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UNIVERSITY 

LIBRARY

열린도서관
: 공감, 공개, 공존의 가치를 담은 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열람부 최하얀



★ 순서 ★

1. 열린도서관(Open Library) 소개
1) 열린도서관의 시작과 현재
2) 설치 배경
3) 운영 방식

2. 설치 현황

3. 현황 사진

4. 열린도서관의 가치 및 의의

5. 열린도서관의 미래



1. 열린도서관 소개

1) 열린도서관의 시작과 현재

-2014년 1호 백주년기념관 삼성글로벌라운지
(피아노방) 운영 시작

-2017년 열린도서관 확대 계획 수립
→단과대학 및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2018학년도 기준 12개호 설치 운영
(완료 10, 진행 중 2)

-총 20개호 설치 목표



1. 열린도서관 (Open Library) 소개

2) 설치 배경

-도서관의 열람 공간에 대한 요구 변화
:자유로운 분위기, 포근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북카페

-도서관의 물리적 거리감 해소
:접근성 좋은 단과대학 로비/라운지 등에 설치→찾아가는 도서관

-교내 환경개선사업 통해 열린 공간(라운지) 증가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공간, 품격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반영

-취향과 요구에 맞춘 큐레이션 서비스 활성화
:관별(단과대학별) 주제 분야 특성화한 customized library



1. 열린도서관 소개

3) 운영 방식

-수요기관(단과대학)의 요청 접수
→ 가용 서가 실측 및 논의
→ 수요기관 특성에 맞춰 초기 자료 선서 및 구입 비치
→ 각 관별 신간 자료를 매월 10책 구입 비치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주제 분야별 자료를 선서함.
ex)미디어관-언론, 영화, 대중문화, 예술

창업카페-마케팅, 창업, 브랜딩
사범대학-교육학, 교수학습법

*열린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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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현황

설치 시기 비치 책수 설치 위치

1호 피아노방 2014년 2월 830책 백주년기념관 B1F 삼성 글로벌라운지

2호 미디어관 2017년 7월 400책 미디어관 1F 라운지

3호 창업카페 2017년 12월 570책 캠퍼스타운 창업 거점센터 내

4호 정보대학* 2018년 5월 120책 우정정보관 1F 로비

5호 간호대학 2018년 5월 360책 우정간호학관 1F KUCON Lounge

6호 생명과학대학* 2018년 7월 180책 생명과학관 동관 2F 로비

7호 사범대학 2018년 8월 510책 운초우선교육관 4F 전수영 라운지

8호 의과대학* 2018년 8월 260책 의과대학 본관 3F 관보 라운지

9호 라이시움 2018년 9월 1,120책 라이시움 1F 로비

10호 수당삼양 2018년 10월 460책 수당 삼양 Faculty House 4F Honors Lounge

11호 공과대학* 2018년 11월 논의중 신공학관 3F 라운지

12호 보건과학대학* 논의중

설치 개수: 총 12개호(인문사회계 7, 자연계 4, 의료원 1)
전체 책수 4,810책 + α

* 과학도서관(이공계)

* 의학도서관(의료원)



3. 현황 사진

1호 피아노방

2호 미디어관



3호 창업카페

5호 간호대학



9호 라이시움



10호 수당 삼양 Facult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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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도서관의 가치 및 의의

- “도서관에는 책이 있다”-> “책이 있는 곳이 곧 도서관이 된다”

- 책, 공간, 사람이 공존하며 독서 문화를 공유

→단순한 독서 이상의 경험이 되는 것



5. 열린도서관의 미래

라운지, 북카페, 열람 및 휴게 공간 +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전시, 테마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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