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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초 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도서관
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의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
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주목하여 민간기업의 도
서관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하여 도시계획적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도
서관인 인터넷기업 네이버의 ‘네이버 라이브러리’와 금융회사 현대카드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이며, 운영현황과 공간적 특성, 공급자의 의도, 수요자
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하였다.
네이버라이브러리는 디자인과 IT 등의 특정 분야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이다. 사옥을 조성할 당시, 주변의 주민들을 고려하여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서적을 소장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고용과 이용자 중심의 공간설계 등을 통해
서 공익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반면,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조성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과 이용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배제성을 지닌다. 그
러나 희귀도서 등이 포함된 전문서적의 열람과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의 이용,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설계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
응을 받고 있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두 개 기업의 도서관은 그 배경과 의도, 운영방침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공재와 클럽재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으로 구분된다. 네이버라이브러리
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공공성이 부족한 현대카드라이
브러리는 클럽재(준공공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
해 전문성을 갖춘 정보와 양질의 건축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기반한 민간기업

의 사회참여 확대와 국내 도서관 수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이 건
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등장은 도서관의 공급 방향에 대해 기업의 참여 확
대 모색과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
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지원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원 사
례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안은 비교적 최근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 도서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도서관, 도시계획시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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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적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와 자선활동, 장학재단 등을 통한 교육 및 학술사업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
동부터 공익 관련 캠페인, 시민의 사회참여 독려,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와
의 협력 활동과 같은 사회적 참여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며, 사회 전반에 걸
쳐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는 추세이다. 기업의 사회참여가 비물리적
또는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례로도 나타난다. 불특정한 다수에게 많은 혜택
을 줄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기업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 가족,
기업가나 기업이 기부한 공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이 그
것이다. 한 예로, 카네기재단을 설립한 미국의 산업자본가인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학교ㆍ병원ㆍ미술관ㆍ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사회
에 공헌하였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500개가 넘는 도서
관을 건립하여,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
였다. 미미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도시로 알
려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크고 작은 20여개의 공원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녹지공간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1) 또한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1) 기업과 지역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는 2008년부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오고 있다 . 2014 년까지 19개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 지역의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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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미
술관의 운영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장이나
도서관 등의 건립ㆍ운영에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2)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에 민
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기업의 참여에 의해 건립ㆍ운
영되는 문화시설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며, 결과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기여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민간기업이 설립한 공익적 성격의 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기업 ‘네이버’가 설립한 ‘네이버 라이브러리’와 금융기업 ‘현대카
드’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는 민간기업이 건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공익적
성격과 도시문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의 운영 및 공간적 특
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두 가지 사례는 기업의 업무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ㆍ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성
을 지니면서도, 설립 목적과 개방성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확인
하고, 도시의 문화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
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적 차원에
서 공급되던 도서관이 기업에 의해 건립ㆍ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업의 도서관이 가지는 도시계획적 함의를 도출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에는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설도 있지만, 시
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양질의 여가생활 등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가진다 . 도서관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동법 시행령 제2 조에 해
당하는 문화시설이며 , 「 문화예술진흥법 」에서도 공연시설, 전시시설 , 도서관 , 지역문화복
지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을 문화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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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를 건축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는 민간기업 도서관의 공간
적ㆍ시설적ㆍ운영적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민간기업의 도서관 조성동기와 공간ㆍ서비스의 개념 설정 의도를
파악하고, 개방성과 이용성의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의 공공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도서관의 공급에 있어서 공
공과 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한 없이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도서관은 그 특성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 및 운영되
며,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인식된다.3) 최근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에 의해
건립되어 운영 중인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도 일반인이 필
요한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으로 알
려져 있다. 인터넷기업 네이버의 네이버라이브러리는 2010년에 설립되었으
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의 사옥 내에 자리한다. 금융회사
현대카드는 2013년에 디자인 관련 도서관을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소장도
서에 따른 3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4) 각각의 도서관은 ‘현대카드 디자
인 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
리’라는 이름으로 서울 가회동과 청담동, 한남동에 조성되어 있다.
3) 「도서관법」제 2조에서는 도서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
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도서관이라 정
의하고 , 그 중에서도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ㆍ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정하고 있다.
4) 2015 년을 기준으로 현대카드에서는 3개의 도서관을 건립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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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대상지

이 4개의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계획되어 건립되었으며,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 시설이다. 또한 정보
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
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공급 주체
와 세부적인 운영현황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도서관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의 현황을 3가지
범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도서관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
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첫째, 기업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현황을 크게 운영현황과 공간적 특성으
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기
본적인 정보를 수집ㆍ정리하고, 도서관이 입지한 주변환경과 내외부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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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 주체인 기업의 의도와 그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서 공익성을 추구하
는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을 설립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공익성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설립한 도
서관의 의의를 찾아보고, 민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설
립한 도서관을 이해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각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용현황과 도서관에 대
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사
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과 기업의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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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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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기업이 설립한 도서관
1. 도서관의 도시계획적 의미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큰 시설이자 사람들의 생활
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적공간이다. 공익성과 필수성을 갖춘
기반시설로서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도시
환경과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서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의 기능과 시민의 생
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계획ㆍ설치
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며, [표
2-1]과 같이 교통ㆍ공간ㆍ유통공급ㆍ공공문화체육ㆍ방재ㆍ보건위생ㆍ환경기
초 등 7가지로 구분된 총 53개의 시설을 포함한다. 각각의 시설이 시민 생
활의 편의성과 쾌적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시민의 신체적ㆍ정
신적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다고 보는 것이다. 도서관도 주요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
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며,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반사항은 국
토교통부령과 시ㆍ도의 조례, 또는 시설에 따른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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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

구분

종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

교통시설

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
유설비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
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
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
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이 설
치해야 하는 ‘공공재’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민간재’로 나눌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사익적ㆍ필수적 서비스인 ‘요금재’와 공익성을 가지나 클
럽재적 성격을 가진 ‘공동소유재’로 구분할 수 있다.6)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도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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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
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과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을 거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도서관이 건립되는
경우도 있다.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8)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1) 도서관의 유형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
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하며,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시민의 지적 발전 향
상에 기여한다. 도서관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
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1994년에「도서
관 및 독서진흥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제정되어 2006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정의9)와 범위, 업무 등과 관련한 사항뿐
만 아니라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 및 자료, 사서 배치의 기준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도시계획론 ｣, 서울: 보성각, p 33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 조에서 설치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있다 . 주민의 요구로 지어진 도서관의 사례로는 인천의 연수도서관과 계양
도서관이 있으며, 계획과정을 다룬 연구 (전기옥, 2002,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서관 건립운동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행된 바 있다.
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6조
9) 제2조에서 도서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
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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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10)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역할강화, 환경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공익성이 정부에 의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 도서관법 」 의 분류에 의한 국내 도서관 현황 (2014)

분류

공공도서관

!

도서관 수
국립도서관

3

지자체도서관

679

교육청도서관

232

사립도서관

19

작은도서관

5,234

장애인도서관

42

병원도서관

-

병영도서관

1,687

교도소도서관

50

어린이도서관

88

대학도서관

458

학교도서관

11,405

전문도서관

597

계

20,494

｢도서관법」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을 바탕으로 작성11)

10) 「도서관법」제 12 조의 설치 규정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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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부 및 지자
체,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
영되는 대학 및 학교 도서관, 특정 분야와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도서관이 그에 해당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은 흔히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며, 국립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구분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12)ㆍ장애인도서관ㆍ병원도서관ㆍ병영도서관
ㆍ교도소도서관ㆍ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속하며, 개인이나 단체 등의
민간에서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에게 개방되었을 경우에는 ‘사립 공공
도서관’이라 하여 공공도서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도서관은 분
류에 따라 설치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류 기준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를 가
지고 있다. 가령, 특정 분야의 장서를 소장하지만 공공에게 개방된 전문도
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도서관법」제2조
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도서관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도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범위를 더 넓게 봄으로써 공공에게 개방된 대학도서관ㆍ학교
도서관ㆍ전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은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원

11)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국립도서관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 법원도서관은 관계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은 교육
부 ,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 도서관은 법무부에서 관할한다. 병원도서관은 집계가
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어린이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2013년 기준 자료이다.
12)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 「도
서관법 」 제5 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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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다. 그러나 도서관과 관련된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서 「도서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
는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법」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과 전문
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별도 제
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
어 있다.13)

[표 2-3]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시설

봉사대상
인구14)(명)

건물면적(㎡)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이상

15,0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

도서관자료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출처 : 「도서관법 시행령 」 제3조

13)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진흥법」 이 제정되어 있으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령 」의 제6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제8 조에서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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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일 때는 참고열람실ㆍ연속간행물실ㆍ시청각실ㆍ회의실ㆍ사무실ㆍ자료비
치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봉사대상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소장자
료의 기준15)도 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도
서관은 그 특성상 다른 기준을 가진다. 작은도서관은 33㎡이상의 건물면적
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
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은 건물면적 66㎡의 기준을
갖되,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500권 이상의 장서 및 500점 이상의 녹음테이프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자제판기와 점자인쇄기 등 기계 및 기구의 구비와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공도서관에는 건물면적과 장서량 등
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설립 및 운영시 해당 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공립 공공도서관의 봉사인구 2만
명 미만 기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별도의 사서 배치 기준은 없다. 설립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행정기관에 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림 2-1]과 같은 등록신청서와 시설명세서를 관할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거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16)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19개의 사립 공공도서관이 등록되어 있고, 민간의
14)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동 (洞) 지역에만 해당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ㆍ읍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15) 「도서관법 시행령 」 제 3조의 [별표 1]에 따르면, 봉사대상 인구 1 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과 10종 이상의 시청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1종 이상의 시청
각 자료를 증대해야 하며 , 향토자료ㆍ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
16) ｢도서관법 ｣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종류와 부지, 건물, 열람석, 자료 , 직원 등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기 위하여 시설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관할 담당부서는 지
자체에 따라 조직명이 다르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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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활성화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대부분의 사
립 공공도서관은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도서관 관련 재단 등에서 건립ㆍ운
영하고 있으며, ｢ 도서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공공을 대상으로 한 전문도서관은 열람실 면적 165㎡ 이상과 관련 분야
자료 3천권 이상의 기준,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적용된 사서 기준을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건물이 아닌 열람실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문도서관을 주
로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독립된 형태의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공간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도 설립시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 도서관 등록을 하고 있으며, 운
영 지원 역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동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림 2-1] 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

출처 :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 제 13호 및 제15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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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황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문화욕구
증가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는 변함이 없지만,17)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하
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의 수는 2010년 이후로 매년 4~5%
씩 성장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총 759개관이었던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
의 사립도서관이 2014년에는 930개관까지 늘어났다. 1관당 인구수도
66,556명에서 55,191명으로 줄어들면서 도서관의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에 따르면, 도서관 확충을 통해 2018년까지 1,100개
관을 건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서비스 등을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2-4]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및 1 관당 인구수 (단위 : 개/명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2014, 「관종별 도서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17) 사립 공공도서관은 2010 년과 2014년에 19개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1 년
에 20 개관으로 늘어났으나, 1개관이 폐관하면서 2013년에 다시 19 개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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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2-4]의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과 비교할 때, 국내 도서관
의 현황은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절대적인 도서관 수의 부족은 물론이고,
1관당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도 매우 높다.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양적으로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성장 측
면에서는 1관당 인구수가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장서수의 기준도 미국이 2.62권(2010), 일본은 3.13권(2011)
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 1.53권(2012)에 그쳐 전체적인 장서량도 부족한 편
이다.18) 다음의 [표 2-5]와 같이 자료의 구입비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사서와 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도서관 서비스의 수
준도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이용자의 낮
은 만족도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표 2-5]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과 1관당 직원 및 사서 현황

2009

2010

2011

2012

평균성장률

98

88

87

88

-

11.3

11

11.2

10.6

-

9.7

9.2

9.1

8.9

-2.63

4.3

4.2

4.2

4.2

-1.7

1관당 평균
자료구입비
(백만원)
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정규직원(명)
사서자격
보유자(명)
!

출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p22, p24

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 대통령 소속 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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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설계시에는 이용자보다 행정의 편리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
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설계는 주로 공공
발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의 내부공간보다는 외부에 치중하게
되어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도서관 가구가 비품영역으로 분류되어 표준화된 제품을 구입 및 배치하기
때문에, 공간의 용도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총 예산과 대
비하여 0.43%에 불과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19) 도서관 시
설의 양과 질, 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이 설립하는 도서관
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은 주로 기업의 내부적 이용을 위한 사내 도서관
이 있으며, 외부인에게도 개방된 도서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기업의 도
서관은 주로 업무 분야와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도
서관으로 분류된다. 전문도서관은 설립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일반
인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술 및 연
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 외에도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활동 등
을 수행하고 있다.20) 기업을 포함한 법인과 단체 및 개인 외에도 국가나 지
자체도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고, 주로 연구기관ㆍ대학부설연구소ㆍ금
융기관ㆍ기업체ㆍ언론기관ㆍ통신기관 등에서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기술정
보실, 정보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된다.21)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설
립주체를 구분하여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22) 설립ㆍ운영의

1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 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p22
20) 「 도서관법」 제2 조 및 제 41 조
21)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도서관협회, 2015, 「한국도서관연감」 , 문화체육관광부 , p114
22) 2015 년을 기준으로 공공 전문도서관이 352개관이며 , 민간의 전문도서관은 250 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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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체나 일반인 개방 여부 등에 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
업 도서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에서는 임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며, 독립적인 건물을 짓기보다는 주로 기업 내부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해 시설이나 자료의 규모가 작을 수 있지
만, 주 이용대상자인 임직원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활발한 이용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 이에 더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 내부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직원을 위한 맞춤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동향이나 다양한 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
과적으로 기업의 도서관은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직결되는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도서관은 기업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도서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조사
당시 국내 55개 기업 중에서 전문도서관을 설립한 곳은 15개였으며, 그 중
단 2개의 도서관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23) 기업이 설립한 재단에서 사내 도서관이 아닌 독립적인 도서관을 운영
하기도 하나, 이 역시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중인 사례는 드물
다.24) 그러나 최근에는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보관 등의 조건 하에 일반인
의 이용을 허용하는 사내 도서관25)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집계되었다 . 공공 전문도서관은 주로 공공기관의 내부 자료실로 이용된다.
23) 최지숙 (2012)은 「기업사옥 內 문화공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5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도서관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 55 개의 기업 중 15개의 기업이 전
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반해 , 23개의 기업에서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공성을 가
진 문화시설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LG연암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LG 상남도서관 ’이 대표적이다.
25) 대표적으로 식품전문기업 농심이 운영하는 ‘농심식문화전문도서관’이 있다 . 임직원의 연
구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외부인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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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처럼 일반인 이용을 전제로 한
기업 도서관이 설립되고 있기도 하다.

2. 민간기업의 문화시설 건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 전략
민간기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있다. 기
업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이윤창출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토대로 경제
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자 기업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다. 그러
나 사회가 변화하고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책임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역할과는 무관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게 되었
다.
경제학자 보웬(Howard R. Bowen) 26)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수의 학자와 기관에 의해 그 정의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영학자인 캐롤(Archie B. Carroll)이
구분한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경제적 책임ㆍ법적 책임ㆍ윤리적 책임ㆍ자선
적 책임으로 분류된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존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생
산 및 이윤창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법적인 책임은 법률이 규정
26) 미국의 경제학자인 보웬은 1953년에 출간한 저서 「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 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에서 기업가는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바람직
한 행동을 해야 하며 , 이를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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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함을 뜻하고, 윤리적 책임은 사회의 도덕적
규율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자발적ㆍ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사적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선적 책임으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과 관
련한 사회공헌활동이 해당된다. 즉,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이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에 복종하며, 윤리적이고 성실한 기업시민”을
말하며,27)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
다.
기업은 그 특성상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법ㆍ제도, 문화, 역사 등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차이를 가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한 미국28)의 경우, 20세기 초반
에는 기업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선적 기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ㆍ법적ㆍ윤리적
ㆍ자선적 책임이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며,
기업에서는 주로 봉사ㆍ자선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
임을 수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윤리경영이 화두29)가 되면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전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 참여
가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활동의 동향을 우
27) 이상민ㆍ최인철, 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삼성경제연구소 , p6
28)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물론 , 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다. 미국의 경제전
문 잡지인 「포춘 (Fortune)」 에서는 매년 기업을 평가하는데 , 그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29) 우리나라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윤리헌장 실태조사
(2001)에서 1999 년에는 21.8% 의 기업만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였으나, 2001년에는
45.2%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글로벌
기업윤리 Best 11(2015)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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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시초는 1939년에 삼양사30)가 설립한 ‘양영
재단’이다. 양영재단은 기업에서 설립한 최초의 공익재단이며, 교육 및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학생과 교수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
하고 있다. 이후 1950~60년대에는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사회공헌활동이
주춤하였으나, 197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중점
을 둔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활동은 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단 설립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교육ㆍ복지 분야의 기부를 통한 단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31) 1990
년대에는 경제ㆍ정치ㆍ문화 등 다방면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이 소개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받
게 되었다. 기업 내부의 공식적인 자원봉사조직32) 등이 발족되면서 기업 내
의 사회공헌활동이 체계화되었고, 기업 경영과 연계가 되기 시작했다. 2000
년대 윤리ㆍ환경 등의 중요성에 따른 사회 및 시민 인식의 변화는 높은 수
준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기업 역시 이미지 제고 등의 측면
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전략적인 참여활동을 펼
치게 되었다. 이에 [표 2-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참여기업수, 지출 규모
등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33) 각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치하

30) 1924년에 설립된 화학ㆍ식품 전문기업으로 현재의 삼양기업을 말한다.
31)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1960 년대에 5개였던 국내 기업 재단은 1970년대에
24개로 늘어났으며, 그 중 22개가 교육ㆍ학술 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2) 재단과 같은 별도 조직이 아닌 기업 내부에서 사회공헌활동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 삼성그룹의 ‘삼성사회봉사단 ’이 최초이다 . 이를 시작으로 각 기업 내에 사회공헌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3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1996년에 92개로 집계되었던 사회공헌활동 참
여 기업수는 5년여만에 2 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231개의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총 집행규모도 3천 6십억원에서 2 조6 천억원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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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통해 활발한 참여
방안을 모색해나갔다.

[표 2-6] 운영방식 및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비율 추이(단위: %)

연도

1998

2005

2013

(기업수34))

(147개사)

(205개사)

(188 개사)

운영방식

기부

( 총 지출)

(95.6)

취약계층

사업
(4.4)

기부
(64.3)

자체
사업
(35.7)

자체

파트너

사업

십

(49.7)

(21.1)

기부
(29.2)

7.3

17.9

37.2

38.4

24.0

19.0

53.2

51.8

6.1

45.1

7.2

27.6

41.2

20.5

1.0

25.9

7.4

9.8

16.9

15.0

3.3

의료 보건

0.6

0.2

2.1

5.8

0.6

2.6

2.1

환경보전

0.3

0.2

1.6

7.9

2.6

8.4

4.3

해외 지원

0.4

0.2

2.3

0.1

1.6

0.9

5.9

기타35)

34.6

23.9

4.3

30.7

26.7

12.9

10.6

지원
교육ㆍ학
교ㆍ학술
문화예술
ㆍ체육

!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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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평균적으로 1백원을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사회공헌활동에 참여 중인 전체 기업수가 아닌 해당항목에 응답한 기업수를 기준으로
한다.
35) 농어촌 지원, 응급재난구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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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업에서 설립한 재단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사회공헌활동이
보편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전담부서 설치, 담당 전문인력, 경영방침
의 사회공헌 명문화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6) 이에 더
해 교육과 복지에 집중되었던 참여 분야가 환경보전과 해외 지원 등 다방면
에 걸친 국내외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운영방식도 단순 기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외부 협업을 통한 파트너십 같은 여러 방식
으로 운영되며, [표 2-7] 과 같이 비물리적ㆍ물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혼합형
의 지원이 많아지고 있다.37) 과거 특정 분야 지원과 일회성 기부 등의 형태
에 편중되었던 사회공헌활동이 자체 사업과 혼합형의 지원 형태로 증가한
것은, 기업이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
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2-7]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지원형태별 비율

1. 하드웨어: 도서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쌀ㆍ장학금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2. 소프트웨어: 심리치료, 청소년 경제교육 등 특정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3. 혼합형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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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12년에 진행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 기업의 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자 지정
현황은 2000 년에는 25.9% 에 그쳤으나, 2012 년에는 99% 에 육박하였다 . 또 , 경영방침의
사회공헌 명문화와 예산제도 도입 기업의 비율도 75.6% 와 90.2% 로 조사되었다 .
37) 중복응답을 포함한 결과이며, 지원형태에 관한 조사는 2013년 이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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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의 문화욕구가 증가하고, 여기에 기업의 관
심이 더해지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참여 활동이 나타나
고 있다. 앞의 [표 2-6]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비해서
아직 그 비중은 낮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높아진 사회 수준과 시민의 기대
등을 토대로 기업의 지원 및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8) 사
회공헌 측면 외에도 적지 않은 기업에서는 마케팅ㆍ경영전략 차원에서 문화
예술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효과 등을 기
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9) 이처럼 지원 목적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참여가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
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40)

[표 2-8] 2014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내용(단위: %)

문화예술단체 순수지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사회공헌
전략
83.5%

57.8
16.3

기타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전략

11.5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8.6

문화예술 시설 운영

4.0

예술영재 지원활동

1.8

38) 사회공헌활동의 참여 분야 확대와 함께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지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 문화예술 분야의 참여는 2004 년에 9.1% 에서 2014년에는 15.3% 로 늘어났다 .
39) 2014년 , 한국메세나협회의 문화예술 지원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마
케팅 및 홍보 효과가 26.9%, 3.4% 로 집계되었다 . 이 외에 문화예술발전이 28.6%, 지역
사회공헌 27.7% 로 조사되어 , 기업 이미지 제고와 비교하여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한국메세나협회, 2015, 「2014 년도 연차보고서 」,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 ,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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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
12.4%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30.8

고객 관계 관리 차원에서 문화예술 혜택 제공

26.5

기업ㆍ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ㆍ광고 등에 문화예술 적용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행사의 협찬ㆍ후원

12.8

예술가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 참여

4.3

종업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공연관람 및 예술동호회활동 지원 등)

4.1%%

26.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문화 조성

13.0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기업의 문화적 사회공헌활동에
종업원의 자원봉사 참여 독려

13.0
10.1

종업원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7.2

종업원 대상 문화예술을 활용한 직무능력 개발

1.7

회사 건물에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간조성ㆍ문화적 리모델링
!

27.5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 전략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영전략

25.6

1.4

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2015, 「2014년도 연차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 p62

[표 2-9]의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ㆍ미술ㆍ문학ㆍ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인프라를 제외한
여러 분야의 지원이 비교적 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프
라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시설의 건립이나 관리 등에 들어가
는 비용이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원건수
의 비율을 조사하였던 1998년과 2002년의 인프라 지원건수는 낮은 편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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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금액의 비율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건수의
조사가 2002년까지만 진행되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조사에
비추어 볼 때, 2014년의 인프라 지원건수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비율 (단위 : %)

분야

2002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연예술

48.2

24.1

45.8

23.3

-

-

축제ㆍ행사

25.3

7.7

20.5

2.8

-

-

인프라

1.2

27.7

4.5

47.4

-

55.8

클래식

-

-

-

-

-

11.6

미술ㆍ전시

14.0

16.2

10.1

2.7

-

7.2

3.0

15.3

0.8

0.9

-

6.0

국악

-

-

-

-

-

3.5

뮤지컬

-

-

-

-

-

2.9

무용

-

-

-

-

-

1.6

연극

-

-

-

-

-

2.8

3.0

3.0

9.2

2.4

-

2.6

문학

3.3

3.8

2.4

1.5

-

2.5

기타

2.0

2.2

3.2

18.6

-

2.1

전통예술

-

-

3.5

0.4

-

1.4

문화예술
교육

영상
미디어

!

1998

한국메세나협회의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정리한 것으로 , 분야별 지원비율을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와 최근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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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화경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공헌의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지
도와 이미지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자 물리적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다. 사회공헌 또는 경영ㆍ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지어지는 문화시설은 기업을
소개하는 역할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참여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나 박물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통
신 및 교육기업인 베네세 그룹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
퇴한 나오시마섬에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하였고, 지역환경과 주민생
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 상승과 매출 신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에게 기여하고자 건립 및 운영한 문화
시설이 기업에게도 이익을 주면서, 기업의 참여 확대와 함께 다양한 문화시
설이 조성되고 있다.

2) 기업의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기업이 문화시설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기업의 참여를 이끌
어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지원 정책은 크게 보조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나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분류된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은 대부분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데, 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인
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부담금 면제, 세제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이 있
다. 또, 2013년에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여 도서관
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 표 2-10] 과 같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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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와 소득세 등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41) 이처럼 시민의 문
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전반에 걸쳐 경비를 보조해준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한
다.42) 특히 기업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그 운영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제도 및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들어서 기업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점차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0] 문화시설의 세제혜택 관련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4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
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

제44조의 2

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박물관 등에

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

대한 감면)

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조세특례제한법

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제26조

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

( 고용창출투자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

세액공제)

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1) 「 조세특례제한법 」 제26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42) 문화체육관광부, 2013,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82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1 조에서 해당 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과학
관으로 정하고 있다 .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이 해당된다.

28

3. 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
현황과 행정체계, 활성화, 만족도 등 도서관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 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
지만, 학교ㆍ전문ㆍ어린이ㆍ장애인 도서관은 물론, 국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건립ㆍ운영하는
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미미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 기업 전문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진행
되었고, 본 연구와 관련된 도시ㆍ건축 분야에서는 기업 전문도서관의 활성
화를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
은 부족하나,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를 조사한 연구도 진
행된 바 있다.44)
최지숙(2012)은 「기업사옥 內 문화공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45)
에서 기업의 전문도서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도서관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기업의 전문도서관 활용도가 낮음에 주목하여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조
사 및 분석하고, 기업의 전문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인에
게 개방된 도서관을 계획하였다. 도서관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공간
구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 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결과물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적인 개요 확인에 그치고 있고, 다양한 측면의 도시환경적 관점에서 기업의
도서관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큰 차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4) 박영진ㆍ김효일(2015) 은 「디자인 창의성을 위한 공간의 간극과 매개효과 연구」에서
공간을 통해 디자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다수의 공간을 대상으로 독창성과 심미성 등을 평가하여 디
자인 창의성의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5)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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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도서관을 연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도서관 외의 문화시
설을 포함하여 기업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주로 마케팅전략 등의 측면에서 활용과 특성에 관하
여 다루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기
업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김진욱과 이정형(2003)은 「기업의 전략적 참여에 의한 도시건축물의 현
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46)에서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으로 기업 참여 건축물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사회적 책
임에 의한 것이라 보고, 기업이 조성한 다양한 건축물의 유형, 규모, 프로그
램, 지역, 개관연도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참여 가능
성을 확인하고, 건축계획적 유도수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진욱(2003)의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
석에 관한 연구」47)는 앞의 연구를 구체화하여 기업 참여 건축물의 현황과
공공성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계
획적 유도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고영희와 박진숙(2011)은 「건축적 공공성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48)를 통해 공공적 측면에서 조성된
기업사옥의 공공공간이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설문조
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기업의 공간 활용 방안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허윤상(2016)의 「기업운영 복합문화공간의 도시 공간적 특징 연구」49)
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등장한 기업의 복합문화공간을 대상으로 공
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분석
46)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1), p555-558
48) 서울도시연구 , 12(1), p33-52
4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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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민간 주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복
합문화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 4개의 연구는 기업이 건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을 도시환경
에 대한 기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현황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거
나 이용자 인식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운영현황 및 공간적 특
성과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을 함께 조사ㆍ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기업 건축물의 도시계획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가진
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의 측면과 연계한 민간기업의 문화시설, 그 중에
서도 도서관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4.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민간기업이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도시계획적 의
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립ㆍ운영ㆍ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운영현황 및 공
간적 특성과 공급자, 수요자의 측면으로 각 도서관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해하여 각 도서관
의 공공성과 공익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에 따라 문헌ㆍ관찰ㆍ면접ㆍ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ㆍ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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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한 재화 및 서비스 분류

구분
공공재
공유재
준공공재

( 클럽재)

비배제성

배제성

비경합성

경합성

(필수성)

(선택성)

(공익성)

(사익성)

o

o

o

o

요금재

o

민간재

o

o

( 사적재)

o

도서관의 운영현황은 서비스 및 재화를 [ 표 2-11] 의 분류대로 나누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비배제성은 서비스를 이용하
는데 있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는 특성이
고, 타인의 소비로 인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한
다.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의 대표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도서관은 개별 도서자료와 시설의 이
용시 경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
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수적인 시설로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
에서 보면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과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물리적 공간 현황에 대한 분석은 크게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으로 나누었
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 관련 연구를 진행한 도시ㆍ
건축 분야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공성의 의미와 분석기준 등을 살펴보았
다.
공공성에 관한 논의와 그 해석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정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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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도시ㆍ건축공간의 공
공성을 연구한 염철호(2008) 는 김상조(2007)의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성에 관
한 연구50)를 인용하여,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도시공간, 즉 토지와 건축물
의 공익적 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51)이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
서는「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 방안
(1994)」52)에서 연구자 정석이 정의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만을 생각하고 따로따로인 닫힌 건축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고 이웃과 함
께 하는 열린 건축”53)을 공공성이 있는 건축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을
분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체계ㆍ운영양식ㆍ운영효과로 분류( 전세영,
2013)하거나 물리적 측면 및 이용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이안나, 2014)하
여, 공익성ㆍ이용자 만족도ㆍ접근성ㆍ쾌적성 등을 기준으로 공공성을 평가
하고 있다.54) 이 밖에도 “외부공간의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공간 이
용률이 증가하고, 공간의 개방성과 쾌적성을 높여 이용자간 의사소통을 촉
진시키며, 연계성을 통해 기능간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상호교류를 유도”55)
하는 문화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12] 의 분석틀과 같이 공익성ㆍ접근

50) 김상조 외 , 2007,「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 국토연구원
51) 염철호ㆍ조준배ㆍ심경미, 2008, 「건축ㆍ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18
5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3) 정석 , 1997,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41(1),
p 39
54) 전세영의「지역도서관의 공공성 구조에 관한 연구」 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조직도 , 운영프
로그램 현황 및 특성 ,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공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안나는 「울산시 공공도서관의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에서 접근의 용이성, 공간의
인식성 , 행위의 지원성, 쾌적한 공용공간의 4 가지로 구분하여 물리적ㆍ이용 측면의 공공
성을 살펴보았다.
55)「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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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ㆍ개방성ㆍ연계성ㆍ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공간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
공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설립한 주체인 기업과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도서관의 설립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대상의 공공성과 공익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급자 분석은 먼저 문
헌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각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2회
의 대면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수요자는 각각의 도서관 현장
과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현장조사에서는
각 도서관의 정책과 도서관 열람환경 유지를 위해 도서관 외부에서 출입자
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포털사이트의
각 도서관 검색을 통해 방문 경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글의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응답을 받았다.56) 설문기간은 각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
다.

56) 현장조사가 어려웠던 현대카드라이브러리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165명에게 설문을 요청
하여, 그 중 41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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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연구대상의 분석틀

분석대상

분석내용

분석기준

분석방법

비배제성

현장관찰

비경합성

도서관 소개자료

자료, 시설 및

기업ㆍ관계자의

서비스의 공익성

발간서적

이용대상
운영

이용시간

현황

이용방법
이용자료

공간
현황

도시

주변환경

공익성

공간

교통시설

접근성

현장관찰

개방성

도서관 소개자료

건축

공간구성

연계성

도면분석

공간

인테리어

쾌적성

배경 및 의도
기업
조성과정

사익성 및 공익성

공급자

도시환경 및
설계조건
건축가

이용자 고려 여부

도서관 소개자료
기업ㆍ관계자의
발간서적
관계자 인터뷰

설계개념
이용현황
수요자

이용현황

이용자 인식

인식정도
만족정도

공공도서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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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Ⅲ. 공공재 성격의 네이버라이브러리
1. 운영 및 관리 현황

[사진 3-1] 네이버라이브러리 디자인 공간과 매거진 공간 입구

!

출처: 네이버라이브러리, http://library.navercorp.com

‘네이버 라이브러리(Naver Library)’는 인터넷 전문 기업인 ‘네이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네이버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
옥57)을 지으면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옥 내의 1층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양 편에 마련하였다. ‘라이브러
리1’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나, 2013년에 소장도서와
기존의 공간 등을 재단장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기업의 이색 도서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58) 일반
57) 네이버 사옥은 지하 8층 및 지상 28층 규모로 2010년 3 월에 완공되었다. 사무공간 외
에 식당, 카페, 은행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으며, 3 천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업무공간이다.
58) 이코노믹리뷰(2015.11.27.), bnt뉴스(2015.09.23.), 위키트리(2014.11.24.) 등 다수의 언
론매체에서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면서 , 접하기 어려운 전문서적과 특색있는 디자인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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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방문 비율도 60~70%로 높은 편이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총
564,225명이 방문하였고, 시기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하루 평균 150여명이
찾고 있다.59) 누구나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취지를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대상과 수용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용을 원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입장이 가능하다.

[표 3-1] 네이버라이브러리 소장도서의 종류와 장서량

공간구분
매거진
공간

도서 종류 및 장서량
"

7개 카테고리의 국내외 250여종 잡지

"

생활ㆍ육아, 패션ㆍ미용, 음식ㆍ요리, 경제ㆍ경영,
자동차ㆍ기술ㆍ과학, 문화, 여행ㆍ여가

디자인

"

17,000여권

"

건축, 일러스트, 그래픽, 산업디자인,
UX, 예술

디자인

소규모ㆍ독립출판

공간
IT

백과사전

"

600여권

"

7,000여권

"

인터넷, IT, 프로그래밍, DB

"

국내외 1,300여권

"

종합백과, 총서ㆍ시리즈

춘 도서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59) 2013 년 약 3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제외한 2012년 11월부터 2016년 2 월까지의 방문
자수이며, 자유로운 출입방식으로 인하여 집계가 어려운 매거진 공간의 방문자수는 포함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방학기간 등에 따라서 하루 평균 방문자수의 시기별 차이가 상당
히 크다고 하며, 파이낸셜뉴스(2014.07.16.)에서 150여명, 위크데일리 (2014.11.07.)는 120
여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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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서적만을 소장한 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중이고, 디자인ㆍIT
ㆍ백과사전ㆍ독립출판 분야의 서적과 7개 카테고리로 구분된 국내외 잡지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서적 종류와 장서량은 [ 표 3-1]과 같
다. 도서관 내에서의 자유로운 도서 열람은 가능하나 대출은 할 수 없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복사기를 구비하고 있다. 도서 열람 외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대상으로 한 기획전시와 장애인들의 웹 사용법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도서관은 크게 매거진 공간과 디자인 공간으로 구성 및 분리되어 있고,
이용조건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매거진 공간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
하고 별다른 이용조건이 없는 반면에 디자인 공간은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 먼저, 디자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학생증이나 사원증 등 방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
분증은 모두 허용되며, 출입증과 교환하여 디자인 공간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입구에 있는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해야 하나, 필기구와 노트북 등
일부 소지품은 반입이 허용된다. 초등학생과 유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입
장해야 하고, 단순히 도서관을 둘러보길 원하는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
아 15분 동안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디자인ㆍIT 분야 등의 서적이 비치된 디자인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구
성되어 있고, 각각 58석과 81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54석이 마련된 매거
진 공간까지 총 193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좌석을 이용하지 않더라
도 네이버에서 제작한 북카트를 이용하여 책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거진 공간 한 켠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
고 있어, 책을 읽으며 함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독서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취지에 따라서 마련되었으며,
발달장애 청년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60) 카페의 수익

60) 네이버의 직원은 아니며, 발달장애인의 일터를 만드는 회사인 베어베터의 소속으로 네이
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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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또한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단체에 기부된다. 카페와 함께 자리한 스토
어는 네이버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 역시 판매액의
5%를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포털인 ‘해피빈’에 기부하고 있다.

[표 3-2] 네이버라이브러리 기본현황

설립ㆍ운영

㈜ 네이버
2010.10 라이브러리1

개관

2013.08 휴관(리뉴얼 공사)
2013.11 네이버라이브러리

소재지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대상
소장도서

이용방법

기타 프로그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1~2층
평일 09:00~21:00, 주말 10:00~17:00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공휴일
네이버 임직원 및 일반인
"

디자인, IT, 백과사전, 소규모ㆍ독립출판 서적

"

경제ㆍ과학ㆍ예술 등 7가지 분야 국내외 잡지

"

자유로운 열람 가능, 대출 불가

"

디자인 공간: 신분증 확인 및 출입증 교환

"

매거진 공간: 자율출입

"

기획전시: 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적 전시

"

웹접근성 체험공간: 시력 및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웹 이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시설현황

1층

서가공간(54석+58석), 카페, 스토어

2층

서가공간(81석), 웹접근성 체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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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공간 현황
1) 입지 및 주변환경
경기도 성남시의 남측에 위치한 분당구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
고 주택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반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건
설한 신도시이다.61) 따라서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시설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한 중심권역
을 형성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라이브러리가 자리한
네이버의 사옥도 업무ㆍ상업 시설이 모여있는 지하철 분당선의 정자역 인근
에 위치한다. 정자역 주변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
획법상 ‘중심상업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네이버의 사옥이 위치한 대지도 포함되어 있다.62)
그러나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업무ㆍ상업 시설이 밀집한 정자역과는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분당과 서울의 청담대교를 잇
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 외에는, 주
변에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시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업무시설보다는 주거시설과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
는 시설에 둘러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61) 정부에서는 서울 인근의 5 개 지역 (분당 , 일산 , 평촌, 산본, 중동)에 수도권의 기능을 분
산하기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989년 발표하였다. 분당 신도시도 이 때
계획되었으며, 1989 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1 년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다 .
62) 중심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용도지역으로 업무 및
상업시설 외에 주거시설의 건축도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며,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 종지구단위계획과 제2 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
며 , 제 1종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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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네이버라이브러리 주변환경

네이버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정자동은 분당구 내에서도 많은 인구가 거주
하는 편으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다.63) 그 중에서도 30대와 40
대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반영하듯 청장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수의 카페,
음식점, 잡화점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 및 학교 등의
시설이 있고, 네이버 사옥의 남측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도 반경
500m 이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소 더 있다. 주민센터와 경찰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그리고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하
천인 ‘탄천’도 동쪽으로 자리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저층부에도 주민의 일
상생활과 관련된 슈퍼, 은행 등의 시설이 모여 있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
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63) 분당구에는 행정구역상 22 개동이 있으며, 네이버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정자 1동은 2015 년
12월을 기준으로 인구수가 30,000명을 넘는다. 가장 많은 33,000명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 비율은 40대가 19.04% 이며 , 30 대는 18.53% 가 거주하고 있다 . 이어서
20대 , 50대, 10 대 순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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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네이버 사옥과 주변환경
!

좌측 사진 출처: 삼우종합건축 , https://www.samoo.com

이처럼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
에 업무시설의 입지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네이버 사옥은
주변환경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케일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업무시설이 대부분 큰 규모이듯 네이버 사옥도 약 4,200㎡의 건축면
적에 높이 28층의 규모를 가진다. 그러나 주변 건물도 대부분 30층 내외의
주상복합건물이고, 왕복 6차선부터 8차선까지의 넓은 도로가 있어 시각적ㆍ
심리적인 압도감과 답답함을 덜어주고 있다. 동시에 도로가 경계 역할을 해
주고, 주거시설은 주상복합 형태로 인해 고층에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다. 더구나 전체 통유
리로 된 네이버의 외부마감은 시각적으로도 개방적인 효과를 주면서, 자유
롭게 네이버 사옥과 거리를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64)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입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자
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주변 교통환경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개인 자가용이나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분당선 및 신분당선을

64) 주거지역에 위치한 업무ㆍ상업용 건물의 유리 마감으로 인한 빛 공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네이버의 경우도 햇빛 반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법적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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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지역 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반인도 사옥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65) 도보 5분 거리의 버스정류장에는 서울, 성남,
수원 등을 경유하는 24개 버스노선이 정차한다. 지하철 정자역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되며, 지하철역과 네이버라이브러리 사이의 거리는 음식점과 카페,
옷가게 등의 다수의 상점으로 이루어져 주민 및 외지인들의 여가생활을 위
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는
크고 작은 업무시설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
니라 직장인과 지역 방문객 등 여러 사람들이 네이버라이브러리를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표 3-3] 네이버라이브러리 건축현황

네이버 사옥 그 린팩토 리
소재지
지역ㆍ지구ㆍ구역
용도

면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시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600㎡

건축면적

4,138.79㎡

연면적

101,661.51㎡

건페율 (법정)

62.71% (80%)

용적률 (법정)

981.35% (1000%)

높이

134.3m

규모

지하 7층, 지상 28층

65) 도서관 이용자는 사옥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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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799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설계ㆍ시공ㆍ감리

삼우종합건축ㆍ현대건설ㆍ한미파슨스
네이버라이브러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다목적홀)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층: 876.3㎡

면적66)

약 1,400㎡

규모

지상 1~2층

설계

네이버 SPX 디자인팀

2층: 538㎡

세계 3대 디자인 대회67) 수상
특이사항

"

Reddot - 2014 Best of Best

"

IDEA - 2014 Finalist

"

IF Award - 2015 Winner

66) 건축물대장의 ‘업무시설’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과 ‘제1 종근린생활시설 ’의 총면적
으로 실제 도서관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층의 538㎡ 은 리노베이션 전의 면적이
며 , 현재는 확장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7) Reddot은 1955년부터 시작된 제품 디자인ㆍ커뮤니케이션 디자인ㆍ디자인 컨셉 등 3 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이며,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IDSA) 와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공동 주관하는 미국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IF Award(International Forum
Design)는 독일의 International Forum Design Hannover 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
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44

2) 공간구성
네이버라이브러리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하단의 [그림
3-2] 평면에서 사옥의 1층 출입구를 기준으로 동측에는 매거진 공간과 카
페 및 스토어가 자리잡고 있으며, 서측 1층에는 디자인 공간이 있다. 디자
인 공간 내부에서는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ITㆍ백과사전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3-2] 네이버라이브러리 평면
!

｢NHN이 일하는 27층 빌딩 그린팩토리 디자인북｣의 평면(p156)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개관 초기의 도면으로 현재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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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네이버라이브러리 매거진 공간

사옥 출입구로 들어서서 바로 좌측에 위치한 매거진 공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도의 벽체 없이 설치된 낮은 유리난간
과 내외부를 서로 노출하는 전면의 유리 창호를 통해서 시각적인 개방 효과
도 주고 있다. 매거진 공간의 후면에는 카페와 스토어, 화장실이 있으며, 책
을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카페와 스토어를 이용하고자 찾는 사람들도 있
어서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진 3-3] 의 좌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높이의 2열 책장을
중심으로 좌석을 설치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와 테이블을 적절히 배치
하여 도서 열람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창가면에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놓았고, 가장 안쪽
자리에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와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책장과 책장 사이의 중앙공간에도 이동이 용이한
스툴(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을 배치하여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많을 때 외에는 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책을 읽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가구 배치에 따른 공간 구성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구분해줌
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의 행위인 독서와 대화가 모두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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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허리 정도의 낮은 높이를 가진 책장은 분야별 서적의 위치를 파악
하기 쉽도록 되어 있고, 훑어보며 빠른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잡지의 특
성을 고려하여 책의 표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또한 책장 윗
부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책을 올려두고 읽어볼 수 있는데, 짧
은 시간을 머무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디자인 공간에 들어서면 우선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
소지품을 보관해야 한다. 높은 천장고를 가진 벽체 없는 공간의 중앙에는 2
층의 ITㆍ백과사전 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위치한다.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은 천장고가 개방감을 주고, 동시에 1층과 2층이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2층과 계단에서 식재로 가득찬
1층을 조망하는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사진 3-4] 네이버라이브러리 디자인 공간
!

상단 좌우측 사진 출처 : 네이버라이브러리 , http://library.naver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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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간은 매거진 공간과 마찬가지로 책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의자와 책상을 배치한 구성을 보인다. 그러나 매거진 공간의 두 배가 넘는
높이를 가진 책장과 벽면을 둘러싼 책상 때문에 매거진 공간과는 다른 분위
기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건물 외부의 조경이 시각적인 차단 효과를 주
면서 내외부가 노출된 매거진 공간에 비해서는 다소 폐쇄적인 느낌을 준다.
디자인 공간에는 디자인과 소규모ㆍ독립출판 도서가 각 분류에 따라서 비치
되어 있으며, 안내데스크 후면의 작은 공간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전시가 진
행되기도 한다.
높은 천장 구조를 가진 디자인 공간에서는 조명을 이용하여 밝은 분위
기를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밝은
편이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높은 높이의 책장까지 더해져 책을 읽기에는 다
소 어두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책상에는 별도의 개
인 조명이 마련되어 있고, 책장의 상단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책장의 윗부분에는 식재가 놓여 있어 밝고 편안
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책장과 책상이 있는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편이지만, 책장의 칸
과 칸 사이에는 [ 사진 3-4]의 하단 우측 사진과 같은 좌석공간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벽면에 놓인 바(Bar) 형태의 책상은 혼자서 방
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며,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책상도 배치
하고 있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층의 ITㆍ백과사전 공간은 전반적으로 1층과 비슷하다. 책장과 책상이
있고,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식재도 놓여 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어두운 색채가 많았던 1층과 달리 2층은 책장과 바닥의 재질이
나무여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또한 [사진 3-5]와 같이 1인이 이
용할 수 있는 책상과 작은 크기의 테이블, 쇼파 등 더 다양한 좌석이 배치
되어 있고, 중앙에는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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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네이버라이브러리 ITㆍ백과사전 공간

그 밖에 2층에는 장애인들의 웹 사용법을 경험할 수 있는 ‘Special User
Experience Box’라는 이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타 부서가 관리 및 운
영하는 공간이지만, “시력장애와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이버
를 사용하는지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웹접근성(장애인의 웹
사용환경을 좋게 하려는 노력)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68) 목적으로 도
서관 내에 설치되었다. 또한,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
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전액 해피빈에 기부된다. 한 편에는 별도의 출입
구를 설치하여 화장실과 오픈갤러리69)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
의를 돕고 있다.

68) 네이버라이브러리 , http://library.navercorp.com
69)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으로 사옥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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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의 의도와 조성과정
1) 배경과 의도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검색뿐만 아니라 ‘지식IN70)’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검색 포털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네이버의 특성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이 담긴 책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책과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임직원에게 필요하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을
제공하기 위한 사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임직원을
위한 비개방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사옥을 신축 및 이전하면서 일반인
에게 개방된 지금의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사진 3-6] 네이버 사옥의 1층 로비와 외부 전경
!

출처: 삼우종합건축 , www.samoo.com

70)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지식iN)에 따르면 , “지식iN(지식인)은 네이버
사용자 사이의 지식 교류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올린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달면서 지식을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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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지어진 새로운 사옥 ‘그린팩토리’71)는 효율성ㆍ기능성ㆍ심미성ㆍ
다양성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크게 업무공간ㆍ편의공간ㆍ휴게공간ㆍ공공공간
으로 계획 및 설계되었다. 업무공간과 편의공간 및 휴게공간은 임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고, 공공공간은 “안(사원)과 밖(이웃주민) 모두의 문화와 지식을
위한 공간”72)으로 마련되었다. 네이버 사옥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 아닌 지
역주민과의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환경조
건이 새로운 사옥의 로비 활용 방안과 만나면서, 외부인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의 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책에 대한 네
이버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 사진 3-6] 의 사옥 로비의 일부 공간에 임직원
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모아 놓은 도서관이 문
을 열게 되었다.
네이버라이브러리는 단순히 책을 모아 놓는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편안
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한다. 누구나 제한 없이 도서관을 방문하
여 자유롭게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편안하게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방문한 사람은 누구
나 도서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수용인원과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지만, 입장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혼자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초등학생 및 유아동은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디자인 공간 입장시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과 출
입증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쾌적한 열람환경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운영 초기에는 자율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무질서한 분위
기로 인해 이용자들의 열람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 출입증을 발급하
게 되었다. 신분증 확인은 출입증의 발급과 반납을 위한 절차이며, 한정된
좌석과 열람환경을 고려하여 소지품도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또, 도서
71) 네이버 사옥의 이름인 ‘Green Factory’는 네이버를 상징하는 색인 Green 과 지식을 생산
하는 굴뚝없는 공장 Factory를 조합하여 만든 말이다.
72) NHN, 2010, ｢NHN이 일하는 27층 빌딩 그랜팩토리 디자인북｣ , 서울 : 시드페이퍼,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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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이 아닌 구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방문증을 발급받아 정해진 시간 내에
도서관을 둘러보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책을 열람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
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방문자들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에 방문을 마쳐야 한다. 반면, 매거진 공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훑어보는
잡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없이 자유로운 입장을 허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도서관의 입장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
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
다. 그 밖에도 취지에 맞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패턴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하였다. 또한 책이 우선
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권의 책을 놓을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책상을 설치
하는 방법으로, 도서 열람 외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공간 등으로 이용되
는 것을 방지하였다.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
에 일반적인 기업 문화공간과는 다른 홍보활동과 운영방침을 갖고 있기도
하다. 비주기적으로 도서관 행사 등의 관련 홍보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지만,
광고와 같은 기업 차원의 홍보를 크게 하지 않는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
관을 이용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언론매체에서 먼저 취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외
에 이용자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SNS를 운영하여 도서 추천이나 신간도서
소개 등을 하고 있다. 운영방침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하여 사
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지역 내 어르신과 발달장애청년을
고용하여 도서관의 장서와 카페 및 스토어를 관리하고, 카페와 스토어의 수
익금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관련 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180,350건의 카페 수익금을 모았으며, 140명의 발달장애청
년의 직업교육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소장도서의 종류도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접하기 힘든 책으로 구성함으로
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네이버의 핵심 분야인 IT와 디자인 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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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개인이 구매하기 어렵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책을 모아둔 것이다.
초기 운영시에는 ‘지식인의 서재’73)라는 이름으로 일반 분야의 책을 소장하
고 있었으나, 리뉴얼을 진행하며 현재의 구성으로 바꾸었다. 필요하지만 찾
아보기 힘든 책을 소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쉽게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IT와 디자인 분야의 서적은 타 분야에 비해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러 분야의 많은 책을 소장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
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인에게 개방된 전문도서관도
거의 없다.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쉽게 접하기 힘든 특정 분야의 서적을 수집
하여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IT 및 디자인 전공자들 외
에도 아이와 동행한 주부나 어르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며,
주말 방문시에는 가족 단위로 찾아와 책을 읽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정된 소장도서로 인하여 특정 소수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도서관 내에서의 자유로운 도서 열람은 가능하
나 대출은 불가능하다. 소장도서의 이용특성을 고려하고, 방문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한다. 디자인 및 잡지 등의 장서는 다수의 서적을
이미지 위주로 훑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
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대출보다는 도서관 내에
서의 열람이 더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언제 어느때나 방문
하여도 필요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
출로 인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책을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대신,
사진촬영 허용과 복사기 설치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73) 네이버에서 선정한 지식인들이 직접 고르고 추천한 책들을 모은 것으로 네이버의 온라
인 사이트에서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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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과정과 공간계획
네이버라이브러리는 법적으로 분류된 전문도서관이며, 지자체인 성남시
에 민간기업이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으며,74) 기업에서 자
체적으로 설립 계획을 진행하여 운영 중이다.
라이브러리1의 이름으로 개관하였던 네이버의 도서관 계획은 사옥의 설
계 및 공사 과정과는 별개로 추진되어 조성되었다. 운영취지와 소장도서의
종류, 그리고 1~2층을 연결한 복층구조의 도서관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
으로 공간계획을 진행하였으며, 3개의 건축ㆍ디자인 업체75)를 대상으로 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네이버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간을 제안한 디자인 업체 ‘라이프스타일 101’이 설계를 진행하
였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하
게 되었다. 라이브러리1은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분되었는데, 1층 ‘지식인
의 서재’와 IT 공간, 그리고 2층의 디자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지식인의
서재’가 지식인 추천 도서를 중심으로 책을 찾아보는 공간이었다면, IT 공
간과 디자인 공간은 좌석을 함께 배치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
들었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책장 사이사이에 책상을 배치하고, 편안하
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쇼파 등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술 변화의 빠
른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IT 서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1층의
이용률에 비해서 2층의 디자인 서적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소장도서
의 활용으로 인한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높은
천장고가 건조한 환경을 만들면서 쾌적한 열람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전면적인 도서관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공간의 구성과
74)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의 방침상 확인할 수 없었다.
75) 원오원건축과 핸드건축, 라이프스타일101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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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운영방침의 일부를 변경하여 2013년 11월 네이버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재개관을 하였다. 라이브러리1 당시에는 외부업체에서 공간 설계
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내부 디자인 인력 등이 강화되면서 사내의 디자인팀
에서 공간 리뉴얼을 담당하였다. 수 개월간 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사옥 내의 다른 공간들이 이용중인 것을 감안하여 약 3개월의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사내의 디자인팀 참여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의 조성이
라는 기업의 취지에 더 부합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기존 공간에서
이용자가 불편해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위주로 공간을 구성하고, 휴
먼스케일(Human Scale,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로, 적정한 휴먼
스케일은 사람에게 안정감 등을 준다)을 바탕으로 가구의 배치, 높이 등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과정에서 임직원과 일반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설계하
였다.
기존의 공간에서 사옥 로비의 동쪽 공간을 더 확보하여 매거진 공간을
신설하고, 2층 공간을 일부 확장하였다. 이용빈도가 높은 디자인 분야는 1
층에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좌석 배치와 함께 기존 113석에서 193석으로
더 많은 좌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이용자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토대
로, 1인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혼자 이용하기 편리한 좌석도
늘려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서적 이동과 좌석 대용의 기능을 가진 북카트
를 자체 제작하였는데, 책과 소지품을 놓을 수 있으면서 도서 열람도 가능
하도록 디자인을 하였다. 디자인 관련 서적의 특성상 여러 권의 책을 한번
에 본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무거운 책을 효율적으로 열람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디자인 공간 1층의 디자인 컨셉은 ‘숲’으로, 이용자들의 의견과 물리적
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문화ㆍ예술 분야의 종사자로, 한 권을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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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보다는 책장에서 책을 찾아 즉석에서 훑어 보거나 많은 책을 책상
에 쌓아놓고 보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를 참고하여
마치 책에 둘러쌓인 듯한 공간을 구상하였고, 높은 책장과 미로같은 통로를
가진 ‘숲’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기존 공간의 문제였던 건조한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전체 인테리어에 식물을 이용하였다. 디자인 공간은 1층과 2층
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의 천장고가 높다. 그로 인해 환기
및 온도조절을 위한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서 공기의 질은
나빠지고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책장과 책상 사이의 화분, 그리고 1층
책장의 상단과 계단에 설치한 수생식물은 공기정화 및 건조현상 완화에 도
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편안하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층이 주로 개인 방문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2층에서는 가족이 함께 책
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늑하게 머물 수 있는 ‘다락방’과 같은 공
간을 만들고자 쇼파 등의 푹신한 좌석을 낮은 테이블과 함께 배치하고, 중
앙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누워서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된 공간이다. 이와 함
께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백과사전 종류의 서적
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디자인 공간의 반대편에 자리한 매거진 공간은 ‘길’을 컨셉으로 한다. 빠
르게 훑어보는 잡지의 특성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고려하여 ‘쇼
윈도’와 같은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성인의 허리 정도 높이를 가
진 낮은 책장과 책의 표지가 보이는 진열 방식은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하
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내부에 카페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였다. 2인 이상
이 함께 할 수 있는 좌석의 비중이 많고, 이동이 가능한 스툴이 비치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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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디자인 공간 ‘숲’, ITㆍ백과사전 공간 ‘다락방 ’, 매거진 공간 ‘길 ’
!

좌우측 사진 출처: 네이버, www.navercorp.com

!

중앙 사진 출처: 네이버라이브러리, library.navercorp.com

리뉴얼을 하며 새롭게 조성한 카페 공간은 단순히 책만 보는 것이 아니
라 음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도 커피
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더 나은 양질의 음료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카페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매거진 공간과
연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음료 제조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카페트 설치와 내벽의 벽돌 마감으로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소장도서는 전문성을 더 강조하여 디자인과 IT 중심으로 장서를 수집하
고, 백과사전과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소규모ㆍ독립출판 도서를 추가하였
다. 개인이 찾아보기 어려운 전문 서적 위주의 소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면
서, 접하기 쉬운 도서가 대다수인 ‘지식인의 서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인 성남시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네이버는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이용자
를 중심으로 한 공간을 만들고자 디자인과 운영방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 것이 아
니라 또 다른 이용자인 임직원의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네이버라이
브러리는 업무공간인 사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은 임직원의 업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임직원들의 불편함을 감수
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직원과 일반인들의 편
의를 모두 고려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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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의 이용현황과 인식
네이버라이브러리 이용자는 주로 혼자 방문하여 책을 읽거나 개인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가족이 함께 와서 책을 보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으며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야
기를 나누는 사람도 자주 볼 수 있다. 특별한 제재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책
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한 네이버의 취지대로, 업무공간인 기
업의 사옥 내에 자리하면서도 동네 도서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실제로 네이버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용하며 생각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평일 및 주말 오후 시간대 각 1회씩의 현장조사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였다. 카이제곱검정76)을 통해 각 질문항목의 적합도를 검정하였
고,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는 총 56명이며, 무응답자 1명과 10대 3명(5.5%), 20대 15명
(27.3%), 30대 16명(29.1%), 40대 13명(23.6%), 50대 7명(12.7%), 60대
이상 1명(1.8%)이 참여하였다.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내의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특정 분야의 장서 취급이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지만, 직장인(18명)과 학생(13명) 부터 자영업자(7명), 주부(6명), 퇴
직자(2명) 등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이용자의 주 생활지역에서도 분
당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지역주민77)(30명)뿐만 아니라 외지인(25
명)도 네이버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울(12명)과 경기도(13
명)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생활지역을 서울이라고 응답한 사람
들은 강남구ㆍ광진구ㆍ서초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 등
76)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하여 관찰된 빈도와 기대되는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한 검증방법이다.
77)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구 단위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 네이버라이브러리가
위치한 분당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역주민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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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걸쳐서 거주 또는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부천시ㆍ수원
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의왕시ㆍ하남시ㆍ화성시 등 주로 분당 인근의 경기 남
부 지역에서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지역은 네이버라이브러리 인
근 정류장에 연결 노선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이버라이브러리는 경영이나 마케팅 차원에
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다. 입소
문에 의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응
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35 명, 62.5%)도 지인소개나 입소문을 통해 네이
버라이브러리를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SNS에 올라온 글
등을 보고 방문하였다는 사람(7명, 12.5%)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개개인의 정보 취득을 통해 네이버라이브러리를 찾아오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업의 홍보로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용자는 단 1명(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네이버라이브러리 인지경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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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네이버라이브러리 방문이유 (단위 : 명 )

!

중복응답 포함

네이버라이브러리에서 이용자들은 주로 책을 읽는 것(32명, 62.5%)으로
조사되었다.78) 중복응답까지 고려하면 총 47명의 이용자가 도서 열람을 한
다고 답하였고, 이 외에도 개인적인 작업(9명, 17.3%) 과 도서관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을 이용(2명, 3.8%)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순히 도서관을 구경
하는 사람의 비율도 17.3%(9명)나 되었는데, 대부분은 처음 네이버라이브러
리를 방문한 사람(7명)이었다. 이처럼 네이버라이브러리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지만,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 표 3-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문 도서의 이용(22명)보다 공간과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용(35명)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공급자 조사에
서 네이버는 장서와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책을 읽기 좋은 편안한 분위기
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공간과 시설
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규정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네이버라이브러리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이용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78)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한 52명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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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2.1%(46명)가 시설이용의 편리성이나 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이용절차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며, 심리적인 제약ㆍ불편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제약ㆍ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40명, 71.4%)이 그
렇다는 의견(5명, 8.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개방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라이브러리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도서관(48명,
85.7%)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네이버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단위: 명)

조사항목

이용규정에 대한 의견

입장 및 이용시의 심리적
제약 또는 불편함 여부

개방성 인식

%(명)
긍정적

82.1(46)

부정적

14.3(8)

모르겠다

3.6(2)

매우 아니다

21.4(12)

아니다

50(28)

모르겠다

19.6(11)

그렇다

8.9(5)

매우 그렇다

0.0(0)

매우 아니다

0.0(0)

아니다

7.1(4)

모르겠다

7.1(4)

그렇다

46.4(26)

매우 그렇다

39.3(22)

χ²(p)

61.000*
(.000)

20.714*
(.000)

29.143*
(.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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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네이버라이브러리의 장점(단위: 명 )

!

중복응답 포함

그러나 응답자 중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47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41.3%(19명)가 심리적인 제약ㆍ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 39.2%(18명)에 비해 근소하게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79) 이용빈도에서도 네이버라이브러리의 이용이 더 낮다
(11명, 23.4%)는 의견이 다소 있었지만, 공공도서관과 비슷하거나(19명,
40.4%) 공공도서관보다 높다(17명, 36.1%)는 의견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32명,
68.1%)는 의견이 만족하지 않는다(3명, 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표 3-7]과 같이 공간과 시설의 질이나 도서의 전문성 등의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
한 사람들에게 개방된 도서관으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다소 불편함
79)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심리적 제약에 관한 질문은 유의수준이 0.846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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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서의 이용 외에도 공간과 시설의 측면,
편익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이
용자가 개인적인 만족(37명) 외에도 지역에 대한 기여(34명)나 도서관의 발
전(25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공공의 이익에 여러모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이용자의 기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4%(50명)의 이용자가 네이버의 이미지가 더 좋
아졌다고 응답하였고, 66%(35명)의 이용자는 제품 및 서비스 구입에 있어
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라이브러리의 이용경험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네이버의 도서관 운영
이 공공의 이익과 함께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소결
운영 및 공간 현황과 공급자, 수요자 조사를 바탕으로 한 네이버라이브
러리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의 취지에 따라서 임직
원과 지역주민은 지식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네이
버는 임직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한 편, 동시에 일반인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희
소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열람
환경을 위해 일부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제재없이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필요한 도서의 열람활동 등을 통해서 도서관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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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공간ㆍ시설의 질과 같은 측면에서는 공공도
서관보다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있었다. 이와 함께 네이버라이브러리를 통해
네이버라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간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네이버라이브러리는 개방성ㆍ접근성ㆍ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
성을 가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
과 비경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립 취지와 운영방침에 있
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네이버라이브러리가 자리한
네이버 사옥은 일반적인 업무ㆍ상업지역과는 다른 환경을 가진 주거시설 밀
집 지역에 위치한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용도의 충돌로 인한 문제가 야
기될 수도 있었지만, 기업이 나서서 업무공간 내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주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뿐만 아
니라,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공익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기업의 도서관은 양질의 도시문화공간 제공과
시민의 문화생활 활동의 기회 및 접근성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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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준공공재 성격의 현대카드라이브러리
1. 운영 및 관리 현황
금융회사 ‘현대카드’는 2013년에 첫 번째 도서관을 개관한 것을 시작으
로 총 3개의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각각의 도서관은 디자인ㆍ여행ㆍ음악
과 같은 특정 분야의 서적만을 다루는 전문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장
도서와 규모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나 동일한 운영방식과 이용규정 등을
가진다. 각각의 도서관은 독립된 형태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과 강남구 청
담동,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여명80)이 찾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사진 4-1] 현대카드 디자인ㆍ트래블ㆍ뮤직 라이브러리
!

출처: 현대카드라이브러리, http://library.hyundaicard.com

80) 주말에는 350여명이 찾는다고 하며, 이데일리 (2015.10.24.) 와 FNTIMES(2015.06.29.)
등의 기사를 종합하였다. 그러나 각 라이브러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현대카드 라
이브러리’의 방문자수로 집계를 하고 있어서 각 도서관에 따른 방문자 수를 정확히 알기
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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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현대카드라이브러리 기본현황

구분

디자인

트래블

뮤직

설립ㆍ운영 ㈜ 현대카드
개관

소재지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대상

2013.02.12

2014.05.14

2015.05.22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용산구

가회동 129-1

청담동 87-9

한남동 683-132

(북촌로 31-18)

(선릉로 152길 18) ( 이태원로 246)

화-토 12:00~21:00, 일 12:00~18: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현대카드 회원 본인 및 동반 2인 무료
만 19세 이상
현대카드 및 신분증 확인 후, 출입증 교환

이용방법

월8회 한정
자유로운 열람 가능, 대출불가
음악 서적

소장도서

디자인 서적

여행 서적

수용인원

50명

30명

20명

좌석수82)

50여석

30여석

25여석

1층

시설현황

북카페
다목적홀

2층

1층

1.5층

북카페
서가공간

음반(Vinyl 81))

1층

서가공간

2층

전시공간

2.5층

서가공간
3층

2층

66

서가공간

지하
1~5층

카페

서가공간
사무실
공연장
주차장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대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 회원 확인 및 출입
증 발급과 소지품 보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서가공간의 입장이 가능하
며, 일반 상업용 건물의 일부 공간에 자리한 트래블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의
입구부터 비회원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연령 출입과 월 8회
로 한정된 이용조건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제재나 별도의 비용 지
불없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정 대상을 위한 도서관의 성
격이 강하지만, 모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카드
회원과 동반하는 2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에 따라서는 서
가공간 외의 공간에 대해서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동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
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때는 대기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각 규모에 따
라서 가장 큰 규모의 디자인라이브러리는 50명, 트래블과 뮤직은 각각 30명
과 20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제한 인원수를 늘려 입장을 허용하기도 하며, 각 도서관에 마련된 북카페에
서 책을 열람하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열람은 자유롭지만 대출 및 복사는 금지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를
사진 촬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도서의 구입을 원하
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서관 내의 기기를 이용한 구매 대행 신청도 받고 있
다. 도서 이용에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디자인라이브러리의 일부 희귀도서
의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한 뒤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는 각 분야 큐레이터의 추천과 내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고른 책으로 소장한다. 소장 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책을 찾기 위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큐레이터를 선정하였으며, 각 도서관마다
81) 턴테이블로 재생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원형 음반
82) 1 인용 좌석이 아닌 쇼파 , 벤치 등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서 , 좌석수를 고정하기 어렵
다 . 디자인라이브러리와 트래블라이브러리는 북카페에서 책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고
려하면 각각 12석 , 16석의 여유 좌석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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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큐레이터가 있다. 장서 선정 기준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 서적은
“ 영감을 줄 수 있고(Inspiring),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Useful), 다양한 범위
를 포괄해야 (Wide-Ranging) 한다. 또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야 하며(Influential), 그 한 권에 충실한 컨텐츠를 담고 (Thorough) 있어야
한다. 더불어 심미적(Aesthetic)이고, 시대를 초월한(Timeless) 가치를 지닌
책이어야 한다.”

는 내용의 7가지 원칙을 가진다. 여행과 음악에는 각각 5가지와 4가지로 구
성된 다음의 선정 기준이 있다.
“ 영감을 줄 수 있고(Inspiring), 호기심을 자극하며(Intriguing), 필요한 정보
의 제공 뿐 아니라 지식을 넓혀주고 (Useful), 전문적인 리서치에 바탕을 둔
충실한 (Reliable) 책이어야 한다 . 또한 여행의 최신 흐름을 반영하는 책과
시대를 뛰어넘는 여행의 명저(Timeless yet Timely)를 모두 아울러야 한
다.”

“ 좋은 음악은 영감을 깨우고 자극하며 (Inspiring), 일상에 생동감을 더한다
(Vitalizing). 또한 , 대중음악사에 전환점을 제시한 선구적인 음악(Pivotal)과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음악 (Timeless)도 놓쳐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디자인라이브러리는 바우하우스 이후의 디자
인 사조에 관한 서적 15,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83) 이 중 국내 미보유
장서가 8,700여권이며, 3,300여권은 절판 또는 희소가치를 인정받은 장서이
다. 도서 선정의 기준이 바우하우스인 이유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태도를
83) 바우하우스는 1919 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예술 및 건축 교육 학교로, 예
술과 기술을 결합한 근대의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였다 . 장서량은 2015 년 9 월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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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바우하우스의 이념이 오늘날 현대 디자인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
며,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84)한 것이라고 한다. 선정 기준과 범위 내
에서 책의 선정을 도운 큐레이터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택
하였으며, 건축 및 산업디자인 분야를 담당하는 건축 비평가와 시각 및 공
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비평가로 구성된다.85)
여행 도서관인 트래블라이브러리는 여행정보을 담은 일차적인 내용의 가
이드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내력 및 문화를 알려주는 다양한 종류의 서적
15,000여권을 소장한다.86) 자체적으로 분류한 13가지 테마 – 예술ㆍ건축,
역사ㆍ문화유산, 박물관, 세계문학, 모험, 백패킹, 캠핑, 크루즈, 스포츠, 걷
기ㆍ자전거, 음식ㆍ음료, 호텔ㆍ상점, 여행사진 – 를 기준으로 5개 대륙
196개 국가의 서적 중에서 일회성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비치하고 있다. 디자인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큐레이터가 책을 추천하였고, 큐레이터는 내부 검토를 통해 저널리스트, 작
가, 북컨설턴트의 4명으로 선정하였다.87)
뮤직라이브러리는 분야의 특성상 앞의 두 개 도서관과는 다른 소장본을
가지고 있다. 10,000여장의 ‘바이닐(Vinyl, 턴테이블로 재생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원형 음반)’이 그것으로, 3,000여권의 음악 관련 서적과 함께 직접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88) 1950년대 이후의 대중음
84) 현대카드캐피탈 디자인라이브러리 컨텐츠 ,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11,678권의 책,
디자인의 모든 것을 담다”, http://design.hyundaicardcapital.com, 2013.02.25
85) 건축 비평가 Justin McGuirk은 2012 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으
며 , 디자인 비평가이자 작가인 Alexandra Lange은 <NY Times> 와 <Design Dbserver> 의
에디터이다.
86) 2015년 9 월 기준
87) 영국 <Guardian> 저널리스트인 K evin Rushby는 유럽과 역사ㆍ문화유산ㆍ스포츠 분야
를 , <NationalGeoraphic>와 <LonelyPlanet>, <Forbes>의 작가인 Shawn Low 는 모험ㆍ
역사ㆍ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다 . 예술ㆍ건축 등을

담당하는 Carolina Miranda는

<Time>과 <Travel&leisure> 의 에디터이며 , 예술ㆍ건축ㆍ여행사진과 아시아 분야는 북
246, 츠타야북스의 북컨설턴트인 Yoshitaka Haba가 맡고 있다 .
88) 2015년 9 월 기준의 서적과 바이닐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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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 명반 위주로 수집하였으며, 프로듀서, DJ,
저널리스트로 구성된 큐레이터89)가 각 장르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음반을
선정하였다.
각 큐레이터의 장서 선정 이유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일반인에게도 공
개하고 있다.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내에 비치된 기기를 통해서 책을 소개받고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표 4-2] 현대카드라이브러리의 전시 및 강연 프로그램

구분

디자인

트래블

뮤직

매월 Rare Book 과
Life Collection 전시
진행
전시

연 2-3회 기획전시
현대카드가 지향하는

매월 Rare Book
여행 테마 및 국가와 과 Life
관련된 전시

Collection 전시
진행

디자인 철학과 사상
을 표현하는 전시
"

전시와 연계 또는
단독 진행

강연

"

디자인

전문가,

오피니언리더 초

전시와 연계 또는 단
독 진행

-

대
기타

-

-

DJing: DJ 선곡
및 신청곡

89) 재즈ㆍ소울ㆍ힙합과 한국 음악을 담당한 DJ Soulscape는 프로듀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 DJ 이자 뉴욕 레코드샵 ‘Other Music’의 바이어인 Scott Mou는
락과 일렉트로닉 분야를 담당하였다 . 월드음악 및 기타 분야를 담당한 Hajime Oishi는
월드뮤직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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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표 4-2]와 같이 소장도서의 주제와 관련된 전시 및 강연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디자인라이브러리와 트래블라이브러리
는 특성상 전시와 강연을 주로 진행하는데, 전시와 강연을 서로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여 관련 전문가 등을 초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 요구는 하지 않으나, 강연은 현대카드 회원이나 관련 분
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뮤직라이브러리는 도서관 외에 ‘언더스테
이지(Understage)’라는 이름의 공연장을 별도로 운영한다.90) 같은 건물 내
에 자리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
보이고 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으로 조성된 현대카드라이브
러리는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춰 북카페, 전시공간, 판매점, 공연장 등을 갖
추고 있다. 디자인라이브러리의 북카페는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도서 열
람과 음료 구입 외에 현대카드 및 디자인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
하다. 전시공간에서는 연 2-3회의 기획전시와 강연 등이 진행되고, 서가공
간과 함께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트래블라이브러리
는 1층에 북카페와 판매점을 두고, 2층과 연결되는 계단공간의 일부를 여행
서적과 관련된 전시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여행국가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계지도 웹(Google Earth)의 이용이 가능한 대
형스크린 비치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뮤직라이브러리에는 대지의 일부를
비운 외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도서관 이용자와 주변지역을 방문한 사람
들 모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공간이자 소규모 밴드 및 가수의
공연이 열리는 작은 무대로도 활용된다. 이 공간과 연계하여 카페 및 대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층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90) 뮤직라이브러리의 지하에 위치한 스탠딩 공연장으로 약 350 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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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공간 현황
1) 입지 및 주변환경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문화ㆍ편익시설이 밀집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서 특색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입지하고 있다. 도서관을 소개하는 글에
서 지역의 특색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각각의 도서관 특성에
따라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서울 가회동은 1930년대 지어진 전통한옥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주거지역이다. 학교나 주민센터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대적인 시설도 다수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풍경을
가진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또, 한 편으로는 경복궁ㆍ창덕궁과 같은
문화유산,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이 모여있는 문화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
업시설도 모여 있어서 문화ㆍ여가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
소이기도 하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도 좋은 편이
며, 다수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이용하여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
디자인라이브러리에서 도보로 8분 이내의 거리에만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6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외에도 가
회동 주변의 인사동 거리나 종묘, 청계천 등을 함께 방문하면서 지하철 1호
선과 5호선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회동 지역은 역사성을 가진 주거지역과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
어 관리가 되고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란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91)로,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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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의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높이, 규모, 색채 등을 법ㆍ제도를 통해
규제한다. 디자인라이브러리를 포함해 가회동의 건축물들도 이와 관련된 법
ㆍ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92)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3~4층 이하의 낮고 크지 않은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오랜 시간 유지
된 한옥과 골목길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가회동만
의 특색있는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디자인라이브러리의 장소로 가회동을 선택한 것은 가회동이 가진 전통적
풍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가회동에 대해 “디자인라이브러
리가 필요로 하는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최적의 장소”93)라고 설명하고 있
다. 즉, 현대카드가 만들고자 한 디자인라이브러리의 성격과 가회동의 특성
이 일치하면서, 현대카드의 첫 번째 도서관은 가회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4– 1]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주변환경

92) 북촌 지역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93) 현대카드라이브러리 소개자료

73

[그림 4– 2] 현대카드트래블라이브러리 주변환경

트래블라이브러리는 서울의 청담동에 자리한다. 청담동은 업무와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백화점과 다수의 명품 브랜드샵 등이 모여 있어 최
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그 밖에 다양한 소매점과 음식
점도 많아서 쇼핑과 여가 등을 목적으로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현
대카드는 “물적 소비의 중심인 청담동에 지적영감의 공간”94)인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서관의 주제인 ‘여행’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낯
선 장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활동을 주변환경과는 다른 이질적인 성격 및
분위기의 공간과 연결하여줌으로써 여행 관련 도서관임을 부각시켜주고 있
는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도서관과 상업지역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극적인 효과를 주고받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다른 두 개
의 도서관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업용도의 건물에서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트래블라이브러리는 어디서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건물의 1~2층을 차
지하고 있다. 주변환경도 특별한 특색이 없으며, 주로 상업적 용도의 비슷한
규모를 가진 5층 내외 건물이 자리한다.
94) 현대카드트래블라이브러리 소개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KyIv_udi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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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현대카드뮤직라이브러리 주변환경

‘음악’을 소재로 한 뮤직라이브러리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는 서울 이태원 인근에 위치한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 및 방문하
고 있는 이태원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음식점과 소매점이 자리잡고
있다.
뮤직라이브러리는 이태원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한다.
주변으로는 상업시설과 미술관 및 공연장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모여 있
으며, 북쪽의 남산 주변과 뮤직라이브러리의 남측면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
택이 밀집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산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낮은 높이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경사
진 지형이 더해지면서 장소에 따라서는 일대의 경관을 조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형 차이는 뮤직라이브러리의 설계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상 지하로
등록된 일부 층이 외부로 드러나 있고, 대지의 일부를 비워둠으로써 남산과
한강 등의 주변환경을 조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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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일대는 남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
이다. 뮤직라이브러리의 경우에도 인접한 버스정류장에는 남산 순환버스를
포함하여 5개의 버스노선만이 정차하고 있다. 이 외에 지하철 6호선을 이용
하여 방문할 수도 있으나, 디자인라이브러리와 트래블라이브러리에 비해 대
중교통편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접근성과 편
의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로 인
해 이태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4-3] 현대카드라이브러리 건축현황

구분
소재지
건물
현황

디자인

트래블

뮤직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용산구

가회동

청담동

한남동

5층 상가건물의

건축주 소유

2개층 임대

단독건물 신축

기존 단독건물
임대95) 후
리노베이션
도시지역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구역

최고고도지구

도시지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전시시설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40.2㎡

424.2㎡

738.1㎡

288.97㎡

220.97㎡

3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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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연면적

526.86㎡

건페율

53%

52.09%

52.65%

(법정)

(60%)

(50%)

(70%)

용적률

97.53%

249.76

82.12%

(법정)

(100-200%)

(200-300%)

(200-500%)

높이

7.46m

19.7m

19.7m

규모

지상2층

지하2층, 지상5층

지하5층, 지상2층

주차

-

-

33대

구조

철골조, 목구조

-

설계
시공
감리

최욱, 원오원
(기존건축물: 유태용)

카타야마 마사미치

-

특이

2013 DFAA97)

사항

종합대상

2,962.95㎡

430.6㎡96)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최문규, 가아건축
현대건설

-

-

가아건축
2015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95) 헤럴드경제 (2012.06.05.)의 “가회동 갤러리서미 , 현대카드의 도심 도서관 된다”에 따르
면 현대카드는 갤러리서미의 공간을 5년간 임대하였다 .
96) 트래블라이브러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1층의 220.97 ㎡와 2 층
209 .63㎡을 합산한 면적이며 , 정확한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7) Design For Asia Award. 홍콩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다. 기존 건
축물은 2000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본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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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구성
디자인라이브러리는 기존에 갤러리로 활용하던 건축물을 도서관이라는
용도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2000년에 지어진
건축물은 가회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적인 한옥을
함께 배치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2층에 자리잡은 한옥은 시선을 끌어들
이면서도 주변지역의 한옥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라이브러
리로 변하면서 내부적인 공간구성과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한옥을 포함한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건축물은 ㅁ자 형태로, 각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있
다. 외부에서 정면에 보이는 공간은 업무용도로 사용되며, 별도의 입구를 사
용함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된다. 이 업무공간을 제외한 ㄷ자 형태
의 공간이 서가공간과 북카페, 전시공간을 포함한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
다.

[그림 4-4]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평면
!

원오원건축(www.101architects.com)에 업로드 된 도면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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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통해 입구로 들어서면 중앙에는 중정이 있고, 우측에 1층의 전시
공간과 2층 서가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 반대편에는 12석 규모의
북카페가 판매점을 겸하여 자리한다. 우측의 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제외하
곤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주며, 밤에는 조명이 켜진 내부가 훤히 드
러나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공간은 중정에서 보이는 전면에 위
치하고, 필요에 따라 강연 등을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교환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1m를 조
금 넘는 좁은 폭의 계단 통로를 올라가면 서가공간이 나타난다.

[사진 4-2]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내외부
!

상단 좌측 사진 출처: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 http://library.hyundaicard.com

!

상단 우측과 하단 좌측 사진 출처 : 건축사진가 남궁선, namgoo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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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도서를 진열해놓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사진 4-2] 하단
왼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집 속의 집’이라는 이름의 별도 공간이 마
련되어 있다. 금속 벽체의 공간 안에 긴 벤치 형태의 의자와 책장을 마주보
게 배치하여 다른 공간과 달리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반면, 하단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우측 공간은 개방감이 있는 공간
으로, 전면에 유리창을 두고 중심에 넓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다. 안쪽으로
는 한옥이 연결되어 있는데, 현대건축물의 내부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넓은 테이블 옆 한 편으로 자리잡은
철제 계단을 통해서는 3층의 작은 공간 ‘기오헌(奇傲軒)’으로 올라갈 수 있
다. 조선시대 효명세자가 사용하던 창덕궁의 독서공간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고 하며, 북촌의 한옥 지붕이 보이는 작은 창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디자인라이브러리는 흰색의 벽면 및 천장과 검은색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차분한 열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간접조명이 더해져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전면이 커튼월(Curtain wall,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칸막이 형태의
외벽으로, 주로 유리가 사용된다)형식의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으로도 충
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빛 차단을 위
한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자연광을 받기 어려운 공간은 별도의 조명시설을
놓아 불편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배려하고 있다.
책상과 책장도 이용자의 편의와 공간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가가 직
접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각 공간에 따라 높이와 비율 등을 조정하여 낮은
천장 등으로 인한 답답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재료는 주로 금속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결합해서 만드는 결구법으로 제작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나무와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일반적인 형태의 의자나 쇼파, 스툴 등 다
양한 의자를 공간과 책상에 맞춰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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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현대카드트래블라이브러리 평면

!

현대카드트래블라이브러리(library.hyundaicard.com/travel)에 있는 도면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현대카드의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작은 규모를 가진 트래블라이브러
리는 입구에서부터 현대카드 소지자의 입장만을 허가하고 있다. 이는 두 개
의 라이브러리와 달리 일반적인 상업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과 좁은
공간(건축면적 220.97㎡)을 가진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
인다. 입구에 들어서면 여행 관련 상품을 진열한 공간과 안내데스크가 있고,
좌측으로는 ‘FIND’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다. 벽면 전체 책장에 전 세계
의 지도를 모아 놓은 공간으로, 도시를 발견(Find)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
층의 후면에는 [사진 4-3]의 상단 좌측 사진과 같은 한 쪽 벽면을 책장으
로 가득 채운 북카페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앙에 있는 계단을 통
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계단 또한 좁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를 갖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전시공간으로 이용되는 1.5층의
공간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나선 형태의
계단이 각 위치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해주고, 전시공간을 통해서 1층과 2층
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여줌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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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현대카드트래블라이브러리 내외부
!

출처: 현대카드캐피탈 , http://design.hyundaicardcapital.com/category/travel%20library

[사진 4-3]의 하단 왼쪽의 사진처럼, 2층은 나무로 만든 격자의 프레임
이 벽면과 천장을 모두 감싼 구조이며, 다리를 사이에 두고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간의 분리는 용도보다는 계단과 전시공간 설치에 따른 높
이 확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계단과 다리에 설치된 1m 정도의 난간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을 덜어 시야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나무 프
레임이 만들어낸 분위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주고 있다. 나무 격자프레임
은 책장으로 사용되며, 일정치 않은 형태를 가진다. 이로 인해 생긴 빈 틈
을 활용하여 만든 ‘PLAY’와 ‘PLAN’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이 다리를 사이
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며 자리하고 있다. 두 개의 방은 도서 열람 외의 활
동을 위한 방으로, 작은 방을 가득 채운 화면의 지도 웹을 통해 전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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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여행(Play)할 수 있는 공간과 벽면에 자유롭게 낙서하며 여행계획(Plan)
을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 ‘PLAY’공간의 입구에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해 있어서 이용자의 여행 계획을 도와주고 있
다.
낮은 천장과 천장까지 둘러싼 불규칙한 형태의 책장으로 인하여, 2층의
조명은 다수의 작은 포인트 조명과 각 테이블당 개인 조명이 전부이다. 따
라서 책을 읽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책에 집
중하기에 좋고, 나무의 질감과 어우러져 따뜻하며 차분한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있다. 반면, 자유롭게 배치된 나무 책장은 이용자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주면서 여행 도서관의 면모를 부각시켜준다.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는 적은
편이고, 편안한 의자보다는 도서관의 규모에 맞는 의자를 적절히 배치해두
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래 머물기에는 어려
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인원 제한방침을 통해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편,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형태의 테이블을 주로 배치하여 혼자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가
구배치는 여행이라는 소재와도 연결되어서, 친구 및 지인과 함께 책을 보며
이야기하는 이용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필기구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앞의 두 개의 현대카드라이브러리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임대하여 활
용하였던 것에 반해, 현대카드의 소유인 뮤직라이브러리 건축물은 처음부터
도서관 용도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지에 놓일 건축물의 배치
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분에 현대카드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열람환경 등의 내부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디자인라이브러리
나 트래블라이브러리와는 다르게 뮤직라이브러리만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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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현대카드뮤직라이브러리와 주변환경과 내외부

!

출처: 건축사진가 남궁선, namgoongsun.com

[사진 4-4] 상단의 뮤직라이브러리 전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뮤직
라이브러리는 대지의 절반 이상을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오픈스페
이스(Open Space)’로 비워두고 있다. 건축물이 가득한 이태원에서 비어진
건축물로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남산과 한강 등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준다. 단순히 비워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설치해놓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음악공연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
방되어 있어서, 뮤직라이브러리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방문한 사
람들을 위한 공공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뮤직라이브러
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지나칠 수 밖에 없고, 경사지형이 자연
스럽게 뮤직라이브러리로 동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뮤직라이브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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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뮤직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
다. 지상 1~2층에는 뮤직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카페와 서가공간이 있고,
지하 5개층에는 언더스테이지라고 불리는 공연장과 스튜디오 등이 있다. 오
픈스페이스를 지나 보이는 건물 정면의 출입구가 뮤직라이브러리로 향하는
문이며, 언더스테이지는 그 좌측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대지의 절반 이상을 오픈스페이스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
모에 비해서 뮤직라이브러리는 작은 공간을 가진다. 별도의 공간 구분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1층을 활용하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쇼파와 이동이
편리한 스툴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넓지 않은 공
간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을 때는 오픈스페이스와 1층 카페 공간을 연계하여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입구 정면의 안내데스크에서 카드 및 신분증 확인을 거치면 엘리베이터
를 통해서 2층의 서가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다. 세 개의 도서관 중에서 가
장 작은 서가공간(2층 면적 146.11㎡)을 가지고 있지만, 12m에 이르는 높
은 천장고와 전면 유리창호가 답답함을 덜어내준다. 더구나 전면 유리창호
는 시각적인 개방감과 함께 내외부를 연결하면서 안팎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별다른 조명 없이도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유
리 창호 바깥의 테라스에서는 외부공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창호 반대편에
는 10,000여장의 음반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크지 않은 공간이고 음반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최대 12명이
앉아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턴테이블과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신청받
아서 틀어주는 DJ 공간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10여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DJ 공간을 사이에 두고 놓여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책을 읽기에 편한 좌석은 아니기 때문에 도서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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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음반이 있는 벽면 윗쪽으로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만든 작은
서가공간이 있다. 음악과 관련한 잡지나 단행본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
다. 그러나 이 공간 역시 한 명이 지나갈만한 좁은 폭으로 되어 있어서 책
을 읽을 여유공간은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뮤직라이브러리는 내외부의 벽면을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채우
고 있다.98) 이는 차분한 도서관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으나, 음악의 자유
로움과 이태원이라는 지역환경의 성격을 반영하여 표현함으로써 다른 도서
관과는 차별화된 뮤직라이브러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98) 스트리트아티스트인 JR은 록그룹인 The Rolling Stones의 1969년 공연 당시 장면을 촬
영한 Bill Owens의 사진을 외부에 설치하였고, 그래피티 작가 Vhils 는 콜라주를 이용한
작품을 내부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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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현대카드뮤직라이브러리 평ㆍ단면
!

｢공간(2015.07)｣과 ｢제33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집｣에 실린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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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의 의도와 조성과정
1) 배경과 의도
금융회사인 현대카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기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시회ㆍ콘서트ㆍ스포
츠 경기의 개최와 생활용품ㆍ버스정류장의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
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와 관계된 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인
지도 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업무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카드의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윤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
다.99)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도 그 연장선
상에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조성되었다.
기업의 업무 특성상 현대카드는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인지도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은 전시회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측면이 강해서 지속성을 갖기가 힘들고, 사람들의 기
억에서 잊혀지기 쉬운 제약을 가진다. 물리적 공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기업의 철학을 담은 공간을 통해서 이미지 제고 등을 추구하
였다. 또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책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카드는 인터넷, 스마
트폰 등이 일상이 된 디지털시대에서 오히려 아날로그(Analogue)가 사람들
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99) 김동욱, “현대카드 순익 20% 상승... 비결은”, 이데일리,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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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대표적인 아날로그 매개체로, 사람들의 지적욕구를
해소해주는 동시에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대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책이라는 지적컨텐츠는 현대카드의 자산으로써 경영전략 등의 측면
에서도 도움이 되며, 이용자와의 소통 등을 위한 지속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책과 책을 읽을 수 있
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개방된 도서관이 아닌
카드 회원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대상을 카드 회원
으로 한정하면서도 동반자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회원이 아
닌 사람들을 차별화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회원은 아니지만 현대카드라이브러리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
었으며,100) 그 중에는 카드 회원에 대한 희망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다수 있
었다. 현대카드의 의도대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결과적
으로는 도서관의 운영이 기업의 수익 창출로도 연결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이미지와 연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운영방침과 공간구성,
홍보 등에서 일반적인 도서관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운영방침 측면에서는,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기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는 역할도 고려하여 도서관 이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용자의 이용횟
수를 한정하고, 도서관 내에서만 책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마
다 동시 수용인원을 정하고 있어 대기 후에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수
용인원의 제한은 크지 않은 공간의 규모 때문에 만든 규정으로, 쾌적한 열람
환경을 위해서 적정 인원수를 정해놓고 있다. 개관 전에 도서관 이용과 관련
한 다양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때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한 인원수를

100) SNS 등의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글과 주변 지인, 설문조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
에서 현대카드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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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또한 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북카페, 전시공간, 판매점, 공연장 등을 갖
춘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북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거나 공연장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전략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회원을 대상
으로 한 판촉물 등의 홍보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각 도서관을 알리고자 노력
하고 있다. 개관시에는 [사진 4-5]와 같은 광고를 신문ㆍ잡지 등에 게재하였
고, 영화관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도서관을 소개하였
다. 이와 함께 기업의 SNS를 통해서 전시 등의 관련 행사나 신간도서 등을 소
개하고 있다.

[사진 4-5] 현대카드라이브러리 지면광고
!

출처: 현대카드캐피탈, http://ad.hyundaicardcapital.com/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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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지식과 정보의 제공 측면에 있어서는 도서관
이용자 모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도서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도
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외설적인 내용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입장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도서열람에 있어서 특별한 제재사항
은 없다. 무엇보다 특정 분야의 희귀도서부터 절판도서까지 다양한 장서를 수
집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접하기 어려운 지
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2) 조성과정과 공간계획
현대카드는 2010년부터 사옥 내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정보자료실을 운
영해오고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해본 사례가 없다. 게다가 도
서관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고, 경영ㆍ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모든 진행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기 때문에 1년여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디자인라이브러리를 열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도의 담당부서도 없이 사내의 다양한 부서101)에 소속된 직
원들이 임시로 팀을 조직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닌
현대카드의 강점인 디자인102)에 대한 도서관으로 방향을 정한 후, 장서의
선정부터 구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입지, 가구와 소품, 운영체계까지 도서
관의 조성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장서 선정은 내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큐레이터로 영입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
선정을 위한 원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는 현대카드 내부
인력은 물론, 큐레이터와 현대카드의 디자인 파트너인 뉴욕 현대미술관

101) 컬처마케팅팀 , 브랜드기획팀 , 프리비아(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이트) 팀, 프리미엄
마케팅팀에서 총 4 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102) 현대카드는 독특한 카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으며 , 경영 전반에 걸쳐 디자인을 강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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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A)의 큐레이터도 참여하여 현대카드만의 철학을 대변하는 핵심가치
를 확립하였다. 도서 선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서 희
귀본을 포함한 15,000여권의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담당 직원들이 직접 구
입과 검수, 책의 배열까지 진행하였다. 책의 비치를 위한 분류체계도 기존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학제 기관의 모든 분류표를 참고하여 시대, 장르
등을 구분한 현대카드만의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단순히 특정 분야의 서적
만을 모아 놓은 도서관이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을 고르면서, 책의 진열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디자인라이브러리의 입지 대상지는 책이라는 아날로그 매체를 고려하여,
전통적이며 여유로운 풍경을 가진 가회동으로 결정하였다. 공간의 설계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전통한옥과 현대건축이 조화된 다수의 건축물, 그
리고 현대카드 사옥의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가 최욱을 설계자로 선정하였
다. 공간설계에 있어서 현대카드는 ‘몰입의 시간과 영감의 공간’이라는 컨셉
을 제시하였는데, 현대카드가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
간만은 아니었다. 책을 매개로 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다. 또
한, 현대카드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현대카드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했
고, 디자인과 관련된 도서관임을 고려하여 현대카드가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 건축가가 구상한 공간
이 더해졌는데, 설계자인 최욱은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중심이 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책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 설계하였고, 디테일(Detail) 한 요소들을 통해 현대카드다운 공
간과 현대카드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하였다.
디자인라이브러리는 공간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빛부터 책장의 재료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정을 둘러싼 3면을 전면 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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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했다. 창틀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였고,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패턴 등도 최소화 하였다. 실제로 흰색의 벽
면과 천장, 검은색의 금속 책장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무채색 계열로 되어
있어서 책이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빛과 그림자 등을 계산하여
책장을 배치함으로써, 전면의 유리창호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서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밤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별도의 조명 없이도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필요와 편의에 따
라서 다양한 종류의 의자와 책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획일적인 공
간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가구
등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건축가 최욱은 디테일을 현대카드가 가진 문화로 보았다. 예컨대, 현대
카드는 카드 관련 업무만이 아니라 카드 자체의 디자인 등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반영하여 가구 등을 직접 설계
ㆍ제작하여 현대카드가 가진 문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인 결구법을 통해 만든 책장이 대표적이다. 결구법은 재
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에 설계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적인 견고성
과 조형적인 심미성 등의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어서, 현대카드가 생각하
는 가치와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현대카드의 철학과 문화
를 담고 동시에 현대카드가 제공하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실제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으로, 이 과정에서 쾌적한 열람환경을 위한 동시인원제한 등의 이용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서관의 운영은 본사의 ‘스페이스 마케팅팀’103)에서 담당하며,

103) 경영ㆍ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이용자가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ㆍ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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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형태로 일부 직원이 도서관에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와 함께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진행하고, 별도의 전문사서가 장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계획과 과정들을 거쳐서 개관한 디자인라이브러리는 사람들
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카드에
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에 두 번째 도서관을 계획하여 열게 된 것이
청담동의 트래블라이브러리다. 디자인에 이어 여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
행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카드의 강점을 활용한 것이었다. 트래블
라이브러리 또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2015년에는 음악 공연 및 프로
그램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뮤직라이브러리를 열게 되었다. 이처럼
디자인라이브러리라는 단기적인 전략에서 시작하였던 계획은 2개의 추가적
인 도서관 조성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음식과 요리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라
이브러리인 ‘쿠킹라이브러리’104)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트래블라이브러리와 뮤직라이브러리는 디자인라이브러리의 계획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과정을 통해 계획을 진행해나갔다. 장서 선정 기준과 북큐
레이터의 추천을 통해서 소장도서를 고르고, 내부 검토를 통해 입지 대상지
와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계획된 트래블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보
다 도서관의 주제인 여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발견의 시간과 영감의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진 트래블라이브러리에서, 현대카드는 여행이라는 키
워드에 더 집중하여 이용자에게 발견과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자 하였다. 설계를 진행한 인테리어디자이너 카타야마 마사미치105)는 현대
카드의 의도를 반영하여, 공간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면서 여행을 미리

104) 강남구 신사동에 지하 1 층과 지상 4 층 규모로 조성되며, 2016년 6월 완공 예정이다 .
105)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원더월 (WonderWall) 의 대표로 ,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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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해볼 수 있는 오락시설과 같은 흥미로운 공간을 계획하였다.
트래블라이브러리에는 똑같은 뷰(View) 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다. 벽
면과 천장을 감싸는 불규칙적인 나무책장이 저마다 다른 느낌을 제공하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굴을 모티브로 만든
이 공간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동시에 모험을 하는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와 같은 디자이너의 공간 전략은 현대카드가 제시한 컨셉과 정확히 부합
하고 있다. 책장을 통해서는 명확한 설계 의도를 보여주고, 가구나 소품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여행을 긴밀히 연결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세계에서 수집한 각양각색의 의자를 놓았고, 지구본
이나 망원경과 같은 소소한 소품을 배치하여 여행과 관련된 공간임을 강조
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활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뮤직라이브러리는 처음
부터 끝까지 현대카드와 건축가가 개입하여 지은 신축 건축물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등에 현대카드와 건축가의 의도가 가장 많이 반영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뮤직라이브러리가 위치한 한남동 대지에는 일본의 건축가 카즈요
세지마와 함께 공연장을 지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카즈요 세지마는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계획안을 제안하였는데, 경사를 유지한 유리 건축물
을 지어 도시와 건축, 자연환경 간의 공존과 소통을 꾀하고자 하였다. 뮤직
라이브러리로 계획을 변경한 후에도 현대카드에서는 기존의 기본 계획안을
받아들이고자 하였고, 설계를 진행한 건축가 최문규106)도 이를 흔쾌히 반영
하여 경사지형에 기반을 둔 뮤직라이브러리가 들어서게 되었다.
뮤직라이브러리의 설계에는 음악이라는 주제에 맞춰 ‘울림의 시간과 영
감의 공간’이라는 컨셉이 주어졌다. 현대카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 도시적인 맥락에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함께 고려
한 인사동 쌈지길 등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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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직접 보고 만지며 들을 수 있는 공간이자,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건축가는 이를 반영하되, 내부공간이 아닌 경사
지형을 이용하여 만든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울림의 시간과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대지의 절반 이상을 비워 만든 오픈스페이스는 뮤직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이자 중심 공간이다. 설계자인 최문규는 다양한 풍경과 공간
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시각적ㆍ공간적으
로 연속성을 가진 열린 공간을 계획하였다. 건축물로 가득한 지역에 비어진
공간을 만듦으로써 주변환경과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한 것이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뮤직라이브러리의 이용
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주변시설의 이용자 등 누구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
뮤직라이브러리의 오픈스페이스는 그 성격상 ‘공개공지’로 분류할 수 있
다. 공개공지는 도시 및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부지 내의 오픈스페이스로,「건축법」제43조에서 관련 사
항을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만들어야 하는 시설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업무
시설ㆍ숙박시설이며, 대지면적의 10% 이하가 그에 해당된다.107) 약 3,000
㎡의 연면적을 가진 뮤직라이브러리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할 필요
가 없었지만, 건축가의 의도에 건축주인 기업이 동의하면서 도시환경을 고
려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 개의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었으나, 공
간계획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디자인라이브러리가 ‘현대카드
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도서관’이라면, 트래블라이브러리는 ‘여행 자체에 집
중을 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다르게 뮤직라이브러리는 ‘도시환경을
107)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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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여한 건축가ㆍ디자이너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건축주인 기업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것을 고려하
면, 도서관의 운영이 도시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 초기에는 책과 기업공간에만 집중하였지만, 도서관이란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전체적인 도시환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4. 수요자의 이용현황과 인식
현대카드의 각 도서관은 소장도서와 위치, 조성시기, 규모 등에서 차이
가 있지만, 조성 배경이나 이용규정 등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동일하다.
따라서 각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분류없이 현대카드라이브러리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이용자의 이용현황과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현장조사도 병행
하였으나 도서관 내부 운영방침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대카드라이브러리
이용경험이 있는 SNS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총 86명의 응답 결과를 정리ㆍ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 분석 결과 모든
질문항목의 유의수준이 0.05 이내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도서관에 따른 응답자는 디자인라이브러리와 트래블라이브러리가 각
각 32명과 31명이며, 뮤직라이브러리에서는 23명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
30대(57명, 66.3%), 20대(23 명, 26.7%), 40대(4명, 4.7%), 50대(2명, 2.3%)
순이었고, 10대와 60대 이상은 없었다. 다수의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관찰
결과, 실제로도 20대와 30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SNS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한계상, SNS의 주 이용자인 20대 및 30대에 편중
된 참여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측면에서는 직장인(40명) 이 가
장 많이 찾고 있었으며, 학생(15명)과 자영업자(9명), 주부(4명) 등도 일부
방문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18명이 포함되어 있어 소
장도서에 따른 특정 분야 종사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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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라이브러리를 알게 된 경위는 주로 지인소개 및 입소문(33명,
38.4%)과 SNS 등의 인터넷(31명, 34.9%)이었다. 그러나 기업에서 발송한
판촉물 등 기업의 홍보(12명, 14%)와 광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찾은 사
람(8명, 10.5%) 도 다수 있었는데,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에 마케팅 차원 등
에서 진행한 기업의 홍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전략은 이용자의 거주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서
관의 위치와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67명, 77.9%)이
일치한다는 사람(19명, 22.1%)에 비해 훨씬 많았다. 즉,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갖춘 지역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입이 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지역 응답 결과에서도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면, 서울(61명) 이나 경기도(20명) 외에 강원도(1명)와 대구(1명), 대전
(2명) 등의 거주자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이용여부에서는 처음 방문한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
의 76.6%에 해당하는 66명이 해당 도서관을 처음 방문한다고 밝혔으며, 재
방문자는 23.3%(20명)에 그쳤다. 재방문자와 첫 방문자의 이용빈도 관련
질문에서는 실제 방문빈도와 희망 방문빈도가 모두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나, 1개월 8회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용방침이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고 있었다. 재방문자의 경우에는 85%(17명)가 1년 또는 6개월에
1~2회 정도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첫 방문자 중에서 재방문을 하겠다고
답한 사람(53명, 80.3%)의 대부분도 1년 또는 6개월에 1~2회(15명, 28.3%
/ 25명, 47.2%)의 재방문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19.7%(13명)는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일상생활 속의 공간보다
는 일회성 방문 장소에 머무르는 양상도 보였다.

108) 응답자의 직업 확인 질문에서, 소장도서에 따른 특정 분야 종사자의 이용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학생이나 주부이면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로 답한 사람이 5명이었고 , 직장인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없었다 . 이는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만 답하였거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중에는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
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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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현대카드라이브러리 방문이유 (단위 : 명 )

!

중복응답 포함

이용자의 주 이용활동은 주로 도서 열람(39명, 45.3%)이었지만, 단순히
도서관을 구경한다고만 답한 이용자(30명, 34.9%)도 상당수 있었다. 다른
활동을 포함한 중복응답까지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이용자(57명, 66.3%)가
도서관 구경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높은 첫 방문자(66명) 의 비중 외
에도 [ 표 4-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26명) 이나 지인과 만남의 장
소(21명) 등을 이유로 한 방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대
카드라이브러리를 도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용활동이 이용시
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대부분의 이용자가 많은 시간을 머
무르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었다. 모든 이용자가 4시간 이내에 이용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 이내(13명, 16.3%)에 이용을 마친다고 답
한 이용자도 있었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45명, 51.2%)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명, 20.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명, 1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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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현대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 (단위 : %)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넓지 않은 규모와 쾌적한 열람환경을 위해 동시인
원제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평일 이용에는 불편이 없으나,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해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긴 대기시간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용시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동시인원제한을 포함한 카드 회원 제한 및 신분증 확인 등의 이용규정
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적인 의견(7 명, 10.5%)보다 긍정적인 의견(72명,
81.4%)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입장 및 이용시에 심리적인 제약 또는 불
편함을 느끼지 않는다(42명, 48.8%)는 의견도 느낀다는 의견(28명, 32.6%)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종 규정 등으로 인하여 현대카드라이브러
리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10명, 11.7%) 은 적었
지만, 만족도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용에 만족감을 표시(71명,
82.5%)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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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현대카드라이브러리

101

이와 같은 만족감과 연계하여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74.7%(62명)가 기업의 이미지가 좋
아졌다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14.5%(12명)는 매우 좋아졌다고 답하였다.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의견은 단 1.2%(1명)에 그쳤다. 또한 도서관의 이용경
험이 제품 및 서비스 구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41명, 49.4%)고 하였고, 받지 않은 사람은 24.1%(20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현대카드라이
브러리의 운영이 경영ㆍ마케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과의 비교를 보면, 응
답자 82명 중 절반 이상이 공공도서관보다 제약 및 불편함을 느낀다(54명,
65.9%)고 답하였다. 이는 차이가 없다는 의견(21명 25.6%)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현대카드라이브러리의 부족한 공공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이용빈도에서도 공공도서관보다 이용빈도가 높거나(18명,
21.9%) 비슷하다(22명, 26.8%)는 응답도 적지는 않았지만, 공공도서관보다
이용이 낮다(42명, 51.2%)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족도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보다 만족한다(56명, 68.3%)는 비중이 더 높았
으며, 공간과 시설의 질(64명)이나 도서의 전문성(43명), 카페나 스토어 등
의 편익시설(29명),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행사(25명)등의 측면에서 공공
도서관보다 더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공도서관보다는 제약이 있고, 이용빈도도 다
소 낮은 편이었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대카드라이브러리가 개인을 포함
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만족(69명)
외에도 이용자의 23.5%(20명)는 생활편의와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현대카
드라이브러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절반 이상인 54.1%(46명)는 우
리나라의 도서관의 양적ㆍ질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종합ㆍ분석한 결과, 현대카드라이브러리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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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적인 전략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의 이익에 명백
히 도움을 주고 있는 사적공간으로 볼 여지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
의 이용과 관련한 개방성 등에 있어서 공공성 정도가 부족한 점도 있었으
며, 이용자도 이에 대해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에서, 현대카
드라이브러리가 일정 부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소결
민간기업인 현대카드는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
영리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운
영방침과 시설의 이용이 일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용자의 인식 조사 등을
보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이용자에게
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도서관의 운영방침과 기업의 의도는 공공재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
지만,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책ㆍ음반과 같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109)한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이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원과 동반한 2인의 이용을 통해서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이용자로부
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립 공공도서관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109) 「도서관법 」 제 2조 도서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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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며, 실제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도 운영되
고 있다.110) 이러한 도서관은 배제성을 갖고 있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공공에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
공도서관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카드라이브러리도 공공성
과 공익성을 일부 갖춘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시 내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외
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의 의도
나 운영현황, 수요자 입장에서 배제적인 클럽재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과 문화욕구 충족,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준공공재의 성격을 충분히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면, 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여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10) 「 도서관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인 서울의 ‘한국 학생도서관’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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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중요성을 고려
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며, 그 중에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은 도
서관은 「도서관법」의 제정을 통해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설립에 관한 민간의 참여는 시민단체처럼 공
익성을 전제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
근에는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된 비영
리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기업 도서관
은 임직원을 위한 사내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도
서관의 설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비영리 기업 도서관이 공공성과 공
익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도시계획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은 인터넷 전문 기업인 네이버와 금융회사 현대카드가 건립ㆍ운영 중인 4
개의 도서관이며, 운영 및 공간적 현황과 공급자의 의도 및 배경,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네이버라이브러리는 이용대상과 이용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공공성을 가
지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개방된 도서관이라 인식하
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인 기업 역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
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었다.
반면,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영ㆍ마케팅전
략 차원에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한을 두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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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의 이용에 다소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그
러나 도서관 자료의 이용과 문화적 욕구 총족, 도시공간에 대한 기여 등 공
익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갖고 있었다.
두 개 기업의 도서관은 그 배경과 의도, 운영방침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공공재와 클럽재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네
이버라이브러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공공재라 할 수 있
고, 공공성은 부족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현대카드라이브러리는 클럽재, 즉
준공공재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도시계획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
의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생활과 도시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설립의 의도와 운영으로 인
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는 차치하고, 각 기업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윤
창출과는 무관한 비상업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더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
간을 공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쾌적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참여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 접근
성을 높이고, 양질의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도서관의 대부분은 비슷한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로 획일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공간의 쓰임새보다는 행정의 편
리성을 우선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네이버와 현대카드는 공간 계획에 있
어서 공간의 역할과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통해 이용자의 높은 호응을 받았
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자료 소장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두 사례
모두 새로운 도시문화공간으로서 높은 건축 수준과 전문화된 문화욕구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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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 공간ㆍ시설 및 프로그램을 가지며,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다. 이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특히 공공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형태의 시설 건립 및 운영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생활과 도시환경에 미친 두 사례의 긍정적 기여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더 나아가 공공ㆍ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
여 유도 또는 지원 모색의 필요성이다.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공공의 공공
ㆍ문화시설 공급의 한계를 고려할 때, 민간의 참여가 도서관의 양적ㆍ질적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의 참여로 등장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한계를 보완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와 도서관의 접근성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크게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의 공공공간이자 생활문화공간
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설ㆍ자료ㆍ인력 부족 등으
로 인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운영비용 등
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이 힘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도 하
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기업
이 양질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를 이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사례조사 방법을 통해서 연구대상의 현황과 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의의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에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과 종합ㆍ정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연구대상
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한 문헌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
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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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대상이 사적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취
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립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나 조직 운용,
상세한 조성과정,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 등
여러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자료수집이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과 공급자 입장을 파악ㆍ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차적인 정보 파악에 그치고 있
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의 세부적인 인식정도를 포함한 공공성 여부 파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민간기업이 건립ㆍ운영하는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도 민간기업의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객관
적 기준에 따라 공공성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시설, 특히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사례가 거의 없
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바 없어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참여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가 공공ㆍ문화시설의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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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네이버라이브러리 설문응답결과(총 56명)
질문항목

%(명)

χ²(p)

기업홍보

1.8(1)

언론매체

12.5(7)

인터넷

12.5(7)

지인소개 및 입소문

62.5(35)

기타

10.7(6)

그렇다

57.1(32)

1.143

생활지역의 일치 여부 아니다

42.9(24)

(.285)

인지경로

도서관 위치와 주

응답자 생활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0)

경기도 수원시

(4)

서울시 강남구/ 종로구

(3)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2)

65.429*
(.000)

-

서울시 광진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 용산구 /
은평구, 경기도 부천시/

(1)

의왕시/ 하남시
처음

48.2(27)

0.071

재방문

51.8(29)

(.789)

첫 방문자의

있다

92.6(25)

19.593*

재방문 의사

없다

7.4(2)

(.000)

첫 방문자의

1주일 1-2회

0.0(0)

17.720*

희망이용빈도

1개월 1-2회

60.0(15)

(.001)

도서관 방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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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자의
이용빈도

이용시간

이용활동

주요 이용활동

방문이유

6개월 1-2회

20.0(5)

1년 1-2회

16.0(4)

기타

4.0(1)

1주일 1-2회

17.2(5)

1개월 1-2회

48.3(14)

6개월 1-2회

27.6(8)

1년 1-2회

3.4(1)

기타

3.4(1)

1시간 이내

16.1(9)

1시간이상 2시간미만

37.5(21)

2시간이상 3시간미만

25(14)

3시간이상 4시간미만

16.1(9)

4시간 이상

5.4(3)

도서열람

(47)

개인작업

(21)

프로그램 이용

(3)

도서관 구경

(24)

기타

(1)

도서열람

61.5(32)

개인작업

17.3(9)

프로그램 이용

3.8(2)

도서관 구경

17.3(9)

기타

0.0(0)

전문도서가 있어서

(22)

여가활동에 적합해서

(5)

개인작업 가능

(12)

공간과 시설의 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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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3*
(.000)

16.143*
(.003)

-

39.538*
(.000)

-

편익시설 이용

(15)

집, 직장과 가까워서

(12)

주변지역시설 함께 이용

(4)

지인과 만남의 장소

(6)

기타

(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0(0)

만족하지 않는다

0.0(0)

보통이다

5.4(3)

만족한다

50.0(28)

매우 만족한다

44.6(25)

긍정적

82.1(46)

이용절차에 대한 의견 부정적

14.3(8)

만족도

모르겠다

심리적 제약
또는 불편함

개방성 인식

3.6(2)

매우 아니다

21.4(12)

아니다

50.0(28)

모르겠다

19.6(11)

그렇다

8.9(5)

매우 그렇다

0.0(0)

매우 아니다

0.0(0)

아니다

7.1(4)

모르겠다

7.1(4)

그렇다

46.4(26)

매우 그렇다

39.3(22)

개인만족

(37)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 지역기여

(34)

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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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964*
(.000)

61.000*
(.000)

20.715*
(.000)

29.143*
(.000)

-

도서관 설립주체
인지 여부

기업 이미지 영향

알고 있다

94.6(53)

44.643*

모른다

5.4(3)

(.000)

매우 나빠졌다

0.0(0)

나빠졌다

0.0(0)

변하지 않았다

5.7(3)

좋아졌다

62.3(33)

매우 좋아졌다

32.1(17)

25.509*
(.000)

매우 아니다

0.0(0)

아니다

15.1(8)

모르겠다

18.9(10)

그렇다

39.6(21)

매우 그렇다

26.4(14)

공공도서관

있다

83.9(47)

25.786*

이용 경험

없다

16.1(9)

(.000)

매우 아니다

19.6(9)

아니다

19.6(9)

모르겠다

19.6(9)

그렇다

26.1(12)

매우 그렇다

15.2(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0(0)

만족하지 않는다

6.4(3)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영향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심리적 제약 또는
불편함 여부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만족도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이용빈도

비슷하다

25.5(12)

만족한다

36.2(17)

매우 만족한다

31.9(15)

매우 낮다

10.6(5)

낮다

12.8(6)

비슷하다

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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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059)

1.391
(.846)

9.766*
(.021)

15.872*
(.003)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좋은 점

높다

10.6(5)

매우 높다

25.5(12)

위치

(14)

공간과 시설의 질

(33)

도서의 전문성

(23)

도서이용의 편리성

(6)

도서 외의 문화행사

(4)

편익시설

(19)

없다

(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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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대카드라이브러리 설문응답결과( 총 86명)
질문항목

인지경로

%(명)

기업홍보

14(12)

언론매체

10.5(8)

인터넷

34.9(31)

지인소개 및 입소문

38.4(33)

기타

χ²(p)

45.512*
(.000)

2.3(2)

그렇다

22.1(19)

26.791*

생활지역의 일치 여부 아니다

77.9(67)

(.000)

도서관 위치와 주

서울시 서초구

(10)

경기도 성남시

(9)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6)

서울시 마포구

(5)

서울시

동작구/서대문

구/ 종로구
서울시 강동구/ 성북구/
응답자 생활지역

양천구/ 용산구

(4)
(3)
-

경기도 고양시/수원시/
용인시, 서울시 금천구/

(2)

중구, 대전시
강원도, 경기도, 대구시,
경기도

남양주시/부천

시/ 안산시/파주시,
서울시 광진구/노원구/
동 대문구 / 송 파구 / 영등
포구/ 은평구,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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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76.7(66)

24.605*

재방문

23.3(20)

(.000)

첫 방문자의

있다

80.3(53)

24.242*

재방문 의사

없다

19.7(13)

(.000)

도서관 방문여부

첫 방문자의
희망이용빈도

재방문자의
이용빈도

1주일 1-2회

1.9(1)

1개월 1-2회

22.6(12)

6개월 1-2회

47.2(25)

1년 1-2회

28.3(15)

기타

0.0(0)

1주일 1-2회

0.0(0)

1개월 1-2회

10.0(2)

6개월 1-2회

35.0(7)

1년 1-2회

50.0(10)

기타

이용시간

주요 이용활동

(.000)

10.800*
(.013)

5.0(1)

1시간 이내

16.3(13)

1시간이상 2시간미만

51.2(45)

2시간이상 3시간미만

20.9(18)

3시간이상 4시간미만

11.6(10)

4시간 이상

이용활동

22.094*

(63)

개인작업

(15)

프로그램 이용

(23)

도서관 구경

(57)

기타

(3)

도서열람

45.3(39)

개인작업

9.3(8)

프로그램 이용

8.1(7)

기타

34.9(3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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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도서열람

도서관 구경

35.767*

-

90.930*
(.000)

방문이유

만족도

전문도서가 있어서

(43)

여가활동에 적합해서

(26)

개인작업 가능

(11)

공간과 시설의 질

(47)

편익시설 이용

(9)

집, 직장과 가까워서

(4)

주변지역시설 함께 이용

(9)

지인과 만남의 장소

(21)

기타

(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0(0)

만족하지 않는다

1.2(1)

보통이다

16.3(14)

만족한다

61.6(53)

매우 만족한다

20.9(18)

긍정적

81.4(72)

이용절차에 대한 의견 부정적

10.5(7)

모르겠다

심리적 제약
또는 불편함

개방성 인식

8.1(7)

매우 아니다

11.6(10)

아니다

37.2(32)

모르겠다

18.6(16)

그렇다

27.9(24)

매우 그렇다

4.7(4)

매우 아니다

14.0(12)

아니다

66.3(57)

모르겠다

8.1(7)

그렇다

10.5(9)

매우 그렇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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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05*
(.000)

98.256*
(.000)

28.651*
(.000)

118.884*
(.000)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

도서관의 설립주체
인지 여부

기업 이미지 영향

개인만족

(69)

지역기여

(20)

도서관의 발전

(46)

기타

(2)

알고 있다
모른다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영향

3.5(3)

74.419*

96.5(83)

(.000)

매우 나빠졌다

0.0(0)

나빠졌다

1.2(1)

변하지 않았다

24.1(20)

좋아졌다

60.2(50)

매우 좋아졌다

14.5(12)

매우 아니다

-

63.747*
(.000)

1.2(1)

아니다

22.9(19)

모르겠다

26.5(22)

그렇다

41(34)

매우 그렇다

8.4(7)

40.554*
(.000)

공공도서관

있다

95.3(82)

70.744*

이용 경험

없다

4.7(4)

(.000)

매우 아니다

4.9(4)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심리적 제약 또는
불편함 여부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만족도

아니다

20.7(17)

모르겠다

8.5(7)

그렇다

47.6(39)

매우 그렇다

18.3(1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2(1)

만족하지 않는다

11.0(9)

비슷하다

19.5(16)

만족한다

43.9(36)

매우 만족한다

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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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9*
(.000)

42.024*
(.000)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이용빈도

매우 낮다

19.5(14)

낮다

31.7(28)

비슷하다

26.8(22)

높다

20.7(17)

매우 높다

24.951*
(.000)

1.2(1)

위치

(11)

공간과 시설의 질

(64)

도서의 전문성

(43)

공공도서관과 비교한

도서이용의 편리성

(15)

좋은 점

도서 외의 문화행사

(25)

편익시설

(29)

없다

(0)

기타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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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용자 대상 설문지

[이용현황]
1. 어느 도서관을 방문하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방문하신 도서관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
① 기업홍보
② 언론매체 ( 광고, 기사 등)
③ 인터넷 (SNS,블로그 등)
④ 지인소개 및 입소문
⑤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방문하신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거주 또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로 생활하시
는 지역인가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 어느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계시나요? ( 예. 서울시 종로구)
4. 방문하신 도서관은 처음 이용하시나요 ?
① 처음

> 4-1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② 재방문

> 4-3 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4-1. 처음 방문하셨다면, 재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① 있다.

> 4-2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② 없다.
4-2. 재방문 의사가 있으신다면,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① 일주일 1-2회
② 1개월 1-2회
③ 6개월 1-2회
④ 1년 1-2회
⑤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3. 방문하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① 일주일 1-2회
② 1개월 1-2회
③ 6개월 1-2회
④ 1년 1-2회
⑤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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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하신 도서관에 보통 얼마나 머무르시나요?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 이상 2 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방문하신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중복응답가능)
① 도서열람
② 개인작업
③ 프로그램 이용 ( 전시, 강연, 공연 등)
④ 도서관구경
⑤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1. 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 하나만 응답)
7. 방문하신 도서관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복응답가능)
① 전문도서가 있기 때문에
② 도서, 전시, 강연, 공연 등 여가활동에 적합해서
③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④ 공간과 시설이 좋기 때문에
⑤ 카페, 스토어 등이 있기 때문에
⑥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⑦ 주변지역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⑧ 친구, 지인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⑨ 기타 (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방문하신 도서관의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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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식]
9. 방문하신 도서관은 입장시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긍정적 – 시설이용의 편리성, 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좋다 .
② 부정적 – 시설이용의 편리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좋지 않다.
③ 모르겠다.
10. 방문하신 도서관의 입장 및 이용시 심리적으로 제약 또는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방문하신 도서관이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다음 중 방문하신 도서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
신가요? (중복응답가능)
① 개인만족 – 지식축적, 자기계발 등
② 지역기여 – 생활편의, 활성화 등
③ 우리나라 도서관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④ 기타 (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방문하신 도서관을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① 예

> 13-1번 및 13-2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② 아니오
13-1. 방문하신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나요?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졌다.
③ 변하지 않았다.
④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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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방문하신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공도서관 비교]
14. 정부, 시,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예

>14-1번, 14-2번, 14-3 번, 14-4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② 아니오
14-1.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방문하신 도서관의 이용시 심리적으로 제약 또는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2.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방문하신 도서관의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
시나요?
① 공공도서관 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공공도서관 보다 만족하지 않는다.
③ 비슷하다.
④ 공공도서관 보다 만족한다.
⑤ 공공도서관 보다 매우 만족한다.
14-3.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방문하신 도서관의 이용빈도는 어떠한가요?
① 공공도서관 보다 매우 낮다.
② 공공도서관 보다 낮다.
③ 비슷하다.
④ 공공도서관 보다 높다.
⑤ 공공도서관 보다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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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다음 중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방문하신 도서관의 좋은 점이 있나요?
(중복응답가능)
① 위치 ( 집, 학교, 직장 등에서 가까움 / 교통이 편리함)
② 공간과 시설의 질 (공간, 가구, 조명, 분위기 등)
③ 도서의 전문성
④ 도서 이용의 편리성
⑤ 공연, 전시, 강연 등 도서 이외의 문화행사
⑥ 카페, 스토어 등 편익시설
⑦ 없다.
⑧ 기타 (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자 일반정보]
15. 응답자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16. 응답자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직장인
④ 주부
⑤ 은퇴자
⑥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음악,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등)
⑦ IT분야 종사자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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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Planning Implications of
Libraries Founded by Corporations
Kang, Yeon J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thought to be run by the government or municipalities can
now be witnessed by corporate businesses building and managing
libraries for profit as more and more cases are being introduced. This
study will be focusing and looking at these evident cases of corporate
built libraries, evaluate its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and derive its
significance of urban planning and implications. The research subjects
are Naver Library, a non-profit libraries provided to the general public
by the dot company, Naver, and Hyundai Card Library, provided by
the financial company Hyundai Card. Management status, special
characteristics, intent of the provider, profit status of users and more
have been researched and analyzed.

Naver Library is a specialized library showing collections of specific
areas such as design and IT. At the time of constructing the building,
the building was built with the intent for the space to be shared by the
local residents and the company’s employees. They offer professional
books that are hard to come by, reduce the information gap and make
efforts to perform publicness through spacial designs and etcetera
centered on employment of socially vulnerable people and users.
On the other hand, Hyundai Card Library is a library composed at
a marketing level and partially excludes user targets and using methods.
However, as they provide access to rare books and professional book
collections, various services and usable programs, and its building design
considerate of surrounding environments are gaining positive response,
while pertaining its contribution to public profitability.
Considering the differences from building intent, management policies
and more, the two corporate libraries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and semi-public goods.

While Naver Library holds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Hyundai Card Library lacking with its publicness can be
seen as semi-public goods. However, they both hold the common
denominator of satisfying the publics’ cultural desire through high
quality

spaces,

along

with

professional

information

through

self-participation of the corporations, emitting positive influence to
urban environment.
Examining the lack of domestic libraries and expansion of corporate
social participation 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built and managed libraries suggests the needs
of government supported policies and finding ways to increase corporate
participation in increasing the supply of libraries. Though support
policies exist to induce corporate participation, actual support cases and

its effect are very minimal. Also, it’s only in recent days of providing
methods of supporting cultural facilitated libraries. Therefore, basing on
detailed current status understandings, inducing corporate participation
and creating specific and realistic support policies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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