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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의 놀이가구 유형 및 특성 분석

The Analysis of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Playable Furniture for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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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est and expenditure for children is increasing than in the past because the number of nuclear family is

growing, the children’s space is configured independently in most homes from infancy, therefore, the market of

children’s furniture is expanding in spite of the reduction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There are not many

products considering age, gender, and play behavior in children’s furniture market in Korea. The bed, desk, chair,

and closet for children under 2 years hold a large majority of children’s furniture, there are not a lot of preschool

children’s furniture for the children aged 4 to 7. As the children aged 4 to 7 experience physical, emotional, and

cognitive growth at the same time, the space configuration and furniture choice for these children is educationally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layable furniture to promote

the physical, social, emotional,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aged 4 to 7 among preschool

children. We found the concept and basic condition of playable furniture to collect the base data for developing

playable furniture and provided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deal playable furni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of 157 items of 14 domestic playable furniture companies and 365 items of 30 overseas

in aspect of play functions, forms, materials and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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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주거 공간은 주생활의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 1인 자녀 가정의 확산으로 주거 공

간 구성에 있어서도 실구성과 가구배치와 가구의 선택

사항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보다 자녀에 대

한 관심과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공간 구성도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자녀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가

정이 대부분이다. 이에 아동의 수는 줄고 있으나 아동용

제품 시장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

함에 따라 다양한 가구가 필요하게 되고 실제 성인이 되

기 전까지 각 연령의 신체나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를 찾

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아동용 가구

시장은 다양한 연령이나 성별, 행태를 고려한 제품 아이

템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침대 중심의 가구 시장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용 책상과 의자, 수납장이 중심을 이룬다. 한참 신

체 발달과 정서가 발달되는 시기인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미취학용 아동용 가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종류

도 다양하지 못하다. 4∼7세는 아동의 성장기에 있어 신

체ž정서ž인지ž언어 등 모든 발달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 아동을 위한 공간

구성과 가구 선택은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하다. 생활 속 가구는 공간과 생활자체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 생활자체를 도와주고,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주 사용자가 아

동이 되는 아동용 가구는 아동의 성장발달,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놀이, 공작, 학습, 교육, 취미생활 등이 다양하

게 이루어지게 해주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용 가구

는 아동의 요구나 조건보다는 성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

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어 제품화 된 것이 대부분이

고 특히 주 사용자의 연령층이 일부 연령층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들이 과거에 비해 심한

운동 부족과 신체 건강상,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주거공간이나 아동을 보호

하거나 가르치는 보육 및 교육시설에서는 다양한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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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도와주는 다양

한 기구와 가구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성

장 발달은 놀이를 통해 습득하므로 공간을 채우는 가구

가 단순한 기능으로 공간을 채우기 보다는 놀이가 가능

한 놀이가구가 된다면 공간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

켜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 중 주요 성장기인 4∼7

세를 대상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 촉진을 위한 아동용 가구로 놀이가구에 대한 필요

성을 제안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

기위해 미취학 이동의 신체와 운동 특징, 정서와 사회적

특징, 인지와 사고 특징을 통하여 놀이가구에 반영되어

야 할 놀이 기능과 형태, 재료와 색채 등에 대한 기본

조건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놀이가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미취학 아동의 특성 분석을 통해

놀이가구의 기본 조건을 도출하고, 국내와 해외의 놀이

가구 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 현재의 놀이가구 현

황을 정확하게 비교 진단하여 향후 이상적인 놀이가구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4

∼7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이

상적으로 도와주는 실내의 시설은 가구이며 이러한 가구

는 다양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놀이가구라는 전

제로 출발한다. 이에 국내 놀이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놀이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아동들의 발달 및 놀

이, 행태 특성 분석을 통한 놀이가구 조건 도출을 토대

로 이에 해당되는 국내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놀이가

구의 유형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새로운 놀이가

구 개발 시 기초자료서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첫째, 놀이가구의 주사용 대상인 미취학 아동의 특성

을 알아보고 놀이가구의 필요성과 가구 개발 시 고려해

야 할 아동의 주요 특성을 체크 한다.

둘째, 놀이가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연령별 아동

의 놀이 행태와 놀이 도구를 중심으로 놀이가구가 갖추

어야 할 재료 및 마감, 조형적 조건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ž외 놀이가구를 주로 생산하는 리스트를 중

심으로 생산제품 및 제품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주요 놀이 행태와 기능을 체크하고, 국내와 해

외의 전반적인 놀이가구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가구디자

인에서의 시각적 요소인 형태와 재료, 색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넷째, 국내ž외 놀이가구의 유형 비교 분석을 통해 놀이

가능과 형태, 색채, 재료에서의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향후 국내 놀이가구 개발 방향 시 보완점과

개선점을 제안한다.

이에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 아

동용 가구 시장에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의 기초를 제공

함으로 아동용 가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2. 미취학 아동 특징과 놀이가구

2.1. 미취학 아동의 특성

(1) 아동의 정의와 미취학 아동

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

되며 미성숙한 단계의 특정한 시기를 아동이라고 규정짓

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다. 발달 심리

학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아기(수정에서 출산까지),

신생아기(출생에서 2주), 영아기(생후 2주부터 1세까지),

유아기(2세부터∼5세), 아동기(6∼12세까지 초등학교 시

기), 청년기(13∼22세)로 구분하고 있다.1) 또한 유엔의

<아동권리공약>에서는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포

함 한다’고 정의하며, 사회복지의 맥락에서의 하나의 인

간으로 자립하여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시기까지 고려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이라 함

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정의를 기준으로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아동단계를 구

분하면 취학 전(0∼6세), 초등학교(7∼12세), 중학교(12∼

18세)단계로 나뉜다. 영유아교육법에서는 만 6세 미만을

취학 전 아동으로, 유아교육진흥법에서는 만 3세 부터

취학 전(8세 아동과 일부 7세 아동(1, 2월생)) 까지를 유

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미

취학 아동은 학령 전 아동이라 할 수 있으며 보통 만 2

∼6세의 유아, 즉 4 ∼7세를 칭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와 운동적 특징

영아기를 거친 유아는 생애 많은 변화를 겪으며 연령

에 따라 신체 치수의 뚜렷한 변화가 생기며,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능숙해진다. 유아기 운동 발달은 달리

기, 균형 잡기, 기어오르기, 공던지기 등의 대근육 운동

발달과 블록 쌓기, 젓가락 집기, 그림그리기, 옷 입고 벗

기, 단추 사용과 같은 소근육 운동의 발달로 구분된다.

미취학 아동의 신체 및 운동적 특징이 구분되는 3∼6세

를 중심으로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2) 과

같다.

1) 나병술, 아동발달, 서울 교학 연구소, 1987, p.25

2) 허상훈, 한글 자ž모를 모티브로 한 미취학 아동용 놀이가구 디자인

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7∼

20 / http://children.seoul.go.kr 종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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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측면
3∼4세 4∼5세 5∼6세

신체

발달

특성

영아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아동 초
기보다 빠르게 성
장

신체적 기술이 발달, 독립
적이며 활동적인 운동과
신체적 기능 활용

자기만족적이며 감정통제
가 이루어지며 행동이
보다 성숙해지며 자신
감과
신뢰감, 책임감도 형성됨

운
동
발
달
특
성

서기

ž 뒤꿈치 들고 잠시
섬
ž 한발로 서서 평형

유지

ž 다리 근육이 발달
ž 뒤꿈치 들고 오래 도록

서 있음
ž 선 자세에서 멀리 있는

물건잡기

ž 양족 발끝으로 서서 몸
의 균형 유지

ž 눈을 감고 한발씩 섬
ž 발뒤꿈치를 붙이고 차

렷 자세로 섬

달리

기

ž 비교적 부드럽게
달리기

ž 달리다가 쉽게 멈추고
다시 달리기 가능

ž 능숙하고 정교하게
잘 뜀

걷기
ž 선따라 짧게 걷기
ž 짧은 거리를 뒤로

걷기

ž 평지를 익숙하게 걷기
ž 뒤꿈치 들고 발끝으로

걷기
ž 3m 정도 선 따라 걷기
ž 물컵 들고 쏟지 않고 걸
을 수 있음

ž 음악 박자에 맞춰 발
을 교대로 걷기

ž 뒤꿈치 들고 3m 이상
걷기
ž 평균대에서 걷기

뛰기
ž 4∼6번 한발로

뛰기
ž 60cm 높이에서 뛰어

내림

ž 아이의 어께 높이 정
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뛰어내림

계단

오르

내림

ž 난간을 잡고 한발
로 각각의 계단을
오르내림

ž 난간을 잡지 않고 각각
의 계단에 발을 교대로
내려디디면서 오르내림

ž 쉽게 오르내림
ž 뛰어내리기도 함

기구

사용

ž 10개정도 블록쌓기
ž 레고와 기타 놀잇

감으로 여러 구조
물을 만들고 허물기

ž 16개 정도의 블록 쌓기
ž 다양한 종이 접기
ž 가위질 가능

ž 공차기, 줄넘기, 공던
지기, 롤러스케이트
ž 블록, 종이 접기, 가위

질 능숙

손놀

림

ž 삐뚤한 선긋기
ž 밖으로 나가게

색칠

ž 형태가 갖추어진 사람
그리기
ž 도형그리기

ž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

<표 1> 미취학 아동의 신체 및 운동 발달 특징

발달측면 3∼4세 5∼6세

공

간

지

각

형태

ž 사물의 형태차이 구분
ž 사물의 대소에 대한 지각이 가능
ž 직선보다 원을, 원보다는 구를 더

정확히 판단(차원이 높은 것일수
록 판단이 정확)

ž 각기 다른 크기의 물체를 보다 정
확하게 구별

ž 숫자나 알파벳 등 복잡한 형태를
변별하는 능력이 생김

방향

및

거리

ž 장난감 - 적목, 블록, 장난감 자동차, 세발자전거 등을 가지고 놀이를
함으로써 거리와 방향감을 지각하게 됨

ž 좌ž우 보다는 상ž하의 변별력이 높음

ž 가까운 거리 지각
ž 거리 지각은 향상되나 방향 지각은
완전하지 않음

색

ž 유아는 성인보다 물체를 인지할 때 색을 더 좋아하고, 색을 구별하고
색조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발달 → 색으로서 물체 선택

ž 색의 명도나 채도 차이보다는 색상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구분
ž 혼합색 보다는 단색, 어두운색보다는 밝은 색이 아동의 인지 발달 촉진

자아 및

타인이해

ž 정확하진 않지만 남녀의 차이 구분, 성역할과 성유형화가 가능
ž 4-5세경 자신과 타인 구분
ž 남의 물건과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구별

사고의

특징

ž 사고와 행동에서 상징체계를 사용 - 언어, 모방, 상징 놀이
ž 유아기는 전조작기로 피아제 인지발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①상징기능 : ∼인 척 하는 가장의 요소를 사물, 장소, 역할, 행동 등에

적용시키는 것
②자기중심성 :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 감정을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현상
③물활론: 무생물에도 생명과 생각이 있다고 믿는 것
④중심화: 바로 그 순간에 보여 지는 특성에만 주의를 집중시켜,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현상
⑤비가역성: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역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
⑥전환적 추론 : 서로 무관한 두 가지 현상을 시간이나 공간이 밀접하

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
⑦인공론 :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이 인간의 목적에 의해 만든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
⑧실재론 : 마음속의 생각이나 심리현상이 실제론 존재한다고 믿는 것

<표 2> 미취학 아동의 인지 및 사고 특징

(3) 정서와 사회적 특징

유아기는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정서의 지속

시간이 짧고 정서 반응이 폭발적이며, 쉽게 변하고 자주

나타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

기 정서를 조절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만 5세가 되어야

거의 모든 정서가 분화되어 성인들이 사용하는 정서가

형성된다. 또한 이 시기에 정서 표현과 함께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도 함께 형성된다. 사회성이란 사회관계의

의식을 말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로, 다른 사람

과 사귈 수 있는 능력, 개인의 사회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성 발달은 가족과 친

구 사이가 영향을 미치며, 또래 관계가 초기에는 자기중

심성과 타인에 대한 몰이해로 원활하지 못하게 표현되는

데 주로 소유물의 소유권 다툼과 이에 대한 공격적 행동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를 중재하

는 능력이 생기고, 유아기 초기의 공격성이 줄어들게 된

다. 그러므로 유아용 가구를 디자인 할 때는 안전한 구

조와 재료가 요구된다. 규칙 준수나 책임행동 같은 친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되는

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과의 접촉과 사회생

활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여아가 남아와 달리 사

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협동과 상호관계에 의미를

두어 여아가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

3) 허상훈, lbid., pp.24-25

(4) 인지와 사고의 특징

인지의 사전적 의미는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통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이다. 유아기의 사물에

대한 인지과정, 즉 사물에 대한 지각은 크게 공간지각과

시간지각으로 나누어지며, 공간지각은 다시 사물의 형태,

방향, 거리, 색채, 전체·부분지각으로 분류된다. 유아의

지각은 처음에는 사물의 부분적인 특징에 따라 사물을

파악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물의 부분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지각하게 되며, 자아인식과 타인의 감정의

이해, 주의력과 기억력 발달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변

화와 물체에 대한 개념 등 감각과 사고가 성인과 유사하

게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지와 사고의 특징을 간

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2.2. 미취학 아동 놀이와 놀이 가구

(1) 놀이의 개념과 중요성

인간의 활동은 크게 놀이(play), 일(work), 고역(Dru-

dgery)으로 구분된다. 이 중 놀이는 목적 지향적이기 보

다 활동 자체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일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장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목적 지향적 활동을 의미하며, 고역은

행위자의 관심이나 목적의식 없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관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유아의

4) 박지민, 어린이 도서관의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논문, 2002, pp.28-29 / 주송이, 3∼5세 유아를 위한 놀이가구

디자인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10, pp.7-11 종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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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유형 유형별 놀이 종류

기능놀이

ž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의도적으
로 물체를 조작하는 놀이

ž 구슬 굴리기, 공굴리기, 볼링, 다트, 비눗방울, 빨대 불기, 비행기
날리기 등

구성놀이

ž 쌓기와 기우기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
거나 만드는 놀이

ž 목공놀이, 블록 끼우고 조립하기, 블록 쌓기, 퍼즐 맞추기, 장난감 로
봇모형 만들기 등

신체놀이
ž 경미한 신체 놀이와 격렬한 신체 놀이
ž 간질이기, 서로 껴안기, 잡기 놀이, 달리기, 씨름, 힘겨루기 등

교수놀이

ž 사물의 이름과 색깔, 수를 가르쳐주기 위해 책을 보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

ž 동화책 읽기, 숫자 놀이, 그림책 보기, 그림 그리기, 도형 변별하기,
글자 쓰기, 사물이름 말하기 등

게임

ž 경쟁의 상황과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
는 놀이를 말함

ž 주사위 놀이, 윷놀이, 바둑, 장기, 수수께끼,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숨바꼭질, 카드놀이 등

역할놀이
(극적놀이)

ž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하는 놀이
ž 소꿉놀이, 병원놀이, 전쟁놀이, 가게 놀이, 선생님 놀이

<표 3> 미취학 아동의 놀이 유형과 놀이 종류

연령 놀이유형 행태 및 놀이 특성 놀이 종류

3세

기능놀이

ž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각을 하게 되
어 신체의 움직임에 흥미를 느껴몸
을 움직여 뛰고, 기어오르고 하는 것
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낌
ž 자기 인식과 자아개념 발달로 자

기 소유 물건을 갖고 싶어 함

ž 흔들배, 흔들 목마, 유아용
자동차, 팥주머니, 큰 공
ž 바구니나 상자, 바퀴달린 장

난감 등 함께 움직이는 장
난감

구성놀이
ž 조작적인 놀이감을 좋아하며 가

지고 놈

ž 맞는 모양 찾아 끼우기, 구멍
에 막대나 실 끼우기, 크고
작은 그릇들을 포개고 쌓기,
물건 짝 찾기, 뚜껑 찾기 등

교수놀이

ž 사용하는 어휘가 급격하게 늘어
나는 어휘 발달 시기
ž 각종 도구와 물건으로 창작활동

함

ž 실제 사물, 동물 등이 그려
진 그림책, 이야기 책, 자
신의 앨범
ž 종이, 크레용, 물건, 풀, 점
토, 모래, 물 등으로 창의
적으로 그리고 꾸미기

역할놀이 ž 모방놀이 시작 시기 ž 인형놀이, 소꿉놀이
기타 ž 음악에 민감한 반응 보임 ž 좋은 음악 듣기, 소리 만들기

4세

구성놀이
ž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 창작놀

이를 즐겨함
ž 조직적인 놀이를 즐겨함

ž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물건
을 만들어 내는 놀이
ž 손의 협응력, 균형감각, 미적

감각 등이 발달, 부품을 맞
추고 조각을 조립하는 놀이

신체놀이

ž 신체적인 능력을 인지적, 정서적,사
회적인 능력과 함께 조화를 이고
적응시켜 보는 놀이를 하려고 함
ž 신체적인 움직임이 매우 많은 활

동이 요구되는 시기로 탐색적이
고 모험적인 놀이를 즐기는 시기

ž 신체 능력을 키우는 놀이
ž 정글짐, 모양이 다양한 나
무판, 사다리 모양의 받침
대, 기어 오름대 등 놀이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는 것

교수놀이 사회성 발달 ž 친구, 놀이감 등과 상호작용
역할놀이 ž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 ž 상상놀이, 극적 놀이

기타
ž 음악놀이에 적극적
ž 관찰놀이 시작

ž 악기 다루기, 음악을 접하 놀이
ž 식물이나 자연현상의 변화
살피기

<표 4>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놀이 특성

놀이는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며 일정 유형이나 행동 양

식을 정할 수 없으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활

동이며, 쾌락에 목적을 두는 비조직적이며, 비지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놀이에 대한 담론은 인간

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놀이는 성인의 것과는 다르다고 인식되어지고 있

다. 아동의 입장에서 놀이는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일은

그들이 꼭 해야 일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아동은 언어적 수단보다는 놀이

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훨씬 쉽게 습득한다는 견해에

많은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학자들의 유아와 아동의 놀이에 관한 견해를 종합해 보

면, 놀이는 유아와 아동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신체

와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므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와

아동의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가구나 제품을 디자인할 때

놀이의 기능을 추가함으로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신체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미취학 아동 놀이 유형과 행태 특성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4∼7세의 미취학 아동들은 신

체 활동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아동들

의 놀이 유형과 행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구성과 놀이 도구가 필요하다. 학자들 간에

놀이의 유형을 분류하는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탐

색적인 놀이, 창의적인 놀이, 상상적인 놀이로 구분하거

나 종합놀이, 창작놀이, 상상놀이, 감각놀이, 탐구놀이,

학습놀이, 대근육 놀이로 분류하기도 하고, 놀이 기구에

따라 휴식적 놀이, 스릴감 있는 놀이, 모방적 놀이, 도전

적 놀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5세 아동의 자유놀

이를 관찰하여 6가지로 분류한 파튼(Parten)5)과 뷜러

(Buhler)6)의 이론을 발전시킨 스밀란스키(Smilansky)7)

인지적 놀이 유형과 다른 학자들이 많이 제시한 신체놀

이와 교수놀이를 포함하여 유아기 놀이의 유형과 놀이

종류를 살펴보면 <표 3>8)와 같고, 각 연령별로 놀이 행

태 특징을 놀이유형과 연관을 지어 살펴보면 <표 4>9)과

같다. <표 4>에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들은 연령별로 빠

르게 변화가 있으며, 연령대로 선호하는 놀이가 있으며, 같

5) 파튼(Parten)의 유아 놀이 6단계는 한가한 놀이(비참여 행동)→혼

자놀이(단독놀이)→방관자 행동→평형 놀이→연합놀이→협동놀이

로 발달되며 연령에 따라 놀이 특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6) 뷜러(Buhler)는 유아의 놀이 유형을 기능놀이, 상상놀이, 수용 혹은

감상놀이, 창작 혹은 구성놀이로 구분하였다.

7) 스밀란스키(Smilansky) 의 기능적 놀이, 구성 놀이, 극적 놀이, 규

칙이 있는 게임으로 놀이를 구분하였다.

8) 주송이. op.cit., pp.13-17 종합 재구성

9) 주송이. op.cit., pp.5-12 / 김종철, 미취학아동의 가정용 시스템 가

구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2-16 종합 재구성

은 놀이 유형에서도 양적ž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으며

연령대가 올라 갈수록 놀이 형태가 하나의 단순한 놀이 형

태보다 두 가지 이상의 놀이가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놀이가 매우 일상이며

자유롭게 진행되어 나가며, 신체의 세련된 운동능력이나

기술을 요하는 활동을 즐기고,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무엇

인가 만들고 그리며 꾸미는 활동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이 시기 아동들은 놀이를 통제하기 보다는 그들

의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사물을 가지고 노는 아

동들을 위해 가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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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디자인 조건

구조적

측면

ž 견고한 구조와 보관 용이성
ž 사용자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보다 외형적으로 구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안전
ž 겹쳐서 쌓을 수 있는 형태나 구조,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는 구조, 접

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재료적

측면

ž 인체 유해성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생산할 때 환경오염을 줄이는 소재
ž 목재 가구 경우 수용성 타입의 도료, 저공해 페인트, 포르말린을 사

용하지 않은 건식무늬목, 수성 접착제, 천연마감재
ž 환경 마크나 HB마크가 표기된 재료
ž 세척이 쉬운 재료와 마감 방법
ž 원목은 자작나무와 단풍나무 등 밝은색과 따뜻한 느낌의 목재 사용

형태적

측면

ž 상상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시각화하는 것을 피하고, 물체 인지에 영향을 주는 색채에 중점을 두
어 디자인
ž 아동들이 선호하는 형태 특성 반영
① 원형과 구 형태 선호 ② 단순한 이미지와 형태 선호 ③ 동물이미
지를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낌, 특히 고양이, 토끼, 개, 사자, 나비, 곰
등을 선호 ④ 자연물 이미지 선호 ⑤ 획일화된 기하학 형태나 강한
원색의 일색 구성은 피해야 함

색채적

측면

ž 사물을 인식하는데 색채의 비중이 큼
ž 난색계열과 중성색 계열, 채도가 높은 순색 계열 선호
- 선호하는 색상은 노랑 , 주황, 분홍, 빨강 등 이며, 싫어하는 색은
어둡고 탁한 색으로 검정, 회색, 감청, 고동색, 국방색 등
ž 난색계열을 중심으로 채도가 높은 한색 계열을 부분적으로 배치

<표 5> 놀이가구의 세부 디자인 조건

5세

구성놀이
ž 잘 고안된 놀이나 일정한 조작에 의

해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놀이
ž 세련된 기술을 요하는 조작 놀이

ž 모양 따라 가위질, 종이접기,
구멍 뚫린 판에 수놓기, 기
하학적인 모형 블록 만들기,
소규모 모형 맞추기

신체놀이
ž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일정한 테
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고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함

ž 기교를 부려 뛰거나 기어오
르기, 미끄럼 타기, 공놀이,
각종 운동경기

게임
ž 인지 능력 발달로 일의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고 그
러한 과정이 포함된 놀이

ž 주사위 놀이, 말놀이, 바둑
판 놀이, 복잡한 수수께기판
맞추기

역할놀이
ž 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과정이 있

는 상상, 극적놀이를 즐김
ž 복잡하고 규모가 있는 상상

놀이, 극적놀이

6세
～
7세

ž 놀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임

게임
ž 집단끼리 경쟁을 하는 놀이나 게임을 많이 하고 집단 내의 규칙

을 정하여 이를 지키려고 함
역할놀이 ž 다른 집단의 놀이를 집단 전체가 모방 놀이 등

(3) 놀이가구 개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변화가 심한 4∼7세의 아동

들은 놀이 도구와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도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므로 아동의 공간 대다수

를 차지하는 가구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

른 대안으로 놀이가구가 필요하다.

놀이가구란 아동을 위한 가구에 놀이적인 요소를 종합

한 유희용 가구로 학습, 휴식, 수납을 위한 기능적 역할

외에 놀이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즉 아동들의 공간에서 학습 공간, 수면 공간, 휴식 공간

에 사용되는 가구에 조립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놀이적

형태를 부가하여 형태적 다양성과 다용도적인 기능을 부

가한 가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가구는

아동들이 고정된 놀이 양식보다는 아동들이 원하는데 따

라 변화를 갖게 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신체활동과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

다. 종류는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용 놀이가구, 유치

원용 놀이가구, 가정용 놀이가구, 신체장애자를 위한 놀

이가구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학습을 위한 책상, 의

자, 책장, 책꽂이 등에 놀이를 겸한 학습용 놀이가구, 안

락의자, 침대에 놀이를 겸한 휴식용 놀이가구, 완구나 물

품을 정리하는 정리장, 옷장 등에 놀이를 겸한 수납용

놀이가구로 구분된다.

(4) 놀이가구의 기본 조건

놀이가구는 아동의 신체, 인지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

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고려와 함께 놀이의 주체인 아

동들로 하여금 많은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상상력

과 창조성, 독창성을 유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

록 디자인 되어야한다. 이에 개리슨(C.G.Garrison)10)이나

10) C.G. Garrison은 안전하고 건설적 어린이 놀이 가구를 6가지 측면

에서 제안하였는데 1. 어린이의 자아활동을 자극해야하며 창의적

인 놀이 태도를 갖게 하고 방관보다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맞아야 한다. 3.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욕망

을 자극하는 가구로서 미적,

예술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4. 다목적 가구가 학습에 적

당히 사용 되고 있다면 좋은 기능을 보여줘야 한다. 5 재료는 위

생적이여야 하므로 쉽게 세탁하거나 소독 할 수 있어야 한다. 6.

어른의 지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암시적인 것 이여야 한다.

이지민, 어린이 놀이가구에 대한 실태 분석, 이화여대 산업미술대

워터 와그너(Water Wagner)11) 등의 학자들의 의견과

아동들의 놀이행태 등을 종합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인격적 발달을 자

극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활동목적을 파악하여 이를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성장 과

정에 맞아야 하며, 운동발달 및 사회성을 길러 줄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구조가 단순하며 형태와 색채가 아동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 다섯째, 조립이 간단해야 하며 견고

하고,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쉽게 정돈 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오염 부분의 처리가 쉬운 재료를 써야

하며 혼자서도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충격에

안전하며, 부드러운 표면과 가벼운 무게감, 모서리가 날

카롭지 않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5) 놀이가구의 세부 디자인 조건

놀이가구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세부 디자인 조건을 구조적 측면과 재료적 측면, 형태적

측면, 색채적 측면에서 체크해 보면 다음<표 5>12)와 같다.

3. 사례 분석을 통한 놀이가구 유형 및 특성

3.1. 분석 대상 및 방법

미취학 대상 놀이가구의 유형과 특성 분석을 통해 향

후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로 분석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48 재인용

11) 워터 와그너(Water Wagner)는 놀이가구는 1. 활동 목적을 정밀히

파악하여 이를 완전히 만족 시킬 수 있는 도구이여야 한다. 2. 구조

가 단순하고 튼튼하며 경제적이여야 한다. 3. 형태나 색채에 있어 놀

이 도구는 미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을 포함하는 것 이여야 한다.

12) 한상희, 아동용 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8.12, pp.48-77 / 주송이, op.cit., pp.54-60 종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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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놀이 기능 분포도

의자

퍼즐, 유니트 이용
형태 만들기 등
구성 놀이와 흔들
기, 껴안기 신체놀
이가 주를 이룸

침대
매달리기, 미끄럼
틀이 추가된 신체
놀이가 주를 이룸

수납장

소꿉놀이, 가게놀이
등의 역할 놀이와동
물ž자연 형태 사물
인지를 위한 교수
놀이, 바퀴 달아 움
직이기, 기어 오르
기 등 신체 놀이가
주를 이룸

책상

그림그리기, 게임,
동물 형태 등 교수
놀이와 쌓기, 배열
하기 등 구성놀이
등이 주를 이룸

매트류

퍼즐, 쌓기, 배열하
기 등 구성 놀이와
뛰기, 구르기등의
신체 놀이가주를
이룸

기타

소품

병원, 가게 놀이
등의 역할 놀이
가 주를 이룸

<표 7> 국내 놀이가구 아이템별 주요 놀이 기능

<표 6> 국내 놀이가구 제품 분포도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국내ž외 아동용 가구를 생산

판매 하는 업체와 브랜드 리스트를 먼저 조사하였다. 조

사 결과 국내 아동용 가구 브랜드는 35개 정도이며, 놀

이가구 제작업체는 14개 업체, 해외는 61개 정도이며, 놀

이가구제작 업체는 30여개 업체로 조사되어 이를 중심으

로 조사하였다. 2단계로 조사된 리스트의 회사들이 생산

하는 제품 상세 아이템을 인터넷 자료와 기업홍보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대상 아이템을 다 조사하고, 놀이가구의

기능을 가진 가구들을 취합하여 놀이가구의 기본 타입을

분류하고 세부 칼라와 형태 베리에이션을 포함한 제품을

를 조사하였다. 3단계로 취합된 놀이 가구를 중심으로

의자, 침대, 수납장, 책상, 매트류, 옷장, 기타 소품 등으

로 분류하고, 각 아이템별로 놀이기능 중 어떠한 부분을

더 반영하고 있는지 각 타입별로 조사함으로 아동들의

정서와 신체, 사회적 발달, 인지 발달 중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체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태 유형을 분

석하여 어떠한 형태가 미취학 아동용 놀이가구로 선호되

고 많이 반영되는지 체크하고자 하였으며, 재료분석을

통해 놀이가구에 적합한 재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한 색채 분석을 통해 미취학 아동용 놀이가구에 적합한

색채와 색채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색채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비

교대상 제품 수가 너무 많고 모든 제품의 시료 채집이

힘든 사항이므로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통한 분석인

만큼 뉘앙스적인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색채 계열과 색

채 반영 분포도를 제시하기위해 NCS 색삼각형과 색상환

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색채 분포도로 제시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와 해외의 놀이가구 개발 현황

을 정확히 도출하고 이를 비교함으로 향후 새로운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2. 국내 놀이가구 유형 및 특성

(1) 국내 놀이가구 현황 및 유형

국내 아동용 가구 브랜드는 35개 정도로 조사 되었으

며 이 중에 놀이가구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는 업체는

디자인 스킨, 라비아, 에듀테인, 쿤, 퍼니존, 이와신 디자

인이 다양한 가구 아이템을 생산하는 대표적 업체이며

그 외에 14개 업체13)에서 한두 개의 아이템에서 놀이 기

능을 추가한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국내 놀이가

구 타입은 전체 157타입이 조사 되었고, 제품 칼라와 형

태변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종류는 327개 정도로 조사

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목된 아이템 유형은 앉는 기

능과 쌓기, 맞추기, 타기 등의 기능을 가진 의자가 48.4%

13)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국내 놀이가구 생산업체로 교연교구, 까

사미아키즈, 꿈꾸는 요셉, 나무늘보, 나무와 아이, 본생태 키즈, 밴

키즈, 사사앤 톰과 제리, 아이소파, 안데르센, 퍼니페이퍼, 핀란디

아, 하이파 가구, 한샘 키즈에서 책상과 의자, 침대, 수납장을 중심

으로 놀이가구를 생산하여 판매 하고 있다.

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미끄럼틀과 집이나 영역놀이가

가능한 침대가 15.9%, 책을 꽂거나 담고, 올라타고, 맞추는

기능이 추가된 수납장이 12.1%, 테이블 위에 그림을 그리거

나 맞추기 기능이 있는 책상이 9.6%, 바닥매트나 파티션, 다

양한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한 매트가 9.6%, 그 외 거울이나

연필꽂이, 미니 수납함 등이 4.4% 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각

아이템별로 놀이 기능을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다.

(2) 국내 놀이가구 형태

놀이가구 형태를 분석해 보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

타난다. 직선을 강조한 기하학 형태, 곡선 장식형, 유니

트(Unit)형, 덩어리 감을 주는 양감형, 자연물을 본뜬 자

연물형, 인공물을 본뜬 인공물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조사된 327개의 놀이가구 형태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곡선장식형이 26.6%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직선형 기하학 형태가 23.5%, 유니트형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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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형이 15.6%, 자연물형이 12.2%, 인공물형이 4.6%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동이 대상이므로 안전성과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흔들기 신체놀이 기능을 추가하

므로 하부에 라운드 구조를 넣으면서 디자인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형 분포도 관련 제품 이미지

직선형

기하학형태

23.5%
(77)

곡선장식형
26.6%

(87)

유니트형
17.4%

(57)

양감형
15.6%

(51)

자연물형
12.2%

(40)

인공물형
4.6%
(15)

<표 8> 국내 놀이가구 형태 유형 분석

(3) 국내 놀이가구 재료

조사 대상 된 놀이 기능을 포함된 놀이 가구 327개를

대상으로 주자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폴리우레탄 폼

(PU)이 37.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원목이

20.8%, MDF 등의 보드가 16.5%, 원목계열의 합판이

15.6%, 폴리우레탄 커버가 4%, EVA가 2.4%, 이중 강화

골판지다 1.5%, 그 외 PE와 PVC가 0.9% 정도로 조사

되었다. 이는 놀이가구 특성상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며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하므로 스펀지 계열의 PU제품이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아동용 가구 경우 유해 물질

의 위험성으로 인한 친환경 가구가 강조됨으로 인해 관

리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원목가구와 원목계열의 합판 제

품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 경우도 유해물질

이 가장 적게 포함되거나 배출이 적은 EVA나 PE계열이

사용되고 있으며 표현이 자유롭고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MDF 등의 보드나

합판 등 사용할 경우 표면 처리에서 일반 우레탄 도장보

다는 파우더 코팅14)이나 특수 친환경 도장 공법을 이용

주재료 분포도 관련 제품 이미지

목재

원목(자작나무,

미송 등)

20.8%

(68)14)

합판(자작

나무합판)

15.6%

(51)

보드(MDF,

PB 등)

16.5%

(54)

<표 9> 국내 놀이가구 재료 분석

14) 파우더 코팅은 고체 분말 열처리 오븐 방식으로 높은 온도에서 여

러 번 구워 포면의 강도를 높임으로 강한 표면처리와 스크래치성

합성

수지

EVA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2.4%

(8)

PE

(폴리에틸렌)

0.9%

(3)

PU

(폴리우레탄폼)

37.3%

(122)

종이
이중강화

골판지

1.5%

(5)

섬유

PVC

(염화비닐)

0.9%

(3)

PU

(폴리우레탄)

4%

(13)

한 도장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4) 국내 놀이가구 색채

조사 대상 된 놀이 가구 327개를 대상으로 주자재를

중심으로 색채를 분석하여 각 제품의 주요 색채를 도출

하고 각각 해당되는 제품을 아이템별로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조사 되었다. 아이템 중 의자가 가장

많은 제품수가 있는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가장 다양한

색채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매트류와 책상이 다양

한 색채 분포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침대와 기타 소품

이 제품 수도 적었지만 색채 분포도도 적게 나타났다.

의자 경우 YR계열 1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2.4%

의 G계열, 9.4%의 Y계열, 7.5%의 화이트(White) 색채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나머지는 채도가 높은 tone

칼라와 tint 계열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일부 제품에서

블랙과 더불어 shade 계열의 제품도 일부 조사 되었다.

침대 경우는 주로 원목을 사용한 제품이 많은데 기인하

여 47.3%가 YR 계열의 밝은 tint칼라가 31.6%가 화이트

제품이 주를 이루고, 15.8%는 목재 소재 중 중채도의

tone 칼라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매트류에서 가장 많은

색채는 14.4%의 Y계열의 tint칼라이고 나머지는 YR, B,

아이템 분포도

의자

(266)

16.5%(44) 1.5%(4) 0.8%(2) 1.9%(5) 1.1%(3) 4.5%(12) 1.9%(5) 0.8%(2)

9.4%(25) 1.1%(3) 12.4%(33) 1.1%(3) 0.4%(1) 1.5%(4) 4.9%(13) 1.5%(4)

0.8%(2) 0.8%(2) 0.4%(1) 0.4%(1) 0.4%(1) 0.4%(1) 0.8%(2) 1.5%(4)

7.5%(20) 7.1%(19) 4.9%(13) 1.5%(4) 0.4%(1) 10.5%(28) 0.4%(1) 1.1%(3)

다른 아이템에 비해 색채가 다양하고 그
만큼 전체 계열로 분포되고 있으나 특히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며
그 다음 Y, GY, RB계열에 분포되며 상
대적으로 GB계열이 적음. 채도가 높은
원색과 pure color, tint, shade 계열에도
골고루 분포되고 화이트 제품도 7.5%로
꽤 높은 분포도를 보임 

<표 10> 국내 놀이가구 색채 분석

이 강해져 충격이나 긁힘에 강한 인체에 무해한 표면처리 방식으

로 활동성이 왕성한 어린이 가구에 적합한 신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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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해외 놀이가구 제품 분포도

침대

(38)

47.3%(18) 31.6%(12) 15.8%(6) 2.6%(1) 2.6%(1)

전체 제품 칼라 분포는 YR 계열에 전
반적으로 분포하고 R계열의 칼라가
일부 분포되고 있으며, tint 계열이 주
를 이루고, 목재 칼라인 tone 칼라가
15.8% 정도 분포

수납장

(61)

1.6%(1) 11.5%(7) 41%(25) 14.8%(9) 1.6%(1) 8.2%(5) 1.6%(1)

5%(3) 9.8%(6) 1.6%(1) 1.6%(1) 1.6%(1)

전체 제품 칼라 분포는 YR계열이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GY계열과 R계
열과 B계열 칼라가 1.6%정도 분포되
고 있으며, tint 계열이 주를 이루고 일
부 중채도의 tone 계열 칼라가 분포

책상

(55)

1.8%(1) 10.9%(6) 5.5%(3) 1.8%(1) 23.6%(13) 23.6%(13) 3.6%(2) 1.8%(1)

3.6%(2) 12.7%(7) 1.8%(1) 1.8%(1) 1.8%(1) 1.8%(1) 1.8%(1) 1.8%(1)

칼라 색상 분포는 YR, Y, GY, RB에
분포되고, BG 칼라가 1.8% 일부 분포
되고, tint 계열이 주를 이루고,
chromaticness를 함유량이 많은 pure
color가 수는 많지 않지만 Y, R, G계열
칼라들이 사용됨

매트류

(118)

2.5%(3) 3.4%(4) 3.4%(4) 6.8%(8) 5.1%(6) 8.5%(10) 3.4%(4) 14.4%(17)

4.2%(5) 3.4%(4) 9.3%(11) 6.8%(8) 4.2%(5) 9.3%(11) 5.1%(6) 5.1%(6)
의자 다음으로 다양한 칼라 분포도를
보이며 다른 제품에 비해 특정 칼라에
모이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tint 계열과 chromaticness를 함유량이
많은 pure color가 다른 제품에 비해 많
은 분포를 보임5.1%(6)

기타

소품

(11)

18.1%(2) 54.5%(6) 18.1%(2) 9%(1)
화이트 무채색계열과 Y계열과 GY계열
의 칼라 제품이 있으며, 화이트와 저채
도의 tint 계열 제품이 대부분임

G계열의 색채가 골고루 조사 되었다. 기타 소품류에서는

밝은 자작나무 소재 등의 색채인 고채도 YR 계열이

5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화이트와 Y계열의 tint 칼라

가 18.1%로 조사 되었다.

3.3. 해외 놀이가구 유형 및 특성

(1) 해외 놀이가구 현황 및 유형

해외 아동용 가구 브랜드는 기업 정보와 카다록과 인

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60여개 정도로 조사 되었다. 이 중에 놀이가구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는 업체는 A rocking horse to love(미

국), Haba (독일), Play+(이태리), Judson Beamont(캐나

다) 등 다양한 가구 아이템을 생산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30여개의 업체
15)
에서 의자를 중심으로 수납장, 침대, 책

상, 매트류, 옷장 순으로 놀이 기능을 추가한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해외 놀이가구 타입은 전체 365개

타입이 조사 되었고, 제품 칼라와 형태 변형을 통해 생

산되는 제품 종류는 660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

장 많이 접목된 아이템 유형은 앉는 기능과 쌓기, 맞추

기, 타기, 흔들기 등의 기능을 가진 의자가 4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책을 꽂거나 담고, 올라타고, 맞추거나 동

물이나 자연형태를 형상화하거나, 다양한 역할놀이 가능

한 수납장이 16.9%, 자동차놀이나 벙커, 텐트 등으로 아

이들만의 아지트를 연출하거나 미끄럼틀이나 매달리기

등의 기능이 추가된 침대가 15%, 테이블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맞추거나 쌓기, 배열하

기 기능이 있는 책상이 14.3%, 바닥매트나 파티션, 다양 한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한 매트가 3.6%, 그 외에 오르고 매달

리기 기능이 추가된 옷장이 1.7% 정도이며 조사 되었으며,

각 아이템별로 놀이 기능을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다.

아이템 놀이 기능 분포도15)

의자

흔들기, 시이소 등
신체 놀이와 퍼즐
맞추기, 유니트 이
용 형태 만들기, 블
록 쌓기 등 구성놀
이가 주를 이룸

침대

자동차 놀이, 벙크,
주거 공간, 다양한
공간연출을 하는 역
할 놀이가 주를 이
루고 미끄럼틀 , 올
라 타기 등의 신체
활동이 주를 이룸

수납장

동물ž자연 형태 사
물 인지를 위한 교
수 놀이, 바퀴 달아
움직이기, 기어오르
기, 미로구성 등 신
체 놀이, 쌓기, 배열
하기 등의 구성놀
이가 주를 이룸

책상

그림그리기, 음악연
주, 게임, 동물 형태
등 교수놀이와 쌓기,
배열하기 등 구성놀
이 등이주를 이룸

매트류

퍼즐, 쌓기, 배열하기
등구성 놀이와 뛰기,
구르기등의 신체 놀
이가주를 이룸

옷장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신체 놀이가
주를 이룸

<표 12> 해외 놀이가구 아이템별 주요 놀이 기능

15) 조사 대상이 된 해외 놀이가구 생산업체는 Adelta, Magis(이탈리

아), Babyology(오스트리아), Bobles, jesper Kthomsen, Kad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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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포도 관련 제품 이미지

직선형

기하학형태

28.7%
(139)

곡선장식형
24.8%
(120)

유니트형
10.3%

(50)

양감형
14.7%

(71)

자연물형
11.8%

(57)

인공물형
9.7%
(47)

<표 13> 해외 놀이가구 형태 유형 분석

(2) 해외 놀이가구 형태

해외 놀이가구도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내와 마찬

가지로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전체 조사된 가구는

칼라가 다르면서 제품의 형태가 같은 것을 제외한 484개

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하학형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곡선장식형이 24.8%, 양감형이 14.7%, 자

연물형이 11.8%, 유니트형이 10.3%, 인공물형이 9.7%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선형이 많기는 하나 양감형이나

자연물형, 유니트형, 인공물형이 거의 자유곡선 형태로

표현되는 제품이 대다수로 형태적으로 둥글거나 생동감

있는 곡선유닛이 국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해외 놀이가구 재료

주자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목재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원목이 37%로 가장 많

았으며, 그다음 합판과 보드류가 15%정도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합성수지 중 PU폼이 9.8%, PE가 8.2%, PU 커

버가 6.8%, 이중강화 골판지가 5.2% 정도로 조사되었고

EVA, 금속 소재 제품도 일부 조사되었다. 이는 아동용

가구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성이 중요하므로 제

주재료 분포도 관련 제품 이미지

목

재

원목(자작나무,

미송 등)

37%

(135)

합판(자작

나무합판)

15%

(55)

보드(MDF,

PB 등)

15.3%

(56)

<표 14> 해외 놀이가구 재료 분석

(덴마크), Cilek, Vitra(터키), DeBreuyn, Rasselfisch, Thomaswehage

(독일), esty, Foldschool, Greenlullaby, Lglooplay, Kids Bedroom

furniture, Land Of Nod, MinKangdesign, OFFI, Musical

Furnishings, P'kolino, U.M.O.2(미국), Eibe, Huzid, Kompott,

Studio Amy Hunting(영국), Inhabitots(노르웨이), Mnordetails(일

본), The snowrom(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놀이가구 365개 타입,

484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합

성

수

지

EVA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0.5%

(2)

PE

(폴리에틸렌)

8.2%

(30)

PU

(폴리우레탄폼)

9.8%

(36)

종이
이중강화

골판지

5.2%

(19)

금속 metal
1%

(4)

섬유

PVC

(염화비닐)

0.8%

(3)

PU

(폴리우레탄)

6.8%

(25)

품의 유해 물질 배출이 적은 원목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안정성과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PU 제품이 사용

되고, 유해성이 적은 PE, EVA가 사용되고 있다.

(4) 해외 놀이가구 색채

조사 대상 된 놀이 가구 365개 타입을 대상으로 주자

재를 중심으로 색채를 분석하여 각 제품의 주요 색채를

도출하고 각각 해당되는 제품을 아이템별로 조사한 결과

<표 15>과 같이 조사 되었다. 해외도 의자가 가장 제품

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된 색채도 다양하였다. 그리

고 특정 색채가 많이 적용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

루 사용되고, 국내 보다는 고명도, 고채도의 tone 칼라가

더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색채를 적용하고 있

다. 그 다음은 침대와 수납장, 책상이 YR 계열을 중심으

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매트류는 파스텔톤 보다는

순채도의 색채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옷장 경우 YR, GY

의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

내와 색상 면에서 다른 점은 전체적으로 국내 제품이 저

채도의 tint 칼라가 많이 사용되고, 색채의 적용 변화폭

이 좁은 반면 해외 제품은 맑은 tone칼라가 많이 사용되

고 색채의 적용범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

아이템 분포도

의자

(162)

3%(5) 3.7%(6) 3%(5) 5%(8) 3.7%(6) 1.2%(2) 7.4%(12) 2.4%(4)

2.4%(4) 1.8%(3) 1.8%(3) 1.2%(2) 0.6%(1) 3%(5) 3.7%(6) 3%(5)

1.2%(2) 1.8%(3) 1.2%(2) 1.2%(2) 1.8%(3) 1.2%(2) 6.1%(10) 3.7%(6)

0.6%(1) 3%(5) 0.6%(1) 1.2%(2) 0.6%(1) 1.8%(3) 9.2%(15) 3%(5)

0.6%(1) 1.2%(2) 0.6%(1) 4.3%(7) 2.4%(4) 1.2%(2) 3%(5)

<표 15> 해외 놀이가구 색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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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162)

다른 아이템에 비해 국내와 마찬가지로
제품수도 많고 색채분포도 전체적으로
분포해있으며 BG계열이 국내보다 많이
분포되며, YR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도
를 보이고 있음. 맑은 느낌의 pure
color, tone계열이 많고 tint, shade 계열
에도 골고루 분포되고 아이보리와 베이
지 톤 색채가 7.4%, 9.2%로 꽤 높은 분

포도를 보임 

침대

(86)

42%(36) 2.3%(2) 4.6%(4) 11.6%(10) 2.3%(2) 7%(6) 1.1%(1) 5.8%(5)

2.3%(2) 2.3%(2) 1.1%(1) 1.1%(1) 3.5%(3) 8.1%(7) 4.6%(4)
전체 제품 색채 분포는 YR 계열에 전
반적으로 분포하고 R계열의 색채가
일부 분포되고 있으며 pure color가 국
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목재 제
품 사용으로 tone 계열이 많고, 밝은
목재이용으로 tint 계열 색채가 전체적
으로 50% 정도 사용됨

수납장

(51)

9.8%(5) 5.8%(3) 11.7%(6) 11.7%(6) 1.9%(1) 1.9%(1) 17.6%(9)

3.9%(2) 7.8%(4) 5.8%(3) 3.9%(2) 3.9%(2) 1.9%(1) 3.9%(2) 7.8%(4)

전체 제품 색채 분포는 YR계열이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RB계열과 GY
계열 각각 6% 정도의 분포도를 보이
고 있으며, tone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tint 계열과 Shade 계열이 일부
중채도의 tone 계열 색채가 분포됨

책상

(49)

32.6%(16) 6.1%(3) 12.2%(6) 20.4%(10) 2%(1) 6.1%(3) 4%(2) 2%(1)

2%(1) 6.1%(3) 2%(1) 4%(2)

YR계열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 RB와
GB계열이 각각 6% 정도, B계열이
2% 일부 분포되고, tint와 고채도, 중
명도의 shade 색채를 사용하고, pure
color에 가까운 tone 계열이 사용되고
있음

매트류

(11)

9%(1) 9%(1) 45.4%(5) 9%(1) 18.1%(2) 9%(1)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 매트는 R, Y, G
계열의 색채가 사용되고 거의 pure
color에 가까운 색 5가지 색채가 주를
이루고 tint계열 색채는 밝은 G계열 색
채로 9% 정도 분포도를 보임

옷장

(6)

50%(3) 33.3%(2) 16.6%(1)

GY 계열과 YR 계열의 색채 제품이 있
으며, 저채도, 고명도의 tint 계열 제품이
대부분임

템 중 침대에서 좀 더 다양한 색채 제품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제품보다 놀이 영역이 다양해지고 가변성을

준 제품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4∼7세를 위한 미취학 아동의 놀이가구에

대한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도출하고, 향후 미취학을 대

상으로 하는 놀이가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

고자 국내와 해외의 현재 놀이가구 제품 시장 현황을 형

태와 재료, 색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놀이가구의 개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와 해외 놀이가구의 분석

을 통해 도출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해외 모두 놀이가구 유형은 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국내는 침대(15.9%), 수납장(12.1%),

책상과 매트류(9.6%), 기타 소품(4.4%)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해외는 수납장(16.9%), 침대(15%), 책상(14.3%), 매트

류(3.6%), 옷장(1.7%) 순으로 나타났다. 옷장은 국내 사

례는 없고 해외 사례에만 조사된 유형으로 아이들 방을

통합적으로 계획 시 다른 가구와 연결하여 적용된다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놀이 기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경우 의자

경우 맞추기나 유니트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구성놀

이 위주라면 해외 경우는 흔들기, 시이소 등 신체 활동

을 유발하는 신체놀이가 주를 이루고, 침대 경우 국내

제품은 2층 침대에 미끄럼틀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며 해외는 다양한 공간연출과 신체활동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제품이 대다수이다. 수납장에서도 국내는 고정형

태의 역할놀이가 주를 이룬다면 해외는 다양한 형태와

구성이 가능한 교수놀이와 기어오르기, 미로 구성의 신

체놀이를 수납장에서도 시도함을 알 수 있다. 책상도 그

림그리기 등의 교수놀이가 주가 된다면 해외 경우 그림

그리기 외에 음악연주, 게임, 동물과 인공 캐릭터의 다양

한 반영을 통한 교수놀이 기능이 좀 더 강화 되어 동적

이 가구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국내 경우 연령

대가 3세나 4세가 중심이 된다면 해외가구는 3세에서부

터 7세까지 다양한 연령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이 많이

조사 되었다.

셋째, 형태면에서는 유형 분포는 크게 차이나 나타나

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선형 가구에서는 국내

형태가 단순한 기하학 구조와 선의 사용으로 기능이 단

순한 반면에 해외 경우 직선과 기하학을 이용하지만 조

금 더 복잡한 형태의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교차

형태 등의 반영으로 좀 더 복잡한 구조와 가변성을 포함

함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 다양한 제품 형태가 조

사되었다. 그리고 자연물 형태의 반영도 좀 더 유기적이

고 곡선형의 형태가 반영되고 있으며, 인공물을 캐릭터

화 하여 모방된 형태도 국내 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공적인 측면에서 해외 제품

들은 목제로 제작되어도 재료 모서리 처리 등을 곡면형

으로 처리하고 구조 자체가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넷째, 재료 면에서는 국내와 해외 모두 큰 차이가 없

이 목재 제품이 가장 많고 PU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나,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모두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재료로 PE, EVA 소재 사용이 점차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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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색채 면에서는 목재 제품이 많으므로 YR계열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의자에서 가장 많은 색

채가 적용되고 있다. 단, 국내 경우 색채가 주로 tint계열

의 저채도, 고명도가 많은 반면 해외 제품은 맑은 느낌

의 tone계열 색채가 주를 이루며, 순채도의 제품도 국내

보다 많이 조사 되고 제품별 색채 베리에이션도 더 많아

아동들의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다

양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미취학 아동들이 혼합색

보다는 단색과 밝은 색을 선호하고, 아동들의 취향을 적

극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에 비해 소극적인 놀이를

유도하는 놀이가구라면 해외 놀이가구는 신체활동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복합적인 놀이 기능의 놀이가구

라 할 수 있다. 색채나 형태적인 면에서 국내 제품들이

다양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가구 개발

시에는 유아ž동 발달 특성 연구를 통해 형태, 색채 등의

디자인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이며 감성

을 자극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놀이가구 경우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가구와는 다른 구조방식이 요구

되므로 가구의 형태와 사용 방법에 따라 아이템별로 구

체적인 구조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다양

한 방식의 놀이가구가 제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실

제 사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각 연령별 아동의 인지 및 사고특징과 각 연령

별 주요 놀이 특성을 강조하는 놀이가구의 개발도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자재확보와 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과 가격의 조화를 추구하고, 원ž부

자재의 가공기술 연구를 통해 놀이가구의 주요 특성인

안정성과 가변성, 융통성, 다양성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 신체 발달을 고려하는 친환

경성을 모두 갖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놀이가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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