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램프라이브러리

WE SERVE YOUR STUDY!  무엇을,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보다 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입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자신을 극복해가며 더욱 성장할 수 

있기에 소중한 당신의 노력과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학습환경으로 

그린램프라이브러리가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공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즐겁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린램프라이브러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TURN ON
YOUR GREENLAMP

그린램프라이브러리 캐치프레이즈 그린램프라이브러리 메인로고



그린램프라이브러리, 공간

학습을 위해서는 개인 좌석 외에도 수많은 환경적 요소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는 과외, 인터넷강의, 자습,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총체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습 내용, 개인 성향과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은 

고급스럽고 차분한 인테리어와 조명으로 학습시간이 더욱 빛나도록 

도와드립니다. 



GREEN SQUARE   

그린스퀘어는 열린 분위기와 넓은 책상, 따뜻

한 색감의 조명으로 이루어진 카페 같은 분위

기의 학습공간입니다. 열린 분위기와 잔잔한 배

경 백색소음은 창의력과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하는 학습에 도움을 드립니다. 오답노트, 단권

화 등 반복적이거나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하는 

학습을 하실 때는 그린스퀘어를 이용해보세요. 

또한 기존 독서실의 폐쇄적인 환경이 부담스러

운 분에게는 그린스퀘어가 카페처럼 소란스럽

지 않으면서도 열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SQUARE SEAT   그린스퀘어의 특징적인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넓은 책상에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상징인 초록빛 뱅커

스 램프가 놓인 스퀘어석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기존 독서실 좌석과 달리 학습 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학습에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GREEN SQUARE



CUBE SEAT   또 하나의 특별한 좌석은 큐브석입니다. 큐브석은 한쪽 면이 열린 작은 방으로, 다른 학생들의 모습은 보

이지만 자신은 좀 더 숨어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린스퀘어의 분위기를 선호하지만, 지나치게 열린 분위기는 

부담스럽다면 큐브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REEN SQUARE



FOCUS ROOM

포커스룸은 기존 독서실의 구성을 그린램프라

이브러리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낸 학습공간입

니다. 일체의 소음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립적

인 색감의 조명과 인체공학적인 스케일의 파티

션으로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

커스룸은 문제풀이, 복습, 예습 등 장기간 집중

력을 유지해야 하는 학습에 유리한 공간입니다. 

가끔은 카페 같은 열린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

지만, 평소에는 독서실의 개별 공간이 더 편안

한 분에게는 포커스룸이 친숙하면서도 더 세련

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FOCUS SEAT   포커스룸의 기본적인 좌석은 낮은 칸막이와 특별 제작된 조명이 설치된 포커스석입니다. 개별적으로 색

온도, 밝기 조정이 가능해, 학습하는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책상 사이에 칸막이가 있지만 높이가 적절

하여, 개인의 학습공간의 프라이버시는 유지해주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주변의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FOCUS ROOM



SINGLE SEAT   싱글룸은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반문이 달린 독립된 작은 방입니다. 모의고사 풀이나 암기를 

위해 단기간이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싱글룸을 이용해보세요. 싱글룸은 별도의 요금제를 통해 일부 지정

좌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OCUS ROOM



FENCE SEAT   펜스석은 학습자의 뒤쪽은 벽, 앞쪽에는 고개를 높이 들었을 때 주변이 보이는 정도의 높은 칸막이가 있

는 좌석으로, 포커스석에 비하여 한층 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펜스석의 특별한 배치와 구조는 ‘사람은 주변을 조망

할 수 있으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입지를 선호한다’는 조망-은신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1909년 H.G McFaddin&Co.는 초록빛 갓이 달린 램프를 고안합니다. 은행원들이 장시간 작은 숫자들을 집중해 읽는데 도

움을 주던 이 램프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대학 도서관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린 분위기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환

경, 그리고 그 공간을 비추는 초록빛 램프는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모티브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더 빛나게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FOCUS ROOM FOCUS ROOM



LOBBY

회원 분들의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 

드리는 컨시어지 공간입니다.









GREEN LOUNGE   그린라운지는 휴식, 다과, 다양한 미디어와 컨텐츠가 있는 공용 라운지입니다. 그린라운지는 휴식의 

시간이 게임, 부적절한 매체 이용으로 낭비되거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신문, 학생진로 잡지, 강연 동영상 

등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매체 제공으로,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그린라운지

에서는 두뇌에 충분한 혈당을 공급해줄 수 있는 다양한 식음료 제공으로 허기진 몸도 재충전해드립니다.  

GREEN LOUNGE



GROUP STUDY ROOM / GREEN BOX   그룹스터디실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그린램프라이브러리 내의 작

은 교실입니다. 2명에서 4명 정도가 이용 가능한 작은 방으로, 책상, 의자와 함께 칠판이 설치되어 있어, 과외를 받거나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데스크에서 노트북을 빌려 미디어를 활용한 그룹스터디를 하거나, 셀프티칭 등 소리가 발

생하는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스넥박스는 외부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자레인지 등 간단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Photo by Kyungsub Shin

GREEN LOUNGE



그린램프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자신이 매일 

학습한 시간과 학습량을 스스로 체크하고 분석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는 자신의 학습시간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실천 가능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학습 시간만큼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학습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누릴 수 있습니다. 



GREENLAMP Monthly Report

그린램프레포트는 매월 정기적으로 그린램프라이브러리 월 정기회원에게만 발송되는 회원 활동 보고서입니

다. 학습시간을 일 단위, 월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시간 패턴을 파악하여 학습습

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위권 및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GREENLAMP Green Billboard

그린빌보드는 기존의 성적순의 빌보드와는 다른,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목표의식을 주는 실시간 게시

판입니다. 실시간 집계된 학습 시간 데이터가 다양한 방식의 순위로 제공되어, 회원들이 자신이 성취할 수 있

는 목표를 잡고, 단기 목표에서 장기 목표로 상향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목표를 제공합니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 시스템

매니저  Manager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고, 지점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회원들의 편안한 서비스와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는 어느 지점에나 상관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본사에서 교육한 매니저를 각 지점으로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소속의 수퍼바이저가 정기

적으로 방문, 점검하여 각 지점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운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시간관리 프로그램과 공간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린

램프라이브러리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 지점에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 제공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와 세분화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학습 관련 정보들을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 인터뷰, 멘토 인터뷰, 캠퍼스 라이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동기 

유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토스터디  ATOstudy

아토스터디는 공간과 서비스 전 분야를 통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

들입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효율

적이고, 즐겁고, 편안한 공부 환경으로 그 마음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아토스터디는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운영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토컴퍼니  ATOcompany

아토컴퍼니의 ‘아토’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아이디어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토컴퍼니의 비전이자, 아토 가족들이 

함께 나아갈 길입니다. 

아토컴퍼니는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기획과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계없는작업실  BOUNDLESS

경계없는작업실은 건축을 기반으로 한 열린 작업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열린작업은 마스터

플랜,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건설사업관리를 기초로 하여 브랜딩, 그래픽,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포함

합니다. 경계없는작업실은 열린 작업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과 감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계없는작업실은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브랜딩 및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