블

(조명형)
2700x700x750 48개

장애인용 열람테이블 1220x800x680~980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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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자

열람의자는 2014년 7월 초순에 TF에서 여러 가지 의자를 1차 선정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한 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표 29]의 

열람의자로 결정하였다. 

열람의자는 장시간 앉았을 때 편리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허리를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이중 메쉬천을 사용하여 통풍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였다.  

각 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등판의 색상을 적용하였다. 열람의자의 좌판 색상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회색으로 구성하였고 등판 색상은 회색, 하늘색, 녹색, 다홍색 등으로 

결정하였다. 

바닥마감재가 카펫타일로 구성된 주요 공간에는 의자가 밀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퀴형 

의자를 선정하였다. 열람실 내의 휴게 공간에는 휴식과 학습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휴게용 의자를 배치하였다.

[표 29] 7~8층 열람의자 및 휴게의자 유형

의자 이미지 의자 유형 규격(mm) 수량 색상 및 위치

열람의자 625x600x905~980 2,089개

8층 열람실: 회색 

7층 열람실: 하늘색

노트북존, 캐럴: 

녹색, 주황색

휴게용 의자 1100x500x850 6개 열람실 내 휴게 공간 

휴게용 의자 730x630x750 19개 열람실 내 휴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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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가

관정관의 열람실에는 단순한 독서실의 역할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서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관정관에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지적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책이 공존하는 열람실을 만들고자 한 박지향 관장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이에 8층 열람실은 천장까지 확장한 목재 서가를 두어 높은 서가에 꽂힌 책을 통

해 장엄하고 웅장한 스케일과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5m의 높은 층고를 최대로 활

용하여 10단 서가로 구성하였는데 열람실 안쪽의 벽면서가는 열람실 한쪽 벽면과 기둥까지 연

결하였고, 출입구 양쪽 벽면은 서가로 모두 채웠다. 서가의 기본 구조는 내부 구조를 보강하

여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 휨 방지도 고려하여 내구성 있게 설계하였

다. 서가의 재질은 천연 오크 무늬목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책과 잘 어울리도록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 

7층 열람실은 길이 방향으로 내부에 위치하는 4줄 트러스 구조로 인해 복잡해 보였으나 안쪽 

트러스를 서가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을 분리하고 아늑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트러스 서가는 트러스 본연의 재질과 색상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깨끗한 우윳빛 색상의 스틸 

재질로 제작하여 은은하면서도 단아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상단과 하단의 길이가 다른 

사다리꼴의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휨 방지 설계와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트러스 

서가의 하부 공간을 바닥에서 띄워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서가의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무채색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

다. 7층 열람실 출입구의 벽면 서가는 발크로멧(Valchromat)으로 제작하였으며 투명 우레탄을 

사용하여 도장 마감하였다. 서가가 놓인 해당 벽면도 같은 색상으로 판넬 마감 처리하여 전체

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하였다.

[표 30] 7~8층 열람실 서가 유형

서가 이미지 서가 유형 규격(mm) 수량 설치 위치

벽면서가(A) 48300x360x4500 2개 8A열람실

벽면서가(B) 7900x360x4350 2개 8A열람실

벽면서가(C)
좌: 7950x320x2100

우: 7550x320x2100
2개 7A열람실

트러스 서가 3830x300x 1530 2개 7A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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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

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8층 열람실은 층고가 높아 천장형 조명으로는 열람테이블까지 도달하는 조도가 낮아 이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람테이블에 개별 조명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도서관은 

개별 조명의 선별을 고심하던 중 2014년 11월에 신문 보도된 ㈜LG화학의 OLED14) 조명 

관련 기사를 접한 후 OLED 조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OLED의 우수한 성능을 검토한 후 제조사인 ㈜LG화학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4년 11

월 3일 OLED 조명 Engine 1,100대 기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OLED 조명 Engine 

650대를 기증받아 설치하였으며 4년 후 추가로 450대를 기증 받을 예정이다.  

이는 단일 건물에 설치되는 OLED 조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최초로 상용화 된 사례

이다. 공급된 패널은 크기가 320×110mm이며, 광효율은 60lm/W이고 수명은 4만 시간이다.

OLED 조명은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광원으로서 자외선은 물론, LED를 포함한 기존 조명

제품들이 투사하는 청색광(Blue light)이 없어 장시간 학습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기기의 발열량은 체온과 비슷한 35℃에 불과해 안전하며 광원이 빛을 

직사(直射)하는 대부분 조명제품들과는 달리 면광원이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국내 표준 조도표에 의하면 독서용 스탠드는 300럭스에서 600럭스 밝기를 충족해야 하

는데, 관정관에 설치된 OLED 조명은 300럭스 밝기의 1단계에서부터 최고 850럭스의 3단계

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나) 조명기기 디자인

최적의 연구·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층 열람실과 캐럴은 건축 공간과 인테리어에 

걸맞은 디자인의 조명 기기를 제작하여 안정감 있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 하였다. 눈의 피로도와 직결된 조명기기는 0.88mm의 두께인 OLED조명 패널을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뒷면을 덮어 2.2mm 두께의 초박형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열람테이블의 유형에 따라 2인용과 1인용의 사양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조명 패널과 

지지대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고 받침대를 두어 열람테이블에 고정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상단부의 커버는 누구나 손쉽게 패널을 교체할 수 있게 열 수 있어 유지보수나 수리가 용이하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O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또는 유기EL이라고 하며,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 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을 말한다.

14) 

[그림 92] 조명기기 2인용(좌), 1인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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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8층 열람실 OLED 조명 설치 전경

5) 바닥마감재

건축물의 내부 공간 바닥마감재는 해당 공간의 전체분위기를 마무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열람실의 바닥마감재는 밀리켄社의 카펫타일을 선택하였다. 카펫타일의 기본 구조는 원

사와 배킹(Back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사는 카펫의 디자인 부분으로 표면을 이루고 배킹

은 원사를 잡고 형태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밀리켄의 카펫타일은 친환경적인 소

재로 인간의 몸에 무해하며 쿠션감이 있어 보행감이 우수하고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성이 우수하

다.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내구성이 강하며 인젝션(Injection)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적

용하여 카펫의 이음매를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주어 시공 후 바닥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특

징이 있다. 

카펫타일의 색상은 층별 열람실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공간과 가구가 전

반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95] 7층 열람실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그림 94] 8층 열람실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6) 열람실 서가 소장자료

8층 열람실의 서가에는 기초학문의 기반 육성을 위해 학부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교양 교육자료, 서울대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영국의회 자료로 구성

하였다. 7층 열람실은 관정관 신축에 따라 서울대 구성원의 지식·교양과 휴식, 감성 계발을 

위한 도서로 구성된 특성화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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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명 별치기호 주제분야 설명 라벨색상

서울대학교

SNU도서 서울대학교 역사 등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다룬 도서

인기도서 2001-2014년 서울대학교 다 대출 도서

출판문화원 2001-2014년 서울대학교 다 대출 도서

교양도서 교양도서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역사,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교양 도서

한국 한국컬렉션 한국 근현대사 시대별 주요 이슈 및 한국 소개 자료 등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세계 누적 판매량 최상위 도서

언론추천 Newsweek's Top 100 Books

문학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1901~) 수상 작가의 주요 작품

장르문학 장르문학 대표저자 국내 출간작 (SF, Fantasy, Mystery)

해외문학상 해외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공쿠르상, 맨부커상, 퓰리처상)

국내문학상 국내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 (이상, 현대, 동인문학상 등)

문학전집 권위자(교수)·기관 추천 문학 전집

문화

여행/지리 여행·지리, 문화 관련 도서

IT 최신 정보통신기술 관련 도서

[표 31] 특성화 컬렉션

[표 32] 7~8층 열람실 소장자료 현황

소장자료

7층 8층

합계

특성화 컬렉션 기초교육 영국의회자료 계

책수 7,437 10,616 6,039 16,655 24,092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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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색상/용도

1인 열람테이블 1500x750x750 80개
OLED조명 및 콘센트

연결용

열람의자 625x600x905~980 80개 등판: 다홍색

2단 수납가구 400x400x750 80개
진회색/

연구자료 보관용

[그림 96] 이용서비스용 북트럭

3.2. 캐럴

캐럴의 출입문 전체는 투명 유리를 마감재로 사용하고 캐럴 안 학습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기 위해 LI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하여 일부 반투명으로 처리하였다. 열람테이블은 멀티탭을 

상판에 매립하여 전자기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개별 조명을 설치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의 연구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가구와 비품도 배치하였다.

열람실 소장 자료의 반납과 배열 등을 위해 사용이 편한 북트럭을 제작하였다. 7~8층 

열람실의 바닥은 온돌 난방이기 때문에 북트럭은 가볍고 작으면서도 견고하게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7A열람실 벽면서가에서 사용한 발크로멧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다. 색상은 진회색과 주황색, 노란색의 세 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표 33]  캐럴 비치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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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멀티미디어플라자

멀티미디어플라자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전시를 위해 디스플레이 서가를 전면에 배치하여 

자료 이용 동선을 최소화하였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곡선의 구조로 디자

인하였으며 현대적 느낌의 스틸 소재에 우윳빛 색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멀티미디어 일반 서가는 선반과 프레임을 옅은 회색 계열의 스틸로 처리

하고 측판은 아크릴의 재질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구성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의 모든 서가 상단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은은한 효과도 주었다.

영화, 음악자료 감상 구역은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편안한 리클라이너(Recliner) 의자

를 배치하여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휴식과 힐링(Healing)의 공간이 되도록 하

였다. 1인 감상석 구역은 파티션과 같은 구획처리 없이 트인 공간에 자연스럽게 구성하였다. 영화

감상석의 테이블은 검정색, 의자는 암갈색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악감상석의 테이블은 흰색, 

의자는 밝은 황갈색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2인과 4인 영화감상석을 두었는데 테이블은 흰색, 

의자는 옅은 녹회색 색상을 두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정보검색 구역에는 원형 PC테이블과 멀티미디어용 테이블을 배치하였으며, 색상은 하얀

색으로 하여 깔끔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표 34] 멀티미디어플라자 비치 가구 유형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1인용 영화감상석 테이블 861x400x900 26개
DVD 플레이어

및 무선 헤드셋 설치

1인용 음악감상석 테이블 560x400x570 6개
CD 플레이어

및 무선 헤드셋 설치

영화/음악감상석 의자 740x820x990 32개 감상석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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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보조 테이블 360x450x600 26개 영화감상용

단면형 테이블 2400x713x1050 8개 영화감상용

2인용 영화감상석
DVD 스탠드: 1200x400x1300

2인 소파: 1500x850x1300
4세트 영화감상용

4인용 영화감상석
DVD 스탠드: 1800x400x1300

4인 소파: 2400x850x1300
4세트  영화감상용

검색용 원형테이블 ø3200x1095 4개 정보검색용

노트북용 

L자형 테이블

6572x4702x750 3개 노트북용

 

PC테이블 1800x700x730 6개
편집용 PC

 (Windows)

PC테이블 2700x1200x730 1개

6인용 

편집용 PC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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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서가 2300x400x2100 20개 간접조명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서가
ø4500x1750 2개 간접조명

소파세트

일자형: 900x750x720

         700x750x720

코너형: 750x750x720

사이드테이블: 
          450x450x500

2세트 휴게용

안내데스크 3450x3250x1000 1개
멀티미디어 플라자

이용안내

열람의자 625x600x905~980 80개
멀티미디어 검색, 

편집 등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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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멀티미디어플라자 영화감상석(좌), 자료검색석(우)

[그림 98] 멀티미디어플라자 전경

[그림 97] 멀티미디어플라자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멀티미디어플라자의 바닥마감재도 밀리켄社의 카펫타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차분

하고 안정적인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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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보검색실

정보검색실의 PC테이블은 7~8층 열람테이블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3인용~6인용의 

PC테이블과 프린터용 테이블 등을 공간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역동성을 갖게 하였다. 모니터와 

셋톱박스의 연결선을 정리하기 위해 거치대를 추가 제작하였다.

[표 35] 정보검색실 비치 가구 유형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기타

PC테이블 2700x700x730 14개 3인용

PC테이블 2000x1200x730 10개 4인용

PC테이블 2700x1200x730 7개 6인용

테이블 1500x700x730 2개
프린터

보조 테이블

열람의자 625x600x905~980 132개
좌판 : 진회색

등판 : 다홍색

모니터 거치대
4인 테이블:900x200x73

6인 테이블:1000x200x73
76개 회선 정리용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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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소극장 전경과 비치 의자 유형

[그림 101] 6층 전체 바닥마감재 구성도

[그림 100] 정보검색실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정보검색실의 바닥마감재도 밀리켄社의 카펫타일로 전체적으로 진한 회색 계열에 붉은 색

상을 혼합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하는 공간을 활기찬 분위기로 조성하였다.

3.5. 소극장

소극장의 좌석은 내구성과 완성도를 극대화한 안락하고 견고한 의자로 구성하였으며, 깔끔

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색상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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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패컬티라운지

패컬티라운지 내의 회의실은 투명 유리 재질의 접이식 벽면으로 구성하여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본교 교수들이 저작한 도서 920여 권도 벽면서가에 배열하여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파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선택했으며, 주요 색상은 진청색과 회색 계열 위주로 구성하여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장(長) 테이블은 인도네시아산 뭉그루 원목의 

상판을 사용하여 원목결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면서 안락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특히 

이 공간의 1인용 소파세트 일부는 ㈜카레클린트에서 현물(천만 원 상당)로 기부한 가구로 구성

하였다.

[표 36] 패컬티라운지 비치 가구 유형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소파 2329x962x747 3개 3인용

소파 980x961x747 6개 1인용

벽면서가 7180x340x2800 1개
명예교수 

기증도서 전시

직사각형 장테이블 3500x800~900x750 3개 뭉그루 원목

직사각형 테이블 1400x700x430 3개 소파용 테이블

정사각형 테이블 900x900x750 5개 열람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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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정사각형 테이블 500x500x570 1개 열람테이블

의자 520x585x850 30개 열람의자

회의용 테이블

(20인용 연결조합형)

600x600x730

1600x600x730

800x600x730

1세트 회의실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580x620x860 20개 회의실용 의자

휴게용 의자 1 100x500x850 2개

열람테이블

(OLED조명 연결형)
1500x750x750 4개 캐럴용 테이블

 

PC테이블 2700x700x730 2개 정보검색용

열람의자 625x600x905~980 4개 캐럴용 의자 

조명 Φ460xH1550 3개
몸체: 나무

조명갓: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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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재는 인터페이스社의 카펫타일을 적용했으며, 자연친화적인 초록색 계열의 색

상을 배치하여 대자연 속에서의 아늑함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연출하였다. 연

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함과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자연의 생동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카펫타일의 패턴 콘셉트는 바위와 이끼 또는 잔디를 형상화한 것으로  자연으로

부터 열린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내가 정원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3.7.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의 벽면은 투명 유리로 마감한 후 LI의 그래픽 모티브를 활용한 시트를 부착

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열람테이블은 해당 실의 인원에 적합하도록 크기를 

조정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재질은 7~8층 열람실과 동일한 오크 원목을 사용하였다. 

그룹스터디룸의 의자는 장시간의 토론과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등판의 탄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의자의 색상은 등판을 녹색, 좌판을 검정색으로 하여 실용적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04] 패컬티라운지 실내 구성도

[그림 103] 패컬티라운지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122

제3부 관정관 건립 추진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그룹스터디 테이블 1800x1200x750 32개 6인용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 테이블 1500x1200x750 24개
10인용 그룹스터디룸

(테이블 2개 연결)

그룹스터디 테이블 2000x1200x750 1개 8인용 그룹스터디룸

2층 그룹스터디룸의 벽면은 옥빛의 유리 마감재로 구성하였다. 이 벽면에는 명언 등의 문구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월로 구성하였다. 20인실의 경우는 소규모의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라운

드형 회의테이블과 회의용 의자를 비치하였다.

[그림 105] 2층 그룹스터디룸 타이포그래피 월 전경

[표 37] 그룹스터디룸 비치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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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그룹스터디룸의 바닥재(우븐타일)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회의용 테이블

600x600x730

1600x600x730

800x600x730

2세트 20인용 그룹스터디룸

열람의자 600x505x835 295개 6-10인용 그룹스터디룸 의자

회의용 의자 580x620x860 40개
20인용 그룹스터디룸

의자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그룹스터디룸은 이용자의 이동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바닥마감재로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염 등에도 좋은 재질을 선택하여 이동의 편리함과 유지 보수의 용이함까지 갖추게 하였다. 

따라서 그룹스터디룸에는 기존 층에 배치한 카펫타일과는 달리 유엔어스社의 우븐타일이라

는 신개념의 바닥마감재를 사용했다. 우선 ‘우븐’이라는 소재는 직물 바닥재로, 천연직물의 

느낌 그대로를 살린 디자인으로 질감이 살아있는 특징이 있고 공간에 고급스러움과 

볼륨감을 보태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청소가 편리하고 쿠션감도 있는 

신소재로 방음, 방염, 방습에도 우수하며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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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컨퍼런스룸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3.8. 컨퍼런스룸

컨퍼런스룸의 좌석은 앞뒤 좌석 간의 배치 간격과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좌석은 가로

의 부채꼴 모양으로 구성하여 어느 곳에서나 강연자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특히 회의 테이블

은 라운드의 형태로 부드러운 마감처리와 다리 가림판을 사용하여 정돈된 느낌을 주고자 하였

고, 물푸레나무 천연무늬목을 사용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더하였다. 좌석 뒤 양면에는 필요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표 38] 컨퍼런스룸 비치 가구 유형

컨퍼런스룸의 바닥은 밀리켄社의 카펫타일을 마감재로 시공하였다. 바닥 색상은 컨퍼런스

룸의 전반적인 분위기 톤을 편안하고 안정감있게 연출하고자 흑갈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건물 

외벽의 아노다이징 색상, 회의 테이블의 나무 색상과 잘 어우러지는 효과를 보였다.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컨퍼런스룸 테이블 102석 기준 1식

강연대 800x580x1200 1개

보조 테이블 1800x600x740 2개

컨퍼런스룸 파티션A/B 2490x1260x1800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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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스터디가든

스터디가든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학습하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 모던한 소재의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가구를 활용하였다. 2층 스터디가든은 각기 다른 색상의 정사각형, 원형, 

직사각형 테이블을 배치하여 발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고자 하였고, 3층 스터디가든은 

일관성있게 회색의 정사각형 테이블로 전면을 배치하여 통일된 분위기를 주고자 하였다. 2, 

3층 스터디가든의 테이블 상판과 의자는 원목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안락한 분위기를 

주고자 하였고, 테이블의 회색, 노란색, 주황색의 상판은 친환경 컬러MDF인 발크로멧 소

재를 사용하였다. 또 2층 스터디가든 곳곳에 소파를 함께 비치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9] 스터디가든 비치 가구 유형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설치위치

정사각형테이블 900x900x750 46개 2층, 3층

원형테이블 1000x730 20개 2층

직사각형테이블 2100x900x750 6개 2층

열람의자 550x510x750 250개 2, 3층

열람의자 540x470x730 12개 2층

소파세트

일자형: 900x750x720
          700x750x720
          1500x750x1200
          1200x750x1200

코너형: 750x750x720
사이드테이블: 450x450x500

2세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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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스터디가든 바닥마감재(우븐타일) 구성

바닥마감재는 그룹스터디룸과 동일하게 내구성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의 

우븐 타일을 사용하였다. 바닥 색상은 스터디가든의 발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하고자 

연두색을 기본으로 2가지 색상을 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08] 스터디가든 전경 2층(좌), 3층(우)



127

관정관 건립백서

3.10. 세미나실

세미나실의 주 비치 가구는 테이블(PC 테이블 포함)과 열람의자이다. 이용자교육세미나

실의 PC 테이블은 컴퓨터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하였고 의자의 등받이는 허리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메쉬망 소재를 사용하였다. 의자 등받이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색상으로 의자 바닥의 오염 

방지를 위해 검정색으로 의자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일반세미나실의 테이블과 의자는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비치하여 필요시 테이블 변경이나 의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였다.

[표 40] 세미나실 비치 가구 유형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용도

PC테이블 1600x600x730 30개 이용자교육세미나실

PC테이블 1800x700x730 11개 이용자교육세미나실

테이블 1800x500x720 15개 일반세미나실

테이블 1800x600x740 5개 준비/보조용

열람의자 600x505x835 31개 일반세미나실

열람의자 610x565x870~920 101개 이용자교육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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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1층 세미나실 바닥마감재(카펫타일) 구성

[그림 111] 일반세미나실 전경[그림 110] 이용자교육세미나실 전경

3.11. 회의실

회의실은 20인실 그룹스터디룸과 동일한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테이블의 상판 색상은 흰색을 

선정하여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실에 밝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자하였다. 의자는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가 있는 일체형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표 41] 회의실 비치 가구 유형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회의용 의자 580x620x860 20개

회의용 테이블

600x600x730

1600x600x730

800x600x730

1세트

바닥마감재는 밀리켄社의 카펫타일을 사용했으며 안정적이면서도 무난한 회색 계열의 색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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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로비 및 출입구

로비는 바닥재로 짙은 회색의 화강암(China gray)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곳곳에 화분을 두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녹색식물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용 의자도 구비하였다. 로비의 인포데스크는 흰색의 대리석 소재(Carrera 

White)로 제작하여 로비 전체에 진중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하였고 자동출입게이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무채색으로 구성하였다.

[표 42] 로비와 출입구 비치 가구 유형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위치

2인용 인포데스크 2500x1250x1100 1개 2층

1인용 안내데스크 1900x1500x1100/730 2개 3, 5층

열람의자 625x600x905~980 10개 1, 2, 3, 5층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3.13. 휴게 공간

관정관은 열람실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7~8층 열람실 내부 공간 안쪽 벽면에는 박지향 관장이 제안한 독특한 아이디어인 붙박이 

소파를 두어 학습과 연구에 지친 이용자들이 심신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목 

소재의 나무 의자로 만들어진 붙박이 소파는 등받이를 높게 설계하였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 

편안하게 앉아 전망 좋은 광경을 바라보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바닥에는 전열 배선을 

설치하여 간절기나 추운 겨울에 따뜻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전자사물함의 옆 공간에는 수면용 의자를 두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자는 하단 

받침대 라운드 프레임의 기울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프리미엄급 

천연가죽의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또한 이동 통로나 각 층의 벽면에도 휴게용 의자를 비치하

였다. 2~4층의 자투리 공간에도 수면용 의자를 배치하여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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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휴게 공간 비치 가구 유형

가구 이미지 가구 유형 규격(mm) 수량 위치

붙박이 소파 7530x1300x1500 2식 7 ~ 8층 열람실

휴게용 의자

(수면용)
610x1630x740 9개 2층 스터디가든

휴게용 의자

(수면용)
740x820x990 10개 2 ~ 4층 휴게 공간

휴게용 의자 1100x500x850 12개 1 ~ 8층 휴게 공간

소파 1400x720x800 10개 3, 7 ~ 8층

휴게용 의자 1100x500x820 10개 4층

휴게용 의자 1100 x500x450 10개 1층 로비

테이블 500x500x570 9개 1 ~ 8층

휴게용 의자 730 x630x750 31개 3, 7 ~ 8층

소파세트

일자형: 900x750x720

         700 x750x720

         1500x750x1200

         1200x750x1200

3세트 6층

1인용 테이블
의자세트

의자: 420x430x840

테이블: 500x500x720
4세트 옥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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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품 이미지 제목 / 제작년도 재료 크기

층 위치

1층

로비 Intervention of Red 2012 mixed media on canvas 160 x115cm each

로비 Budding 2007 mixed media on canvas 120x140cm

세미나실 Petals in the Breeze 2014
lithograph with hand 

coloring
66x55cm each

세미나실 Breeding 2007 silkscreen 96x63cm

한국타이어

세미나실
Blooming 2014 engraving 74x86cm

2층

그룹

스터디룸
In Bloom 2013 mixed media on canvas 66x76cm

그룹

스터디룸
In Bloom 2013 mixed media on canvas 66x76cm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4. 미술품, 오브제 등

4.1. 미술품

관정관 곳곳에 미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함은 물론, 건축물에 격조와 

품위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관정관 미술작품 전시는 도서관에 심미적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관정관에 전시할 작품을 모색하던 중 2014년 미술대학 동문 전시회에서 신수진 작가의 

작품을 한 점 구매하였는데 관정관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한 박지향 관장이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수차례 만나 전시 기증을 설득하였고, 이에 신수진 작가가 그림 35점을 5년간 

전시 기증하기로 하여 관정관 곳곳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미술대학 김정자 

명예교수가 기증한 일부 미술 작품을 관정관에 이관하여 전시하고 있다.

[표 44] 전시작품(신수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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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품 이미지 제목 / 제작년도 재료 크기

층 위치

2층

그룹

스터디룸
Circulation 2013

etching, chine 
colle

56 x68cm

그룹

스터디룸
Blooming 2014

engraving on 
hanji

66x73cm

3층

컨퍼런스룸 

복도
Blooming 2014

engraving on 
hanji

66x73cm

스터디

가든

Cheerfully Arising 

2008

mixed media on 
canvas

94.5x178cm

4층
패컬티

라운지
Dancing Leaflet 2014 etching

77x55cm 

each

6층

엘리베이터홀 Floating Over II 2008
mixed media on 
canvas

45x90cm

멀티미디어

플라자
Streamed 2012 etching 133x91.5cm

7층

엘리베이터홀 Trace of Current 2012 etching 70x100cm

엘리베이터홀 Spreading Out 2008
mixed media on 
canvas

150x145cm

엘리베이터홀 Drenched 2014
mixed media on 
hanji

143x76cm 

each

8층 엘리베이터홀 Hung Over 2014
mixed media on 
canvas

180x260c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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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품 이미지 제목 / 제작년도 재료 크기

층 위치

5층

엘리베이터 홀

蓮紋樣 

(Lotus Pattern)

1995

Collage 55x 110cm

소회의실

的 

(A Target of Books) 

1997

Collage 115x 115cm

대회의실

사계절 

(Four Seasons)

1997

Acrylic on Canvas 76x 110cm

6층 휴게 공간
Reflection 

1992
Acrylic on Paper 90x60cm

[표 45] 전시작품(김정자 작가)

4.2. 오브제 및 화분

관정관의 실내 환경을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하게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식품(오브제)과 

화분을 배치하였다. 오브제는 이용자의 이동이 많은 2층 엘리베이트홀과 본관 연결 통로에 

두었으며 패컬티라운지에도 일부 오브제를 배치하였다.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실내 환경을 

위해 녹색식물과 화분을 각 층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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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오브제 이미지 오브제 유형 규격(mm)

층 위치

2층 스터디가든

Cherry
장식품 380x720

장식대 400x 1000

Bell Pepper
장식품 450x550

장식대 400x 1000

4층 패컬티라운지

난 400x1000

고사리 400x810

[표 46] 오브제 비치 현황

5. 성과 및 과제

관정관은 내부 가구를 제작함에 있어 건물 전체와 조화로우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

하였으며 공간 설계와 함께 최적의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연구 및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다.

통상적으로 신축 건물의 내부시스템 구축 등은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관례이지만 

우리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 및 품질 조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한 가구와 비품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세련되고 심미적으로 탁월하며 우수한 품질과 편의성을 

갖춘 가구(열람테이블, 열람의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기 위해 입찰 방식을 통해 

전문가의 평가로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동시에 최상의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8층 열람실의 층고가 높아 열람석에 개별 조명 설치가 불가피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LG화학의 OLED 조명엔진 출시를 언론 매체에서 확인한 후 현물 기부를 유도하였고, 

이에 OLED 조명엔진을 성공적으로 무상 확보함으로써 신축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관정관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서 도서관 건물을 기부하고 내부의 가구와 비품, IT 

운영시스템은 학교 예산과 도서관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으로 조성한 특별한 사례이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타 도서관의 우수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서가 직접 주관하여 이용자를 위해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관정관은 서울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학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환경 개선과 

공간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가구와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대학의 중심 학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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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1. 추진 방향  

우리 도서관은 관정관 건물의 내외부, 실내 공간 구성, 가구와 비품,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정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IT 기술의 과용으로 인하여 관정관의 학구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IT 

시스템 구축 예산은 최소화하여 필수적인 부분만 적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명명하였다.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5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학술 정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과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IT 

인프라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검색실 및 세미나실 등에 데스크톱가상화

(VDI)15) 기반의 PC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Mac 환경에서도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에 

iMac을 설치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캐럴 및 그룹스터디룸에서의 효율적인 학습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실마다 출입단말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에 연동하였다. 각 층마다 관

정관의 각종 시설 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설안내 키오스크, 좌석 예약·배정 키

오스크, 인터넷 검색대를 설치하였다. 이 모든 장비들과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통합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스터디가든에는 ‘Beyond the 

Library’ 시스템을 만들어 구글 어스와 연동하여 가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정관 

곳곳에 무선AP 장비를 설치하여 모든 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의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 공간과 휴식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에는 영화 및 

음악 감상석, 정보검색석, 노트북 이용석, 편집석 등을 두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32석의 소극장을 두어 정기적으로 큰 화면으로 영화 및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곳곳에 편안한 쉼터를 두고 도서관 및 학교 소식과 각종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다. 특히 패컬티라운지라는 교수 특화 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책과 함께 휴식을 즐기면서도 각종 세미나, 회의, 소모임 등이 열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시스템, 전자교탁, 마이크시스템, PC 및 iMac을 설치하였다.

셋째, 디지털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간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창출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룹스터디룸의 경우 6인실

부터 20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TV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학습, 토의,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의 옐로우아

이디를 개설하여 ‘관정톡’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는 서버에서 가상화로 동작하는 가상 서버를 이용자별로 할당하여 이용할 수 있

게하는 시스템이다. 망 분리를 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데이터 유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시스템으로 PC 본체가 존재하지 않고 셋톱박스라는 조그만 장치를 통해 중앙 서버로 접속을 해서 사용

하게 되며 작성 한 자료는 USB를 통해 저장할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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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결되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용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넷째, 기부자라운지라는 나눔의 공간을 마련하여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기부자들의 명패가 새겨져 있는 Donors 

Wall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부자의 아름다운 

기부스토리를 통하여 베푸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후배가 디지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부자라운지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6대의 모니터에서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였고 서울대 역사, 도서관 역사 등을 게시하여 

더 나은 역사를 향한 사명감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졸업앨범을 디지털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추억을 되새기고 애교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관정관을 교육, 학습,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식 센터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시스템 TF를 구성한 후 먼저 올바른 시스템 구성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간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와 이용 현황을 분석함은 물론 각종 

IT 관련 세미나 및 회의에 참석하면서 IT 사업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서울대 교수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앞서 

언급한 5가지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관정관의 내부 인테리어와 전기 및 통신 시설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설계 도면

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였던 부분들과 실제 건물상의 부분을 비교 확인하면서 사업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관정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에 수십 차례 방문하였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차는 응찰업체들의 조달 입찰시스템 서류 누락으로 무응찰, 2차는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이 되어 2차 단독입찰을 한 업체와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수행한 후 2014년 10월 22일 수

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었으나 공사일정 

조정, 관정관 준공식 및 개관식 일정 변경, 내부시스템 사업 일정 조정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하였고 2015년 2월 13일에 최종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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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내용  

3.1. 이용자 PC 시스템

1) VDI(데스크톱가상화 시스템)

관정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자 PC는 크게 VDI 방식, 일반 데스크톱PC, iMac으로 구

성하였다.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플라자, 세미나실 등 대부분의 이용자 PC는 VDI로 운영

하고 있으며 VDI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본관 시스템실에 어플라이언스16) 제품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VDI의 장점은 중앙 서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PC의 성능을 일괄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정책 적용이나 관리가 편하고 가상 PC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마스터이미지

를 복사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VDI 구

축 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아 일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동영상

이 실행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래픽 작업 등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작

업의 경우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집용 PC를 마련하였다. 

정보검색실 및 멀티미디어플라자에서 VDI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인증을 위해 DB서버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VDI는 정보검색실 120대, 운초세미나실 60대, 멀티미

디어플라자 24대 등 총 204대가 설치되어 있다.

어플라이언스(Appliance)는 운영 체계(OS)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설정 등을 행하지 않고 구입해서 

전원을 접속하면 곧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를 말한다.

16)

[그림 113] 정보검색실 VDI

[표 47] VDI 서버 사양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NT서버

Dell R720 Pivot3 R2S 

CPU: Intel Xeon 2.6GHz 16core

MEM: 256GB

OS: ESXi 5.5.0(Hypervisor)

3 식

렉 장착
Dell R720 Pivot3 G2

CPU: Intel Xeon 2.3GHz 12core

MEM: 128GB, 

OS: ESXi 5.5.0(Hypervisor)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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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ac 

메가스터디 세미나실에는 모니터일체형 27인치 iMac 20대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요즘 Mac OS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듀얼 부팅을 통해 

Windows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도 6대의 편집용 iMac을 설치하여 Mac용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4]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iMac

[표 48] 이용자 PC 현황

층수 설치장소 설치수량 구분 OS

1층
운초 세미나실 60대 VDI Windows7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20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 Windows7

4층
패컬티라운지 1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패컬티라운지 1대 PC Windows7

6층

정보검색실 120대 VDI Windows7

멀티미디어플라자(검색용) 24대 VDI Windows7

멀티미디어플라자(편집용) 6대 PC Windows8.1

멀티미디어플라자(검색용) 6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합계

VDI 204대

iMac 27대

PC 7대 

3) 편집용 PC

멀티미디어플라자 안쪽에 6대의 편집용 Windows PC를 설치하였다. 편집에 용이하도록 

각종 그래픽/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듀얼모니터로 구성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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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입 통제 시스템 

1) 출입게이트

관정관 1층 로비, 1층 행정실 방향, 2층 인문대 방향, 2층 본관 연결 통로, 2층 편의시설 

방향, 3층 약대 방향, 5층 옥상정원 방향에 출입게이트를 설치하였다. 1층 행정실 방향 출입구는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시설과 이용 시설을 분리하였다. 모든 출입구에는 한 개 

이상의 장애학생용 출입게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게이트의 폭을 휠체어보다 넓게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출입게이트는 단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편의시설 

방향 및 옥상정원 방향은 이용빈도가 낮고 입구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관정관은 기본적으로 학내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출입 시 신분코드를 

체크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생의 경우 당초에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졸업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로비에서 일일출입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게이트는 동대문 

DDP 등 여러 기관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세련되면서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

 

2)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 출입 단말기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은 인증받은 이용자가 이용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단

말기를 설치하여 좌석 예약 시스템과 연동하였다. 이용자가 예약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단말기로 

예약한 이용자의 정보와 이용 가능 시간을 전송하게 되고 이용자가 단말기에 RFID 카드나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하였을 때 이용자 정보와 시간을 확인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시설안내, 좌석배정·예약, 인터넷검색, 전자신문 용도로 설치하였고 관정관 

LI, 내부 인테리어 등을 참조하여 세련되게 디자인하였다. 이 키오스크는 각 층별 이용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ON/OFF 되게 스케줄링하였다.

1) 시설안내

시설안내 키오스크는 두께감을 없애고 슬림한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전면부는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였고, 4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두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키오스크를 통해 공지사항, 홍보동영상, 다대출도서, 문학상수상작, 부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지사항은 도서관 및 서울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연동하여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등록, 수정, 삭제할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안내에

서는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의 각 실을 설명과 함께 3D로 구성하여 입체감 있게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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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시설안내 키오스크(좌), 전자신문 키오스크(우)

[그림 116] 콘텐츠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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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석배정·예약

좌석배정·예약 키오스크에는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RFID 리더기와 모바일 리더기를 설치

하였고 전파 장애를 받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도록 설계하였으며 모니터는 터치스크린

으로 구성하였다. 전면은 흰색으로 하여 눈에 잘 띄고 깔끔하게 처리하였고, 옆면은 회색으로 도장 

처리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세련되게 제작하였다. 실별 특성에 따라 열람실은 예약, 

배정이 모두 가능하며 그룹스터디룸은 예약만,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플라자는 좌석 배정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증가와 반납전용 키오스크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여 2015년 7월

에는 4대를 추가하여 8층 열람실 4대, 7층 열람실 4대, 6층 정보검색실 1대, 6층 멀티미디어플

라자 1대 등 총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인터넷검색

인터넷검색 키오스크는 각 층마다 1~2대 정도 설치하였고, 터치스크린 모니터 대신 23인치 

일반 LED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좌석 배정·예약 키오스크와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4) 전자신문

전자신문 키오스크는 시설안내 키오스크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매일, 한겨레 5종을, 나머지 1대에서는 경향, 국민, 서울, 

한겨레, 한국파이낸셜, 헤럴드경제, 스포츠한국, Korea Herald, 스포츠서울 등 패키지 신문 

10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7] 좌석배정·예약(좌), 인터넷검색(우)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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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좌석 배정· 예약 시스템 

기본적으로 관정관의 모든 시설 이용은 좌석 배정·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소 

및 운영 성격에 맞추어 현장 배정만 가능한 곳, 예약만 가능한 곳, 배정과 예약 모두 가능한 

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열람실은 배정, 예약, 연장이 모두 가능하고, 그룹스터디룸은 

예약만 가능하며, 멀티미디어플라자와 정보검색실은 배정만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과 

정책으로 인해 운영 초기에 이용자의 상충되는 요청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회와도 협의를 해 나가며 

많은 부분을 수정·개선하였다. 

이용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 연장, 반납을 할 수 있고 키오스크에서는 배정, 연장, 반납이 가능하다. 

[표 49] 키오스크 설치 현황

층수 용도 설치대수 비고

1층
시설안내 2대

인터넷검색 1대

2층

시설안내 2대

인터넷검색 2대

전자신문 2대

3층
시설안내 2대 양두석 홀 1대

인터넷검색 2대

4층 인터넷검색 2대

6층

좌석배정·예약 2대

인터넷검색 2대

이용 홍보 1대

7층
좌석배정·예약 4대

좌석배정·예약 4대

8층 인터넷검색 1대

[그림 118] 좌석 배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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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이용방법 배정 예약 반납 연장

열람실

홈페이지 X O O O

모바일앱 X O O O

키오스크 O O O O

그룹 스터디룸

홈페이지 X O O O

모바일앱 X O O O

키오스크 O O O O

멀티미디어플라자

홈페이지 X X O X

모바일앱 X X O X

키오스크 O X O X

정보검색실

홈페이지 X X O X

모바일앱 X X O X

키오스크 O X O X

[표 50] 실별 좌석 이용 방법

[그림 119] 모바일 앱 이용 화면

키오스크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학생증(S-CARD), 모바일학생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층수와 원하는 좌석, 이용 시간 등을 선택한 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도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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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합관리시스템

관정관 예약·배정, 이용 통계 추출, 키오스크 및 각종 홍보시스템 관리, 콘텐츠 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따로 도입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 관리, 패치, 유지보수 

등의 별도의 관리 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관리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첫째, 정책 관리에서는 각 실별 예약 및 운영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예약 여부, 예약 

후 미이용 시 자동 취소 시간, 일일 사용 횟수, 연장 여부, 이용가능 신분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좌석별로 이용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20] 홈페이지 관정관 시설 예약 화면(그룹스터디룸)

모바일 앱의 초기 화면은 열람실 좌석 예약, 그룹스터디룸 예약, 배정/예약 현황, 알림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열람실의 경우 좌석 예약 후 30분 이내에 열람실 앞에 있는 좌석배정 

키오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예약 후 미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이 

제재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위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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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용자 관리에서는 이용자의 예약 및 배정 내역, 좌석 이동·연장·반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정관 예약’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팝업 메시지로 안내하거나 

푸시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규정 등을 어긴 이용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셋째, 예약 및 배정 관리를 통해 관리자가 좌석 예약·배정, 예약 취소, 좌석 반납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미나실 및 캐럴 등 관리자 전용 시설에 대한 예약도 할 수 있다. 

넷째,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관리에서는 각종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설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홍보 시스템, Beyond the Library, 세미나실 안내, 서울대를 빛낸 동문, 동문앨범, 

전자신문, 키오스크에 대하여 원격으로 접속 및 전원 상태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ON/OFF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할 수 있다.

[그림 121] 통합관리시스템의 장비 관리 화면

[그림 122] 통합관리시스템의 콘텐츠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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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사양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NT서버

IBM x3650 M4

Intel Xeon E5-2650 v2 

CPU: 2.6GHz 8Core

MEM: 32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Server 2012 64bit

DBMS: MSSQL Server 2014

1 식 DB서버

IBM x3650 M4

Intel Xeon E5-2650 v2 

CPU: 2.6GHz 8Core

MEM: 32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Server 2012 64bit

WAS: Apache Tomcat 7.0

1 식 Web서버

또한 각 장비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각종 콘텐츠들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각 콘텐츠는 

유형별/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 자원들도 연동할 수 있다. 각종 

콘텐츠는 한글 및 영문으로 등록함으로써 이용자가 각 장비에서 한글/영문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원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자가 각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6. Beyond the Library 시스템 

Beyond the Library 시스템은 2층 스터디가든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이 도서관을 벗어

나 세계로, 우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는 의미로 만들었다. 55인치 모니터 8대를 위

아래 각 4대씩(4by2) 배치하였고 서버 1대에 그래픽카드 8장을 연결하여 고화질 화면을 표현

하도록 하였다. 대형 화면 앞에는 11.6인치의 터치패드와 트랙볼마우스를 두어 이용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구글 어스 맵을 활용하였으며,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

치된 7가지의 콘텐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4] Beyond the Library 콘텐츠 메뉴[그림 123] Beyond the Library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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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도서관 투어

세계 도서관 투어는 ‘세계 꿈의 도서관’과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1001 

Libraries to see before you die)’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꿈의 도서관’은 

세계의 멋있는 도서관을 소개한 책을 참고로 하였는데 도서관을 대륙별로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알렉산더도서관, 보들리언도서관 등 아름다운 37개의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은 IFLA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도서관

(https://1001libraries.wordpress.com)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관정관이 등재되었다.

[그림 125 ]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에 등재된 관정관

2) 문학도서 투어

문학 작품에 나오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구글 어스에서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 서울대 도서관 투어

혼동하기 쉬운 서울대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의 내부 구조, 찾아가는 길,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세계 문화 컬렉션

구글에서 그간 구축해 온 Google cultural projects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중 세계 

불가사의, 역사적 순간, 예술 프로젝트의 3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을 보여줌으로써 귀중한 문헌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6) 스텔라리움(별자리 탐험)

스텔라리움(Stellarium)은 3D 렌더링 된 실사 하늘의 별과 별자리, 행성과 성운 등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세정보(분류, 등급, 방위각/고도, 거리, 공전주기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의 실시간 속도, 거리, 고도, 좌표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천체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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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Beyond the Library 시스템 구성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디스플레이
55인치 Slim LFD17) 

Bezel Width: 3.5mm
8 대

NT서버

Intel Xeon E3-1280 v2
CPU: 3.6GHz 4Core
MEM: 8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7 Pro 64bit

1 식

스피커 지향성 스피커 2 대

PC

11.6인치 일체형 PC
CPU: Intel Core i5 3337U 1.8GHz
MEM: 4GB DDR3 1600MHz
OS: Windows 8 64bit
트랙볼마우스

1 식 터치패드

17) LFD(Large Format Display)는 홍보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용하는 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3.7. 멀티미디어 감상 시스템

멀티미디어플라자에서는 DVD, CD, LP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 감상용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1인석 DVD 감상용은 총 42대로 소파형 26대, 열람형 16대가 있고, 2인석과 4인석은 

각각 4대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인석 소파형에는 32인치 3D TV,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삼성 BD-H5500)를 설치하였고 3D DVD의 경우 3D 안경을 쓰고 입체감 있는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인석과 4인석에는 각각 48인치, 55인치 TV를 설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한 대씩을 3D용으로 구성하였다. 2인석은 2인 이상이, 4인석은 3인 이상이 동시에 배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감상석에는 오디오 플레이어(인켈 CD-772) 5대와 LP턴테이블(테라웍스 HDA-

8800) 1대를 설치하였다. 

열람형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는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소니 MDR -DS6500)을 설치하여 

편한 자세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선 헤드셋은 프로세서와 헤드셋으로 나뉘는데 헤드셋을 

프로세서에 걸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세서와 헤드셋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신호를 잡는 시간이 빠르나 뒤바뀔 경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장비별로 번호가 부착된 RFID 칩을 부착하여 분실과 뒤바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표 53] 멀티미디어 감상용 좌석 현황

구분 용도 좌석수 비고

DVD 감상용

1인석 (소파형) 26석 3D 지원

1인석 (열람형) 16석

2인석 4석 3D 지원 1대

4인석 4석 3D 지원 1대

음악 감상용 1인석 (소파형)
5석 오디오 플레이어

1석 LP 감상용

합 계 5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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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홍보시스템   

관정관에서는 천장형 시스템, 천장형 홍보섹션, 룸패드 등 크게 세 종류의 홍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방문객 환영 인사, 도서관 각종 소식, 좌석 이용 현황, 홍보 

동영상,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케줄링하여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안내

하고 있다. 

1) 천장형 정보시스템 

관정관 로비의 출입게이트 위쪽 천장에는 베젤이 작은 55인치 슬림 LFD 5대를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보여 주는 천장형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방문객 환영 인사, 

좌석 이용 현황, 서울대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출입자의 이름으로 만든 메시지, 오늘의 명언, 

각종 안내 정보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정관 출입게이트를 통과한 이용자의 이름 150개로 

메시지를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RSS(Rich Site Summary)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XML 기반의 콘텐츠 배급 포맷을 말한다. 

룸패드(RoomPad)는 호텔, 회의실, 교육실, 미팅룸 등에 설치하여 하루의 일정과 점유 상태 표시, 예약 상태, 회의 

주제 등을 보여줌으로써 예약 충돌을 방지하고 직원 및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을 최적화 하기 위한 장비

이다. 이 외에도 출입, 조명, 냉난방 제어 및 알람, 푸시 알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다기능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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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천장형 정보시스템

2) 천장형 홍보섹션

천장형 홍보섹션은 1층과 5층을 제외한 전 층에 48인치 LFD를 2대씩 부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사항, 관리자 전달 메시지, 좌석 이용 현황, 홍보 동영상, 각종 언론 자료 등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지사항은 중앙도서관과 서울대 홈페이지의 RSS18) 정보를 연동

하였고 좌석 이용 현황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3) 룸패드19)

1층 3개의 세미나실 입구 천장 쪽에는 당일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도록 23인치 룸패드를 설

치하였다. 룸패드에 예약 현황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보여줌으로써 이용자가 현재 또는 이후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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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세미나실 천장형 룸패드

[표 54] 홍보시스템 설치 현황

구분 설치 위치 모니터수

천장형 정보시스템 1층 로비 5대 (5by1)

천장형 홍보섹션

2층 스터디가든 2대

3층 스터디가든 2대

4층 그룹스터디룸 입구 2대

6층 정보검색실 앞 2대

7층 7A열람실 앞 2대

8층 8A열람실 앞 2대

룸패드

1층 운초세미나실 1대

1층 메가스터디세미나실 1대

1층 한국타이어세미나실 1대

합 계 20대

4) 관정톡 서비스

관정관서비스팀은 이용자들이 관정관에 대한 문의사항, 건의 및 개선 사항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옐로아이디’ 서비스를 개설하고 ‘관정톡’ 서비스라 명명

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개선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앱에서 ‘관정톡’으로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권장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후 시간에는 자동으로 

답변이 전송되게 하였다. 물론 관리자는 별도로 관리 앱을 설치하여 24시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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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관정톡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그림 129] 관정톡 서비스 스마트폰 화면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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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부자라운지 시스템

관정관은 기부로 지어진 도서관으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자 기부자라운지를 만들게 되었다. 기부자라운지에는 Friends of the SNU 

Library, 서울대를 빛낸 동문,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스템을 두어 서비스 하고 

있다. 

1) Friends of the SNU Library

기부자라운지 정면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을 시각화하여 만든 ‘Donors wall’이 있는데 

이용자가 기부자 명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른쪽 벽면에 별도로 75인치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기부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자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기부자의 명

패가 걸려 있는 위치를 좌표로 보여주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가구나 공간의 사진도 

같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0] Donors wall 전경

[그림 131] Donors wall 기부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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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Friends of the SNU Library 메인 화면

2) 서울대를 빛낸 동문

서울대를 빛낸 동문은 기부자라운지의 왼쪽 편에 위치해 있으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역대 

수상자의 사진, 출신학과 및 졸업년도, 공적, 상훈 등을 6개의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방문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정보를 보여주고 재학생과 졸업한 동문에게는 자부심을 

안겨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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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모금캠페인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SNU Library)’을 소개하고 있으며 감동적인 기부 

스토리 및 기부금 현황도 홈페이지(http://friends.snu.ac.kr)와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다.

3)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를 빛낸 동문 왼쪽에는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스템이 있는데 동문앨범, 

서울대학교 역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사, 시대로 보는 대학생활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3] University Alumni & History(좌), 서울대를 빛낸 동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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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University Alumni & History 졸업앨범

가) 졸업앨범

졸업앨범은 우리 대학 역사의 산물로, 대학의 변화와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주관으로 제작·배포되다 보니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한 박지향 관장은 부임 초기부터 「서울대 졸업기념 앨범」 

수집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졸업앨범의 수집·보존·전시를 통해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졸업생 및 재학생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앨범 발간 현황을 조사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졸업앨범을 

디지털화하였고, 또한 관정관 1층 기부자라운지에 졸업앨범 전시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함으로써 

기부자라운지를 방문하는 주요 기부자인 동문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졸업년도와 단과대학을 선택한 후 앨범보기를 할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겨가며 볼 수가 있고 중간에 연도나 학과를 변경하여 볼 수도 있게 하였다.

[그림 134] University Alumni & History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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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학교 역사

[그림 137]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나) 서울대학교 역사

서울대학교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대 역사를 크게 8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설명하고 그 시기를 대표할 만한 사진들을 선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에 맞는 사진과 설명을 

통해 도서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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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및 과제

학습과 문화, 휴식과 소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안에 스마트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IT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선진 사례들을 조사·분석하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데스크톱 PC 대신 VDI 방식의 이용자 PC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 및 관리 

효율을 강화하고, iMac을 도입하여 Mac 이용자를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며 Mac용 프로그

램을 이용한 디자인·편집 작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자칫 버려지기 쉬운 계단 아래 공간에 

Beyond the Library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물 내 인테리어 효과를 부각시키면서도 한편으

로는 학생들에게 더 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천장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방문객을 향한 환영의 인사와 각종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개 

어수선하기 마련인 출입구를 소통과 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앙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친숙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심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도 변치 않는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의 만남처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에서도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시도를 조화시켜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로한 동문이 디지털화된 

졸업앨범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추억에 젖을 수 있었고,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학생과 직원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은 크게 자부할 만하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서울대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가치와 정신을 이어 나가면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시각으로 콘텐츠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이 요구된 기능을 다하고 올바른 상태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유지 보수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림 138]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

라)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은 축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이성교제, 졸업소감 등 흥미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대학신문에서 발췌하여 보여줌으로써 대학 생활을 시대별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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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옥상정원 부분은 설계자 정욱주 교수의 글을 참고 하였다.

[표 55] 정원사업 개요

구분 면적 위치

옥상정원 7,445㎡ 본관 옥상층·관정관 5층

실내정원 323㎡ 관정관 7층

주변 조경 960㎡ 관정관 주변

계 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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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정원 조성

1. 추진 방향

중앙도서관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옥상정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정관 건립과 함께 도서관의 쉼터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중앙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옥상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관 옥상에 조성된 옥상

정원 외에도 관정관 7, 8층에 조성한 실내정원 및 주변 조경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관정관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힐링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다. 관정관 조경의 기본 목표는 철로 

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자연과 함께 하는(Naturalistic), 이용

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대학의 영문 앞 글자를 

본뜬 이 ‘SNU모델’은 조경사업의 추진 밑바탕이 된 기본 콘셉트였다. 

관정관 실내외 정원 면적은 8,728㎡로 토지 조성부터 시작하여 식재, 설비, 향후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총망라된 범위 안에서 [표 55]와 같은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 옥상정원 20)

2.1. 개요

옥상정원은 관정관 5층과 본관 건물 옥상층이 연접된 총 7,445㎡ 부지에 조성하였으며 

관정관이 본관을 감싸 안는 구조에서 녹지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공간이다. 

[그림 139] 옥상정원 조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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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옥상정원 전경

옥상정원은 관정관 5층 출입구와 약학대학 방향의 외부 출입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의 일부이면서 정원 자체로 독자성을 가지게 하였다. 

옥상정원은 정욱주 교수(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의 재능기부로 설계되었다. 자연, 

휴식, 건물 기능성을 중점에 두었으며 6개의 구획을 나누고 관정관과 본관을 연결하도록 계획하

였다. [그림 140]을 보면 플라자(Plaza)는 광장 성격으로 구성하였고 파라솔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옥상의 중앙부는 다양한 기존 돌출물을 가리고 산책과 전망을 

겸할 수 있도록 1.3m 가량 띄워서 트랙공간(Track)을 구성했으며, 이 높이를 활용하여 나

무를 심을 수 있는 깊이를 확보하였다. 트랙의 내부에는 다시 낮게 잔디마당(Enclosed yard)

을 조성하였는데 수목과 초화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도하였다. 이곳에서는 관악산 일대의 

국사봉과 삼성산을 잇는 시원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옥상의 서측은 세 계단을 더 높여 전망대(Observatory)를 놓았다.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탁 트인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출입구에서 제일 먼 쪽은 가장 화려한 초화원

(Garden)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리공간(Library user)에는 관리용 시설물 

등을 적치하였고 관리공간을 두어 이용자 출입을 제한하였다.

[그림 140] 옥상정원 기본 구획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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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 경과

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본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차례의 계획을 세웠으나 

매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박지향 관장은 부임 초기부터 도서관 이용자에게 휴식과 

소통, 문화생활 등 복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2011년 8월 옥상공원화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결국 옥상정원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관정관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관정관의 정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본관 옥상층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축도서관 공사에는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 중앙도서관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0평이 넘는 본관 옥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목재데크와 초화, 기타 설비를 적재하게  

되었을 때의 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옥상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3.12.10.~12.24. 동안 구조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옥상정원 조성 시 안전 여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옥상정원의 개념 설계는 정욱주 교수가 맡았으며 시공설계와 감리용역은 ㈜바인플랜이 

수행하였다. 옥상정원 조성 공사는 관정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이 수행하였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건물 공사와 병행하여 정원 초화의 식재시기를 맞출 수 있었고 건물 시공을 

위해 기 설치한 크레인 등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옥상정원 공사 완료 후 2014년 6월 27일 오후 3시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옥상

정원 개원식’을 가졌다. 오연천 총장을 비롯하여 박지향 중앙도서관장 등 학내·외 주요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대학 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의 정원 개원을 축하하였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서관이 학생들의 학문 탐구 공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소통의 중심 공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옥상정원 사업의 개략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3. 12. 10.   옥상 구조 안전진단

- 2014.  3. 19.   옥상정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4.  4. 21.   옥상정원 조성공사 선정을 위한 견적입찰

- 2014.  4. 21.   옥상정원 조성공사 낙찰자 (주)대우건설 선정 완료

- 2014.  4. 25.   옥상정원 조성공사 계약 체결 완료

- 2014.  6. 10.   옥상정원 공사 시공감리 계약 의뢰

- 2014.  6. 27.   옥상정원 개원식

- 2014.  7. 23.   옥상정원 관리 계획: 정욱주 교수 자문 및 관리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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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진 내용

1) 주요 구획별 특징

옥상정원 사업은 [그림 140]의 기본 구획 계획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플라자 

공간은 관정관의 외벽 재료와 같은 화산석판석을 포장하여 건축물과의 일관성을 추구하였고 

테이블 세트를 도입하여 여름에 그늘과 바람이 시원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트랙

공간은 멀바우(Merbau) 목재를 활용하여 데크로 구성하였다. 트랙과 잔디마당과의 단차(段差)는 

검정색 스테인리스 스틸과 전벽돌을 활용하여 짙은 회색계열로 연출하였다.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화단에는 낮은 초화들을 배치하여 눈높이에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대 방향의 초화원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색상의 초화가 피고 질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도서관 관리공간을 차폐하기 위해 서양측백을 일렬로 심고, 참억새를 열 지어 

배열하였다. 특히 참억새는 늦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식물로 선택되었

다. 관정관의 파사드에서 사용된 마름모꼴의 무늬를 모티브로 옥상정원의 벤치, 화단, 돌출

시설물을 덮는 재료(익스펜디드 메탈)를 디자인하거나 선정하였다. 익스펜디드 메탈 하부에는 

덩굴식물들을 심어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경하였다.

[그림 142] 옥상정원 개념 설계도

옥상정원은 안온한 분위기로 미려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 있는 많은 시설물을 사용하였다. 조경뿐만 아니라 바닥 데크, 

벤치, 펜스, 계단, 경사로를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바닥 밑에는 수목과 초화가 깊이 있게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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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옥상정원 잔디마당

[그림 146] 옥상정원 초화원

[그림 143] 옥상정원 플라자

[그림 145] 옥상정원 트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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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되, 건물 구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견고한 데크를 설치했으며,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여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설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개장 시에 분위기 

있는 연출을 위해 곳곳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옥상정원의 상태 유지와 초화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급수시설을 확보하였다. 수목과 초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수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식물들에 물을 주기 위해서 빗물저장탱크를 

설비하여 우기 시 빗물을 받아 탱크에 저장하고 급수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였다. 

2) 초화 식재

도서관은 옥상정원 조성 시 수목과 초화의 선택, 구획별 동선과 위치, 넓은 공간에 있는 식물 

관리의 용이성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자생력이 강한 수목과 초화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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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옥상정원 시설물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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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옥상정원 식재 계획도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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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옥상정원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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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정원

3.1. 개요

실내정원은 열람실이 위치한 7층 중앙부의 323㎡ 공간에 조성하였다. 학습공간인 열람실과 

인접한 7층에 조성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아름다운 실내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50] 실내정원 조성 위치도

[그림 151] 상부 개방형 실내정원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실내정원은 상부 개방형 구조로 하여 7층과 8층에서 정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높은 층고와 개방형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쾌적함과 공간감을 확보하였다.

실내정원은 하늘·땅·물의 대자연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구도를 실내에 그대로 가져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층 상부를 유리자재로 마감하여 정원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채광을 유도하여 식재된 수목들의 광합성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실내등을 켜지 

않아도 될 만한 높은 조도의 빛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실내정원은 하늘이 보이는 천장, 수목 주위로 흐르는 연못과 정원, 그 속에서 숨 쉬는 

사람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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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 경과

실내정원은 하늘이 보이는 상부 개방형 구조로 천장을 마감하였고 인공연못의 급수를 위한 

배수시설을 바닥에 시공하였다.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식재, 기기 설비 등은 관정관 신축 기본 

설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옥상정원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관정관 기본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014년 10월 중앙도서관은 실내정원 조경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옥상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설계와 감리는 ㈜바인플랜에서 맡았다. 11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12월 말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방수 작업과 식재수급 등으로 인하여 

공기(工期)가 늘어나 2015년 1월 감리작업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실내정원 사업의 개략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4.   3. 17. 중앙도서관 조경사업 추진

- 2014. 10. 27. 실내정원 조경 계획 수립

- 2014. 10. 29. 실내정원 조경 실시설계 용역 요청

- 2014. 11. 19. 실내정원 조경 감리 계약 의뢰

- 2014. 11. 20. 실내정원 조경 공사 계약 체결

- 2015.  1. 20. 실내정원 조경 공사 완료

- 2015.  1. 27. 실내정원 조경 감리 완료

3.3. 추진 내용 

1) 주요 구획별 특징

실내정원은 연못과 정원이 함께 있는 구역, 연못만 단독으로 있는 구역, 꽃밭정원만 있는 

구역, 이용자가 쉴 수 있는 주변 벤치 구역으로 구성하였다. 

실내정원 설비의 핵심은 인공연못의 수질관리였다.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연못의 물

이 순환하지 못할 경우 수온이 상승하여 녹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연못에 펌프를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

증발로 인한 물의 감소를 막기 위해 센서기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도록 하였다.

2) 초화 식재

실내정원은 개방 공간 속에서 심미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기 순환에 

기여하고 인공연못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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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실내정원 식재 계획도

4. 성과 및 과제

관정관 정원 조성 사업은 도서관에 정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원 조성 사업은 고사하는 초화를 때맞춰 교체해줘야 하고 방대한 공간에 심어진 

초화의 급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도서관 직원을 중심으로 ‘꽃과 정원’ 

동아리를 발족하여 자발적으로 제초 작업, 초화 식재 및 급수 관리 등 정원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정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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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LI 및 사인시스템

1. LI 개발 

1.1. 추진 방향

관정관 건립을 계기로 중앙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LI(Library identity) 

개발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는 서울대학교의 정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LI 개발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의 가치를 내외부에 알리는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추진 경과

도서관만의 LI 개발과 사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관정관의 가치, 중앙도서관과의 명칭 체계, LI 및 

사인디자인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수차례의 보

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LI 개발을 위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4.  5. 21.  CI 및 사인시스템 개발 계획(안) 수립

- 2014.  6.   9.  CI 및 사인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 공고

- 2014.  6. 25.  CI 및 사인시스템 개발 사업 기술평가 실시

- 2014.  7. 18.  CI 및 사인시스템 개발 사업 계약체결

- 2014.  9. 16.  CI 및 사인시스템 개발 사업 자문회의 개최

                       -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5인 자문위원

- 2014. 10.  2.  베이직 디자인 및 응용디자인 리뷰

- 2014. 10. 31.  사업 완료

1.3. 구축 내용

1) 중앙도서관 명칭체계 정립

도서관이 신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앙도서관과 신축도서관의 명칭체계 확립이 필요하였

다. 기존의 도서관과 신축도서관이 별도의 분리된 건물이 아닌 결합된 공간구조이므로 두 공간

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한 명칭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상징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도서관과 신축 도서관을 묶어 중앙도서관이라 명명하고, 각각

의 건물을 '본관' 과 '관정관' 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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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중앙도서관 명칭체계

중앙도서관 LI는 두 권의 책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서 두 개의 건물이 겹쳐진 중앙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을 상징화한 로고이다. 서울대학교 약장을 책의 중심에 적용하여 학문의 중심이 

되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었으며, 도서관의 상징인 책을 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컬러의 그러데이션을 통해 역동성과 진취성, 책에서 찾는 ‘진리의 빛’을 표현하였다. 

서울대학교만의 정통성은 유지하되, 간결함과 여백을 둔 열린 구조에서 도서관의 유연함을 

더했다.

LI의 개발 범위는 기본 LI인 브랜드 로고, 로고타입, 시그니처, 컬러시스템, 지정서체와 

응용 LI인 사무류, 서식류, 깃발, 장표류, 기념품, 프로모션류 등이다.

2) 기본 LI 개발

가) 심벌마크(Symbol mark)

[그림 154] 중앙도서관 심벌마크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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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영문 지정서체 - Rotis Sans Serif Family

[그림 155] 국문 지정서체 - 씨고딕 Family

나) 지정서체(Typeface)

국문 지정서체는 씨고딕 110-170, 씨명조 L, M, B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서체는 각종 

시각전달매체와 타이틀 또는 사인류의 표시문자, 서식 및 간행물의 캡션, 본문 문안 등에 사용

된다. 지정서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서체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광고나 특수 매체의 경우에는 규정 이외의 서체도 가능하다. 

영문 지정서체는 Rotis Sans Serif Family, Minion Family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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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고타입(Logotype)

로고타입은 중앙도서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심벌마크와 함께 중앙도서관 

LI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58] 중앙도서관 영문 로고타입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그림 157] 중앙도서관 국문 로고타입

A

B

본관 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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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그니처(Signature)  

중앙도서관 시그니처는 중앙도서관 LI의 핵심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적용매체의 상황에 따라 공간,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국문, 한문, 영문의 좌우조합, 상하조합 등의 시그니처를 

개발하였으며 국문조합을 우선 적용한다. 시그니처 사용 시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그림 159] 중앙도서관 시그니처 - 국문 상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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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중앙도서관 시그니처 - 영문 좌우조합

[그림 160] 중앙도서관 시그니처 - 영문 상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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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시그니처는 중앙도서관의 심벌마크와 분관의 로고타입을 조합함으로써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아이덴티티 형성을 목표로 제작하였다.

[그림 162] 분관 시그니처 - 국문 좌우조합

마) 엠블럼(Emblem)

중앙도서관 고유의 가치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엠블럼을 제작하였다.

[그림 163] 중앙도서관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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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용색상

심벌마크의 색상은 중앙도서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으로서 우선적으로 그러데이션 버전을 사용한다.

전용색상은 중앙도서관의 모든 매체 색상의 근간을 이루고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확한 색상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지정된 색상을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색상은 중앙도서관을 대표하는 주색(Main color)과 보색(Sub color)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도서관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전용 색상의 사용은 4원색

(CMYK21))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매체에 따라 별색 및 특수인쇄의 사용이 가능하다.

21) CMYK는 청록색(Cyan), 자홍색(Magenta), 노란색(Yellow), 검정색(Black)의 약어로 탁상 출판(DTP)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색 표시 모델의 하나이다.

[그림 164] 중앙도서관 LI 전용 색상표

[그림 165] 중앙도서관 LI 그러데이션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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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래픽 모티프(Graphic motif) 

그래픽 모티프는 중앙도서관의 심벌마크와 관정관 건물 외벽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각종 응용매체에 적용함으로써 중앙도서관의 이미지를 보조하고 적용매체의 품위를 

높이며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자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하였다.

3) 응용 LI 개발

가) 사무, 서식류

기본 LI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LI를 제작하였다. 중앙도서관 LI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사무, 서식류를 제작하였으며, 이 종류에는 명함, 봉투, 

레터헤드, 메모지 그리고 신분증, 방문증, 명패/명찰, 회원카드 등이 있다.

[그림 166] 중앙도서관 심벌마크를 형상화한 그래픽 모티프

[그림 167] 관정관 건물 외벽을 형상화한 그래픽 모티프

[그림 168] 중앙도서관 LI를 반영한 사무, 서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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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중앙도서관 LI를 반영한 기념품, 프로모션류

[그림 169] 중앙도서관 LI를 반영한 깃발, 장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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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깃발, 장표류

중앙도서관을 상징하는 깃발도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공식적인 상징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표창장, 표창장 커버, 초청장, 초청장 봉투, 프레스킷 커버, 리플릿 커버, 

홍보책자 커버, 현수막 등이 있다.

다) 기념품, 프로모션류

기념품은 방문객 또는 외부인사들에게 중앙도서관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이다. 기본 LI를 활용하여 기념품, 프로모션류인 캐리어백, 머그컵, 볼펜/연필, 독서대, 

탁상시계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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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시스템 

2.1. 추진 방향

중앙도서관 사인시스템은 도서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복합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인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인시스템의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관과 관정관의 통합화에 따른 중앙도서관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둘째 이용자 및 도서관 근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개별 시설 간의 고유기능을 살리면서 통합이미지를 창출하고, 넷째 

서울대학교 UI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앙도서관만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2. 기본 구상

관정관의 공간디자인 개념인 ‘빛과 시간, 하나된 변화’를 주제로, 모든 공간은 물리적 경계, 

시간적 경계, 접근성의 경계를 허무는 3가지 디자인을 원칙으로 Placemaking22) 하고자 하였다. 

그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경계의 해소이다. 연구, 학습, 소통의 공간들을 물리적 경계가 최소화된 개방 

공간화 함으로써 생산적 커뮤니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간적 경계의 해소이다. 나눔의 가치를 상징화한 기부자라운지, 벤치로 재탄생하여 

공간 활력과 장식성을 제공하고 있는 베어졌던 벚나무, 세월을 담고 있는 본관의 외벽을 관정

관의 내벽으로 활용한 디자인 등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특별한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2)  Placemaking이란 건물이나 지역을 더 매력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71] 사인시스템 추진 목표

본관과 관정관의 통합화에 따른

중앙도서관만의 Identity 구축

개별 시설 간 고유 기능을 살리면서

통합이미지 창출

서울대학교 UI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앙도서관만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현

이용자 및 도서관 근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연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상징화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랜드마크

표준화
효율적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체계화
정보전달 체계의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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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접근성 문제의 해소이다. 공간이용자가 시각적, 심리적 방해요소 없이 편안하게 

정보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환경과 가장 잘 조화되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사인 연출은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포인트만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관과 관정관을 색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학교의 주조색인 청람색 위주의 본관 

사인시스템과 달리 관정관은 밝고 화사하며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관정관 

내외부 이미지를 일체화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사용한 샴페인골드컬러의 알루미늄 소재와 

아노다이징 기법을 사인에 적용하여 하이테크한 IT 공간에 맞게 연출하였다.

2.3. 추진 경과

사인시스템은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한 동선 및 명칭체계를 명확히 하여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가는 정보체계(Wayfinding)를 구축하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표준화 디자인 사인물로 

관정관만의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특화 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 2014. 10.   2.  사인물 제작 및 설치 계획(안) 수립

- 2014. 10. 27.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 공고

- 2014. 11. 11.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사업 기술평가 실시

- 2014. 11. 17.  사인물 제작 및 설치 사업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14.11.17.~2015.2.13. 

- 2014. 12. 17.  사용자평가-유도사인 등 임시 설치 후 모니터링 실시

- 2014. 12. 23.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관정도서관 사인물 제작 및 설치

                       · 사용자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한 샘플 제작 및 리뷰

                       · 디자인 및 색채 관련 전문가 등 자문회의

- 2015.  1. 28.  사업계약 변경요청

                       · 이종환 회장 병풍석 이미지 월 제작 추가 설치 1식

                       · 계약기간: `2014.11.17.~2015.2.28. 

- 2015.  2. 28.  사업 완료

[표 56] 사인시스템 연출 방향

형 태
책이 벽에 기대어 있는 듯한 모티프를 활용

간결하고 최소한의 크기로 공간과 어울리는 현대적 분위기 조성

색 상

정보요소의 기입은 무채색을 사용하며, 명도 조절을 통해 주요 정보 요소를 표기하여 
기능성(주목성, 기억성)을 강조 

건축마감재의 아노다이징 패널 재질 고유의 색을 수용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시각 환경 연출

패 턴 LI 기본 패턴에 따른 최소화된 조형요소를 모티프로 단순한 패턴 적용

정보요소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표준화된 픽토그램을 적용, 

절제되고 간결한 문자로 사인시스템의 기능성 극대화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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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축 내용

1) 외부 사인

외부 사인으로는 상징 사인, 종합안내 사인, 준공석, 외벽채널 사인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징 사인은 관정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방문객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인기능뿐만 아니라 상징조형물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였다. 또한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동일한 조형적 언어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화를 이루었다. 

외벽채널 사인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위치에 설치되는 사인으로 수직면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진 형태로 제작되어 시선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그림 172] 상징 사인 [그림 173] 종합안내 사인

[그림 174] 준공석 [그림 175] 외벽채널 사인

2) 내부 사인

내부 사인은 건축 조형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징, 시설물의 형태, 공간재료, 색채 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하였다. 또한 유기적으로 변하는 공간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변경이 

용이하게 기본모듈체계로 계획하여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내부 사인으로는 종합안내 사인, 

층별안내 사인, 점자안내 사인, 엘리베이터 사인, 시설명 사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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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사인

관정관의 종합안내 사인, 층별안내 사인, 장애인 점자안내 사인, 게시판, 유도 사인, 실명 

사인, 관리실명 사인, 화장실 사인, 엘리베이터 사인, 계단 층표시 사인, 계단 층간 사인, 

인포메이션 사인, 열람실 윈도그래픽, 그룹스터디룸, 캐럴 윈도그래픽, 시설명 사인, 그룹스

터디룸 사인, 비상대피 안내 사인, 좌석별 번호, 캐럴 명칭 사인, 양두석홀 사인, 옥상정원 사인, 

벚나무 벤치 안내 사인, 작품안내 사인 등 일반 사인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축하였다.

보통 종합안내 사인은 아래에서 5cm 거리를 띄워 벽에 부착한 형태로 유지하나, 관정관의 

종합안내 사인은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3M 클리어 필름23)으로 

코팅하여 책을 세워놓은 모양으로 바닥에 붙여서 3도 가량 기울여 설치하였다.

[그림 176] 종합안내 사인 [그림 177] 실명 사인, 화장실 사인, 안내데스크 사인

23)  3M 클리어 필름(Clear film)은 투명한 필름형태의 시트지로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나) 기부자 예우 네이밍 

관정 이종환 회장 흉상 옆 벽면 사인은 이 회장의 약력, 평소의 신조와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바라는 마음을 문안으로 음각 가공하여 새겼다.

[그림 178] 관정 이종환 회장 옆 벽면 사인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182

제3부 관정관 건립 추진

[그림 179] Donors wall

Donors wall은 조형미와 실용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과 체계적인 모듈시스템을 

적용하여 계획하였다. Donors wall의 기부자가 추가될 경우에도 조형적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여 확장성을 가지며, 각자가 하나로서 전체를 이루는 아름다움과,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Donors wall의 내용은 관정관 신축 기금에 도움을 

준 여러 동문과 교직원, 단체 등의 이름을 새겨 넣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었고, 한분 한분의 

뜻을 받들어 정성스럽게 세공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원목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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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소재/색상/크기(mm) 제작방법/글자체/색상 네이밍 사진

1등급

스테인리스 스틸/회색/

257 x257

부식 후 지정컬러 발색/

윤고딕/검정색

(원목에 스틸 부착)

호두나무/진한 밤색/

257 x257

2등급

스테인리스 스틸/회색/

257 x124

부식 후 지정컬러 발색/

윤고딕/검정색

(원목에 스틸 부착)

호두나무/진한 밤색/

257 x124

3등급

스테인리스 스틸/회색/

124 x124

부식 후 지정컬러 발색/

윤고딕/검정색

(원목에 스틸 부착)

호두나무/진한 밤색/

124 x124

4등급
단풍나무/연한 갈색/

124 x57.5

레이저 각인/

윤고딕/진한 갈색

[표 57] Donors wal l 네이밍 명패 제작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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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열람석 테이블, 의자, 서가, 그룹스터디룸, 캐럴 등 공간과 가구에도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넣는 네이밍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58] 열람실의 의자 및 테이블 네이밍 제작 내역

네이밍 종류 소재/색상/크기(mm) 제작방법/글자체/색상 네이밍 사진

열람석 의자

열람석 의자 뒷부분/

진한 회색/

10.5x15

실크인쇄/윤고딕/진한 회색

4인 테이블

스테인리스 스틸/

연한 금색/

100x27.5

부식 후 지정컬러 발색/

윤고딕/검정색

8인 테이블

스테인리스 스틸/

연한 금색/

125x35

부식 후 지정컬러 발색/

윤고딕/검정색

[표 59] 서가 네이밍 제작 내역

네이밍 종류 소재/색상/크기(mm) 제작방법/글자체/색상 네이밍 사진

8층 서가

물푸레나무/

연한 갈색/

400x400

레이저 각인/

윤고딕/진한 갈색

7층 서가

물푸레나무/

연한 갈색/

300x300

레이저 각인/

윤고딕/진한 갈색

7층 트러스 서가
아크릴, 아연도금 받침/

반투명, 은색
실크인쇄/윤고딕/검정

6층 멀티미디어

서가

물푸레나무/

연한갈색/

370x215x20

레이저 각인/

윤고딕/진한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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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공간(캐럴, 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 네이밍 제작 내역

네이밍 종류 소재/색상/크기(mm) 제작방법/글자체/색상 네이밍 사진

캐럴
개인용

80실

아크릴, 아연도금 받침/

반투명, 금색/ 250x100x25
실크인쇄 / 윤고딕 /검정

그룹

스터디룸

6인실

아크릴, 아연도금 받침/

반투명, 금색 / 300x120x25
실크인쇄 / 윤고딕/검정

황동판에 부조 60x60 3D 레이저 조각

10인실

아크릴, 아연도금 받침/

반투명, 금색 / 430x170x30
실크인쇄 / 윤고딕 / 검정

황동판에 부조 65x65 3D 레이저 조각

20인실

아크릴, 아연도금 받침 /

반투명, 금색/ 500x200x35

실크인쇄 /

윤고딕 및 휴먼명조 /

검정

황동판에 부조 70x70 3D 레이저 조각

세미나실

30석

규모

호두나무/적갈색/

280x650x30

레이저 각인 /

윤고딕 및 휴먼명조 /

진한 갈색

황동판에 부조 3D 레이저 조각

60석

규모

호두나무 / 적갈색 /

280x800x30

레이저 각인 /

윤고딕 및 휴먼명조 /

진한 갈색

황동판에 부조 3D 레이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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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컨퍼런스룸 네이밍 제작 방법 및 사례

네이밍 종류 소재/색상/크기(mm) 제작방법/글자체/색상 네이밍 사진

컨퍼런스룸

대면사인

물푸레나무 /

미색 /

2,000x280x30

3D 커팅 /

Adobe Garamond Pro

(Bold Italic)/미색

부조
황동판에 부조

600x850x70

몰드 제작 및 브론즈 

케스팅 / 서울남산체 Bold / 

황금색

[그림 180] 벚나무 벤치 안내 사인

벚나무 벤치 안내사인은 건축 이전 도서관 뒷길에 있던 벚나무 그루터기를 컴퓨터공학부 

이광근 교수와 공예학과 장수홍 명예교수가 재탄생시킨 의자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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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픽토그램

픽토그램(Pictogram)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심벌(Symbol)을 말한다. 

관정관의 픽토그램은 사인시스템의 형태와 조형성을 고려하여 지시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적용하였다. KS S ISO 7001을 기반으로 중앙도서관 심벌인 책 모양을 적용하였다.

3. 성과 및 과제 

중앙도서관은 고유의 통합 LI를 개발함으로써 중앙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였고, 

중앙도서관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본관과 관정관의 명칭체계를 확립하였다. 

사인시스템은 기관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에 관정관의 사인시스템은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이용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명칭체계도 명확하게 확립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축물의 조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사인으로 구축하여 건물과 일체감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부자를 위한 Donors wall과 네이밍 사인 등은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정성스럽게 

표현하여 기부자의 만족감을 높였고 나눔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관정관 신축에 따라 LI 개발 및 사인시스템은 구축하였으나, 본관에는 아직까지 적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본관에도 동일한 사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관정관과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사인 체계를 적용하여 중앙도서관의 가치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81] 중앙도서관 적용 픽토그램

3장  관정관 내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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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관정관 개관 

1절 준공식

중앙도서관은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성낙인 총장을 비롯하여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이종환 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지향 중앙도서관장 등 학내외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인사말에서 “도서관 신축 기금을 쾌척해주신 관정 이종환 회장님의 고귀한 뜻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정관은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서울대학교의 초석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와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선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나눔의 가치로 만들어진 관정관의 뜻을 잊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리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신축에 600억 원을 기부한 이종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재들이 마음껏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관정관이 한국 지성의 요람, 나아가 글로벌 지성의 산실이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박지향 관장은 ‘관정관 준공식 경과보고’를 통해 관정관은 2013년 5월 기공식을 

가진 후 세련된 건물 설계와 최고 기술력으로 1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훌륭한 건물이 

완공되었음에 감사를 전하였다. 무엇보다도 관정관 건립에는 600억 원을 기부한 관정 이종환 

회장과 7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이 되어 105억 원이 넘는 기부금

을 조성하여 이루어진 매우 뜻 깊은 도서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를 전하였다. 

[그림 182] 관정관 준공식 축사하는 이종환 회장(좌), 성낙인 총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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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관정관 준공식 행사장(상), 테이프 커팅(하)

4장  관정관 개관

또한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역사를 만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정관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서울대 학생들이 관정관에 녹아있는 애교심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인재로 커갈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관정관 

신축으로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관정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본관은 자료 중심의 서비스 

공간으로, 관정관은 첨단 시설을 갖춘 이용자 맞춤형 공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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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관정관 준공식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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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장 박지향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축 관정관 로비에 앉아계십니다. 이 건물은 

2013년 5월에 있었던 기공식 후 1년 6개월여의 공사 기간 끝

에 완공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

셨습니다. 특히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이종환 이사장님께서 

출연해주신 600억 원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여기 서 있지 못

할 것입니다. 

저는 2011년 4월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직을 맡은 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낙후된 도서관 시설

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악캠퍼스 건립 후 40

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두 배로 

늘어난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이 비좁았습니다. 해결

책은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것이라 생각한 저는 2012년 3월부

터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동문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 기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종환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권영무 회장님을 통해 조심스레 이종환 회장님의 기부 

의사를 타진한 것이 2012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관정재단과 서울대학교는 기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정말 화끈하

게 서울대학교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600억이라는 

거액을 쾌척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해외에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오연천 전임 

총장님도 이 준공식을 멀리서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오연천 총장께서는 저보다 오히려 더 자주 

이종환 회장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두 분의 우애가 관정관의 

순조로운 건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도서관을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과 

외부인사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동그라니 빈 건물

만 가지고 준공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700명이 넘는 분들

이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이 되어 105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내부시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물론, 열람의자부터 고가의 IT기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기부금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우리 관정관은 매우 뜻 깊은 도

서관입니다. 첫 번째 기부자였던 고졸 주유원 조용남씨부터 돼

지저금통에 모은 용돈을 들고 온 초등학생까지 감동적인 일화

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일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고비도 많았

습니다. 기공식 전에 일곱 차례의 설계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2012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심의를 통과했으며, 2013년 1월에는 관악구청 건축 허가 승

인을 받았습니다. 최재필 위원장을 위시한 설계추진위원회 위

원님들과 유재필 관악구청장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 

수없이 많은 자문회의와 기술평가회의를 거쳤습니다.  

설계를 맡은 테제건축사무소의 유태용 소장님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환경과 협소한 부지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긴 형

태의 건물을 설계하셨습니다. 외관은 빛을 모티브로 하여 보는 

각도와 변화하는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다양한 색조로 빛납니

다. 이처럼 멋지고 세련된 건물을 설계해 주신 유태용 소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시공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서울대 캠퍼스의 한 중

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공동구가 지나고 있고 그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길이가 165M에 

달할 뿐만 아니라 6층부터 8층까지는 기둥이 없는 무지주 건

물로 지어야하는 고난이도의 시공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우건

설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의 무지주 철골트러

스 공법을 적용하여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밤낮도, 주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성해주신 대우건설과 

특히 현장책임자 류희광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대 도서관은 하루 평균 9,000여 명이 드나드는 학내

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과 더

불어 내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과 달

리, 저희는 외부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직접 발품을 팔아 국내외 도서관 및 관

련 현장을 찾아다니며 설계 및 품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하

여 전문성을 갖춘 최상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연의 업

무를 수행하면서 관정관 건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도서

관 직원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

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거리 해결에는 성낙인 

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

립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역사를 만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정관 신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종환 회장님을 비롯

하여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관정관에 녹아있는 애교심과 나눔의 의

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공부하여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

혀줄 인재로 커갈 것을 확신하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관정관 개관

관정관 준공식 경과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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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왕림해주신 관정 이종환 회장님을 비롯하여 

삼영화학의 이석준 회장님, 김재순 전 국회의장님,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과 내외 귀빈 및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옆 긴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힘찬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멋지고 당당하게 서있는 관정관 모습에 가슴이 뛰었고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서 가슴이 벅찼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75년 관악캠퍼

스 이전 당시 세워진 노후 건물로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열악한 상태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주신 분이 바로 관정 이종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 

사재를 들여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셨는데 그에 덧붙여 또다시 2012년 5월 우리 대학에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금 

600억 원을 쾌척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최고액의 기부금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을 얻게 되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관정 

이종환 회장님의 고귀한 뜻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관정관의 열람의자부터 고가 IT 기기까지 거의 모든 시설물이 서울대 교직원, 동문, 

재학생, 외부인사 등 700여 명의 ‘도서관 친구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도서

관을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정관은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서울대학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회와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선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나눔의 가치로 만들어진 관

정관의 뜻을 잊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를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관정관이 준공되기까지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관장하느라 노심초사 해오신 

박지향 관장님과 도서관 직원 여러분, 멋진 건물을 만들어주신 건축사, 시공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정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정관 준공식 식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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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廷 李鍾煥敎育財團  理事長  李鍾煥

 존경하는 성낙인 서울대학교총장님, 貴賓, 學生 여러분을 모시고 금일 圖書館 竣工式을 맞이하여 

이 도서관을 獻呈하면서 所懷의 일단을 피력하게 되어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圖書館을 建立하여 헌정하게 된 動機는 지난 2000년 세계1등 人才育成을 위한 冠廷 李鍾煥

敎育財團을 設立한 후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人才들이 마음껏 學究熱을 불태울 수 있는 空間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나올 때는 空手來이고 世上에 살면서 노력한 보답으로 두 손 가득히 유무형

의 財産을 滿手하여도 世上을 떠날 때는 空手去하게됨은 누구도 拒否 할 수 없는 理致입니다.

 이러한 攝理속에서 살고 갈 본인도 태어나고 살았던 이 祖國 또 이 世界를 위하여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苦悶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같은 老世代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나라와 이 世界는 다음世代 또 다음 世代로 영원

히 이어갈 것인즉 저는 祖國과 人類에 이바지하고자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 

圖書館 建立을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2000년 재단 설립 이래 1400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외 7000명의 장학생을 養成해 왔고 

그중 200명 이상의 박사를 排出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서울대 관정도서관 건립을 위해 600억 원을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2000억 원을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回顧해 보면 본인이 살아온 過去는 우리나라가 波瀾萬丈의 歷史와 함께 걸어온 混沌의  時機

였습니다. 눈물과 땀과 한숨으로 얼룩진 千苦萬難의 길이었으며 이러한 土臺위에 오늘날의 자랑스

러운 大韓民國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無에서 출발하여 오늘을 있게 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서울대학교 학생 

여러분은 이제 학업에만 精進하여 民族과 人類歷史에 훌륭한 棟梁이 되기를 바라며 이 冠廷의 

百折不屈의 외골수 執念이 이 도서관 곳곳에 배어있음을 기억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苦惱

하면서 이루지 못하였던 꿈과, 希望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취하기를 祈願합니다.

 그리하여 본 圖書館이 韓國知性의 搖籃에서 나아가 글로벌 知性의 産室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정관 준공식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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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이종환 회장 흉상 제막식(상), 당부 메시지(하) 

준공식에 이어서 이종환 회장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관정관 건립은 관정이종환교육

재단의 600억 원의 기부로 인해 가능하였기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흉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미술대학 이용덕 학장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였다. 흉상은 관정관 로비 정면에 배치하였고, 

흉상 옆 벽에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바라는 이종환 회장의 당부 메시지를 글로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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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부자  초청 행사 

중앙도서관은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관정관 신축에 참여한 기부자를 위하여 

‘기부자의 날’ 행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의 유근배 기획부총장을 비롯하여 박지향 

중앙도서관장, 양두석 ㈜두성테크 회장, 첫 번째 기부자 조용남 주유원 등 학내·외 주요 인사 

및 기부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3월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모금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 캠페인에 서울대 동문,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 824명이 참여함으로써 

706억 원(2015.1.31.기준)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1층 

로비에 기부자라운지를 조성하여 Donors wall을 제작하였고 아울러 그룹스터디룸, 캐럴, 서가, 

열람석 등 관정관의 내부 공간 및 가구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겼다.

이날 참석한 기부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나 책상을 찾아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기부자들은 이렇게 멋진 관정관을 만드는 일에 일조한 

것에 대해 기뻐하였고, 도서관이 만들어준 네이밍도 기대 이상이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그림 186]   '기부자의 날'   행사 모습 

4장  관정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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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언론보도 자료 

중앙도서관은 준공식에 앞서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KBS, YTN 방송국 등 서울대학교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고 관정관의 신축 의미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기자들은 관정관이 기부로 지어진 의미 있는 도서관이라는 것과 관정관 

신축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장서, 최대 규모를 갖게 된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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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관 준공 보도 이후 관정관의 특색 있는 건축과 설계, 세련된 공간 구성에 관심을 

갖는 언론사 및 건축 전문 잡지사의 취재가 늘어났고, 이외에도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한 타 

도서관 및 유관 기관의 견학 요청도 급증하였다.

보도일자 매체 보도내용

2015.2.5.

연합뉴스 서울대, 690억 원 들인 ‘중앙도서관 관정관’ 문 열어

연합뉴스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연합뉴스 기부로 완성된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매일경제 서울대 중앙도서관 두 배로 커졌네

에너지경제 서울대에 국내 최대 규모 대학도서관 생겼다

경향신문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뉴시스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 ‘관정관’개관...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

머니투데이 서울대, 관정관 준공으로 국내 최대 대학도서관 보유

한국대학신문 서울대, 최대 규모 관정도서관 준공

KBS TV 서울대 중앙도서관 신축...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규모

YTN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 ‘관정관’ 문 열어

국제신문 서울대, 690억 원들인 ‘중앙도서관 관정관’ 문 열어

아주경제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 개최

충청일보 서울대, 690억 원들인 ‘중앙도서관 관정관’ 문 열어

뉴스1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뉴스1 문열린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뉴스1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뉴스1 기부자 이름 새겨진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뉴스1 기부자들의 이름 적힌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2015.2.6.
동아일보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한국경제 국민 ‘십시일반’ 기부로 지은 서울대 관정도서관 준공

합  계 21건

[표 62] 관정관 준공 직후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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