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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요즈음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 또한 매우 변

화가 심하여, 사회·교육·문화적인 측면과 더불
어 각 분야에서도 교육적 환경의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역할
을 수행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은 물론, 교육시설 분야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의 제 7차 교육과정 등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부
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도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
며, 아울러 일선학교에도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신설되는 교육공간은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공
간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 설립주체의 구
성, 시설 건립의 절차 등 각 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
교육청의 신설 초등학교 건립의 추진방향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새로운 교육이 요구하는 바람직
한 교육환경의 탐색과 이를 통한 교육공간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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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범적인 학교시설의 예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며, 민자유치를 통한 교육공간의 확보와 다원화
전략은 학교시설이 관 주도의 교육과 더불어 사교
육과 지역사회의 문화 중심, 지역주민 교육의 센
터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미래지향적 교
육 시스템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육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과 동시에, 인근의 항공소음
에 대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위한 건축적 대응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수원시 고색동에 신설될 고평초등학

교의 신설계획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순화된
학교 설계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간구성과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열린교육, 수준
별 학습 등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합리적인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기본적
인 자료를 정리하여 배치 및 평면 계획을 중심으
로 계획대안을 작성, 검토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의 범위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
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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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원시 지역의 인문 지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연계
성을 파악한다.

둘째,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
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
여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셋째,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인근의 수원비행장
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
안하여, 항공기의 소음실태와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넷째, 학생의 수용계획, 스페이스 프로그램
(Space Program), 학교 운영의 프로그램 등에 관
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집단학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행태패턴(behavior pattern )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여섯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 주변환경 및 대지 분석

2 .1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현 계획대지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01번지

일대에 위치한 초등학교 계획부지로 그 면적이
14,445㎡(약 4,377.27평)에 해당한다. 계획대지는
수원시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
으며, 지목상으로는 전체면적 14,445㎡가 답(畓)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부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동서측이 짧고
남북측이 1.4배정도 긴 장방형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지에 직접 면하는 폭원 15m의 2차선
도로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농업
용 수로(水路)가 위치해 있다. 부지의 남쪽으로도
역시 폭원 15m의 도로가 접해 있는데, 이 도로는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거 왕복 4차선(25m)으로 확
장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부지 북쪽으로 350m 이
격된 거리에 국도 43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계획부지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부지의 서측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녹지지역으로 농경지가 대부

분을 차지고 있
다. 부지의 서쪽
만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원
아파트단지와
거산 아파트 단
지가 근접해있
으며, 나머지는
2∼3층의 다세
대·다가구 주

택이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약 3,500세대)으로, 곧
신설될 고평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러한 주거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부지의 지형은 고도 25m이하의 평지로 형
성되어 있으며, 대상부지 전지역이 경사 5%이하
의 지역으로 거의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인근은 대부분 경작지이며, 주위의 대표적인 산세
로는 서측 4km지점에 칠보산(238.8m)을 제외하고
는 150m이하의 구릉성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경
작지(답)가 발달해 있어 특이지형은 분포하고 있
지 않다.

2 .2 대지주변 예상소음 분석
대상부지에서 예상되는 소음과 진동의 경우 대

상부지 전체가 농경지(沓)로 이용되고 있어, 현재
지면으로부터의 소음, 진동원으로는 부지 서,남측
도로(2차선)를 통과하는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재까지는 특별한 소음, 진동 발생원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대상부지 주변에 면한, , 대상부
지 남쪽에 위치한 도로(2차선)가 왕복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있어 학교시설물에 소음영향이
과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중으로부터의 소음, 진동 발생원으로는
수원비행장의 항공기(전투기)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비행장은 활주로 부분이 대
상부지와 거의 수평으로 위치해 있고, 거리 또한
1∼2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수원비행장에서
부터 대상부지까지 거의 평지를 이루기 때문에 항
공기 이·착륙시의 소음은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수준을 살펴보면, 항공기 이륙시 70∼85dB
까지의 소음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그림 2- 2> 주변 현황도

<그림 2- 1> 대상부지의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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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간은 1대
이륙시 30초, 2
대 동시 이륙시
60초, 3대 연속
이륙시 240초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이
집중되는 시간대
는 09∼17시이
며, 항공기 소음

이 최대인 시간은 12∼16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음수준은 미주의 경우 교육시설의 설치가 불가
한 지역의 기준(미국 75dB, 독일 62∼69dB)이거
나,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국의 소음기준에 의거하였을 때, 고평초
등학교의 부지는 방음시설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되며, 계획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3 초등학교 시설현황 및 통학권 분석
2.3.1 초등학교 시설현황
현재 계획대상부지 주변으로는 각각 고색초등

학교 (고색동 887- 59번지), 서호초등학교 (서둔동
39- 7번지), 남수원초등학교(세류2동 1130번지), 신
곡초등학교(세류3동 527번지) 4개의 학교가 위치
하고 있는데, 고색초등학교(1㎞내외)를 제외하고
모든 초등학교가 계획부지의 2㎞∼2.5㎞ 밖에 위
치하고 있다.

2.3.2 통학권 분석
현재 대상부지 주변으로는 고색초등학교 학구,

서호초등학교 학구, 남수원초등학교 학구, 신곡초
등학교 학구로, 총 4개의 학구로 구성되어 있다.
신설되는 고평초등학교는 이 4개의 학구 중에서

고색초등학교
학구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
이며, 인근지역
의 단독주택단
지 및 거산 및
대원 아파트 단
지들의 학생들
을 수용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2.3.3.학생수의 전망
권선구 고색동 일대는 현재 고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계속되는 인구유입
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2부제 수업이 예상되며,
고색초등학교의 통학구역내 거주자(약 3,469세대)
자녀들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고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
차적으로 2002년까지는 570여명의 학생수에 18개
의 학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2004년
까지의 학생수 전망에 따르면 840여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계획에서는 24학급 1,080명
의 학생을 수용하는 초등학교의 규모로 계획함으
로써, 앞으로의 과밀화 및 통학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3 . 항공기 소음현황 분석 및 대책

3 .1 항공기 소음의 특성
비행기 한 대의 소음량은 자동차 만대 내지 십

만대와 동일하다. 제트엔진의 소음은 대략 130dB
이며, 제트항공기의 경우 머리 위 30m 상공을 비
행할 때 지상에서 음의 레벨은 140dB정도로 이는
인간이 청취할 수 있는 최대 가청음압으로 고통을
느끼며 1분 이상 노출은 안전에 저해되며 자주 노
출되는 경우 청각장애를 초래한다.

항공기의 소음의 특성은 음압레벨이 다른 소음
에 비해 매우 크며, 주 소음원인 배기가스가 소용
돌이치며 분사되므로 이때 발생되는 음은 지향성

을 가지며 특히 후방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활
주로 주변에는 음압이 높
으며 소음원인 항공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상
에서는 음압레벨이 약해
진다. 그러나 반면에 고

도가 높아질수록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확산형
소음이 되고, 단순 활주로상의 비행 뿐 아니라 공
항주변의 선회, 항공기 엔진정비, 시험가동, 공항
내 이동, 헬리콥터의 운항 및 그에 수반되는 여타
의 소음이 피해는 일반적인 항공기 환경 평가치와
는 달리 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공항 주변 일대는 환경 평가와는 달리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 3> 대지주변 예상
소음분석도

<그림 2- 4> 대상지 주변 통학권
분석도

<그림 3- 1> 항공기
운항시의 소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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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공기 소음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크다.

② 소음이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③ 공항주변이나 비행코스의 가까이에서는 간

헐소음이 된다.
④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⑥ 공장소음의 음원차폐, 자동차나 철도소음의

흡음판·차음벽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하다.

3 .2 항공기 소음의 영향
3.2.1 항공기 소음의 일반적 영향
소음이라 하면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의 총칭으

로 Noise(unwanted sound, undesired sound,
disagreeable sound)로 사용된다. 즉, 없는 편이 좋
음 음, 바람직하지 않은 음, 없으면 좋으리라 생각
되는 음을 의미한다.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요소별로 살펴보
면 주파수(frequency), 강도(intensity), 폭로시간
(exposure duration)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파수는 항공기 음처럼 고주파에서 영향이 크며,
강도에 의한 피해는 순음의 경우 85dB로부터

120dB의 고
강도 소음
은 귀에 고
통을 주고,
폭로시간은
80dB환경에

서 16시간 이내는 장시간 폭로되더라도 영향이 적
으나 이후 4dB 증가마다 8시간 이내로 줄어들고
115dB에서는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영향을 받
게된다.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수, 고강도의 특성을
지녀 짧은 폭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게된
다.

항공기 소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생리적인
영향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놀람, 일시난청 등을 경
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출이 될 경우 영구난
청이나 불면증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활주로와
유지시설의 바로 인근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의
소음도나 소음지속 시간을 생각하면, 항공기소음
의 최고치도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나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적 생리적
영향을 초래할 만큼 심하지는 않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행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대화, 공부, T V시청, 수면, 업무처리 등에
지장을 주고, 심리적인 영향으로는 개인별로 그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가심, 불쾌, 불만,
혼란 등을 초래한다.

3.2.2 항공기 소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학생집단은 학습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물리적 영향을 받으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소음도
학습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심
리적, 신체적 질병을 주고 있다. 학교소음의 허용
치는 일반생활소음과는 달리 수업도중 학생들의
조그마한 잡담으로도 얼마든지 수업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스킹 효과
(masking effect : 어떤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다
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현상)
에 의해 교수의 강의가 주위 소음으로 인해 상쇄
되고 명료되에서 떨어질 수 있다.

교실의 실내소음레벨 설계목표의 경우 38dB내
지 47dB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소음보
다 일시적인 소음에 의한 영향은 분위기를 순식간
에 해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소음의 효과는 특히 학령기 아동
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학습능
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2> 항공기 이륙시의 소음형태

<표 3- 1> 항공기 소음과 생리적 관계

분
류

소음의
영향 항공기 소음의 영향 비 고

생
리
적
인
영
향

청력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 난청 발생
·장시간 반복 노출은 난청현상

발생
·인자 : 나이, 개인의 감각성,

소음레벨, 강도, 노출정도, 시
간 등

·난청현상 발생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혈압, 맥박수, 뇌내압 등 상승
·위의 수축회수, 수축강도 감소
·말초혈관의 수축 등의 변화 :

60∼70dB의 환경에 교감신경
긴장)

·심장병, 당뇨병의
직접적 원인 않됨

·불안, 성장기능 변
화, 특히 혈압의
기능변화 원인

<표 3- 2> 항공기 소음과 정신작업간의 관계

분 류 정서와의 관계 정신작업과의 관계

심리적
영향

·정서불안정
·성격불안정

·지적 테스트와 미적감각 테스트에
서는 차가 없슴
·도덕성테스트에서 낮음 (kraeplin
test : 성격검사법)
·중독성 상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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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등, 1973). 즉 학습환경이 지속적으로 소음
에 노출될 경우 읽기능력을 비롯한 언어성 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
지며, 부산스럽고 산만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신체적 영향
난청 및 청력감소의 문제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고주파소리를 듣는데 장
애가 생긴다는 가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는 않고 있
다. 그러나 소음에 충분한 기간동안 노출되면 소
음의 민감도(hearing sensitivity)에 영구적인 손상
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의 경우 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있
어 성인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적응할
수 있는 소음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는 적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소음에 의하여 청력을 상실하고 귀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
는 개인적인 취약성과 함께 노출기간, 노출횟수,
노출스케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청각적인 문제
소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은 청각자극에 대한

예민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오지만 단기간의
노출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활성화에 따른 생물
학적인 스트레스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들은 성인에 비하여 대처반응이 덜 발
달되어 있고, 주변환경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소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학업성취 및 언어기술의 영향
학업성취 및 인지능력상의 저하

비행장 주변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읽기능
력과 청각자극변별 능력을 실험한 각종 외국의 보
고서에서는 비행기 소음이 아동의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끄러운 환경의 아동들이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수행능력이 떨어졌고, 이 같은 저
하는 노출기간이 길수록 수행능력의 저하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 등, 1973).

이외에도 Bronzaft와 MacCathy (1975), Green
(1982), Wachs (1971, 1979) 등 외국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장 소음에 노출된 아동들은 학

습과제의 수용능력이나, 탐색활동의 자세, 언어상
의 결함 등이 지적되고 있어, 지속적인 소음의 노
출은 아동들에게 있어 학업성취 및 인지능력, 언
어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주의력의 저하
외국의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시끄러운 환경

에서 자란 아동들은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적
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청각자극에 대
한 주의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신체적인 상태는
소음에 적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인지적, 동기적
측면에서 소음에 적응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고,
소음에 대한 지각과 이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정도
도 노출기간이 길어진다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밝히고 있다.

3)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학교에서의 소음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불쾌감
(annoyance level)을 높이고, 대화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교사- 학생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항공기 이륙시 소음이 증가할수록 교사들은
수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밖에 없으며, 수업이 방해받고 중단될 수도 있
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음으로 인한 의사소통방해와 수업의 중단
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아동의 학습이
나 수행상의 문제도 일부분 이 같은 요인에서 비
롯되었을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3 .3 항공기 소음의 현황분석
3.3.1 항공기 소음의 측정방법
1) 소음측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으로는 환경오염공정시험

법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있다. 그러나 이 측정수준은 항공기 소음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대별로 항공기 통과횟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나, 대상지역과 같이 이륙횟수가 일정하지
않고, 군사 보안상 이륙횟수를 판단할 수 없는 군
용 항공기의 소음평가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소음으로 인한 인체반응(영향)의 유용한 예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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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Leq (Equivalent Continuous Sound
Pressure Level) 또는 Ld/ n (Day- Night Average
Sound Pressure Level)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측정방법은
Leq 또는 Ld/ n과 같은 소음평가지표는 기상조건,
풍속 등의 다양한 변수들과 전문적인 계산을 전제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
헌에 나와있는 Leq와 Ld/ n 지표를 사용하기로하
기로 하며, 이를 보완하고 검증하는 부분으로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대상지에서의 소음레벨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문헌은 1998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행한 보고서(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로, 소음
분석 지표 중 시간대별 등가소음수준(dB(A)), 24
시간 평균소음수준 (dB(A)), 주간평균소음수준
(Leq) 3가지를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보고
서의 수치를 기본으로,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수치(dB)를 통하여 기존 보
고서 수치의 검증과 더불어 대상지에서의 직접적
인 소음영향을 측정하여 정확성을 기하였다.

2) 소음측정
현재 대상지에 영향을 미
치는 있는 수원비행장의
경우 군사상의 보안과 불
규칙적인 이륙횟수 및 시
간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도 일관적인 소음의 측정
수준을 산정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임으로 해서, 조

사 날짜와 시간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측정할 수밖
에 없는 한계가 있어, 기본적으로는 1998년 아주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행한 보고서(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

에서 행해진 항공기 소음
측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대상지 답사에 의한 소음
측정은 보고서의 수치를
검증하고 현행 대상지내에
서의 직접적인 소음수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대상지내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2001년 5월 21일과 6월 8일 이틀간

행해졌다. 소음의 측정이 기상조건, 풍향, 풍속, 습
도 등 각종 변수에 민감한 만큼 1, 2차 측정 모두
맑은 날씨에 풍속이나 풍향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
나지 않는 기후조건을 선택하였다.

1차 측정인 5월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12
시까지 2시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2차 측정인 6월 8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

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측정하여, 총 10회에 걸
친 항공기 소음측정이 있었다.1차 측정에서는 우
선 이면도로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음인 자
동차소음의 측정을 하였고, 비행기가 상공을 순회
하는 경우의 소음치, 비행기가 1대 이륙시, 2대 동
시이륙시, 3대 동시이륙시의 소음치라는 5가지 항
목으로 측정을 행하였다. 2차 측정에서는 비행기
가 1대 이륙하는 경우밖에 포착하지 못한 관계로
4번의 측정 모두가 1대 이륙시 소음측정이었다.

<도표 4- 1>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 도표

<그림 3- 4> 대상부지내
항공기 소음 측정의

위치

<그림 3- 3>
소음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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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총 10번의 측정 중에서 1대 이륙하는
경우가 6회이며, 2대 동시이륙시, 3대 동시이륙시
가 각각 1회, 상공 순회시의 소음측정과 일반 자
동차의 소음측정이 각각 1회이다.

3.3.2 항공기 소음의 측정결과
총 10회에 걸쳐 대상부지내 항공기 소음측정치

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측정1∼측정6 까지는 항공기 1대가 이륙시의

소음영향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측정7은 항공
기 2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동시에 이륙할 때의 소
음영향을, 측정8은 항공기 3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동시에 이륙할 때의 소음영향을 도표로 나타낸 것
이다.

측정9는 항공기의 이륙과는 무관하게 대상부지
주위를 순회하는 경우의 소음영향을 나타낸 것이
며, 측정10은 항공기의 이륙이 없을 때 대상부지
도로 주위로 통과하는 각종 자동차의 소음영향을
도표로 나타낸 결과이다.

3.3.3 항공기 소음의 현황분석
NEF (Noise Exposure Forecast)Contour Map

분석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소

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공항근처의 소음노출
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방
법들이 고안되어져 왔다.

최근 들어 캐나다에서 NEF
(Noise Exposure Forecast )
라는 측정방식을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측
정방식은 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그들이 생성
하는 소음의 타입, 각 활주

로의 이·착륙의 수 그리고 이·착륙시간에 관한
정보를 변수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옆의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따라 제시된 NEF
contour map은 가장 최근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
며 가능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측정 시스템이다.

NEF contour map에 따르면 크게 Upper Zone,
Intermediate Zone, Lower Zone로 구분하고 있는
데, Intermediate Zone과 Lower Zone의 경우 적절
한 소음차폐가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pper
Zone의 경우 그 소음도가 심각하여 국가에서의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 지역(국가에서 건물의
설치를 금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NEF contour map을 현재 고평초등학교
신설부지에 적용
을 시켜, 대입하
여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수원비행장의
활주로를 따라
NEF contour
map을 대입하여
초등학교 신설부
지에 적용시킨
결과 30NEF의
선상에 대상부지
가 위치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30NEF의 영역은
항공기 소음이
거주자의 활동에 이따금 방해가 되어 개개인의 불
평들이 산발적으로 되풀이되고, 단체행동(민원) 등
이 발생할 수 있는 반응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음수준
대상지에서 직접 측정한 항공기 소음수준을 도

표로 나타낸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
기 1대 이륙시 최대 소음강도는 93dB, 2대 동시이
륙시의 최대 소음강도는 95dB, 3대 동시이륙시의
최대 소음강도는 98dB로 나타나고 있어 고평초등
학교 부지에서 나타나는 최대 소음강도는 거의
100dB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의 보고서(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그림 3- 5> NEF
contour map

<표 3- 3> NEF contour에 따른 지역사회 예상반응

반 응 영 역 지역사회 예상반응

NEF 40 이상 개개의 불평이 되풀이되며, 격렬해짐
단체행동과 합법적 활동 발생

NEF 35∼40 개개의 불평이 격렬해짐
단체행동과 당국에 호소 발생 가능성

NEF 30∼35 개개의 불평이 산발적으로 되풀이됨
단체행동 발생 가능성

NEF 30 이하 산발적인 불평이 발생
소음이 거주자의 활동에 방해를 일으킴

<그림 3- 6> NEF contour map을
대상지에 적용시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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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에서 측정한 주
간 평균소음수준을 살펴보면 최대 소음치가
108.3dB, 최소 소음치는 45.9dB, 평균 소음치는
70.5dB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4시간 평균소음수
준의 최대 소음치는 112dB, 최소 소음치는
41.6dB, 평균 소음치는 70.5dB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3- 2> 주간 평균소음도표 및 24시간
평균소음도표

항공기 소음 집중시간
항공기의 소음 집중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간대

별 등가소음기준도표에서 나타나듯이, 09시에서
17시까지 낮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이 집중되고 있
다.

항공기 소
음이 최대
치를 나타
내는 시간
대는 12시
부터 16시
까지로 나
타나고 있
다. 이 시

간대는 초등학교의 수업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지 소음분석 결과
신설되는 고평초등학교 부지의 소음은 최대

100dB∼110dB까지 나타나며, 항공기의 이륙시
70dB에서 85dB까지의 소음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음치는 70dB이며, 이러한 소음수준은 미주
의 경우 교육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의 기준
(미국 : 75dB, 독일 : 62dB∼69dB)이거나, 방음시
설의 설치가 필요한 기준(설치불가기준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국의 소음기준에 의거하였을 때, 고평초등학
교의 부지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방음대책의 수
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지면으로부터의 소음, 진동원으로는
부지 서,남측 도로(2차선)를 통과하는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재까지는 특별한 소음, 진동 발생
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부지 주변의
며, 대상부지 남쪽에 위치한 도로(2차선)가 왕복4
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있어 항공기 소음과 더
불어 학교시설물에 소음영향이 과중 될 것으로 예
상된다.

3 .4 항공기 소음의 건축적 대안
3.4.1 배치상의 대안
1) 건물 표면적의 최소화
강한 지향성을 가지

는 항공기 소음의 특성
상 소음원의 진행방향
으로 진행하게 되는 음
파의 차단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일반적인 건축적 차
음·흡음대책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의 형태상 건물의 표면적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

다.
특히 음파의 진
행방향으로의 건
물 표면적을 최
소화하고 더불어
건물의 돌출부분

을 지양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돌출부분으로
인해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파가 반사되는 경우
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파가 확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의 표면처리 역시 높은 차단율을
가진 외피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건물배치의 밀집성
외부에서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노출 가급적

피하기 위해 충분한 기능의 고려가 전제됨 외부공
간의 내부화가 필요하며, 가급적 밀집형의 건물배

치가 유리하다. 이
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가장 유리
한 건물배치 형태
에는 중정형의 배
치라 할 수 있으
며, 특히 중정부분
의 처리가 매우 중

<도표 3- 3> 시간대별 등가소음기준

<그림 3- 8> 돌출부에서의 음의
반사

<그림 3- 7> 표면적의 최소화

<그림 3- 9> 밀집형의
구조로서의 중정형 (내부지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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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밀집형 배치로서 중정형의 건물배치를 도입하

되 중정을 최소화하며, 중정부분으로의 음파의 유
입과 유입된 음의 반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중정부분에 지붕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붕
처리부분도 상공에서의 음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
파의 진행방향으로 차단율이 높은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항공기 진행의 반대방향으로는 내부
기능을 위한 채광창을 둔다.

3) 수목의 적절한 배치
수목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

지만 소음방지 기능도 가진다. 소음방지 기능으로
적절한 구조를 가진 수목은 소음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침엽수림의 경우
매 30m마다 6- 12dB 씩의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
고 한다. 10dB의 감소는 소리의 크기가 약 100배
감소시킨다는 뜻이다. 특히 소리는 저음과 고음에
따라 소리의 전파특성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수목은 이상 인간에게 보다 크게 불쾌감
을 안겨주는 고음영역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수목의 소음기능
을 고려하여, 항공
기의 순회방향을
고려하여 예상되
는 파동의 진행방
향으로 적절한 수
목의 배치가 필요

하다.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의 소음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에 침엽
수를 활용하도록 하며, 예상되는 각 소규모 외부
공간에도 수목을 적절히 배치시키도록 한다.

4)지표면의 흡음시설
항공기의 소음은 다른 소음원에 음향출력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지표면
을 통한 음파와
진동의 파급효
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지표
면의 경우 잔디
와 같은 일부

조경시설로 전파되어오는 음을 차단할 수 있으나,
건물의 주위로 일정부분의 홈을 마련하여, 흡음률
이 높은 재료를 충진함으로써 지표면을 통한 소음

과 진동을 방지한다.

3.4.2 건물 구조상의 대안
1) 분리된 건물구조
항공기 소음은 소음원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겠지만, 음향출력이 매우 큰 관계로 음파의
영향이 2차적인 진동이라는 형태로 발생된다는 점
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항공기의 음파는 지표면
과 공기를 통하여 건물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
향이 진동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구조체를
통해서 건물의 다른 부분을 진동시켜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진동음은 사람이
나 건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항공기 소음에
서 발생되는 2
차적인 진동음
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동
력이 건물의
상부에서 하부
로 혹은 하부

에서 상부로 전달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리된 건물구조를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리된 구조부에는 바닥방진기 및
방진가대를 설치하거나, 뜬바닥구조(건식/ 습식) 형
태, 이중벽체 및 천장(방진HANGER)등 건물진동
방지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지붕의 형태
항공기 소음원의 특성 중 하나가 상공을 고속

으로 이동하면서 소
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상
공으로부터 소음의
전파를 고려할 때, 건
물의 지붕형태는 평

지붕 형식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이나 원형지붕 등
음파를 간접적으로 흘려 버릴 수 있는 형태의 고
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붕의 재료 역시 높은 차단효과를 지니
는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며, 흘러가는 음

<그림 3- 12> 분리된 건물구조와
건물진동방지시스템

<그림 3- 10> 수목의 배치를 통한
항공기 소음방지

<그림 3- 11> 지층면의 흡음재료

<그림 3- 13>다양한 지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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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면으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핀(pin )과 같은
보조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가벽(假壁)의 활용
가벽은 의장적인 성격과 더불어 공간을 분리하

거나,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는 등의 여러 가
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 또한,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의 경우 훌륭한 방음벽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항공기 소음의 진
행방향으로 가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방어막으로서 음파
와의 직접접인 접
촉을 방지한다. 이
는 지상 부분의 음
파를 차단하는 것

이 주요 목적으로, 높은 흠음율과 차단율을 가지
는 표면재료를 활용한다.

4) 전실의 마련
전실은 이중표피의 구조로서 학교실부분에 마

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실은 다
중적이 소음차단의
개념으로 항공기
소음을 1차적으로
전실에서 차단하고,
2차적으로 교실의
외벽을 통하여 차
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실 부분

에는 상·하·옆면으로 핀(pin)을 설치함으로써 다
양한 방향으로 접근해 올 수 있는 항공기 음파의
진행을 차단하도록 한다.

3.4.3 건축적 요소상의 대안
1) Window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및 형태는 소음차단에 있

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의 전체면적 대비 전체
창문의 면적은 작을수록 소음에 유리하며, 이중
또는 삼중의 복층유리를 사용할수록 더욱 효과적
이다.

방음시창은 두께가 다른 각각의 강화유리를 이
용하여 교실과 같은 충분한 차음성능을 필요로 하
는 곳에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설치한다. 또한 창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리를
패킹에 삽입하여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리의 떨림
을 최소화함으로써 투과손실을 증가시킨다.

2) Door
방음문에 필요한 투과손실은 그것을 설치한 벽

과 그 주변의 차음구조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
차음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본체에 무거운 재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문에 접하는 부분에 패킹이나 마
크네틱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사이를 완전히 `밀
폐하여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Wall
벽체 내부에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음의 차단효

과를 높이고, 벽의 마감재료 또한 흡음률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벽면에 다공질 재료 특히 면재료를 넓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내장면의 위치에 리브
재를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4) Interior Finish
흡음재료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는 바닥과 벽 등 경질
평활면과 유리창 등과 같은 반사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 그 면에 따라서 불필요한 음이 확산된다. 또
한 실내에는 카펫트, 의자, 실내의 사람 등 어느
정도 흡음효과를 갖는 것도 있으므로 그 특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흡음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에서는 적절한 재료의 선택과 반사음의 확산
에 유효하게, 작은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과 흡음
마감 부위를 음압이 큰 실의 모서리와 천장 주변
등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음재는 그 표
면에 따라서 음의 반사를 적게 하지만 내면의 투
과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흡음재료만으
로 음원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그 외측의 방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음
재료와 조합시켜 사용하여야만 방음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천장은 가벼운 내장재료를 배치하고, 벽의 내장
은 다소의 충격 등에 견디는 강도가 필요하며, 바
닥에는 내마모성 등의 재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내장재료에 따라 각각의 사용부위가 한정되는 것
이 보통이다. 흡음재료, 특히 다공질 재료는 표면
이 다공성이므로 강도가 약한 것이 많고 대부분
흡음용 화장판으로서 개발된 재로는 천장용이다.
유공판도 충격에 약한 재료가 대부분이므로, 표면
마감재료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콘솔이나 데스

<그림 3- 14> 가벽의 적극적 활용

<그림 3- 15>핀 이용한 소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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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면 보다 높게 시공한다.
벽면에 다공질 재료 특히 면재료를 넓게 이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내장면의 위치에 리브재를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바닥에 흡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타일 카펫트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흡음성능은 사람
의 귀높이 이상의 공간에 필요한 흡음력을 확보하
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한 흡음력(A=aS)의 주파수 특성은 중심주
파수(보통 125, 250. 500, 1000, 2000, 4000Hz)로
설계 목표를 구하고 설계시에는 각 주파수 대역에
종류별 내장 재료 흡음력의 합이 설계목표에 합치
되도록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조절한다. 각각의
내장면의 면적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공 위치
의 배분을 결정하지만, 흡음력을 균등하게 배치토
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흡음재료는 큰 크
기로 사용하는 것 보다 작은 크기로 나누는 편이
흡음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게다가 a가 일정하
더라도 입사파의 에너지가 큰 만큼 흡음되는 에너
지의 절대량이 큰 것을 이용한다.

또한, 실의 내장은 실내의 밝기와 분위기를 연
출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실의 이용가치와 실
내의 업무 능률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음
재료의 선택과 마감은 의장성 측면에서의 배려가
중요하다.

차음재료
효과적인 차음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사항

에 유의하여 차음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차음이란 흡음과는 달리 음 에너지의 반사

율이 클수록 효과가 좋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량
법칙에 의하여 벽체의 면밀도가 큰 재료를 선택하
여야 한다.

② 차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간극이므로 틈
이나 파손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서로 다른 재료가 혼용된 벽의 차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과율이 가능한 균일 한 재료를
선택한다.

④ 차음만이 아니라 흡음 또한 차음에 많은 도
움이 되므로 차음재의 음원측에 흡음재를 붙인다.

⑤ 벽체에 진동이 생길 경우 현저히 차음효과
가 저하되므로 진동이 큰 곳에서는 차음벽의 탄성
지지, 방진처리 및 제진 처리가 필요하다.

⑥ 큰 차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일벽보다
는 중공을 갖는 2중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나 일치 주파수와 공명 주파수에 유의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블록을 차음벽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표면에 모르타르 마감을 함으로써 더욱 높은
차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면의 모르타르 마
감은 약 5dB 정도의 투과 손실 증가를 얻을 수
있다.

4 . 계획 설계안
4 .1 학교 이미지계획
4.1.1 기본개념 : 『항공·우주·과학』
신설되는 고평초등학교의 대상부지는 동남쪽으

로 1∼2km 부근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
항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
원비행장에서의 항공기의 이·착륙 빈도는 군사기
밀상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으나 매우 빈번한 상
태이며, 이·착륙시의 소음도 100dB을 육박하여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이에 지역주민들간에 많
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원
비행장 및 항공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학기 아동의 관점으로 본 대상지를

<표 4- 1> 『항공·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내부
학습전시장 계획

구 분 내 용 예 시

내

부

공

간

전

시

1
- 내부 중정상부에 모
빌(mobil)형 항공기 모
형전시

2

3

- 내부전시장 및 현관
입구부분의 벽부착형
항공기 모형 전시

- 복도 갤러리 부분의
항공기 모형전시

- 계단참 부분 항공기
모형 및 설명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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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항공기의 이륙에서 느껴지는 강인함,
항공기 자체에서 엿볼 수 있는 문명과 과학의 힘,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간들
의 노력 등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천
혜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항상 부정
적인 이미지로만 보아왔던 인근 비행장의 존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여, 이를 학생들의 미래
에 대한 꿈과 항공·우주·과학이라는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학습하는 장으로써의 이미
지로 쇄신하자는 것이 본 계획의 이미지계획의 기
본개념이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본 학교계획에서
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물리적 환경 차원에서의
소음저감 대책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
생들에게는 항공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
우주·과학』 관련 교육전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4.1.2 학교 이미지계획
『항공·우주·과학』이라는 학교 이미지계획

은 크게 내부 학습전시장 계획과 외부 학습전시장

계획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내부계획의 경우 지붕이 덮히는 내부중정 상부

에 모빌(mobil)형식의 항공기 모형을 전시하고, 복
도형 갤러리(gallery )부분이나 현관 입구, 계단참
부분 등에 벽부착형이나 유리케이스를 이용한 항
공기 모형의 전시 등을 활용한다.

외부계획의 경
우 학교의 정문
부분과 후문부분
그리고 휴게마당
과 외부 전망탑
등의 공간을 이
용하여 항공기
모형이나 관련
인물, 항공기 이
미지의 조각품,
벽면을 이용한
벽화 등을 활용
하여 계획한다.

대상부지 전체
에 걸쳐 내부 학
습전시장 계획과
외부 학습전시장 계획으로 나누어 시행될 『항
공·우주·과학』이라는 학교 이미지계획을 도면
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도면상에서의 각종
표기는 앞의 <표 4- 1>과 <표 4- 2>의 구분란에
표기된 사항과 일치한다.

4 .2 배치계획
4.2.1 배치개념

항공기 소음에 적극적 대처 : 중정을 중심으
로 하는 밀집형 배치로 하되 중정에 지붕을 씌워
외부공간의 내부화를 추구하고, 가벽(假壁)과 수목
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

학생동선과 서비스동선의 분리 : 동측은 학생
동선 중심으로 서측은 서비스동선으로 계획

중정개념의 도입 : 저학년을 저층에 배치하여
학습시간 사이에 활용 가능한 놀이공간의 제공하
고, 중정에 지붕을 씌움으로써 소음방지효과 및
외부공간의 내부화를 추구

교사동의 기능별 구획 : 일반교실군, 특별교
실군, 다목적홀 및 식당군으로 기능별 분리를 추
구하면서, 홀(hall)과 갤러리(gallery)로 연계

주변과의 연계 고려 : 서측의 아파트단지와

<표 4- 2> 『항공·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외부
학습전시장 계획

구 분 내 용 예 시

외
부
공
간
전
시

A
- 학교 정문의 입구성 강조
- 학교안내 및 주제전시내용
현황

B - 학교 이미지의 외부 전사장
으로 활용

C,
D

- 주제관련 인물상 발굴
- 흉상 및 관련내용 전시

E,
F ,
H

- 항공기 관련 소형모형 전시
- 벽화를 이용 항공기 이미지
- 특별활동을 통한 항공기 모
형 전시
- 항공기 이미지 조각품 전시

G

- 전시공간 총 6개층
- 항공·우주·과학관련 자료
관으로 활용
- 학교역사관으로도 활용가능
- 6층은 전망탑으로 꿈과 희망
을 품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
로써 활용

<그림 4- 1> 학교 이미지계획도
(내·외부 학습전시장 계획)

44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8卷 第4號 通卷 第28號 2001年 9月



航空機 騷音에 對備한 敎育環境의 硏究

주택단지로 교문을 마련하여 주변과의 연계를 고
려

항공·우주·과학 테마 이미지 : 학교부지
전체를 항공·우주·과학라는 테마로 디자인 함
으로써 수원비행장의 부정적 효과를 항공·우주
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

4.2.2 배치대안 및 계획
신설되는 고평초등학교의 배치대안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어떠한 배치형식이

가장 유리하며, 감소시킬 수 있는가 라는 시각에
서 바라본 관점이다. 앞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원비행장의 항공기는 수업시간대인 오후 12∼17
시에 집중되면서, 소음의 영향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면서도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외부공간의 내부화 및 집중
형 배치라는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
였다.

둘째는 매스(mass)의 형태와 그에 따라 마련되
는 외부공간 및 각 실별 조합에 따라 나타난 순수
한 건축적 형태와 기능에서 바라본 관점이다. 다
양한 각각의 레벨에 대응하면서도 일반교실, 특별
교실, 다목적 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안
과 일반교실과 다목적 공간과의 구성 및 내·외부

의 동선, 조형성의 문제, 풍부한 외부공간을 구현
할 수 있는 유니트(unit)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배치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기본적으로
3개의 대안들이 마련되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Alt1이 가장 적합한 계획이라
고 판단되어 안을 발전하게 되었다.

4 .3 건축물 계획
4.3.1 평면계획
1) 주요개념

중정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저학년 교실

<표 4- 3> 배치대안의 마련

배 치 형 식 1 층 평 면

A LT 1

A LT 2

A LT 3

<표 4- 4> 배치대안별 분석 비교

A LT 1 A LT 2 A LT 3

배
치
도

배
치
개
념

-중앙에 중정 배치
-중정부분 지붕처리
외부공간의 내부화 추

구
-부지 전체 항공우주

의 테마 이미지
-외부의 전망탑, 진입

시의 인지성 증대

-채광 위해 2개 중정
중심 건물군 구성

-대규모, 소규모 중정
두어 시설별 독립
성

-교문에서 인지성 위
해 삼각형 테라스
도입

-2개 매스 기본, 이를
소규모 매스로 연결
로써 다양한 외부공
간 마련

-건물 전체에 개방감
부여

조
닝

-일반과 특별교실군
및 관리제실 분리
배치

-유치원의 개별성 강
조

-복도형 갤러리로 연
계하여 순환적 조
닝을 구성

-중정 중심으로 교실
군, 다목적홀, 관리
제실 배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분리
-한 학년이 공동의

다목적 공간, 교사
연구실

-층마다 각 학년 분리
-특별교실, 관리제실을

중심부에 위치.
- 1개의 학년 공동 다목

적 공간 사용

◎ ◎

교
실
채
광

-교실전체가 남측채
광, 자연채광 최대
유도

-중정 및 갤러리 부분
의 스카이라이트
처리

-교실전체가 남측채광
자연채광 최대 유
도

-2개 중정으로 이차적
채광 도입

-교실전체가 남측채광
받지만, 일부분은 앞
건물에 영향 받음

◎ ◎

내
부
동
선

-복도형 갤러리와 홀
을 통한 통합적 동
선

-저학년의 경우 중정
으로 직접 출입 가
능

-복도형 갤러리와 홀
을 통해 각 동으로
분산되는 통합적
동선

-저학년경우 중정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

-각 학년별 동선을 분
리
-중앙 2개의 홀을 중심

으로 동선 분리

외
부
공
간

-중정 도입하여 학습
시간 사이에 유용
한 놀이공간

-중정 지붕에 의한 외
부공간의 내부화

-중정을 도입하여 학
습시간 사이에 활
용 가능한 놀이공
간의 제공

-놀이마당, 야외학습장
등 다양한 외부공간

-각외부공간은 1층 부
분 필로티 이용 연
계

◎

소
음
대
책

-중정 지붕으로 항공
기 소음 차단

-가벽과 식재 이용 지
상부 소음 차단

-교실부분 전실을 마
련, 소음에 이중적
차단

-밀집형의 중정형 배
치로 포면적 최소
화

-가벽과 식재를 이용
지상부 소음의 차
단

-건물표면적이 커서 항
공기 소음에 다소
불리

-가벽과 식재를 이용,
소음의 차단

◎ △

종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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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개별성 강조
남향 중심의 일반교실
특별교실군을 교실동 연결부분에 배치
대규모 학년별 다목적 공간(Work- Space)의

도입
학년별 교사연구실 및 교사실 설치
복도형 갤러리(gallery) 도입
도서정보센터를 중앙에 배치하여 상징적 이

미지 제공
중정에 지붕을 씌워 외부공간의 내부화 추구

및 소음차단
교실마다 전실을 마련하여 항공기 소음에 적

극적으로 대처
2) 계획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평면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유사기능의 공간을 그루핑(grouping)하여 공
간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중정(中庭)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교실군,
특별교실
군, 관리
제실 등을
연계시키
는 중심공
간으로 구
성한다.

Sky
Light가
있는 중정
형 평면을
도입하여
밀집성을
꾀하고,
항공기 소
음에 대비
하여 외부
공간의 내
부화를 꾀한다.

교사연구 및 휴게실은 기존 학교에서와 같이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각 학년별
교실의 중심적 위치 혹은 각 학년을 2개반이나 3
개반으로 영역을 설정하여 배치한다.

복도는 갤러리(Gallery )화하여 학교시설 전반
에 걸친 다양한 간접 학습공간을 마련한다.

공용공간의 면적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건물
로 진입하게 되는 홀(hall) 부분이나 다목적실 앞
의 완충공간과 같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의 계획은 넓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이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3.2 입단면 계획
1)주요개념

불변재료의 사용
중정 진입부분의 필로티 공간 확보로 개방감

증대
3층의 건물높이로 인간적 스케일 제공
홀(hall)부분을 유리로 처리하여 거대매스의

분절효과 고려
핀(pin)을 활용하여 교실의 소음을 방지하고,

입면의 변화와 음영효과 추구
전망탑을 활용하여 항공·우주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진입 측면의 상징성 부여

2) 계획특징
모듈화를 통한 통일성 있는 패턴을 부여한다.
건물의 입면 및 Mass의 변화로 인한 생동감

넘치는 공간구성이 되도록 한다.
중정 진입부분의 필로티 공간 확보로 개방감

을 증대시킨다.
3층 건물높이로 인

간적 스케일을 제공
한다.

홀(hall)부분을 유
리로 처리하여 거대
매스의 분절효과를
고려한다.

핀(pin)을 활용하여 교실의 소음을 방지하고,
입면의 변화와 음영효과를 추구한다.

전망탑을 활용하여 항공·우주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진입 측면의 상징성 부여한다.

4.3.3 소음방지계획
1) 주요개념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밀집형 배치로 하되,

<그림 4- 4> 남측 입면 이미지 스케치

그림 4-2 최종안 (1층 평면도)

그림 4-3 최종안 (2층 평면도)
<그림 4- 5> 교실부분의 전실

(단면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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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에 지붕을 씌워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외부
공간의 내부화를 추구

가벽(假壁)과 수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

식재는 소음방지효과
가 큰 것으로 알려진 소
나무나 잣나무 등의 침
엽수를 이용

교실마다 전실을 두어
항공기 소음을 이중적으
로 차단하고, 핀(pin)을
활용하여 교실의 소음을
방지

2) 계획 특징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밀집형 배치로 하되,

중정에 지붕을 씌워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외부
공간의 내부화를 추구한다.

가벽(假壁)과 수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한다,

식재는 소음방지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소
나무나 잣나무 등의 침엽수를 이용한다.

교실마다 전실을 두어 항공기 소음을 이중적
으로 차단하고, 핀(pin)을 활용하여 교실의 소음을
방지한다.

6 . 결 론

고평 초등학교 기본설계 수립과정은 다양한 건
축적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프로그
램을 분석하여 새로운 물리적 교육 환경의 건립하
는 작업 외에 인근의 비행장에서의 소음과 진동대
책이 철저히 연구하였다. 이 계획안에 도입된 소
음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로 대지 및 단지 차원의 소음대책이다. 이
차원에서의 건축적 해결책은 건축 표면적을 최소
화 건물 배치를 밀집성, 소음차단용 수목 배치, 지
표면의 흡음시설 등의 설치를 강구하였다.

둘째로 건축물 차원의 소음대책이다. 여기서는
소음에 효과적인 지붕형태의 고려, 가벽 활용, 진
동을 위한 분리된 건물구조, 전실의 설치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셋째로 건축물 구성요소에서의 소음대책이다.흡
음성과 차음성이 우수한 창문, 문, 벽체, 내부마감
재 등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소음대책을 강구하면서 보다 사용자 중
심의, 개개인의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기본설계안이 도출되었다.

<그림 4- 6> 항공기 소음을
고려한 발코니부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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