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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톤 컬러의 산뜻한 색상으로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한 어린이 도서관 시리즈는 
조합형으로 설계하여 자료의 효율적 보관 및 학습방법에 따른 최적의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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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3단 직선 서가

+ +

KHK3001 KHK3002 KHK3003

스타터 애더 엔더

▲ 복식 3단 직선 서가

+ +

KHK3005 KHK3006 KHK3007

스타터 애더 엔더

파스텔톤 컬러의 산뜻한 색상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며, 
조합형으로 만들어져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형 단식 3단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01  800  330  1200

조합형 단식 3단 직선 서가 (애더)
KHK3002  777  330  1200

조합형 단식 3단 직선 서가 (엔더)
KHK3003  777  330  1200

단독형 단식 3단 직선 서가
KHK3004  800  330  1200

조합형 복식 3단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05  800  670  1200

조합형 복식 3단 직선 서가 (애더)
KHK3006  777  670  1200

조합형 복식 3단 직선 서가 (엔더)
KHK3007  777  670  1200

단독형 복식 3단 직선 서가
KHK3008  800  670  1200

직선 서가 (스타터 · 애더 · 엔더 조합방식)

곡선 서가 (스타터 · 애더 · 엔더 조합방식)

전면 후면

단면 책꽂이 
KHC0801  750  340  800

양면 책꽂이 
KHC0802  750  550  700

조합형 복식 3단 곡선 서가 (스타터) 
KHK3009  1298  739  1200

단독형 복식 3단 곡선 서가
KHK3012  1298  739  1200

조합형 복식 3단 곡선 서가 (애더)
KHK3010L/R  1273  739  1200

조합형 복식 3단 곡선 서가 (엔더)
KHK3011L/R  1273  739  1200

스타터 엔더

▲ 복식 3단 곡선 서가

+

KHK3009 KHK3011

▲ 복식 3단 곡선 서가

+ +

KHK3010RKHK3009 KHK3011

스타터 애더 엔더

책꽂이

어린이 도서관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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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

철재 가림판이 있어 서적 보관 시 책이반대편 선반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선반은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해 보관 서적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높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직선 서가)

Melamine

KM175

몸통 /  상판

KM234 KM235

KM236 KM237

Painting

KC175

상판 / 측판

상판 / 측판

상판 / 측판

상판 / 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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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13L KHK3014R KHK3015L
스타터 애더 엔더

+ +

단식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 애더 · 엔더 조합방식 / 상판 모양에 따라 L · R 구분) 복식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 애더 · 엔더 조합방식 / 상판 모양에 따라 L · R 구분)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13L  800  430  1200

단독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16L  800  430  1200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애더)
KHK3014L  777  425  1200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엔더)
KHK3015L  777  425  1200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13R  800  430  1200

단독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16R  800  430  1200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애더)
KHK3014R  777  430  1200

조합형 단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엔더)
KHK3015R  777  430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17L  800  770  1200 

단독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20L  800  770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애더)
KHK3018L  777  765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엔더)
KHK3019L  777  765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스타터)
KHK3017R  800  770  1200

단독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20R  800  770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애더)
KHK3018R  777  765  1200

조합형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엔더)
KHK3019R  777  765  1200

◀ 복식 3단 물결형 직선 서가

KHK3017L KHK3018R KHK3019L
스타터 애더 엔더

+ +

직선형 서가의 공간 효율성과 곡선형 서가의 창의적 공간 구현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린이 도서관용 서가 제품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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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학습 테이블은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수업형태에 따라 맞춤 구성이 가능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업 형태에 따라 손쉽게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으며, 
놀이 학습 등 다양한 창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조합형 학습 테이블 (직사각형)
KHT1201  1180  680  7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반원형)
KHT1401  1360  680  7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사다리꼴형)
KHT1402  1350  590  7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부채꼴형)
KHT1202  1180  680  7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직사각형)
KHT0801  800  500  3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하트형)
KHT0701  700  700  3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하트형)
KHT1001  960  680  7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평행사변형)
KHT1203  1180  680  7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부채꼴형)
KHT1002  1016  591  3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반원형)
KHT1004  994  500  300

조합형 학습 테이블 (더블 원형)
KHT1403  1400  900  7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평행사변형)
KHT1003  979  581  300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사다리꼴형)
KHT1204  1156  520  300

어린이 도서관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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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학습 테이블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KIDS' LIBRARY | 어린이 도서관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상판은 다양한 모듈  
구성이 가능합니다.

간결하고 슬림한 알루미늄 다리는 조합시  
심플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도 레벨러를 통해 
수평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상판은 다양한 모듈  
구성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하부 다리는 원형캡 사용으로 안정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Melamine

KM175

몸통 

KM234

Painting

KC175

상판 / 측판

KM235

상판 / 측판

KM236 KM237

상판 / 측판 상판 / 측판
Melamine

KM175

몸통

KM234

Painting

KC175

상판 / 측판

KM235

상판 / 측판

KM236 KM237

상판 / 측판 상판 / 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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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스툴형 소파는 
동적인 학습 활동과 다양한 교실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스툴형 소파 전자칠판 + 교사용 책상 + 조합형 학습 테이블

전자칠판 + 교사용 책상 + 조합형 학습 테이블

곡선서가 + 책꽂이 + 조합형 학습 테이블 +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 조합형 소파

곡선서가 + 좌식 조합형 학습 테이블 + 조합형 소파

· 전자칠판 사용으로 멀티미디어 강의환경 구현
· 조합형 테이블의 구성으로 개별 학습에 적합

· 전자칠판 사용으로 멀티미디어 강의환경 구현
· 조합형 테이블의 구성으로 소규모 조별 활동에 적합

· 곡선서가의 배치로 학습공간과 열람공간 구분
· 조합형 테이블의 사용으로 8인의 자유로운 배치

· 물결형 서가의 배치로 안락한 학습 분위기 연출
· 다양한 조합형 소파, 좌식테이블의 구성으로 안락한 학습공간 구현

스툴형 소파 (원형 - A)
KSF0100L  500  500  300

스툴형 소파 (사각형 - B)
KSF0103L  500  500  300

스툴형 소파 (원형 - B)
KSF0101L  500  463  300

스툴형 소파 (1/6 원형)
KSF0104L  685  483  300

스툴형 소파 (사각형 - A)
KSF0102L  500  500  300

Layout
어린이 도서관 series

KIDS' LIBRARY | 어린이 도서관

K
ID

S
' 

L
IB

R
A

R
Y

Colors

다양한 색상과 제품 형상은 다양한 모듈구성이 
가능합니다.

소파 하부 다리는 원형캡 사용으로 안정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L492P

인조가죽

L432P

인조가죽

L431P

인조가죽

L506P

인조가죽
Painting

KC175Leather L430P

인조가죽
Lea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