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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sign and develop the user centered desk which 
considered children with cebral palsy in Korea.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desk were per-
formed the convergence study of the University Department of the Social Welfare and the 
Living Furniture Design. First of all, the 2 students and their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alyzed the literature, observed the children with cebral palsy and the needs 
survey of the service providers of a Welfare Center for children with cebral palsy. All of the in-
formation gathered were provided for the Department of the living Furniture Design. Second, 
the 2 students and their professor of the Department the Living Furniture Design proceeded the 
design concept, mocked up the desk for the children with cebral palsy. This was the user cen-
tered desk which considered of the features of children with cebral palsy body. Based on the re-
sults, the convergence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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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학에 개설된 전공은 다양하며, 서로 융⋅복합

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학제간의 교

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논문은 대학교 차원에

서 시행된 융복합 PBL (Project Based Learning)

연구의 하나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가구 제작실

습>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과 학생 2명과 가구디

2015년 8월 30일 접수; 2015년 10월 25일 수정; 2015년 10
월 25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박 정 임 (strjung@seoil.ac.kr)

자인과 학생 3명이 3개월간 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책상을 개발한 내용이다. 또한 시제품 제작

을 위해 한 개의 가구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한 개의 복지관을 선정하여 그 복

지관에 있는 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가구

를 개발하고자 한 바 부득이하게 조사대상의 숫자

와 욕구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었음을 밝힌다. 따라

서 차후에는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양

한 지역과 다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배경은 먼저 대학생들의 학제간

의 융⋅복합 실습을 통한 응용력 및 팀워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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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에 있으며, 두 번째는 전공 관련 현장 적응능

력 배양이며, 세 번째는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의

사소통능력 배양에 있다. 또한 소외계층인 장애아

동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정된 수요로 인해 

대량생산이 어려워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장애아동

용 책상의 대중화를 위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책상 시

제품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학제간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뇌 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심리 

및 사회적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뇌 병변 장애아

동의 가구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콘셉트 설

정부터 시제품제작까지 일련의 디자인개발 프로세

스에서 도출되는 내용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한 뇌 병변 장애아동과 그들이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책상에 대한 문헌조사 등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뇌 병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을 방문하여 그들의 신체 및 특징을 관찰하고 서비

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한다. 세 번째

는 모든 조사를 종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책상을 개

발한다. 두 전공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

지과에서는 뇌 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심리적 특성

에 대한 문헌조사와 맞춤형 가구에 대한 장애인들

의 욕구조사를 담당하며, 가구디자인과에서는 책상

의 콘셉트를 설정하고, 아이디어스케치, 모형제작, 

도면작성 그리고 시제품제작을 진행한다. 

2. 뇌 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심리 및 사회적 
특성 조사

현재 국내에서는 2003년 7월 개정된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열다섯 가지의 장애

유형으로 장애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

로 지체장애, 뇌 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

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가 있으며,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뇌 병변 장애아동

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상 뇌 병변 장애

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

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5). 구체적으로 뇌 

병변 장애의 정의 및 현황,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1. 뇌 병변 장애의 정의 및 현황

국내 뇌 병변 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260,718명이며, 이 중 뇌 병변 장애아동은 13,099명

으로 전체 뇌 병변 장애인의 0.5%를 차지한다(보건

복지부 2015). 뇌 병변 장애인을 유형별로 분류해보

면, 뇌성마비의 비율이 0~9세까지 57.8%, 10~19세

에서는 35.5%로 가장 많으나 이후 20~29세가 되면 

뇌손상 비율이 39.6%로 증가하고, 40~49세에 이르

면 뇌졸중의 비율이 58.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명희 외 2011). 뇌 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 

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로 정의된다(이명희 외 

2011). 뇌 병변 장애인의 경우 동반증상으로 경

직․불수의 운동, 관절구축,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간질장애 등의 장애를 동반하여 중복장애

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뇌 병변 장애의 경우 신

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

에 신체적 장애 외에 다양한 어려움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외 2011). 

2.2. 뇌 병변 장애의 대표적 유형: 뇌성마비 

뇌 병변 장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뇌성마비

는 뇌손상에 의해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신경계의 손상 위치와 근 긴장도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진다. 뇌성마비는 마비 

정도에 따라서 경증(mild)과 중증(severe)으로 나

누며, 경증(mild) 뇌성마비는 운동손상이 매우 적

은 것을 가리키며, 소 근육운동은 약하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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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장애명 성별 연령 

1 강 O 연 뇌 병변 장애 1급 여 12세

2 김 O 림 뇌 병변시각 1급 여 14세

3 김 O 영 뇌 병변 장애 1급 여 18세

4 민 O 진 뇌 병변 장애 1급 남 18세

5 신 O 진 뇌 병변 장애 1급 여 17세

6 신 O 석 뇌 병변 장애 1급 남 17세

7 안 O 선 뇌 병변 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여 9세

8 이 O 용 뇌 병변 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남 17세

9 이 O 준 뇌 병변 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여 18세

10 장 O 재 뇌 병변 장애 1급 지적장애 2급 남 18세

11 최 O 형 뇌 병변 장애 1급 여 15세

12 유 O 원 뇌 병변 장애 1급 여 9세

13 송 O 은 뇌 병변 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여 10세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받는다. 반면, 중증(severe) 뇌성마비는 운동능력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많은 도움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은혜 외 2012). 뇌성마비

의 대표적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2.2.1. 경직형 뇌성마비 

경직형(spastic)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 아동 

중 75~80%로 가장 많다. 근육이 뻣뻣하게 근 긴

장도가 높고, 움직임이 둔하여 잘 움직이기가 어렵

다. 능동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운동피질이 손상된 

경우에 나타나며 운동피질과 척수를 연결하는 추

체로가 손상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운동 피질이나 

추체로가 손상된 경우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몸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

쪽 몸의 조절이 어렵게 된다. 가만히 쉬고 있어도 

과긴장(Hypertonia)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척추의 

후만, 측만이 많고 구축의 위험이 높다. 근육구축

으로 인해 다리가 서로 가위모양으로 겹쳐지는 자

세를 보이고 이동이나 움직임에 한계를 보인다(박

은혜 외 2010).

2.2.2. 불수의 운동형(athetosis) 뇌성마비

뇌성마비인의 약 15~20% 정도를 차지하며 무

정위운동형이나 무도형이라고도 한다. 이 영역이 

손상된 아동은 특히 얼굴과 팔, 몸통에 의도하지 

않은 불수의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기, 먹

기, 물건 쥐기 등의 동작이 어렵다. 긴장하면 불수

의적 움직임이 심해지나 자는 동안에는 때로 불수

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며, 근 긴장도가 낮아 

앉아 있거나 걷는데 장애가 있다. 다른 유형보다는 

인지적 손상이 적은 편이나 불수의 움직임을 억제

하고 안정성을 갖기 위해 신체의 일부분이 과도하

게 사용되어 척추의 기형이 생기기 쉽다. 

2.2.3. 혼합형 뇌성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약 10% 정도가 이 유형에 해

당하며, 경직형 근 긴장도와 불수의 운동이 모두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주로 경직이 나타나다가 생

후 9~36개월 사이에 불수의 운동이 점차적으로 

심해진다. 뇌의 광범위한 손상에 의해 양다리는 경

직을 보이고 양팔은 불수의 운동을 보일 수 있으

며, 중증장애일수록 혼합형인 경우가 많다. 

3.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의 욕구조사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으로는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

관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뇌 병변 장애

아동 1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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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머리둘레 팔길이(어깨~손끝) 팔꿈치~손끝 키 허리 앉은 키

1 최 O 형 51 52 29 130 48 65

2 신 O 석 52 58 38 155 76 78

3 김 O 영 55 60 37.5 152 78 80

4 민 O 진 47 63 25 133 57 79

5 이 O 용 57 64 38 153 81 78

6 신 O 진 49 65 39 141 72 82

7 강 O 연 61 63 38 130 80 76

8 김 O 림 48 64 38 145 78 81

9 유 O 원 58 65  37 133 68 67

10 안 O 선 54 58  36 130 65 64

11 이 O 준 53 60  38 156 75 78

12 장 O 재 57 59  39 152 78 76

13 송 O 은 55 61  35 132 72 68

Table 2.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이들은 모두 뇌 병변 장

애 1급을 가지고 있고 중복장애로 지적장애를 가

지고 있는 경우도 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

명, 여학생이 9명이었으며, 연령은 9세부터 18세까

지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연령이 다

양한 아동들을 선정한 이유는 뇌 병변 장애아동의 

특성상 연령에 따라 신체사이즈에 크게 차이가 없

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뇌 병변 

장애아동들은 장애정도에 있어서 모두 중증장애아

동들이었다. 

다음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 13명의 신체적 특징

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 연구방법 : 욕구조사(needs survey)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가구개발을 위

해서 연구방법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적으로 욕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에는 ① 일반집단 

서베이, 표적집단 서베이, 주요 정보제공자 서베

이, 서비스제공자 서베이 등 여러 집단에 대한 서

베이 방법(survey method) ②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 복지기관 서비스이용 자료 분석 등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③ 지역사회 공청

회(community form) 등 집단접근방법을 통한 자

료수집방법이 있다(채구묵 2004). 본 연구에서는 

욕구조사의 방법으로 서베이 방법 중 서비스제공

자 서베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구리시에 있는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

고 있는 서비스제공자들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서

베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

은 뇌 병변 장애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

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서 이들을 매일 매일의 일

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1. 욕구조사의 대상 및 절차 : 서비스제공자(사회

복지사) 

욕구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뇌 병

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는 아동들에게 필요하다

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둘째, 뇌 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가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상생활의 편리 2) 장애아동의 재활 3) 부모나 

전문가의 케어도움, 셋째,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

한 가구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책상, 

2) 의자, 3) 옷장, 4) 사물함 넷째, 뇌 병변 장애아

동을 위한 가구의 재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냄새 2) 색깔 3) 촉감 4) 재질, 다

섯째,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안전 2) 편리 3)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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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의 필요성 19명 (95%) 1명 (5%) 

Table 3. The Needs of Developing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

일상생활편리 장애아동의 재활 부모나 전문가의 케어 도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가 필요한 이유 7명 (35%) 11명 (55%) 2명 (10%)

Table 4. The Reasons of Developing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

책상 의자 옷장 사물함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중 가장 필요한 것  10명 (50%)  10명 (50%) 0 0

Table 5. The Most Favorite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

아름다움 4) 재활의 보완적 기능, 여섯째,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 등

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기록해주십시오 등이

었다. 이밖에도 서비스제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 등을 질문하였다. 

3.3. 욕구조사결과 

3.3.1. 욕구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욕구조사 대상자들은 20여 명으로 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제공자들이다. 이들의 직업은 사회복지사 17

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기술직 1명 

이었다. 연령은 평균 32세이었고, 학력은 전문대졸 

5명, 대졸 13명, 대학원 이상 2명이다. 

3.3.2.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의 필요성

첫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

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를 질문하였다. 그 결

과 Table 3과 같으며, 20명의 서비스제공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 19명(95%)이 가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3.3.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

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고,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20명의 서비스

제공자들 중 11명인 55%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가 필요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재활’이라

고 응답하였고 7명인 35%가 ‘일상생활편리’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인 10%가 ‘부모나 전문가의 케어

도움’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들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가구를 개발할 시에는 ‘장애아동의 재활’

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3.4.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로 가장 필요

한 것 

세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

구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를 질문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0명

의 서비스제공자들 중 10명인 50%가 뇌 병변 장

애아동을 위한 가구로 각각 ‘책상’과 ‘의자’라고 응

답하였다.

3.3.5.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의 재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네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

구의 재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Table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20

명의 서비스제공자들 중 20명인 100%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의 재료 선정 시 가장 고려

해야 할 점은 ‘재질’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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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재질 20명 100%

Table 6. The Considerations of Developing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

항 목 N %

안전 15명 75%

   재활의 보완적 기능 5명 25%

Table 7.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Developing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 (%)

내용

1 시중에 있는 가구들이 뇌 병변 장애보다 지체장애(성인)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가구개발이 필요하다.

2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

3 재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안전한 가구가 필요하다.

4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5 여러 사례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각도나 높이조절이 용이한 가구이면 좋다.

6 일상생활에서 실용성이 있고 안전한 면을 고려해주면 좋다.

7 장애아동 입장에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8 재질도 중요하지만 뇌 병변 아동들도 취향이 있으니 촉감과 색깔도 고려했으면 한다.

9 가구의 재료는 냄새가 나지 않는 친환경재질이면 좋으며 침이나 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가구의 평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아동들이 중간 중간에 경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 등을 뻗치는 경우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Table 8. The Considerations of Developing Furniture for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3.3.6.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를 질

문하였고, Table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명의 

서비스제공자들 중 15명인 95%가 뇌 병변 장애아

동을 위한 가구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이

라고 응답하였고 5명인 25%가 ‘재활의 보완적 기

능’라고 응답하였다. 

3.3.7.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고려

해야 할 점

여섯 번째 질문으로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자유롭

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는데, Table 8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3.4.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 “뇌 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책상”으로 선정 

본 연구에서는 뇌 병변 장애아동의 서비스제공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 중 “맞춤형 책상”

을 개발하기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맞춤형 

책상개발에 대한 문헌조사와 관찰 등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4.1.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책상’에 

대한 문헌조사 

뇌 병변 장애 아동은 마치 아기와 같아서 손과 

뇌기능이 저하되고 따라서 소 근육 발달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물을 잡거나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주변의 

사물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를 제작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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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쉽게 잡을 수 있고, 성취

감을 느낄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책상에 서랍장을 만들 때 손잡이를 잡기 용이하게 

크고 가운데에 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아동이 가구를 사용했을 때 안전

해야 하고, 편리해야 한다. 뇌 병변 장애아동은 몸

의 움직임, 특히 팔, 다리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책상 가운데를 오목한 형태로 제작하여 아동이 부

딪히지 않게 제작하는 것이 좋고, 책상의 끝 부분

은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처리를 하여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밖

에도 가구의 일반적인 기능과 더불어 재활의 기능

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같은 뇌 병변 장애 아동이더라도, 개개인

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재

활기능을 덧붙여 주면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서고 걷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잡고 서

거나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책상의 기능과 더불어 

책상을 의지하여 서거나, 끌면서 걸어 다닐 수 있

는 역할을 하면 좋다. 즉 의자에 앉아서 사용하는 

책상보다는 서서 의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이 좋으며, 이때 아동을 잡아줄 수 지지대와 보호

대를 함께 만드는 것이 좋다. 옆의 그림을 장애아

동이 서기자세를 통해 재활을 유도하는 보조기구

이다. 이를 참고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

스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세유지 보조 기구에 의

지하여 생활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보조휠체어에 

책상을 붙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책상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하거나, 고무로 

마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강명순 외 2011). 

3.4.2. 뇌 병변 장애아동의 맞춤형 책상개발을 위한 

관찰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맞

춤형 책상을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학생

들이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

면서 관찰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아동 중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서거나, 걸

을 수 있는 아동들이 있었고, 자세유지 보호 기구

에 의지하여 누워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었다. 전

자의 아동들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으며, 

상체를 전후로 흔들면서 몸이 앞, 뒤로 쏠리는 경

우가 많았다. 또한 허리가 휘어있어 바닥에 잘 앉

아 있으려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소 근육 발달

이 잘 되어있지 않아 손가락으로 사물을 잡기 어

려워하고, 손 전체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주변 

사물을 잡을 때 시간이 걸리고, 여러 번의 시도 끝

에 사물을 잡는 것이 발견되었다. 후자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발달이 되어있지 않아, 손가

락,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고, 특히 하반신을 사용 

할 수 없는 아동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자세유지 

보호 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몸의 근육을 스스

로 움직일 수 없기 없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식

사를 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며 몸

을 사용하고 있었다.

4.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책상 개발

4.1. 자료조사

목재로 된 높낮이 조절 책상의 국내⋅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질은 원목집성목과 중밀도섬유판 

(MDF)이 가장 많으며, 높낮이 조절은 홈에 의한 

수동조절 시스템이다.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

판의 모서리에 턱을 준 것이 일반 책상과 다르며, 

장애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

게 라운드 처리되었다.

4.2. 콘셉트 설정

욕구조사 결과 및 자료조사에 근거하여 개발하

고자 하는 책상의 콘셉트는 먼저 높낮이가 조절 가

능하며, 휠체어의 상판과 책상의 상판으로 겸용 가

능한 탈 부착식이다. 재료는 재질감이 좋은 자작나

무합판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욕구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적용하였다. 자작나무 상판이 무겁기는 하

지만, 본 책상의 상판은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뇌 

병변 장애아들이 직접 들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

고 보조요원이나 복지사들이 다루는 것이므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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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ilmall.co.kr 출처 : http://item2.gmarket.co.kr

 출처 : blog.joins.com 출처 : www.semall.co.kr 출처 : www.idowoori.com

출처 : mitem.gmarket.co.kr 출처 : www.loveis.or.kr  출처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Table 9. The Case of Lift Cord Desk Which Made of Woods

Fig. 1. The wheelchair for the children with cere-
bral palsy.  

가 없다. 책상에 적용할 때 높이 조절은 홈에 의한 

수동조절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안전을 위하여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며, 휠체어에 앉아 사

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상판을 만든다.

4.3. 아이디어스케치

가구디자인과 2학년 3명의 학생이 설정된 콘셉

트에 기초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회의를 거쳐 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4.4. 모형제작

선정된 2개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기반으로 모형

을 제작한 후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

종 1개의 모델을 확정하였다. 모델은 1/100 스케

일로 통일하여 가공이 용이하고 나뭇결이 보이는 

발사목으로 제작하였다. 실제처럼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게 만들어 시제품 제작 시에 도출될 문제

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다.

4.5. 도면 및 시제품제작 

자작나무합판으로 만들어진 이 책상은 대중식당

에서 식사 후 다 먹은 식판을 캐비닛에 정리해 두

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한 것이다. 원하는 

높이대로 조절이 가능하며, 상판을 빼내어 휠체어

에 벨크로를 사용해 부착할 수 있다. 제작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자작나무합판을 책상의 좌우 측판

과 앞부분을 재단한다. 재단한 측판에는 홈이 만들

어지도록 자작나무 합판을 덧붙여 높이 조절기능

을 부여하였다.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고려하여 좌

우 측판을 잡아주는 목재 봉을 휠체어가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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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dea Sketch.

Fig. 3. Model.

Fig. 4. Drawing.

경우의 공간을 배려하여 고정시켰다. 재단한 상판

의 아래 부분에 판 하나를 덧대어 경우에 따라 휠

체어의 팔걸이에 덧대어있는 팔걸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대부분 금속관으로 만들어진 

휠체어의 팔걸이를 굵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

록 벨크로를 상판 아래에 부착하였다. 상판 위에는 

식사할 때 그릇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을 

덧대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융⋅복합 PBL (Project Based Lea-

rning)로 사회복지과 학생 2명과 가구디자인과 학

생 3명이 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책상을 개

발한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뇌 

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융⋅복합 프

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요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와 제품

화가 중심인 가구디자인과의 협업을 통한 학생들

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연구 진행과정은 첫째, 사회복지과 학생 2명과 

지도교수는 뇌 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문헌조사와 

뇌 병변 장애아동을 직접 관찰하였으며, 장애인종

합사회복지관에서 뇌 병변 장애아동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들(N = 20)을 대상

으로 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정보를 가구디자인과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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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적용 예

- 상판에 고무판 부착 예

Table 10. Prototype

하였다. 둘째, 가구디자인과의 학생 2명과 지도교

수는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책상을 디자인하고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책상은 뇌 병변 장애아동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의 책상

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융복합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함의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뇌 병변 장애아동의 욕구도 및 심리

적 신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가구개발프로세스를 

통해 1개의 시제품이 개발되었다. 책상은 상판의 

하단에 부착된 벨크로에 의해 탈⋅부착되어 책상

과 휠체어에 적용될 수 있다. 책상은 여러 층으로 

된 측판의 홈에 상판이 끼워지기 때문에 신체조건

에 맞게 높낮이가 된다. 친환경성과 재질감을 위해 

자작나무합판을 사용했으며, 안전을 위해 모든 모

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상판은 음식을 담은 그

릇이나 학습도구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을 

부착하였으며, 상판의 안쪽은 장애아동이 상판에 

밀착할 수 있도록 배가 들어가게 둥글게 파내었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은 욕구도 조사가 실수요자인 

뇌 병변 장애아동의 의사표현의 불가능으로 서비

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또한 서

비스제공자들이 장애아동을 대변해 조사에 응하였

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더라면 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제

품의 사용결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

기간을 통한 협업과 단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한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뇌 병변 장애아동 13명으로써 표본이 다소 

작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뇌 병변 

장애아동의 특성 상 다수의 아동들을 조사대상의 

표본에 참여시킨 다는 것은 본 연구의 인력이나 

지원의 규모 상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보호자들에

게 연구 참여와 신체사이즈 측정 등의 사전 동의

를 구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

우는 참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뇌 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사이즈 측정 등 개인정보 보호와 

이에 따른 윤리적인 면 등에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무리가 있었다. 향후 관련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관과 인력 등을 확보하여 뇌 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가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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