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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성장과 삶의 공간

푸를 청, 봄 춘. 청춘(靑春). 만물이 푸른 봄이란 뜻이다. 이제 막 캠퍼스로 발걸음을 내디딘 이들에겐 사철이 푸른 봄일게다. 

콧잔등에 송글 맺힌 땀, 쏟아지는 태양 빛에 살짝 찡그린 미간. 한 손은 이마 위에 그늘을 만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신 바람

을 일으키며 열기를 식힌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멘 채 반소매는 어깨까지 아무렇게나 대충 걷어 올려 입고는, 양손은 휴대

폰 위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발길을 재촉한다. 한편에선 삼삼오오 모여 연신 웃음꽃을 피워댄다. 녹음이 짙은 여름 한낮, 서울대

학교 교정 곳곳을 채운 청춘이 싱그럽다. 

십 대 시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책과의 길고 긴 사투 끝에 대학 문을 들어섰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응당 누려야 할 청춘의 

달콤함보다 더 어렵고 두꺼워진 책과 더 길어진 강의다. 미래를 꿈꾸며 청춘을 책과 바꾼 학생들의 애환이 얽혀 있는 곳. 젊은 날의 

지적 성장 과정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곳. 그래서 도서관은 늦은 밤까지 학구열로 빛을 밝히는 등대이자 길잡이이며 쉼터인 셈이다.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  정희성(국문64), ⌈여기 타오르는 빛의 聖殿이⌋ 中

1971년, 당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던 정희성 시인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낭독한 축시의 첫 구절이다. 서울대

학교 학생들은 “겨레의 염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  한 얼의 슬기를 불 밝히며 /  역사의 갈피마다 슬기롭게 하는” 소임을 스스로 

부여받았다고 믿는 듯하다. 실로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지성이자 인재의 요람이다. 개교 7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만 35만 명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동숭동에서 개교했다. 그러나 대학이 확대되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캠퍼스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껴, 1970

년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서울대학교의 새 부지로 발표한 뒤 캠퍼스 조성에 착수했고,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시작했다. 

1971년 말 완성된 캠퍼스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대학본부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이 캠퍼스 중심에, 교내 건물들은 중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1974년 3월 완공된 중앙도서관은 높이 6층, 총면적 30,506m 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약 4천 석의 열람석과 150만 

권의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서고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은 40년 이상 경과 시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니, 40여 년이 흐른 지금 건물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셈이다. 게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중앙도서관 장서는 한

계치인 150만 권을 넘어섰고, 해마다 약 10만 권이 증가하고 있어 장서 수장 능력도 이미 상실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에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졌다. 특히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을 

비롯하여, 휴식 및 단체 교육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디지털 기반의 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중앙도서관 신축 설계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박지향 교수(서양사학과)가 중앙도서관장(2011.4.~2015.3.)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계획’을 수립, 1,000억 원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여 2012년 3월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모금 캠페인을 추진했다. 신축 비용 600

억 원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400억 원을 예상한 금액이다. 동문,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에서 외부인사까지 약 860여 명

이 모금에 동참했다. 도서관 곳곳에 놓인 책상, 의자, 서가 등에는 기부자의 이름을 새겼다. 

2012년 6월 도서관 신축을 위한 박지향 관장의 뜻과 의지에 감화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이종환 회장이 600억 원의 건립 기

금을 기부하면서 도서관 건립은 급물살을 탔다. 이종환 회장은 삼영화학그룹의 창업주로 평소 인재 육성과 대학 발전에 앞장서

며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인물이다. 2000년에는 사재 8,000억 원을 출연해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는 도서관 건립 계획에 박차를 가해 설계자인 (주)테제건축사사무소, 건립 및 설계추진위원회와 함께 세부 계

획을 완성해 갔다. 2012년 6월부터 설계와 내부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5월 시공사

로 (주)대우건설을 선정하고, 5월 29일 기공식을 가졌다. 1년 9개월 여 간의 공사 끝에 2015년 2월 관정관이 완공되면서 서울

대학교 도서관은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57,751m2)를 자랑하게 됐다. 

관정관, 옛 도서관을 품어 안다

도서관의 신축 초기 과제는 중앙도서관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부지(자연대학과 약학대학 사이) 안에 약 24,000m2규모의 건물

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13~15층에 달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야만 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건축 제한 고도를 초과하

는 높이였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의 부조화도 문제로 지적되며 기부자인 관정재단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설계를 맡은 (주)테제건축사사무소의 유태용 소장은, 고심 끝에 중앙도서관 우측 공간에 30m 폭의 신축 건물을 세워 고정하고 

왼쪽으로 중앙도서관 위를 길게 가로지르는 ‘ㄱ’자 모양을 제안했다. 마치 새 건물이 옛 건물을 뒤에서 감싸 안는 듯한 이 설계

안은 주변 건물에 미치는 피해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앙도서관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기능상으로도 매우 유리했다. 

입지 조건이 불리했던 땅도 살리고, 기존 건물도 살리며, 새 건물도 위용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다. 

국내 최초의 건축물, 역사를 쓰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많았다. 관건은 국내 건축물 중 가장 긴 165m 길이의 건물을 어떻

게 띄워 올릴 것인가였다. 건물의 주요 골조는 철골이다. 가로세로 7.5m 크기의 메가 기둥과 최장 112.5m 길이의 메가트러스

가 합쳐진 구조다. 6, 7, 8, 세 개 층의 떠 있는 부분을 메가트러스로 구성해 지상에서 떠받치는 기둥이 없는 건물을 만들었다. 

구조계획을 시공까지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일반 토목 공사에서는 지상에 가설

구조를 세운 뒤 트러스를 설치하고 지지물을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존 중앙도서관 때문에 지지구조를 세

진리의 빛, 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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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제시된 시공 해법이 ‘리프팅 앤 슬라이딩 공법’이다. 이는 토목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법으로 건

축에서는 관정관에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리프팅 앤 슬라이딩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지상에서 트러스 두 세트를 조립한다. 조립된 트러스 한 세트의 무게만 해도 700

톤에 달한다. 이마저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HSA800이라는 고강도 자재를 사용해 강도는 40% 이상 높이고, 무게는 30% 이상 

줄여낸 수치다. 먼저 1번과 3번 트러스(MT1, MT3)를 조립 후 이를 들어 올려 줄 리프팅 시스템을 양쪽에 설치한다. 지면에서 

18m 들어 올려진 트러스는 15m 수평 이동(슬라이딩)해 중앙도서관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번과 4번 트러스

(MT2, MT4) 또한 지상에서 조립 후 들어 올리면 6, 7, 8층의 구조가 완성된다. 

관정관, 진리의 빛을 밝히는 새 등불이 되다

서울대학교의 교문에 우뚝 선 상징은 ‘국립서울대학교’의 머리글자인 ‘ㄱㅅㄷ’을 본떠 만들었다. 교문을 지나 행정관 입구 정류

장에 내려서 학생회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멀리 햇빛을 맞으며 서 있는 새 도서관, ‘관정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정문 방향 도로에서부터 올라가며 바라봤을 때 중앙도서관(이하 본관)과 학생회관에 가려져 전체 모

습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본관 옆 계단에 이르러서야 건물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다. 유태용 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

디로 ‘늠름한’ 모습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리와 4,000여 장의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로 이뤄진 입면이다. 유리는 빛과 풍경을 담아내

고 알루미늄은 시간에 따라 색색의 영롱한 빛을 발한다. 가로 0.625m 세로 1.25m의 직사각형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은 16.0도

의 각도를 이루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있다. 덕분에 열람실로 들어설 때는 양쪽 벽이 훤히 열려 있는 모습을, 돌아서 나올 때

는 모두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태용 소장은 관정관 설계의 시작을 ‘빛’이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의 지나간 긴 역사와 다가올 시간을 그 근원인 빛으로 치환

하여 건물이라는 거대한 화폭에 담고자 했다. 작은 돌들이 모여 돌담을 이루듯, 면과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의 도형을 반

복, 중첩해 만든 입면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색을 담아 건물을 완성한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뜨고 저물 때까지 매 순간 도서관은 얼굴을 바꾼다. 멀리 관악산 그림자를 품은 채 짙푸른 빛의 점잖은 

얼굴을 하다가, 해 질 녘에는 노을빛을 머금어 시간에 바랜 본관의 벽면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였던 듯 어우러진다. 해가 져 어

둠이 깔리면 도서관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 교정의 밤을 밝힌다.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학교의 정장(正章)에 적혀있는 이 문구처럼, 새로이 들어선 관정관은 진리의 빛을 밝히는 새 등불이 

될 것이다.

도서관을 걷다

본관 옆으로 난 야외 계단을 따라 오르면 신·구 도서관이 만나는 작은 공원이 등장한다. 왼쪽으로는 본관 3층으로 이어지는 출

입구가, 정면에는 폭 30m의 관정관 건물과 그 입구가 눈에 들어온다. 입구를 따라 실내로 들어서면 로비 전면에 관정 이종환 회

장의 흉상이 놓여있다. 그 뒤로 기부자 라운지를 마련해 관정관 신축을 위해 힘을 보탠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의 이름을 벽에 

붙였다. 다른 한쪽 벽에는 현재까지의 모금액 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화면에 게시해 뒀다. 

로비를 거쳐 안으로 들어서면 ‘관정마루’라 이름 붙인 폭 7m의 널찍한 계단이 등장한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도서관 탐방이 시

작된다. 관정마루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스터디가든’이 펼쳐져 있다. 조용한 열람실과는 달리, 삼삼오오 자유롭게 대

화를 나누며 공부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왼쪽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오래된 본관의 벽면이다. 이곳

에 서서 옛 벽을 바라보면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비바람을 맞으며 4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새긴 본관 외벽이 이제는 관

정관의 내벽이 된 것이다. 

신관(관정관)과 구관(본관) 사이 복도에는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두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간 3층에도 스터디가든이 

있으며, 4층 전체는 그룹스터디룸 만으로 구성했다. 5층은 중앙도서관의 옥상과 만나는 공간이다. 

옥상정원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정욱주 교수가 기본설계를, 바인플랜에서 실시설계를 맡았다. 각종 설비만 드문드문 자리를 차

지하고 있던 기존의 옥상이 학생들의 쉼터로 재탄생했다. 떠 있는 관정관을 지붕삼아 그 아래 공간은 광장으로, 본관 옥상 부분

은 1m가량 단을 높여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에 놓인 벤치, 화단 등의 구조물은 관정관 입면에 사용된 마름모꼴 기하를 모티브

로 만들었다. 옥상의 돌출된 설비 부분을 가리기 위한 월스킨의 패턴도 같은 형태다. 캠퍼스와 관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

록 탁 트인 이 정원은 학생들의 사색과 휴식, 담소를 위한 최고의 장소다. 

관정관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여섯 개나 있다. 하나는 1층의 주 출입구, 하나는 2층 인문대 쪽에서 진입하는 주 출입구, 

편의시설에서 내려오면 연결되는 부 출입구, 3층에서 건물 뒤편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개의 부 출입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

층의 본관 옥상정원으로 나가는 문이다. 

우선, 3층의 출입구로 나가면 두 신구 도서관 사이를 가로지르는 야외 계단이 보인다. 1층 주출입구에서 이 계단을 올라 건물 

뒤쪽으로 들어서거나 약학대와 자연대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여기서 왼쪽에 관정관, 오른쪽에 본관을 두고 저 멀리 학생회

관에서부터의 진입로를 바라본 풍경은, 관정관 2층에서 본관의 내벽을 맞닥뜨렸을 때 만큼이나 인상적이다. 멀리 캠퍼스 전경

과 함께 좌우로 신구의 조화를 한 눈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면 165m의 거대한 관정관 상부 매스

가 시야에 들어온다. 멀리서는 단지 네모난 건물로만 보였던 두 도서관을 좌우에 가까이 두고 들여다보고 올려다봤을 때의 모

습은 실로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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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실내로 들어가 6층으로 올라서면, 112.5m 길이의 메가트러스로 떠 있는 구조의 안쪽을 드디어 마주하게 된다. 관정관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공간이다. 6층에 자리한 멀티미디어 플라자는 영화, 교육, 학술,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 및 음악자료로 가득

하다. 기존 중앙도서관과 가장 차별화되는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곳이다. 7층에는 양쪽으로 기억의 방과 상상의 방, 8

층에는 이성의 방과 진리의 방이라는 이름의 열람실을 두었다. 열람실 안에는 엇갈린 트러스 구조가 길게 늘어서 있고 양쪽 벽

면은 직사각형의 유리창문과 알루미늄이 16.0도 각도로 채우고 있다. 사방이 꽉 막힌 채 장서로만 가득한 여타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탁 트인 모습이다. 칸막이가 쳐진 독서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공부에만 몰두해왔던 학생들에게 이처럼 열린 도서관은 영 익

숙지 않다. 관정관은 시험 공부만을 위한 독서실을 모델로 삼지 않았다. 기억과 상상, 이성과 진리라는 열람실의 이름에서 짐작

할 수 있듯, 책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이 네 가지 지성의 요소를 내면에 쌓는 것이야말로 관정관이 넓고 크게 지향하는 바이다. 

진리의 빛, 사회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만수유 하였으니 공수거 하리라”

“돈을 버는 것은 천사같이 못했어도 돈을 쓰는 것은 천사처럼 하리라”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결국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관정 이종환 회장

“고심 끝에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100만 원을 당당히 기부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

고 국가로부터 고마운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고 이젠 미약하게나마 제가 받았던 과분한 사랑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멍청한 스물여덟 청년이 그대들에게

서울대 도서관 건립을 위해 600억 원을 기부한 관정 이종환 회장과 모금을 시작한 이래 가장 처음으로 100만 원을 기부한 스물

여덟 청년 조용남 씨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이다. 단지 많은 부를 축적한 어르신의 부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배움이 고픈 한 청년의 넋두리만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다. 두 기부자 모두가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600억 원과 100만 원. 금액은 다르지만, 서울대의 미래를 위한 진심을 전했다는 점에서 어떤 

가치가 결코 더하거나 덜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800여 명의 손길을 보태 지은 이 도서관이 진리의 빛이 되어 청춘의 길을 

밝혀 주기를, 그 빛이 모여 만든 밝은 미래가 훗날 우리 사회를 다시금 환하게 비춰 주기를 바란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Library, a Space for Life and Growth

With beads of sweat on the nose and grimacing forehead against intense sunlight, a young student flaps one hand 

to breeze the face to fight the heat while drawing a shade over the forehead with the other hand. With a sizeable 

backpack hanging on the back and sleeves loosely rolled up to the shoulders, the student is hurrying to some place 

while working on the cell phone with busy fingers. On the other corner, a small group of students is obviously enjoying 

their companies as their laughter keeps echoing around. On a day in summer, the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oroughly filled with youthfulness as if praising an ode to youth.

Despite a safe landing on this prestigious campus after successfully overcoming a prolonged struggle with books and 

exams throughout the days of teens merely in the hopes of an enriching future, what actually awaits them is not a 

fun-filled campus life - which all youth rightfully deserves to indulge themselves with - but a life with even thicker 

books and longer lectures. A place filled with tough stories of our time where students trade their worry-free campus 

life with books in the hopes of better future: a place to witness the entire procedure of students’ lives and their intel-

lectual advancements. That is why the library is often dubbed a lighthouse that brightens the world with the students’ 

burning desire to learn throughout the night.

Searching for Ways at the Library

The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opened in Dongsung-dong in 1946. As the school expanded, however, 

it was announced in 1970 that a piece of land located in Sillim-dong, Gwanak-gu was designated as the new site for 

the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address the needs to integrate all campuses scattered around the 

city into one single campus. Subsequently, construction began, and the relocation to the new campus began in 1975.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campus construction plan, which was completed in late 1971, the university head-

quarter, the library, and the student center were to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ampus with all other buildings 

within the campus be located within a 5-minute walk from the campus’ center.

The library, completed in March of 1974, is a 6-floo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with a size of about 30 thousand 

square meters accommodating 4,000 seats in addition to a storage capacity for 1.5 million books and other auxiliary 

facilities. As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classified as deteriorated buildings 40 years after construction, this 

library is now considered over-aged since it is more than 40 years old. Moreover, as of 1996, the number of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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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ibrary had already eclipsed its housing capacity of 1.5 million books; and since approximately 100,000 books 

are being newly added every year, suffice to say that the library has completely relinquished its capability to house 

the books. Most of all, the library needed to be equipped with new functions in order to adopt the change of times 

accordingly. In addition to multimedia rooms to take online lectures or work on online assignments, the space to rest 

or conduct group studies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issues by nurturing a digitalized library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ed a ‘Study on the New Construction Design of SNU Library’ in 2010.

Jihang Park, direc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pril 2011~March 2015), decided to establish the ‘Fundrais-

ing Strategy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Library Building and Renova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to raise 100 billion 

Korean won and subsequently started a fundraising campaign named ‘Friends of the SNU Library’ in March 2012. 

The target amount was based on the estimate of 60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and 40 

billion won for the renova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Approximately 860 people including alumni, faculties, staffs, 

students, students’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d in this funding campaign. The names of the individual 

donors are inscribed on desks, chairs and bookshelves throughout the new library building.

In June of 2012, the construction plan gained a powerful momentum when Kwanjeong Educational Foundation, 

inspired by director Park’s strong will and passion, pledged 60 billion won for the library construction fund. 

Chairman Chonghwan Lee of Kwanjeong Educational Foundation is also founder of Samyoung Chemical Co., Ltd. 

who privately endowed 800 billion won in 2000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foundation. He is truly a businessman 

who fulfills his social responsibility as he, throughout his life, has always taken initiatives to encourage future talents 

and help advance colleges further.

Once the plan attained momentum, Seoul National University eagerly pushed forward to complete the in-depth 

execution plan in company with Tehje Architects Inc. and a promotion committee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ince June, 2012, the school oversaw an internal evaluation process; and in January of 2013, it acquired a construction 

permit from Gwanak-gu Office. Following a few additional revisions, DAEWOO E&C was designated as the general 

contractor an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on May 29, 2013. Finall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Kwanjeong”) was completed in February, 2015 after a one year and 9 month-

long construction period.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now proudly claim to host the biggest university library of 

Korea, which is consisted of the main building (the existing library) and the newly built Kwanjeong, with an area of 

almost 57,751 square meters. 

Kwanjeong Embracing the Existing Library

An early challenge for the construction plan was to find a way to build a 24,000 square meter building inside a small 

and restricted construction site located betwee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d the College of Pharmacy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library building as it was. In order for the given assignment to be accomplished, a high-rise 

building between 13 and 15 stories had to be built; however, such a plan was faced with severe obstacles not only 

because the height of the planned high-rise building exceeded the legal limit but also because of objections raised by 

the donor, Kwanjeong Educational Foundation, as well as some members of the school criticizing the disharmony of 

the new building with other existing buildings within the campus.

After much contemplation, Taeyong Yoo, director of Tehje Architects Inc. responsible for the architectural design, sug-

gested to set up a 30-meter wide new building to the right side of the existing library building, fix it on the ground and 

have the new building overpass the existing building in the air. The shape of the new building resembles the shape of 

the Korean letter ‘ㄱ’ as if the new building wraps around the existing building from behind. The new plan was designed 

not only to minimize disturbance to neighboring buildings and green spaces but also to offer superb functionality since 

it delivers close connectivity to the existing library building. It was the best option available since it elevates the value 

of the land, which had been deemed to have unfavorable conditions of location, revives adjacent buildings, and also 

raises dignity of the new building.

History Written with Challenging Building Construction in Korea

Numerous challenges had to be resolved until the new plan became reality. The key was how to lift up a 165-meter 

long building, one of the longest building structures in Korea. The structure is combined by mega-sized, 7.5-meter 

long and wide pillars and 112.5-meter long steel mega-trusses. With the three floors of the 6th, 7th and 8th floor 

floating in the air composed with these mega trusses, the building was built without pillar support from the ground.

It was also not an easy task to implement the structural plans into the actual construction. General civil construction 

not affect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be easily accomplished by installing the trusses after the building’s 

temporary structure and then by subsequently removing the supporting structure. Unfortunately in the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the existing library building prevented installation of the support structure. A solution 

employed for this very construction was the ‘Lifting and Sliding Method.’  This technique has been sometimes em-

ployed by civil constructions, but it was applied to Kwanjeo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Lifting and Sliding Method’ proceeds in the following phases. Two sets of trusses are assembled on the ground. A 

single assembled truss weighs nearly 700 tons. This weight was also the outcome of additional hard work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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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was enhanced by 40% using high-strength material called HSA800 while reducing the weight by over 30%. 

After assembling truss 1 and 3 (MT1 & MT3), a lifting system had to be installed on both ends to lift up the trusses. 

The truss, once lifted up 18 meters into the air, then had to be moved 15 meters horizontally in order to be placed 

above the existing building. In the same manner, trusses 2 and 4 (MT2 & MT4) were also assembled and lifted from 

the ground to complete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floors 6 to 8.

Kwanjeong, a New Beacon to Brighten the Light of Truth

The symbol at the main entra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modeled after the three consonants ‘ㄱㅅㄷ’ from 

the Korean alphabet which are the first letters of the nam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Passing this gigantic 

symbol, getting off the bus at the Administration Building and walking toward the Student Center, a sight of the new 

‘Kwanjeong’ is unveiled. Since the building is nested up on the hill, the entire structure of Kwanjeong cannot be fully 

observed since the view is blocked by the existing library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in building”) and 

the Student Center when being approached from the main entrance-bound road. Only after reaching the stairway 

next to the main building, it is when the presence of the new building can be fully appreciated. Quoting from Mr. 

Yoo, the presence of the building delivers a ‘commanding look.’

What captures the eye at first glance is the building’s facade. The facade consists of glass and aluminum anodizing 

panels. Over 4,000 panels were attached to the wall alone. The glass contains the light and landscape whereas the 

aluminum presents bright yet different colors depending on the time of day. A number of rectangular glass and alu-

minum panels with a width of 0.625 meters and a height of 1.25 meters come together to form a facade pattern. Each 

surface meets each other in a zigzag shape at a 16.0 degree angle. Because of this attention to details, a magnificent 

sight can be witnessed inside the reading room where on a length of 100 meters the walls seem to disappear when 

looking into one direction, while facing a solid wall when turning around.

Mr. Yoo asserts that the first step of the design of Kwanjeong begins with the ‘light’. He attempted to transpose the 

long-standing history of SNU and the flow of upcoming years into the light and to express the light through a colossal 

canvas, a building. As small pebbles come together to build a stone wall, he built a facade by repeating and overlap-

ping simple-patterned figures made with surfaces and lines; and he then cast ever-changing lights and colors over 

the facade to complete the building structure.

Kwanjeong constantly changes its face at every turn throughout the whole day from sunrise to sunset. It poses a 

taciturn posture in dark bluish color under the shade of Gwanak Mountain; but near sunset, it merges with the old 

wall of the main building faded by time under the glow of the setting sun as if they have been together for decades. 

After the sunset, the building turns into a lighthouse brightening and overseeing the night of the campus.

‘Veritas Lux Mea.’ As the phrase from the seal of SNU suggests, the newly constructed Kwanjeong is destined to be a 

new beacon brightening the light of truth.

Walking through the Library

At the end of the outdoor stairway next to the main building, a small park is uncovered where the new and old build-

ings meet. An entrance to the third floor of the main building appears on the left, and the 30-meter wide Kwanjeong 

and its entrance reveals itself at the front. Stepping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 entrance of Kwanjeong, visitors are 

greeted by the bust of Chairman Lee in the front lobby. Behind the bust, a Donors Lounge recognizes the ‘Friends of 

the SNU Library’ by inscribing their names on the wall.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the current status of the fund 

raised is being displayed through a screen for public viewing.

Passing through the lobby to step inside, visitors are to find a 7-meter wide stairway named ‘Kwanjeong Maru.’ This 

stairway signifies the beginning of the expedition throughout Kwanjeong. A spacious Study Garden unveils itself when 

reaching the second floor through the Kwanjeong Maru. Unlike all-so-quiet reading rooms, this place offers a rather 

unrestricted environment where students are allowed freely talk to each other while studying. The most impressive 

spot in this space is the age-old wall of the main building on the left. Standing in front of the wall and gazing at it is 

bound to deliver an unexplainable sense of emotion. The outer wall of the main building, which withstood the test 

of time through 40 years, has now become the inner wall of Kwanjeong.

A stairway leading to the upper level is placed at the corridor between Kwanjeong and the main building. Another 

Study Garden is located on the third floor, and the entire fourth floor is occupied by group study rooms. The fifth floor 

is where the rooftop of the main building is located.

This rooftop garden connected to the fifth floor of Kwanjeong was developed based on the basic design by Wookju 

Jeo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of SNU and the working design by Vineplan. The old 

rooftop, scarcely occupied by a few pieces of equipment, is now reborn as a resting place for students. The rooftop of 

the main building is now being separated into the garden and a square by elevating the block by about one meter. 

Other structures placed in the garden, such as benches and a flower garden, are laid out in a diamond-shap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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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lso employed by the facade of Kwanjeong. The wall skin pattern to cover up the rooftop facilities shares the same 

motive. With an unobstructed view to the campus and Gwanak Mountain, this garden offers the best place for students 

to take a break and enjoy the company of peers.

Kwanjeong has 6 entrances to access the outside. There is the main entrance on the first floor, another main entrance 

on the second floor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 secondary entrance connected to convenience facilities, two 

secondary entrances on the third floor to exit to the back of the building, and the last gate on the fifth floor providing 

access to the rooftop garden of the main building.

Exiting through the entrance on the third floor, visitors find an outdoor stairway crossing between the old and the 

new building. This entrance allows students and visitors to go to the back of the building or move on toward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or College of Pharmacy after climbing up the stairs. The view to the access road from 

the nearby Student Center with Kwanjeong on the left and the main building on the right is as astonishing as the 

encounter with the inner wall of the main building witnessed at the second floor of Kwanjeong. The view creates a 

spectacular harmon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in addition to featuring an overview of the campus. Looking up, 

the 165-meter long gigantic upper mass of Kwanjeong captivates its visitors. The building may seem like a simple 

rectangular structure from a distance; however, it generates a breathtaking scene when being looked at from nearby 

with the two libraries standing side by side.

As one re-enters inside Kwanjeong and walks up to the 6th floor, one encounters the Multimedia Plaza. It is com-

pletely filled with video and music materials on motion pictures, education, academic researches, and documentaries. 

This facility is armed with state-of-the-art multimedia equipments and device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he library in the past.

On the 7th and 8th floor, the inner space lifted by the 112.5-meter long mega trusses, the signature of Kwanjeong can 

be finally observed closely. On these floors, separately named reading rooms are located: The ‘Room of Memory’ and 

the ‘Room of Imagination’ on the 7th floor, and the ‘Room of Reason’ and the ‘Room of Truth’ on the 8th floor. Inside 

the long-stretched reading rooms, the crossing truss structures are lined up in order where windows are placed to the 

left and right side. The walls on both sides are filled with long rectangular glass and aluminum structures seen from 

the outside at a 16.0 degree angle. Unlike conventional libraries merely filled with books and surrounded by closed 

walls, this place offers a wide and open atmosphere. For most students who are accustomed to simply focusing on the 

books while sitting at the partitioned desk, it offers quite an unfamiliar environment. As a matter of fact, Kwanjeong 

never aimed to simply serve as a reading room for students to prepare for the exams. As evidenced from the name of 

the reading rooms such as Memory, Imagination, Reason and Truth, Kwanjeong envisions a far larger picture where 

students strive for inner growth based on these four intellectual elements by reading books.

Light of Truth, Reborn to Be the Light of Society

“I came to this world and have accomplished my goals, but I will leave with empty hands”

“I may not have been able to make money like an angel, but I will spend the money like one”

“In a country without natural resources, I realized that I need to invest in human resources.

I truly hope th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and study even harder to develop into world-class talents.”

- Chairman Lee

“After giving serious thought, I firmly made up my mind to donate the amount of one million won to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as raised under many helping hands, including my old school, our local community and this country 

ever since I was little; consequently, I came to believe that it is time for me to repay the debt I owe to the school, the local 

community and the country even though it may not be much.” 

“Seoul National University! Be alert as always. 

And reach for the sky. I have faith in you all.”

- From an average twenty eight year-old man to you all

These are the words from Chairman Lee who donated 60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library build-

ing and those of 28-year-old Mr. Yongnam Cho, who made the first donation of 1 million won when the fundraising 

began. These word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request made by a wealthy elderly person who successfully 

accumulated a fortune, and also not as condescending grumbles from an education-thirsty young man. The fact that 

these two donors are not graduates from SNU is rather significant. Even though the amount of money between 60 

billion won and 1 million won is considerably different, neither donation can be deemed any less nor more valuable 

as both truly convey sincere caring for the futu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library supported by the helping 

hands of over 800 people ought to be the guiding light of truth to brighten the future of the youths; and the future 

empowered with those lights must enrich and enlighten our society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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