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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Vol.1

미래의 
비전을 
펼치다

역사의 
책장을 
넘기다
•••

옥상정원		_	소통	 	 가든,	야외테이블	및	의자,	문화공연장

6F 	 _	성장	 	 계단강의실,	다목적홀,	극장(50석)

5F		 _	몰두	 	 개인열람실,	캐럴,	교수	및	전공의	연구실,	락커룸

4F		 _	휴식	 	 휴게실,	교수라운지,	다목적기능공간(스터디,	회의,	드라이랩,	행사	등)

3F		 _	융합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프라자(AV),	세미나룸,	다목적	회의실,	행정실,	관장실

2F	 _	지식	 	 인포메이션,	오픈형	열람실,	서가,	검색용	스탠딩	PC,	명예의	전당,	사서업무공간

1F		 _	문화	 	 전시공간,	아트리움

B1F	 _	가치	 	 역사관(기념관)	&	기부자라운지,	은행

B2F		 _	연결	 	 서점,	매점,	기념품샵,	카페,	다목적기능공간(스터디,	회의,	드라이랩,	행사	등)

	



역사와 미래를 담았습니다.

사람과 그들의 비전을 펼칠 것입니다.

학생들이 몰두할 수 있는 도서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빛을 담고

시간을 펼치고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이제 그 첫 번째 역사를 시작합니다.”“
“Hello Libra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건립 캠페인



정보 자원과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유 공간과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고 협업을 증진시키는 자유로운 

교육 및 학습공간을 통해 새로운 학습 문화를 창출하며 

사람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다이나믹한 학습공간 조성

   원칙1. 첨단 교육환경과 학습을 지향하는

 Learning Commons (LC) 

   원칙2. 교수와 연구자간 연구 협업과 교육을 강조하는

 Faculty Commons (FC)

   원칙3. 선도형 의학 정보 서비스 구현 

 Library Services (LS)

   원칙4. 대학의 상징 

 University Symbol (US)

   원칙5.  문화와 생활이 하나로 이어지는  

 All in One Place (OP)

단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대학을 상징하고 

대학의 미션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으로서, 

의과대학의 전통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연하고 가변적

인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탄생

변화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는 1:1 티칭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 지도 공간을 제공하며, 교수 

및 연구자간 협업 또는 학제간 협력을 위한 공유

공간을 마련하여 학문적 소통의 허브로 Learning 

Commons 와 구분된 교수, 명예교수, 병원 전공의

를 위한 캐럴 제공 등 자유로운 연구 공간 제공

연건 캠퍼스의 구심점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아트리움을 만들고 휴식을 겸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멀티미디어라운지 마련

디지털 및 전자자원을 개발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학정보와 전문 정보서비스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첨단 시설(IT,모바일 등)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지식 습득의 조력자 역할 수행

건축 공간의 원칙

층수

지하 2층

지상 6층

공사기간

2017. 5 ~

2019. 1

연면적

15,200m2

(4,60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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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책장을 넘기다”

“미래의 비전을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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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_지식 1F_ 문화 B1F_ 가치

인포메이션

오픈형 열람실

서가

검색용 스탠딩 PC

명예의 전당

사서업무공간

전시공간

아트리움

역사관(기념관)

        & 

기부자라운지

은행

2층 열람	공간은	1층	외부계단으로부터	바로	연결되어	

보행자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한다.	1층에서	연결되는	

외부	홀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면	대형	오픈형	열람실과	

만나게	되며,	명예의	전당은	방문객이	서울의대의	역사와	

만나는	장이	된다.

1층 밀도	높은	캠퍼스의	조건에	여유로운	보행가로를	

제공하기	위해	1층은	필로티로	들어올려져서	캠퍼스	

입구에서	도서관으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일반인	및	병원	환우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외부는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된다.	내부의	전시공간은	함춘원지	

방향으로	조성된	외부	테라스와	연결되어	개방적인	

도서관의	풍경을	구성한다.

지하 1층	북측	융합의생명연구교육관에서	경사로로	

진입이	가능하며,	역사관&기부자라운지,	편의시설	

(은행)이	위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의	기능을	한다.	

역사관은	1층	로비에서	내부	선큰으로	직접	연결되며	

서울의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공간	및	기부자를	위한	

공간으로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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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_ 몰두 4F_ 휴식 3F_ 융합

개인열람실

캐럴

교수 및 전공의 연구실

락커룸

휴게실

교수라운지

다목적기능공간

(스터디, 회의, 

드라이랩, 행사 등)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프라자(AV)

세미나룸

다목적 회의실

행정실

관장실 

3층	멀티미디어	플라자,	연속간행물실	등	다변화된	

미디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그룹	스터디,	세미나	등이	가능한	각종	연구	지원시설

이	배치된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며,	함춘원지	방향으로	

조성된	테라스에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4층	교수	라운지,	스터디룸,	드라이랩	등	종합실습동의	

기능이	확장되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	공간으로	조성된다.	4,	5,	6층에	걸친	60여석의	

다목적	극장이	위치하며,	역시	함춘원지	방향의	테라스가	

조성되어	휴식의	여유를	제공한다.

5층	전공	연구실,	개인	열람실	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개인적이고	정숙한	분위기의	연구공

간으로	조성된다.	4층,	6층과	연결된	60여석의	다목적	

극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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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_ 성장

계단강의실

다목적홀

극장

문

화

를

펼

치

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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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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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서관

6층	종합자료실	등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영

역으로	의학도서관의	면학분위기가	유지되는	정숙한	공

간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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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서점과	기념품샵,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연구자와	방문자를	위한	각종	의학	연구	서적	및	의대	

관련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서점과	기념품	샵	이외에	

로비를	중심으로	세미나,	그룹	미팅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회의실이	배치된다.

옥상정원	작은	정원이	꾸며지고	야외	테이블	및	의자가	

놓여지게	된다.	작은	무대가	있어	소규모	공연	및	연주

도	할	수	있다.

옥상정원 _ 소통 B2F_ 연결

가든

야외테이블 및 의자

문화공연장

서점

매점

기념품샵

카페

다목적기능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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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의 역사는 당신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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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건립캠페인 홈페이지]

http://new-medlib.snu.ac.kr 

당신의 후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의 
미래를 만듭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은 

사람의 힘을 믿고 시작하는 캠페인입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했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 공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의사를 키워내고 

그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기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도서관 건립 기금 
1015 프로젝트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캠페인의

뜻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0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씩 소중한 모금을 시작해 주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을 키워가는 

10개월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해 주십시오.

10개월은 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도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튼튼하게 키워질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도서관 열람실 및 복합 공간 내 

의자에 남기고 싶은 이름과 메시지를 함께 네이밍해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이밍 예시 : 00년 졸업 홍길동. 배우자 김선녀

•프로젝트 참여 : 950석 선착순

•모금기간 : 2016. 3 ~ 2016. 12 

•문의 : 02 - 740 -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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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건립 기금 참여신청서

1015 프로젝트 참여

150,000
2016년  3월 부터 12월 까지 정기자동이체

절취선

도
서
관
 
건
립
일
정

※건립 세부 절차 및 기간은 진행 중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도서관 열람실 및 서가는 융합의생명연구교육관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2016. 03.

2016. 05. ~ 2017. 02.

2017. 03. ~ 04.

2017. 05. ~ 2019. 01.

2019. 02

2019. 03. 02

[설계 공모]

[설계]
기본설계+실사설계

[착공]

[공사]

[개관준비]
인테리어,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Grand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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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 기금 Naming 예우 안내

[ 도서관 전체 100억 ]

열람실(대) 10억원

그룹스터디룸(소) 1억원

로비소파 1000만원

열람실(중) 5억원

8인 테이블 2000만원

야외테라스 벤치 1000만원

열람실(소) 3억원

한층 전체 20억원

열람실 의자 150만원

그룹스터디룸(대) 2억원

야외테라스 10억원

서가

도서관 '명예의전당' 내 
donor's wall에 명명

50만원
이상

5000만원 4인 테이블 1000만원

2015년 12월 12일 지금까지 171명의 기부자께서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도서관 건립기금 후원인 명단  

개인

강경훈 강대희 강미주 강병철 강승백 고성준

권성택 권오상 권준수 권태완 김관민 김규한

김동완 김백희 김범석 김상윤,전소연 김선회 김성준

김수웅 김수진 김연수 김연우 김옥주 김용진

김재용 김정은 김정훈 김종일 김치환,이강희 김한석

김한성,김서연 김항래 김혁 김현영 김형호 김희중

김희찬 노동영 류지곤 문형곤 민상일 민승기

박경수,양문선 박규주 박성혜 박소현 박시용 박윤정

박재현 박재홍 박정규 박종희 박중신 박지원

박태원 박현주 백경란 서경석 서기종 서동엽

서윤석 성승용 성주헌 손병희 송경준 송재기

신현우 신희영 양병국 양한광 오명돈 오종남

온영근 원태영 유경상 유승범 유원준 유창용

윤영호 이가희 이광웅 이규언 이규항 이나미

이남준 이대승 이만택 이명철 이병목,최옥현 이숭공

이숭덕 이승희 이영 이영자 이은영 이재서

이재영 이재협 이정철 이종구,강지숙 이종호 이창현

이태순 이해영 이혁준 이형기 임재준 임정기

임종식 장인진 장진영 장학철 정국선 정성은

정승용 정재용 정재현 정진호 정현훈 정희연

조강호 조광현 조상헌 조우동,오규봉 조아름 조영민

조주연 조택구,김영옥 지영구 천정은 최기영 최민호

최윤영 최인숙 최정연 최형수 최형진 하종원

한길수 한서경 한성수 한원식 한준구 허진무

홍성태 홍윤철 황상미 익명 3명

법인/단체

1998년 서울대병원 내과 입국동기회 GS건설 새움병원

서울의대 기획실 서울의대 산부인과 동문회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제 7회 졸업동기회 제 14회 졸업동기회 제 14회 졸업 미주동기회

제 19회 졸업동기회 제 29회 미주동기회 제 39회 졸업동기회

제 44회 졸업동기회 제 48회 졸업동기회 제49회 졸업동기회

제 69회 졸업생 일동 (주) 우원건설 탑메디칼

한국건강관리협회 한유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