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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s a space where children spend a long time during the day, during the six

years of childhood, in which children are emotionally sensitive and emotionall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lassroom that can develop emotions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However,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n Korea has less change in the classroom envir- onment

than in the rapidly changing curriculum, and classrooms and furniture considering emotional development are hard

to fi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for classroom furniture of elementary school,

presents problem and consideration condition of present classroom furniture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n Korea and child development ch-

aracteristic of school age,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lassroom furniture products. To do this, we checked the physic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ges 8 to 13, confirmed the use of the classroom furniture in 10 schools located in Seoul, Gye- onggi and

Incheon, analyzed the problems of these furnitu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hape, material, and color of the

products of 32 domestic companies teaching tools manufacturers focusing on desks, chairs, lockers, and teaching

aid box that are commonly used in classrooms. Through this,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for the selection of

ideal classroom furni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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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초등학교 교실은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가장 예민하

고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 6년을 보내는 곳

이며,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찾고,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곳이

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자

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공간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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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한다. 2013년 1월 동아

일보기사에 의하면 영국 샐퍼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교실설계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명,

책걸상 디자인, 벽과 바닥 색깔 등 교실 환경이 초등학

생의 성적 변화량에 평균 25%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성, 유연성, 연

결성의 요소로 구성된 ‘개성화’를 반영한 교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실

가구와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책상과

의자가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되어 선택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간 배치로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초등학교 교실은 이러한 개성화가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교실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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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가 아주 작게 이루어지거나 변화가 거의 없다.

특히 교실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책걸상이나 주변 수납

가구들은 몇 십 년째 그대로 사용되는 학교가 많다. 그

러나 교육환경과 시설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변화 없는 교구와 설비에 대한 교실 환경 개

선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 소중한 자원인 아이들의 공간인 교실환경 개

선이 필요하고 특히 교실공간의 주요 요소인 책걸상과

주변 교구와 가구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학생들의 감성과 정서 발달을 위

해 이상적인 교실 가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초등학

생 발달 및 고려 조건을 검토하고, 현재 국내 초등학교

교실의 가구 형태와 유형, 사용상 문제점을 알기 위해 현

장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현장 조사로 조사

되지 않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교실가구 유형과

특성을 알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교실가

구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초등학교 교실가

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

로 아이들의 발달 사항과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

후 교실 가구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화와 자존감 형성에서 가장 중

요한 유년기인 8∼13세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교실 환

경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실 가구를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일반교실 가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함으로 그 대안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의 대상의

되는 공간은 초등학교 교실들 중1)매일 주 학습이 이루

어지는 학급 일반 교실로 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감성과 정서 발달을 위한 고려조

건 도출을 위해 8~13세를 중심으로 연령별 신체ž운동ž인

지ž사고ž사회성ž정서 발달 특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재

교실 공간 레이아웃과 교실가구의 기준과 규격을 체크하

고, 현재 교실 가구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반영하는지

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

둘째, 현재 초등학교 일반 교실의 가구의 문제점과 개

선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서울ž경기ž인천에 위치한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일반 교실의 가구들을 현장 조사를 실

시하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공간 레이아웃 분석과 사진

1) 초등학교 교실은 일반학급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

사실, 어학실, 교과교실 , 수준별 교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의 대

상은 이 중 일반 학급교실을 대상으로 하며 편의상 일반 교실로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촬영, 방문 시 학교에 계신 교사들과 인터뷰 조사를 실

시하였다. 단, 분석 시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분석

을 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대상 학교들이 학년별 교실 가

구의 종류나 형태의 차이는 없으며 크기 호수의 차이만

나타나 처음 촬영을 허락받은 교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의 형태와 재질, 색채,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체크하였다.

셋째, 최근 초등학교는 변화가 많아 학생 수도 줄고

다양한 유형의 사립학교나 대안 학교, 특수학교 등이 나

타나 앞에 조사한 10개의 일반 학교 분석 사례가 국내

전반 초등학교의 가구의 사용 현황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어

렵다. 이에 현재 국내 교실 가구의 최근 사용 현황을 전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생산⋅판

매되는 교실가구와 교구 생산 업체의 제품들을 전반적으

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일반 교실 가구의 전반

적인 현황과 개발 수준 등을 체크한다.

넷째, 현재 교실가구 사용 현황 분석과 국내 생산 제

품의 전체적 분석 자료를 앞에 2장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체

크하여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의 이상적인 가구 선정

및 사용 기준을 아동발달 측면에서, 사용 현황 측면에서,

가구 제품 개발 측면에서 개선 방향과 함께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초등학생 발달

특성과 수업 특성, 교실가구 규격 등을 조사하고, 수도권

소재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교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 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

점을 체크하였다. 그리고 국내 교실 가구 사용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 교구 생산 브랜드와 업체들을 조

사하고, 생산 제품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회

사는 웹 리서치와 가구 전문 잡지, 교구 및 교실 가구

제품 브랜드와 업체 카다록을 수집하여 교구 브랜드 및

생산 업체를 조사하고, 이중 매출 실적이 좋고, 조달업체

로 등록된 32개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을 모두 조사하였

다. 이들 제품 중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 배치되는 책상

과 의자, 사물함, 교구함, 청소도구함을 중심으로 형태,

재료, 색채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감성 발달, 학습 향상에

적합한 가구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초등학생 교실

가구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제공하

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교실 가구를 고르는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초등학생 발달 특성과 교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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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발달 특성

8세

ž눈을 감고 한쪽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5cm 정도의 평균대 위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음
ž 대, 소 근육 운동 증진
ž 손놀림이 더 안정되고, 글씨를 쓰는 데 크레용보다는 연필을 선호
ž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속도도 빨라짐

9세

ž 발을 번갈아 가며 한 발로 뛸 수 있음
ž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음
ž 대, 소 근육 운동 증진
ž 양손을 따로따로 쓸 수 있게 됨

10세
ž 25cm정도의 높이로 뛰어오를 수 있음
ž 극도로 높은 활동수준을 가지며, 그들의 힘을 시험해 보길 좋아함

11세

ž 1초에 5m 정도를 달릴 수 있음
ž 손놀림이 성인의 수준에 가까워짐
ž 악기로 어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음
ž 혼자서 옷 입고 벗기, 신발 끈 매기 등이 유연하게 가능

12세
ž 1.5m 정도의 멀리뛰기를 할 수 있음
ž 정교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음

13세
ž 1m 정도의 높이로 뛰어오를 수 있음
ž 여아들은 신장이나 몸무게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 주고 소년들은 성적
발달이 두드러짐

연령 발달 특성

8세
ž 가역성(모양이 달라져도 양이나 무게가 같은 성질), 상보성, 정체성, 분
류 개념 등을 이해
ž 적극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추론하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고 집중 가능.

9세
ž 구체적 장면에서의 구체적 사물을 통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 구체적
사고기로 들어감
ž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

10세
ž 구체적 장면에서의 구체적 사물을 통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 구체적
사고기로 들어감
ž 자신의 행동을 분석

11세

ž 공간의 위치, 거리에 대한 지리적 관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간적 관
계(분, 시, 달, 연도, 세기 등) 등에 관해 흥미가 왕성해 짐
ž 쓰기보다는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로 표현하기를 즐김
ž 인지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냄

12세
ž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됨
ž 형식적, 조작적 사고 시작

13세
ž 현실 경험과는 모순되는 순수한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라도 형식적 조
작에 의해 연역적 추리가 가능
ž 직관력과 통찰력이 보다 깊어져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해짐

2.1. 초등학생 발달 단계와 행동 특성

아동기는 유아기를 거쳐 8~13세까지 초등학교에 다니

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다양한 인

간관계를 통해 자아 정체감을 세우고, 또래 관계를 형성

하며, 사회적ž정서적 발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올바른 신체적, 인격적 성숙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에

서도 발달적 특성을 배려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

며 교실가구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신체 발달 특징

아동기 동안 신장은 유아기와 거의 비슷하게 매년

5~7cm정도 자라며, 체중은 매년 2.5~4kg씩 증가한다. 또

한 신체 비율의 변화가 두드러져 신장에 비해 머리둘레

및 허리둘레가 작아지기 시작한다. 사춘기 시기에는 급

성 장이 일어나는데 여아는 10세경에, 남아는 12~13세경

에 사춘기가 시작되므로, 10세부터는 여아가 남아보다

커지며, 10~12세에는 모든 운동 기술이 확립되는 시기이

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대근육의 발달로 다양한 놀이와 스포츠 게임에 참여 하

게 되고, 소 근육 운동 기능의 증가로 아동은 악기연주

나 수공예 등 여러 가지 취미를 할 수 있게 되며 실생활

에서도 독립심이 증가하며, 연령별 신체 운동 발달 특성

을 체크해 보면 <표 1>2)과 같다.

<표 1> 초등학생 연령대별 신체 운동 발달 특성

(2) 인지적 발달 특징

초등학교 시기인 학령기의 인지발달은 양적인 면과 질

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기억력과 사고력

이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아동기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을 통하여 사물과 인간, 세계를 인지

하는 것을 배우며 저 학령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하여 종

합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우나, 고 학령기는 전체 자극을

2)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2013.2, pp.479-480 연령별 재구성

고려해 파악하는 능력이 증가하며 미비하지만 논리적 사

고와 문제해결력도 증가한다. 그러나 아직은 추상적으로

추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못한다.3) 학령기

는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학습을 하

면서 새로운 것을 익히며 쾌락과 보람을 느끼고 노는 것

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듦으로써 인정받고

스스로도 무엇인가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를 원

한다. 학령기 아동들을 연령대별로 인지와 사고 발달 특

성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 초등학생 연령대별 인지와 사고 발달 특성

(3) 사회와 정서 발달 특징

사회와 정서 발달은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와 발달을 의미한

다. 학령기 아동들은 혼자서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공상하며 보내는 것을 좋아하므로 조용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친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족보다도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또래의 동성집단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우상시하고 타인의 모방을 즐기기도 한

다. 아동기에는 인정받고 비평받는 것 모두에 민감하며,

이 시기의 긍정적인 강화는 아동들이 바람직한 태도로

행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의 발

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

들의 자제력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시기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

이 조성되게 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연령대별로 전

반적인 사회성과 정서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표 3>5)과

같다.

3) https://m.blog.naver.com/PostView 초등학생의 발달특성과 문제

행동 대처 방법

4) 문혁준 외 6인, 아동학 개론, 창지사, 2015.6, p.110

5) 초등학교 연령별 발달 특성 http://wnedu.co.kr / 이은주,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예배교육의 모형, 한일장신대 신학대학

원 교육학전공 석사논문, 2004.2, pp.16-2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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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발달 특성

8세

ž 유치원 시기에 비해 좀 더 침착해지고 조직화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됨
ž 변덕스럽고 뚱하며, 자기비판을 하는 감정의 기복이 나타 남
ž 남의 잘못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을 수용은 힘듦
ž 교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집단 구성원이 되는 것을 좋아함
ž 패배를 견디지 못하므로 경쟁을 즐기지 않으며, 교사와 어른들의 도움
을 필요로 함

9세

ž 격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며 탐구적
ž 긴장 표출이 적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임
ž 흥미의 지속 기간은 짧으며 종종 성급함을 보임
ž 부모와 교사들에게 요구사항을 표현하게 되며 말을 기운차게 하려하고
과장하며 비판적
ž 어른들, 교사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여 완벽하
게 일을 마치려고 한
ž 집단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
ž 상당한 정도의 자기 통제를 할 줄 알게 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
을 지기 시작

10세

ž 발달적으로 혼돈의 시기
ž 2학년 때보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더 평온하고 침착해짐
ž 보다 성숙해지고 싶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또래집단을 중요시
ž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야기 나누기를 즐김
ž 자신의 행동결과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민감해짐
ž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11세

ž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많이 받아들임
ž 생활을 즐기고 또래, 학교, 가정에 대해 긍정적이고 순종하며 착하고
함께 일하기를 즐김
ž 자연스럽게 어른들이나 다른 아동을 칭찬할 수 있음
ž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조용하고,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
ž 자신의 통찰력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됨

12세

ž 자기주장, 호기심 그리고 사회성을 좀 더 많이 보이게 됨
ž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음. 단,
ž 자주 좌절하고, 경쟁적이며, 비속어를 많이 사용, 집단 경쟁을 즐기고,
넘치는 힘으로 인해 놀이친구와 몸싸움을 하기도 함
ž 성인과 또래들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반응을 관찰 함
ž 어른의 간섭을 싫어함, 잘하고 싶지만 누가 말리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하기 싫어 함

13세

ž 어린애 같던 행동에서 성숙한 어른 같은 행동으로 변함
ž 활기차고 열성적, 직관력과 통찰력이 보다 깊어짐
ž 자신의 관심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함
ž 자기통제는 목적에 따라 가능해지며, 점차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아
중심적이 되며 자부심을 확신
ž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의상이나 취미가 집단에서 너
무 벗어나길 원하지 않음

<표 3> 초등학생 연령대별 사회성과 정서 발달 특성

2.2. 초등학교 일반 교실 구성과 가구 배치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은 교육과정과 학생 수 변화

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1955년 제1차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1997년 7차 교육과정으로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2009년 개정 통합 교과 교육과정

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2015년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교실 단위 수업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70년

대 62.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었으나 2016년 22.4명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이에 학급당 학생

수 변화와 교육과정의 인식 변화로 학습공간의 크기와

형태도 변화가 되어 6차 교육과정 때 1학급 기준 보통

교실의 기준 면적은 63~66m2이상, 25인 이하인 경우는

45m2로 규정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 이후 실 구분 없이

학교장에서 위임하였으며7), 학년별 교육운영 방식을 반

영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전용공간으로 구분하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s://m.realestate.daum.net

7) 김미실 외 1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공간 구성 특성,

한국디자인트렌드 학회, 한국디자인포럼, 2011, p.188

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2009년 개정과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 되면서 일반교

실은 열린 공간의 다목적 새로운 형태 공간 구성이 나타

나고, 1인당 차지하는 교실 점유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의 다양

한 수업 형태 추구로 학급당 교실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업 형태로 최근 초등학교 일

반 교실 레이아웃 유형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공간구성이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1인 또는 2인 책상 조합을

기준으로 다양한 내용과 탄력적인 학습내용으로 열린 교

육을 시행함으로 책걸상 이동에 의해 가구 레이아웃의

변화를 주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

교 규모와 시설에 따라 이론 교과 교실, 실험ž실습 교과

교실로 구분하거나 교과목 별로 국어교실, 사회교실, 영

어교실, 과학교실, 기술실, 가정실, 음악실, 체육실 등 교

과목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실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다양

한 교실 공간 구성 형태로 변화되고 있지만 대다수 초등

학교는 일반 학급 교실에서 일면식과 모둠식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학년 경우 유

치원 교육과정의 연계로 활동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 부

분 모둠이나 조별 학습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학년

일수록 중학교 교과과정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과교실 수

업으로 일면 학습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교실의 형태는 이론 교실의 형태를 따르며 학교시

설 기준에 따르면 표준 책ž걸상 기준 3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교실 크기는 8.7m☓7.8m, 7.8m☓9.0m에서
적합한 모듈을 선택하며8), 배치되는 가구는 학생용 책ž걸

상, 교사용 책ž걸상, 수납장, 교탁/전자교탁, 전동스크린,

실물 화상기, 전시패널 등을 배치하고, 일면학습형의 닫힌

교실과 열린 교실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를 고려하도록 되

어있다. 이에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가구 레이

아웃은 일면 학습형, 발표 세미나 학습형, 조별 모둠 학습

형, 역할극 학습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실에 사용되

는 가구와 교구의 배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 사용되는 가구는 필수 가구와

선택 가구로 구성 된다9). 앞의 <표 4>의 교실 배치에서

알 수 있듯 책ž걸상을 필수 가구로 주변에 학습을 도와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선택 가구인 다양한 유형의 수납

장류(사물함, 교구함, 청소함), 교탁, 멀티미디어 교구류,

교사용 책ž걸상, 신발장, 전자칠판, 보조장, 교사용 옷장

등이 배치된다. 필수 가구인 책상과 의자는 일면 학습형

이 주가 되어 대부분 사각형의 형태로 교실 중앙에 배치

되어 교실의 공간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반하여 선택 가

구는 주변에 나열되는 형태로 벽 주변에 배치되는 경우가

8) 조진일 외 7명,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11.11, p.130

9) 신동준,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6호 , 2008.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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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학습형 발표세미나 학습형

조별 모둠 학습형 역할극 학습형

품목 0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표준 신장 900 1,050 1,200 1,350 1,500 1,650 1,800

책상

책상판 650×450 / 700×500

책상높이 400 460 520 580 640 700 760

다리부 최소높이 - 350 410 470 530 590 650

무릎의 최소높이 - 350 350 400 400 450 500

정강이 최소높이 - 250 250 300 300 350 350

의자

의자(좌판)높이 220 260 300 340 360 380 400

좌파 유효나비 - 260 290 330 360 380 400

좌판 최소길이 - 250 270 290 320 340 360

등판
높이

최소 - 210 250 280 310 330 360

최대 - 259 280 310 330 360 400

교탁 ( 800, 900,1,200 ) × (450, 700) × (720, 900, 950, 1,000)

사물함

3인용 (400,420)×(420, 430)×(950, 1,050)

6인용 (700, 800)×(420, 430)×(1,020 1,050)

9인용 (900, 1040, 1,200)×(400, 420)×(950, 1,020 1,200)

교구함 1200× (300, 600)×(950, 1,050, 1,200)

청소도구함 (500, 800)×(400, 450)×(1,275, 1,500)

대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의 가구

배치는 교실 전면은 교탁, 스크린, 칠판, 교사용 책상, 의자

가 배치되며, 중앙은 학습공간으로 책상, 의자가 배치되고,

후면은 학생용 사물함, 작품게시판, 알림판이 배치되고 쓰

레기통, 거울, 음료수대, 청소도구함 등이 배치되고, 옆면에

서 운동장 쪽 벽면에는 낮은 교구 수납장이나 탐구 관찰코

너 등이 배치되고 복도 쪽 벽면은 교사용 옷장, 교구 수납

공간, 또는 건반 피아노 등이 배치되어 <표 4>와 같이 중

앙의 책걸상 배치에 변화를 주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일반 교실 가구 레이아웃에 따른 공간 구성

2.3.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 규격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서 사용되는 가구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정된 한국산업규격

(KS)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현재 기준은 2001년 1월

개정 한 기준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개정은 학

생들의 체형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책걸상 규격의 변화

를 주었다. 개정 전 책상의 상판 기준 600×400㎜로 전체

학년이 같은 것을 사용했으나, 650×450㎜와 700× 500㎜

의 2종류로 확대하여 국제 표준에 맞추었다. 책장과 의

자 높이는 학생의 신장에 따라 7종(0호~6호)으로 구분하

고, 종전에 없던 목재류의 유해안전 기준인 포름알데히

드 발산량을 리터당 5㎎ 이하로 기준치를 설정10)하여 친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책상과 의

자 사이 간격은 220㎜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책걸상의

높이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

교에서는 3~5호(신장1,350~1,650㎜)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가구를 교체하는 초등학교는 KS규

격(KSG2010), 높낮이 조절용으로 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형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책걸상을 중심으로

현재 일반 교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구의 규격들을 살

펴보면 <표 5>11)와 같다.

10)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2001.1.8.일 공시 자료

<표 5> 일반 교실 가구 규격 (단위mm)

3.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 분석

3.1.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 사용 현황 분석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

크하고자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전교생 300명이상의

규모를 갖는 10군데 국⋅공립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10군데 조사 대상 학교는 한 지역에 모여 있는 대상보다

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는 대상 학교를 선정하

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학년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저학

년부터 고학년인 전체 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사전에 협

조를 요청하였으며, 승낙을 해준 학교를 대상으로 2016

년 12월에서 2017년 6월 까지 평일 방과 후와 주말을 이

용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공간 실측과 전반

전경 촬영과 동시에 각 가구들에 대한 형태, 재료, 색채

및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방문

시 교사가 있는 곳은 직접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없

는 곳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구에 대한 의견을 문의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전체 10개 학교

중 6군데 학교의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4군데 학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질문을 통한 불편사항 의견을 받

았다. 주요 질문내용은 ① 전반적인 교실 가구의 문제점이

나 불편한 점 ② 전반적인 교실환경에서 개선사항 ③ 책걸

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④ 사물함 교구함의 문제점과 개

선사항 ⑤ 청소도구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⑥ 선호하는

교실가구 색상이나 재료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 대상 학교는 <표 6>과 같으며, 조사대상 일반

11) 책걸상 경우 한국산업규격 KSG 2010 개정 이후 치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교탁, 사물함, 교구함, 청소함 등은 대한가구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단체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제시함.(단, 나비(W),

깊이(D), 높이(H)를 제시하고 이중 협의에 따라 주문 방식으로 학

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음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5호 통권124호 _ 2017.1098

학교명 소재지 학생
수

반
정원

학
년

교실전경 배치가구

A
노일초

서울시

노원구
584 23 6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 도구함, 교
구함, 옷장, 책장

B
구암초

서울시

관악구
796 30 6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 도구함, 교
구함, 옷장

C
압구정
초

서울시

강남구
953 27 6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옷장

D
한일초

경기도

수원시
552 20 5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옷장

E
연성초

경기도

시흥시
595 25 4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교
구함 ,수납함

F
달안초

경기도

안양시
398 20 1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교구
함, 옷장, TV수납장

G
한마음
초

경기도

화성시
1087 40 5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옷
장

H
한얼초

경기도

군포시
493 21 2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교
구함, 옷장

I
도원초

경기도

부천시
430 21 4

책걸상, 교사용 책상
ž의자, 사물함, 수납
장, 청소도구함, 옷장

J
인주초

인천시

남구
936 24 3

책걸상, 교사용 책상ž
의자,사물함, 수납장,
청소도구함, 교구함,
옷장, TV수납장

항목 A B C D E

이미지

재료
MDF 위

우레탄

MDF 위

우레탄
MDF 위
LPM

MDF 위

우레탄
합판 위
HPM

형태적

특성

일자형,
높이조절식

일자형,
높이조절식

일자형,
고정식

일자형,
높이조절식

일자형,
높이조절식

항목 F G H I J

이미지

재료
합판 위
HPM

합판 위
HPM

합판 위
HPM

합판 위
HPM

합판 위
HPM

형태적

특성
A자형, 고정식

일자형,
높이조절식

일자형,
높이조절식

A자형, 고정식
A자형,
고정식

전반적

색채

⋅대부분 YR 계열
⋅채도가 낮은 tint, shade 계열
이 대부분으로 저채도의 밝
은 칼라가 주를 이루고 6가
지 정도의 색채가 추출되며,
목재 톤의 저채도 칼라로 색
채가 다양하지 못함

교실은 사전 허락을 받은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해당학

년 교실로 표에 학년을 표기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현황을

교실 전경을 체크하고 교실전경 사진으로 제공하였으며,

각 교실에 배치된 가구들을 체크하였다. 이에 각 교실에

공통으로 배치 된 주요 가구인 책상, 의자, 사물함, 교구함,

청소도구함을 중심으로 세부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 현황조사 대상 학교 및 교실 전경

조사 대상 10군데 학교의 일반 교실에 사용되는 가구

는 다양한 학년의 교실이었지만 거의 유사한 가구들이

유사한 배치와 구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단, 저학년과

고학년의 가구의 차이는 사이즈, 즉 규격의 차이만 있었

다. 그리고 대부분 책걸상의 이동을 통해 교실 레이아웃

의 변화를 주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 교실에

사용된 가구들을 형태와 재료, 색채를 중심으로 주요 특

성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인터뷰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사

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상

각 조사 대상의 책상들을 분석한 결과 <표7>과 같이

조사 되었다. 사용된 책상은 3~5호의 규격 사이즈를 사

용하고, 형태는 다리는 일자형의 높이가 조절되는 것을 많

이 사용하고 있으며, 상판의 형태는 사각형이며, 재료는 합

판 위 HPM 마감 처리되거나 우레탄 처리가 된 것이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색채는 모두 YR 계열의 저채도의 틴트

(tint)와 셰이드(shade) 칼라가 주를 이루고 목재톤 칼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구들이 최근에 교체된 것도

일부 보였지만 대부분 노후화되고 책상면의 코팅이 벗겨져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곳이 일부 조사 되었으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나 조작이 불편하여 잘 이용되지 않고 있으

며, 조절 부분이 고장 난 곳도 있었다. 인터뷰 결과 공간

레이아웃을 바꿀 때 끄는 소리가 나고 신발 주머니등을 걸

어 이동이 불편하고, 다양한 형태의 모듈 표현이 안 되는

점과 노후화된 책상이 너무 많아 교실 환경에 영향을 주어

교실이 전체적으로 낡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책가방을 걸어놓는 용도의 고리가 쇠로 되어있어 아이들이

지나갈 때 옷이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

판의 코팅이 벗겨지면서 상판 목재의 가시가 올라와 아이

들의 손에 박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책상은 가장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은 아이들이 손

쉽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다리의 기능적 개선과

노후화에따른 대한 빠른 수선으로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감성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칼라나 형태 적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장시간 책을 읽거나 할 때 피로도

감소를 위한 책상 상판의 높이 조절 등에 대한 인체공학

적인 차원과 더불어 학년별 발달과 수업 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책상 형태에 대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7> 조사 대상 학교 일반 교실의 책상 분석

(2) 의자

의자는 교실 가구 중 신체와 접촉이 장시간 동안 이루

어지는 가구로 사실상 아이들의 인체공학적 측면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가구이다. 실제 사용된 가구들을 체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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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B C D E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MDF 위
목재시트
마감

MDF 위
LPM필름

MDF 위
목재시
트마감

파티클
보드

형태적

특성

매립형
잠금장치/
6인용

잠금장치 미부
착형, 구멍형
손잡이/ 9인용

매립형
잠금장치 /
4인용

잠금장치 미부
착, 손잡이형 /
9인용

돌출형
잠금장치 /
6인용

항목 F G H I J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파티클보
드 위
시트마감

집성목
파티클보
드

MDF 위
LPM필름

형태적

특성

잠금장치 미부
착형, 핸들형
손잡이 / 6인용

매립형
잠금장치/
10인용

잠금장치 미부
착, 홈손잡이형
/ 6인용

잠금장치 미부
착형, 핸들형
손잡이/ 9인용

잠금장치 미부
착, 손잡이형/
9인용

전반적

색채

⋅YR 계열 색상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 GY 계열의 제품이 2
개 정도 조사됨.
⋅채도는 낮지만 목재 계열의
tint와 밝은 gray 톤 칼라가 대
부분이며 그린과 화이트의 조
합의 색상을 사용한 곳이 1곳
있음

항목 A B C D E

이미지

재료 적층
합판

적층
합판

적층
합판

적층
합판 성형합판

형태적

특성

인체공학 고려
-하이팩 의자
높이조절식

인체공학 고려
-하이팩 의자
높이조절식

인체공학 고려
-하이팩 의자
고정식

인체공학 고려
고정식

인체공학 고려
높이조절식

항목 F G H I J

이미지

재료
성형
합판 위
무늬목

성형
합판

성형
합판 위
무늬목

ABS
합판 위
HPM

형태적

특성

좌판만 하이팩
인체 공학 고려
고정식

좌판만 하이팩
인체 공학 고려
높이조절식

높이조절식
인체공학 부분
고려, 고정식

고정식

전반적

색채

⋅YR 계열이 대부분이며, 한
칼라만 GY 계열이 조사됨
⋅채도가 낮은 tint, shade 계
열과 목재 톤의 tone 칼라
가 조사됨.
⋅책상과 유사 색상 톤을 가지
나 책상보다는 약간 어두운
저채도 칼라를 사용함

보면 <표 8>과 같이 조사 되었다. 조사 대상 5곳은 높이

조절이 되고, 4곳은 고정식, 한 곳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이 적용된 하이팩

의자이면서 높이 조절이 되는 곳은 2군데(A, B)이며, 좌

판 부분만 인체공학을 반영한 제품을 사용한 곳은 2군데

(F, G)으로 조사 되었다. 재료는 대부분 좌판과 등받이는

적층합판이나 성형합판에 무늬목으로 마감하였으며, 다리

는 원형과 타원형 파이프로 제작된 제품이 주로 조사 되

었다. 단, 조사 대상 중 한 곳(I)만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

의자가 사용되고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는 목재와 철재

결합 의자 보다는 부드럽고, 가볍고, 편안한 사용 감을

주나 때가 타는 등 의 손상이 생긴 의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합판에 코팅 마감한 의자들은 코팅이 벗겨져 얼

룩지고 낡아 보이는 의자들이 많이 조사 되었다. 색채는

주로 YR 계열의 shade 칼라와 목재 톤의 칼라가 사용되

고 있었는데, 책상과 유사한 톤의 색채로 사용이 되나 책

상보다는 약산 어두운 저채도 칼라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의자에 대해서는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라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폭신하고 부드러운 소재

의 의자가 있으며 좋겠다는 의견과 미관상 좀 더 미적인

형태의 의자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높낮이 조절

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작동되고 고장이 너무 많아 불

편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이에 의자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고려한 인간공

학적인 차원의 세심한 적용과 더불어 감성 발달을 자극

하는 미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색채, 높낮이 조절이 편한

기능적 의자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8> 조사 대상 학교 일반 교실의 의자 분석

(3) 사물함

사물함은 1인 1사물함으로 교실 뒷면이나 복도 쪽 벽

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가구로 교실 벽면을

연출하는 중요한 가구이다. 형태 구분은 잠금장치 유무

와 몇 칸의 구성을 갖느냐로 구분되는데, 조사 대상 교

실은 6칸과 9칸짜리 즉, 6인용과 9인용 사물함이 각각 4

군데에서 조사되었다. 6인용, 9인용으로 2단이나 3단 형

태로 구성하여 연이어 배치하여 교실 뒤 벽면에 배치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재료는 파티클보드나 MDF위 목재

시트나 LPM 필름 마감이 주로 이용되었다. 색채는 책걸

상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YR

계열의 저채도 밝은 색이 주로 조사되었다.

사물함 경우 현장 조사 시,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만

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조사 대

상 학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교과

서를 세로로 세워 보관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개인물품을

함께 보관하기에는 좁은 경우가 많고, 문짝이 어긋나 잘

맞지 않거나 이름표를 넣는 아크릴판이 자주 파손되어,

그 위에 라벨지를 덧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

고 자물쇠형 잠금장치 사물함 경우 관리상의 문제로 잠

금장치를 빼어 둔 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잠금장치 미부

착형을 사용한 조사 대상 B 경우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문을 여는 방식인데 구멍 부분에 몰딩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사용감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책걸상에

비해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장 모서리의 몰딩

이 벗겨지면서 MDF나 합판의 거친 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많이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사물함 경우 노후화에

따른 안전정과 미관, 감성적 측면에서 고려가 요구된다.

<표 9> 조사 대상 학교 일반 교실의 사물함 분석

(4) 교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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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B C D E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MDF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형태적

특성

개방형, 책꽂이
겸용으로 이용

개방형, 책꽂이
겸용으로 이용

개방형, 책꽂이
겸용으로 이용

개방형, 책꽂이
겸용으로 이용

폐쇄형, 여닫도
어 부착

항목 F G H I J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집성목 집성목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형태적

특성

개방형, 붙박이
형으로 고정형
이동 불가

개방형, 교구함
으로만 이용

개방형, 책꽂이
겸용으로 이용

개방형과 폐쇄
혼합형,

폐쇄형, 여닫이
도어 부착

전반적

색채

⋅모두 YR 계열
⋅채도가 낮고 밝은 tint, 목재
칼라 톤의 tone 계열과 shade
칼라가 주를 이룸

항목 A B C D E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위
LPM필름

집성목
위 도장

파티클
보드 위
LPM필름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형태적

특성

반오픈형
중사이즈

폐쇄형, 여닫이
형, 중사이즈

폐쇄형, 여닫
이형

반오픈형
중사이즈

폐쇄형, 여닫이
형, 대형사이즈

항목 F G H I J

이미지

재료
파티클
보드 위
무늬목

합판 위
무늬목

파티클
보드 위
LPM필름

파티클보
드 위

LPM필름

파티클보
드 위
LPM필름

형태적

특성

반오픈형
중사이즈
통풍창 있음

반오픈형
중사이즈

반오픈형
중사이즈

폐쇄형, 여닫
이형으로 긴장
과 중사이즈

반오픈형
중사이즈

전반적

색채

⋅대부분 YR 계열이며, 조사 대
상 B만 G계열 색상
⋅전반적으로 목재 느낌의 무늬
목 마감으로 목재 칼라톤의
저채도의 밝은 tint 계열 색상
이 주를 이룸

교구함은 주로 오픈형의 책꽂이 형으로 된 것과 도어

부착형이 복도 쪽 벽면에 Built-in방식과 Object방식으로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재료는 대부분 파티클보드

나 MDF 위 필름이나 목재 톤 칼라의 시트로 마감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색채는 조사 대상 모두 YR계열의

저채도 밝은 tint와 목재 색상의 tone 칼라 색상이 대부

분으로 색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교구함은 교과 내용이나 학생 수, 학년별 수업

특성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교구가 필요하므로 필

요한 가구의 규모나 크기가 매번 다르게 요구된다. 인터

뷰 결과 칸이 고정되어 조정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편

하다는 의견과 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교구들을 다시 교

구함 위나 밖에 별도 상자나 파일박스에 보관하여 주변

이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상당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시

간 중간에 재료를 나누어 줄 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

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구함은 다양한

교구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칸의 크기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거나, 전체 교구함이 이동이 가능한 교구함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조사 대상 학교 일반 교실의 교구함 분석

(5) 청소도구함

청소 도구함은 대부분 교실 뒤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닫이 형식의 도어로 한쪽은 상판이 폐쇄되고

다른 한쪽은 반 오픈 된 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재료는 다른 수납형 가구와 마찬가지로 파티클보드나 합

판, 집성목 위 필름이나 무늬목 마감, 도장 처리를 하였

으며, 색채는 YR 계열의 목재 톤 칼라의 제품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청소 도구함에서도 다양한 색채

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나 조사 대상 중 B는 G계의 색상

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F 경우 도어에 통풍창이

철재로 부착되어 기능과 형태에 변화를 준 제품이 조사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색채나 형태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B, C의 경우

청소도구함의 상판이 막혀있어 대걸레 등 길이가 긴 청

소도구는 보관할 수 없어 밖에 빼놓아 교실 환경 미관을

좋지 않게 만들고 있었으며, 일부 청소도구함의 문짝 부

분이 고장이 많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난다거나 잘 닫

히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 반오픈형이

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 도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

본적 구성이 되어있으나, 그 형태가 세밀하지 못하고 여

러 종류의 청소도구를 보관하기에는 다소 크기가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청소도구함의 선반도

칸막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크기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

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11> 조사 대상 학교 일반 교실의 청소도구함 분석

이와 같이 현재 교실에서 사용되는 가구 현황을 5가지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는 인체공학적인

배려와 형태의 변화를 일부 주고 있었지만, 교사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 현재 교실 가구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많았다. 특히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

선 사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구의 교체 주

기와 안전성 확보이다. 가구의 교체 주기가 길어 가구가

노후화 되고 훼손된 것이 많아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조작의 용이성 확보가 필요

하다.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한 높낮이가 조절 책걸상에

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많고, 되더라도 조작이 어려

워 사용하지 않고 있어 조작이 편리한 가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구 형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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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항목 대표 이미지

형태

등받이 형태 일반형 하이팩형 듀얼등받이형

고정식
(일자형/
A자형 /
U지형)

높낮이
조절식
(나사조정/
전동방식/
핸들방식)

재료

주재료 합판, MDF, PB, PP
표면마감 HPM, LPM, 무늬목(체리목, 비치, 에쉬오크, 망플비치, 월넛,) 도장

프레임 원형파이프, 타원파이프, 각 파이프,스틸 다이캐스팅

전반

적

색채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임
⋅그 다음 GY, B계열에 분포
⋅채도가 낮은 tint, shade 계열이 대부
분으로 저채도의 어두운 칼라가 주
를 이룸.
⋅책상과 유사 색상 톤을 가지나 책상보
다는 약간 어두운 저채도 칼라가 많음
⋅목재 톤의 칼라는 책상과 거의 유사
하거나 동일한 계열 색상이면서 채
도와 색상이 조금 더 높음

항목 분류항목 대표 이미지

형태

가림판유무 가림판 무 가림판 유

고정식
(일자형/
사선형/
A자형)

이동형
(2바퀴형/
4바퀴형)

높낮이
조절식
(나사조정/
전동방식/
핸들방식)

재료

주재료 합판, 적층합판, PP(폴리프로필렌), PB,(파티클보드) ,강화유리

표면마감
HPM, LPM, 무늬목(체리목, 비치, 에쉬오크, 망플비치, 월넛), 우
레탄, 법랑판넬 세라믹, 멜라민, 라믹스, ABS, 포밍

프레임 원형파이프, 타원파이브, 각 파이프, 스틸 다이캐스팅

색채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임
⋅그 다음 GY, B계열에 분포되며, 상대적
으로 RB계열은 전혀 없음
⋅채도가 낮은 tint, shade 계열이 대부분
으로 저채도의 밝은 칼라가 주를 이룸

실 가구는 신체발달이나 수업의 다양성을 소화시키기에

는 가구가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연령별

신체와 감성 발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조사한

가구의 재질이나 색상은 대부분 유사한 계열의 유사한

색상으로 감성을 자극시키기에는 부족하며, 아들의 학년

별 발달 변화와 배려가 보이지 않고 획일적인 가구의 사

용으로 정서나 감성발달을 고려한 가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저학년과 고학년의 가구의 형태나 색채에 대한 반

응이나 영향을 체크한 가구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2. 국내 생산 초등학교 일반 교실 가구 제품 분석

앞의 3.1장의 현황분석과 더불어 현재 생산되어 판매

가 이루어지는 교실 가구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현재 국내 교실가구의 개발 현황과 더불어 전반적인 유

형과 특성이 도출이 가능하다. 국내 교구와 학교용 가구

생산 업체 중 초등학교 교실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를 모

두 조사한 결과 50여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조달업

체로 등록된 32개 업체12)를 중심으로 전체 제품을 조사

한 후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앞에 현황조사와 같이 비교

가 가능하도로 형태와 재료, 색채를 중심으로 주요 특성

을 조사하였다.

(1) 책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등학교 교실 책상 제품들을 전체

적으로 조사한 후 유형을 구분하고 주요 특징을 체크해

보면 <표 11>과 같이 조사되었다. 책상 형태는 상판은

모두 사각형이므로 다리 형태와 가림판의 형태로 유형을

구분한다. 앞에 <표 7>에서 분석한 사용 현황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이 조사되었다. 특히, 이동형 책상과

전동 방식의 높낮이 조절형과 GY, B 계열 색상을 사용

하는 제품이 조사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책상

제품들은 현재 교실에 사용되는 책상보다는 레이아웃 변

경이 용이하도록 이동성과 경량성을 주고, 높낮이의 조

절도 편리한 전동방식 제품이 있으며 목재 칼라 톤에서

파스텔 톤의 상판으로 색채의 변화를 추구한 제품들이

일부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판 유형이 사각으로 고정

화 되어 있으며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칼라를 반영한

제품이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모듈형 형태나 패턴을

연출하는 유형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전체 32개 업체로 교실용 가구

생산으로 메이저 업체인 캠퍼스 라인, 성림교구, 선진산업, 에리트,

밝은 세상, 퍼시스 6군데와 그 외 BM 오피스 퍼니처, 리바트, (주)

코아스, 미래 산업, 우진 교구산업, 한일기업,(주)데스크피아, (주)인

퍼스, 아모스 아인스 가구, (주)홍명 퍼니처, (주)위노스, (주)한성넥

스, (주)네오퍼스, (주)내일퍼렉스, (주)토템, 동연디자인, 다빈치퍼

니처, 극동사무가구, 크로바 가구, 제이퍼스, 성원기업, 한일하이우

드, 오넥트, 한국프라인, (주)포머스, (주)야흥 금속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2> 국내 초등학교 교실용 책상 제품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2) 의자

현재 생산되는 의자 제품들을 분석해 보면 형태는 크

게 고정식과 높낮이 조절식, 좌판과 등받이가 분리된 일

반형과 연결된 하이팩형, 듀얼 등받이형으로 구분되고,

다리형태에서 일자형, 하부가 열린 형태인 A자형, 하부

가 막힌 U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생산 되고 있으

며 제품 유형과 특성을 분석해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국내 초등학교 교실용 의자 제품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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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항목 대표 이미지

형태

규모 2인용 3인용 4인용 6인용 9인용
매립형
잠금장치
(열쇠/자물쇠
/ 번호키 /
다이얼키 )
돌출형
잠금장치
(열쇠/자물쇠
/ 번호키 /
다이얼키 )

잠금장치
미부착형
(홈/구멍형/
핸들형손잡이)

재료

주재료 합판, MDF, PB, 집성목

표면마감
HPM, LPM, 무늬목(체리목, 비치, 에쉬오크, 망플비치, 월넛 등),
멜라민, 시트마감, 폴리우레탄 도장, 유색 도장

전반

적

색채

⋅책상이나 의자보다는 다양한 색상과 채
도가 다소 높은 칼라가 조사됨
⋅교실가구 중 색상이 가장 다양함.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그 다음 GY, BR 계열, 그 다음 B계열,
상대적으로 BG 계열은 적은 편.
⋅채도가 낮은 밝은 tint와 목재 계열의
tone 칼라와 일부 레드와 오렌지 칼라
계열의 pure color 제품이 도어 부분에
적용된 제품이 조사됨

항목 분류항목 대표 이미지

형태

규모 2단 3단 4단 이상

책꽂이,
선반형

도어
부착형

재료

주재료 합판, MDF, PB(파티클보드), 집성목, 스틸, 유리(도어)

표면마감
HPM, LPM, 무늬목(체리목, 비치, 에쉬오크, 망플비치, 월넛 등),
시트마감, 폴리우레탄 도장, 유색 도장

전반

적

색채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그 다음 GY 계열에 분포되며 한두 제
품이 밝은 톤의 B계열 제품이 있음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다양한
색상이 없음.
⋅GB 계열은 전혀 없으며 채도가 낮고
밝은 tint, gray 계열이 대부분으로 tone
칼라 제품은 거의 없음

이 중 앞장의 현황조사 <표 8>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

로운 유형은 인체공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듀얼 등받이

형과 전동 조절 방식형과 GY, B 계열의 색상 제품이 조

사되었다. 의자에서 새로운 유형도 책상 보다 채도가 조

금 더 높고 진한 색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책상과 의

자는 거의 같은 색상 톤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활용 유형을 고려하

거나 감성적인 측면은 고려한 형태나 색상이 적용된 제

품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사물함

현재 생산되는 사물함의 제품 유형을 분석해 보면

<표 14>와 같다. 국내 생산되는 사물함 경우 잠금장치

유무와 사이즈와 규모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교실가구에 비해 도장이나 시트 마감을 통해 좀 더 다양

한 색상의 제품이 조사 되었다. 앞에 현황 조사 <표 8>

에서 분석된 유형보다는 실제 생산 제품의 유형이 더 다

양함을 알 수 있다.

잠금 장치가 없는 사물함 경우 저학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색상이 다양하게 조사되었으며,

잠금 장치가 강화 될수록 색상이 YR 계열의 밝은 저채

도의 제품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에 국내 교실 가구에서

색채를 통한 교실환경의 변화의 책걸상보다는 사물함을

통해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며, 열쇠 등의 분실을 막기 위

해서는 번호 키 등의 편리성을 도모한 제품 사용이 권장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4> 국내 초등학교 교실용 사물함 제품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4) 교구함

현재 생산되는 교구함의 제품 유형을 분석해 보면

<표 15>와 같다. 교구함 유형은 크게 책꽃이에 교구함

을 겸하는 선반형과 도어가 부착된 수납장형으로 구분되

고 다시 2단, 3단, 4단 이상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

다. 현황 조사 <표 10>에 사용된 교구함 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조사 되었으나 사물함과 달리 색상 유형이나 형

태 구성이 다양하지가 않고 책상의 상판과 유사한 색상

톤의 제품들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낮은 2단

형에서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이 되는 제품이 몇 타입 조

사 되었으나 그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았고 칸막이 구획

이 다양하거나 선반 이동이 편리하게 되는 유형은 찾기

어려웠다.

<표 15> 국내 초등학교 교실용 교구함 제품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5) 청소도구함

현재 생산되는 청소도구함의 제품 유형을 분석해 보면

<표 16>과 같다. 청소도구함은 사이즈에 의해 구분되고

다시 중사이즈 경우 상부가 오픈되어 대걸레 등의 수납

가능 유무로 구분된다. 최근 도어에 통풍창이 달린 유형

의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표

11>에서 조사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색채가

좀 더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청소도구함은 형태와 유형

이 다양하지는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 유사한 내부 칸막

이 구성을 가진 제품들로 조사 되었다. 이 중 폐쇄형의

중사이즈 경우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서인지 제품 수

가 많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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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항목 대표 이미지

형태

상부개방
유무

폐쇄형 오픈형

중 사이즈
(도어 통풍
창 유무)

대 사이즈
(도어 통풍
창 유무)

재료
주재료 합판, MDF, PB(파티클보드), 집성목

표면마감
HPM, LPM, 무늬목(체리목, 비치, 에쉬오크, 망플비치, 월넛 등),
시트 마감, 폴리우레탄 도장, 유색 도장

전반

적

색채

⋅YR 계열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임
⋅그 다음 GY계열에 분포되며 순색에 가
까운 B계열 제품이 일부 조사됨.
⋅GB 계열은 전혀 없음
⋅채도가 낮은 tint와 무늬목과 도장마감
으로 일부 tone 계열 제품이 조사됨

발달특성 공간 구성 교실 가구

신체운동

발달

ž 쉬는 시간 다양한 근육놀이를 할 수 있도록
넓게 비워진 공간 필요
ž 통제적 환경, 안전한 환경이 적절히 절충된
공간
ž 저학년 교실이 융통성을 고려 고학년에 비
해 다소 크게 함
ž 고학년 교실은 간단한 작업대 설치로 변화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함

ž 인체공학적 반영과
가변형 가구
ž 학년 연령 단계에 따
른 학습태도와 신체
사이즈 고려
ž 형태나 크기의 변화가
가능한 가구

인지

사고

발달

ž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인정됨을 느끼는
아동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
ž 오감을 자극시키는 공간
ž 좋은 촉감이나 질감을 가진 마감재 사용

ž 모듈 형태로 다양한
레이아웃 가능 가구
ž 감성 자극 가구

사회성

정서

발달

ž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
ž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
ž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이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ž 친사회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는 공간
ž 교육계획이나 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고려:
8.1m×8.1m, 9m×9m 공간 필요

ž 일상 행동에 안전한
디테일 구조
ž 감성을 자극하는 가구
- 색채, 형태, 촉각 등
오감 자극 고려
ž 원목 소재나 천연향이
나는 천연 마감재 사
용 가구

전체

고려조건

ž 관계 법령 기준 검토.
ž 교실 각 부분의 성능, 마감, 재료, 치수, 색채 등의 결정에는 학교 및 학
년별이나 아동 및 학생의 연령 및 신체 조건 고려
ž 실의 방위와 난방. 냉방. 채광 .조명., 환기. 통풍. 음향 등 실내 환경을
적정히 유지하는 조건과 설비 검토
ž 장래 교욱의 변화 발전 예측한 교실 규모와 가구 사이즈 선정
→ 학교 교실 가구 고려조건 : 학년별 신체 조건, 융통성, 가변성,

확장성, 편리성, 친환경성, 내구성, 경제성, 안정성, 내소음성

<표 16> 국내 초등학교 교실용 청소도구함 제품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4. 초등학교 교실 가구 개선 방향 제안

4.1. 아동 발달 측면에서 개선 방향

아동 발달 측면에서 개선 방향은 사회성이나 정서 발

달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재 일반 교실 배치와 환경을 같

이 고려하여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초등학교 수업은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동 수업보다는 일반 교실에서 레이아웃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

규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레이아웃 변경이 자유로워야 하며,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실, 디지

털 수업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이 가능한 교실이 구

성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의 발달과 이러한 교육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교실공간의 첫 번째 조건은 융통성이다.

특히 융통성 있는 벽체 구성과 가구로 가변성 있는 학습

공간 계획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에 따라 교실 가구도

자유로운 배치와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에 가볍고,

모듈형 구성이 되어 다양한 패턴이 연출이 되고, 높이나

크기 조절이 가능한 가변성과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성의 확보이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

전성을 갖추고, 기능을 충족하는 편리성을 갖춰야하며,

이동 시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내소음성, 자주 움직이므

로 튼튼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친환경성

반영이다. 유해 물질 배출이 안 되는 친환경성을 갖춰야

한다. 네 번째는 인간공학적 고려이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책걸상은 특히 학생들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인간공학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학

년에 따른 교실가구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며 같은

학년이라도 신체 조건이 다 같지 않으므로 높낮이 조절

이 되는 가구로 전체적으로 배치하거나 가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환경적 배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아

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실 공간 구성 조건 및 가구 조

건 체크하면 다음 <표 17>과 같은 기본 조건을 도출해

볼 수 있다.

<표 17 > 아동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실 공간 및 가구 조건

4.2. 현황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교실 가구 개선

방향

현재 일반 교실의 가구는 KS 규격에 의해 선정된 가

구들을 사용하므로 기준이 되는 KSG2010의 문제점과

함께 10군데 초등학교 교실 현황 분석 결과 교실 가구별

로 개선 사항을 제안해 보면 <표 18>과 같다. 전반적으

로 아사용자인 아이들 측면에서의 기능의 편리성과 안전

성 확보와 감성과 신체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와 색

채의 적용, 노후화된 가구에 대한 점검과 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요 개선 항목으로 도출 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교실 가구의 기준이 되는 KSG2010은 7등

급으로 기준 간격을 축소했는데 실제 키, 앉은키, 오금높

이 등 변동 폭이 너무 커 실제 사용하는 학생의 신체 치

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데 대부분 1~10cm 높게 설정된

것이 많아 일부 조정을 하거나 기존 호수에 중간 호수를

삽입하여 12호로 설정하거나13), 시판 되는 높이 조절용

가구의 높이 조절 단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높이로 조

절되게 제작한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책

상과 의자를 중심으로 KSG2010에 대한 개선 사항과 현

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13) 민창기, KSG 2010(한국산업규격 학생용 책·걸상) 디자인 가이드라

인의 검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v.14, n.3, 2007.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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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KS 규격 개선 방향 현황분석에 의한개선방항

책상

ž 책상높이: KS 규격이 아동 인체 치수 보다
각 호마다 4cm 이상 큼
→ 각호마다 기준을 4cm 정도 내림

ž 다리부의 최소높이 : 서랍과 책상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ž 책상 너비: 팔길의 2배가 가장 적정하나 교
실 폭과 정보기기 장착이나 사용 고려하여
90cm 정도가 적정
ž 책상 서람: 천판밑보다는 책상 옆으로 이동 권장

ž 정기적 노후 책상 점검
및 보수 관리 필요

ž 편리한 높낮이 조절 시
스템 적용 (전동방식,
핸들방식 권장)

ž 학년별 책상 규격 기준
필요
ž 상판 경사도 조절 시스
템적용 필요

ž 감성적 측면의 다양한
칼라와 형태 적용 필요

의자

ž 좌면 높이 : 인체 치수에 비해 3-4cm 높게
책정 → 각 호마다 3-10cm 하향 조정
ž 좌면 너비와 깊이는 자세 변화에 자유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엉덩이 너비 보다 6-8cm 크게 함
→ 좌면 너비 : 1-2cm 크게 함
→ 좌면 깊이 : 3-6cm 상향 조정
ž 등받이 : 앉은키 1/3지점을 기준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등판 상단 최고 높이를 1-7cm 하향 조정
ž 등받이 각도 : 105도 각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현 기준 95-106도에서 103-107도로 조정 필요

ž 학년별 책상 규격 기준
필요
ž 정기적 노후 책상 정검
및 보수 관리 필요

ž 피로도 감소를 위한 부드
러운 좌판소재적용 필요
ž 편리한 높낮이 조절 시
스템 적용
ž 감성적 측면의 다양한
칼라와 형태 적용 필요

사물

함

ž 정기적 노후 책상 정검 및 보수 관리 필요
ž 1인당 배분되는 1칸의 크기 확보 필요. 교과서가 세로로 보관할 수 있
는 크기 필요
ž 교체가 편리한 이름 표기 시스템 부착 필요
ž 편리하고 안전한 잠금장치 시스템 필요( 번호키 권장)

교구

함

ž 다양한 수업 시 이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교구함 필요
ž 다양한 교구 수납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필요
ž 교구별 수납상태를 식별이 가능한 칼라나 수남 형태의 다양화 필요

청소

함

ž 폐쇄형 시스템 보다는 상부 반 개방형이나 긴장 시스템 적용
ž 다양한 청소도구 수납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조절이 용이하도록 함
ž 청소 도구 사이즈 고려하여 크기의 다양화 필요

품목 개선 방향

책상

ž 다양한 상판 형태 적용으로 일률적인 교실 공간 레이아웃 탈피 필요
→ 다양한 그룹 활동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 적용
ž 안전성 확보 → 안전한 모서리 처리, 내구성 확보
ž 감성을자극할수있는사각상판을탈피한유기적형태상판과다양한칼라적용
ž 가구의 용도와 기능의 확장성 적용 : 이동형 가구, 상판의 각도 조절, 발판 설치,
스탠딩 작업이 가능한 높낮이 조절형, 앞판 가리개 겸용으로 상판 확장이 가능
한 가변형 형태를 적용

의자

ž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 형태 적용
ž 이동과 높낮이 조절의 용이성 확보
- 바퀴형 책상이나 높낮이 조절의 조작이 편리하도 함
ž 섬세한 인체공학적 배려
- 허리 부분의 자세교정 외에 팔걸이, 안락함을 주는 좌판면 쿠션이나 부드러운
소재 적용하고 등받이 부분 통풍을 고려한 형태 반영
ž 의자 다리 하부 보관함 장착 구조 응용 및 적용

사물

함

ž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 적용
ž 개인용 1인 칸 사이즈 조정 : 세로로 책이 꽂이는 여유 있는 높이와 갚이 확보
ž 열고 닫기 편한 문 구조
ž 안전하고 저학년들도 사용이 편리한 잠금 장치 적용

교구

함

ž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 적용
ž 이동과 사용이 편리한 구조 적용
ž 수납 유형의 다양화와 칸 조절이 가능한 칸막이 구조 적용
ž 수납 물품에 맞는 트레이나 보관함 교체가 가능한 구조 적용

청소

도구

함

ž 주변 수납 가구와 형태 색채 조화
ž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 형태 적용
ž 내부 칸 조절이 가능한 칸막이 구조 적용
ž 습기에 의한 냄새 발생 억제 기능 → 통풍창이나 건조 시스템 적용

<표 18> KS규격과 현황 분석을 통한 교실 가구 개선 방향

4.3. 국내 생산 제품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국내 교실용 가구들을 현황 조사한 결과 가구 교체 주

기가 길어 교체 시기가 늦어져 현재 생산 제품들이 미처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생산되는 가구와

기존 교실에 사용되는 가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

기능과 색채의 다양화이다. 과거보다 국내 교실가구도 계

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형태와 칼라의 다양성

과 확장성이 더 부여 된다면 감성과 정서 발달을 배려한

교실 가구로서 더 나은 가구가 될 것이다. 이에 각 아이

템별로 향후 교체 되는 교실 가구 선정 시 기준과 교실

가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국내 교실가구 개선 방향

5. 결론

초등학교 일반 교실은 학습 기능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지만, 아동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

회성 발달과 활발한 활동,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자존

감, 자기 주도를 키우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초등학교 일반 교실을 아이들의 감성과 사회성 발달

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쾌적한 학습 환경

이 되기 위한 교실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주요 방법으로 현재 사용 하는 교실 가

구 현황 분석과 시판되는 제품들 분석을 통해 국내 교실

가구의 문제점과 개발 보완점을 도출함으로 향후 교실

가구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초등학교 일반 교실의 가구 개선

방향을 4장에서 아동발달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

제점 해결 차원에서, 국내 생산 제품 분석을 통한 가구

개발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국내 일반 교실 가구들은

KS 규격에 준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기능은 만족하

고 있으나 아이들의 학년별 신체 발달과 감성과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교실 가구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연

령별 신체 조건과 융통성, 가변성, 확장성, 편리성을 고

려한다. 이에 학년별로 적합한 기본 유형과 조절이 가능

한 가구나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감성과 정서

발달 위해 다양한 칼라와 형태 적용을 고려한다. 셋째,

마감재의 물리적 안정성과 건강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성

을 갖춘다. 이에 내구성, 경제성, 내소음성을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교실 가구의 개선은 가구를 선택

하는 구매하는 학교 관계자나 개발자의 인식 전환이 중

요하다. 즉, 연령별 즉 학년별 발달과 감성, 수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에 따른 정확한 교실 가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가 아동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비해 그동안 교육용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반해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교육용 가구 개발이 되

고 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교실가구 연구는 단순한

현황 사례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고 그 연구 편수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계기로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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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등학교 교실 가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현황 사례 분

석과 현재 생산되는 제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국

내 초등학교 일반교실의 가구에 대한 개발 수준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려보았다. 단, 조사 과정

에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 기준으로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가구를 분석하는 형태, 색채,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 체크로 진행함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

한 교실 가구가 개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일반

교실 가구 개선 가이드라인의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건강한 교실

공간이 생겨나고 교육용 가구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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