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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transform an old library in the YongChun elementary school featured its castle architecture,
it’s a big challenge. The original library is 3 Taiwan’s classic classroom plan 8x8m unit, it’s a narrow
rectangular space. The designers divided the space into two main parts, left side is the big tree
reading area provided the group teaching class for 30 students, right side is the nature reading
area combined with three small space curved by the shelves, water world, green garden, and the
mountain. The corridor entrance area they try to concur with the castle style, the arch door and
traditional jigsaw) form shelves on the book wall, the deferment arrangements of the Tan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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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castle peak catched the student’s eye. Inside the door they deco the Tangram (the Chinese
create the birds, fish, bear, and fox, they put a Fairytale Forest inside the castle library. The Tangram
is everyhere in the library, on the wall it’s the shelf, on the floor is the sofa chair, and on the shelves
is the bookend. With the imagination of Tangram, they hoped the students to discover knowledge
world i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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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춘초등학교의 오래된 도서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성 구조를 적용한 것은 가장 큰 도전이었다. 기존

공간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눴다. 왼편은 30명 단체 수업을 위한 큰 나무 독서실이며, 오른편은 선반,
수공간, 식물 정원, 산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작은 영역이 융합된 자연 독서실이다. 복도 출입구
영역은 성 건축 양식과 아치형 문, 다채로운 색상의 성탑이 적용되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
안쪽에는 탱그램 (중국 전통 퍼즐)로 책장 선반이 꾸며졌는데, 이러한 탱그램의 배치 변화는 새, 물고기,
곰, 여우를 보여주며 성채 도서관 안에 동화의 숲을 조성한다. 탱그램은 벽 선반, 바닥 소파 의자, 선반의
북엔드 등 도서관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환상적인 탱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지식 세계를 발견하기를 바랐다.

글 제공 : 탈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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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8x8m 크기의 대만 전통 교실 평면 세 개가 합쳐져 폭이 좁은 장방형 공간이었기에, 디자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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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RANCE
2 CIRCULATION
3 INTERNET
4 NATURE READING AREA
5 BIG TREE REA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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