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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ilt environ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influences on the character and the social skill of children in that

childhood development stage. In this regard, sound environ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is also important as the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oundscape design is a design attitude for a better sound environment what landscape

design targets a visual one. Four soundscape factors in elementary schools are extracted in this study from

surveys on existing elementary schools. They are abstracted and characterized to related design patterns which

denote the intended sound environments. The design patterns can be converted into design ideas and applied to an

actual design project. There are possible advantages in the proposed elementary school design, environmentally and

educationally, especially with the 'designed' sou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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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조건은 아동 발달과정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 초등학교는 아동들의 교육과 휴식, 놀이를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하

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뿐 아니라

커뮤니티 의식의 형성 및 지역주민과의 상호 작용도 배려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시설의 행동과학적, 시각적인 부분의 디자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또한, 친환경 학교건축 인증제도가 생겨나

면서부터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친환경요소를 도입하는 시

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눈으로 볼 수 있는’ 친환경 요소만이 모

든 것은 아니다. 청각을 배려한 디자인 요소도 교육이나

휴식, 놀이를 위한 초등학교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공간들에서 그렇듯이 초등

학교에서도 '귀로 들을 수 있는’ 친환경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대표될 수 있

는 초등학교 건축물에 청각을 배려한 디자인 요소들도 있

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소리풍경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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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

본 초등학교의 소리풍경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한국의 초

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소리풍경디자인 패턴으로 변환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소리풍경과 소리풍경디자인

2.1 소리풍경(Soundscape)

소리풍경은 1960년대 북아메리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생태학(ecology)운동을 배경으로 캐나다의 현대음악의 작

곡가인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er)가 제창한 용어

이다. 자연이나 도시를 둘러싼 서양 근대의 다양한 계획론

이 시각에 편중해 온 것에 대해 청각을 단면으로 전신감

각적인 사고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념이다. 소리풍경은 지

역 또는 도시에 있어서 환경과 경관에 관한 계획이 자칫

소홀히 하게 되는 그 청각적 요소, 다시 말해, 소리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상이며, 무의식화 되는 우리

들의 경관과 환경에 대한 청각적 감성과 사고를 환기시키

고자 하는 이념이다[1].

2.2 소리풍경의 가치

소리풍경은 생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생태적 가치는 인간의 삶의 공간을 소리풍경이라는

개념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소리환경, 즉 자연의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소리환경이 있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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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환경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사회․문화적 가치

는 지역사회의 공동체(community)의식과 관련을 갖는 소

리로써, 마을이나 지역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소리

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 그리고 지역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소리풍경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있다[2].

2.3 소리풍경 디자인

소리풍경 디자인이란 단순히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이 아니라, 소리풍경이라는 사고에 기초한 다양한

디자인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원할 때, 소리를 직접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는 종

래의 사운드 디자인의 방법론에서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것에 반해서 소리풍경 디자인

의 사고는 가로수를 심는 등, 실제 나뭇잎의 스침과 거기

에 찾아오는 새와 곤충의 울음소리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종래의 사운드 디자인이 소리의 전문가에 의한 소리

의 디자인인 것에 반해서, 소리풍경 디자인은 소리의 전문

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소리풍경이라는 사고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활

동 속에서 청각적 사고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

따라서 이 연구에서 소리풍경 디자인은 초등학교 안에

서 들을 수 있는 소리풍경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시작으

로 하여 그 요소를 구체적인 디자인 패턴으로 개발하고,

직접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

여 보다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

로의 초등학교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이다.

3. 초등학교의 소리풍경 요소

초등학교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소리풍경 요소를

추출하였다. 교육 및 놀이, 휴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다양한 소리풍경 중에서 적절한 설계를 통하

여 실제 구현 가능한 요소들을 골라낸 것이다. 이렇든 구

현 가능한 초등학교의 소리풍경 요소는 아동기의 놀이교

육 및 놀이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과 새나 물, 곤

충 등 자연의 구현 및 체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지

역적인 요소에 포함된 요소들, 그리고 초등학교의 전통적

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3.1 지역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

쉐이퍼는 콘서트홀 내외부의 공간을 두꺼운 벽으로 구

분하여 내부는 좋은 소리로, 외부는 무시하는 소리로 나누

어버린 우리의 청취태도가 소음공해에 이바지하였다고 말

했다[1]. 쉐이퍼가 말하는 콘서트홀 안과 밖을 나누는 것

은 더욱 더 그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하게 되므로, 콘서트

홀 밖의 환경을 무시하게 되어 더욱 열악한 외부환경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웃 간의 경계 또는 주변과의 경계를 명

확하게 분리하는 것도 역시 서로간의 관계가 더욱 단절된

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보통 초등학교의 이용행태를 보면 수업이 진행되는 주

중 오전, 오후에는 수업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활

동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방과 후 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는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서 운동장과 강당이 주로 이용

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축구, 야구 동호회 등의 지역공동

체 모임 및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초등학교는 지역

공용의 공간으로서, 대부분의 큰 행사들은 초등학교 운동

장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만큼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의 공동

체 의식 활성화를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에

는 벼룩시장, 동호회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소리, 노랫소리,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이야기하

는 소리 등 번화함과 활기를 주는 다양한 소리풍경이 연

출될 수 있다. 이곳에서 들려오는 소리풍경은 지역의 커뮤

니티 의식을 향상시키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생활 의식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초등학교와 외부의

경계의 공간, 운동장, 강당 등의 청각을 배려한 공간계획

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소리풍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가지고 있

는 장소성,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배울 수 있다.

3.2 자연 및 사회적 의식의 교육

최근 친환경 학교건축 인증제도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

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교육공간을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

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계획된 경우가 많아서 매우 비좁고, 자연과는 단절

된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증을 위

해 친환경요소를 적용하지만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적

고, 그로인한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성 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새들의 지저귐, 연못가의 개구리 울음소리,

고목나무의 매미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는 아이들의 환경교육 및 정서발달에 중

요하다. 초등학교 내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곳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텃밭 가꾸기, 율동, 악기놀이, 역할극 등)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풍경은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사

회적 의식을 깨닫는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3 아동기의 놀이교육

초등학교의 소리풍경 디자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

육과정에서 놀이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고려되어

야한다. 그것은 실제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의 놀이활

동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일부

로서의 공간활용, 또 방과 후에는 교육과 휴식의 연장선에

서의 놀이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놀이공간 환경은 놀이행위 자체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아

동들의 사회성 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놀이공간의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놀이공간의 확

보를 위한 행동과학적, 시각적 디자인 요소는 다양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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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고 있지만 청각적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초등학교의 놀이공간 계획시 소리풍경으로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서 다양한 놀이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3.4 전통적 소리풍경의 보존

옛 초등학교의 종소리, 국악(악기), 옛 놀이(땅따먹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와 같이 어릴적 동네 친

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들려졌던 소리풍경을 재현할

수 있다. 요즈음 학교의 종소리는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것

으로 바뀌었고, 민속놀이는 어린이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놀이가 행해질 수 있

는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

육이 부족하다. 잊혀진 우리의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프

로그램과 교육이 선행되고 학교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

이 필요하다. 실제 어린이 날 민속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프

로그램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굴렁쇠 굴리기, 연날

리기, 딱지치기 게다가 사물놀이패, 국악 등의 행사도 함

께 일어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그러한 행태를 통해 들리는 소리풍경을

접할 수 있다. 초등학교 내에 꾸준히 이러한 행태가 일어

난다면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풍경은 사회

성 형성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로 다

시금 찾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다.

4. 초등학교의 소리풍경 디자인 패턴

위에서 추출한 초등학교의 소리풍경 요소 중에서 한국

의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소리풍경을 선별하여 디자인

패턴으로 개발하였다. 이 디자인 패턴은 그대로 초등학교

의 공간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디자인 패

턴의 의도를 참조하여 각 상황에 맞게 초등학교 공간계획

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1 지역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패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장부터 허

물어야 한다. 학교와 외부공간을 구분 짓는 담장은 내외부

의 공간을 단절시킨다. 최근 마을의 경우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벌이는 곳이 많다. 담장을 허

물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

제이기 때문이다. 담장이라는 물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웃과 이웃, 학교와 학교 밖의 관계가 단절된다. 초등학교

에서의 소리풍경 디자인은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

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의 관계성을 디자인

하는 것이다. 담장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초등학교와 지

역사회의 관계를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담장의 존재로 의한 확고한 영역성이 지역

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위한 개방으로 인해 허물어짐으

로써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점은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그림 1.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담장 대신에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대지의 경계를 휴식공간, 운동공간, 생태공

간 등으로 계획한다. 운동공간은 운동기구와 벤치를 계획

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면

서 자연스러운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옆쪽으로는

일부분을 텃밭 또는 꽃밭을 조성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소규모 광장을 조성해 벼룩시

장, 동호회 모임 등을 할 때 운동장, 강당과 더불어 야외

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곳에서는 어른들

또는 함께 따라 나온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물건 파는 소

리, 응원하는 소리 등의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생태

공원에는 연못과 나무 등을 심어 자연스럽게 풀벌레, 매미

등의 울음소리가 연출될 수 있다.

그림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패턴

벼룩시장, 동호회 운동 휴식

그림 3. 지역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위한 소리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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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기준

기
능
배
분
계
획

수
직
적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건물 등은 분리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독립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주 교사동은 각각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건물동으로 분리하여 옥내외적으로 독립적인

교육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
평
적

교사동은 남향으로 계획하고 아동의 옥상놀이
공간을 확대한다.

각 교사의 인접한 곳에는 각 학년의 특성에
맞는 놀이공간을 계획한다.

저학년동은 소규모 옥외공간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고학년동은 운동장과 체육과에의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4.2 자연과 사회적 의식의 교육을 위한 디자인 패턴

초등학교 내에 자연과 사회적 의식의 교육을 위한 생태

학습장이나 야외 학습활동의 공간계획을 한다. 이는 학생

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사회적 의식을 깨닫

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 계획된 생태, 야

외학습장의 예를 보면 계획의도와는 달리 이용이 되지 않

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각

적인 안정감이나 공간의 활용을 위한 계획 뿐 아니라 자

연의 소리를 느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청각적 의도

를 갖고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연못에는 연꽃이나 부레

옥잠 등을 심고, 주변으로는 사철나무, 과일나무 등을 심

으면 매미나 참새 등이 찾아들고 다양한 소리풍경이 연출

된다. 그 밖에도 대나무 숲을 계획해 바람에 흔들리는 소

리,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와 식물을 심어 사계절 풀벌레

우는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안에

서 자연과 더불어 삶을 느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

스러운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림 4. 생태학습장 디자인 패턴

그림 5. 생태학습장의 소리풍경 연출 장면

그리고 실내에는 각 학년마다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

으로서 학생끼리 또는 학생과 교사들끼리의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오픈스쿨의 경우

는 교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년별로 함께 할 수 있

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일반교실의 경우는 복도를 통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는 실외의

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이 안에서는 실내 정원 가꾸

기, 학년 또는 반별로 율동과 역할극 등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의식의 교육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소리풍경이 연출 될 수 있다.

그림 6. 실내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패턴

4.3 아동기의 놀이교육을 위한 디자인 패턴

초등학교에서의 놀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리

풍경으로의 접근을 통한 놀이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가 갖추어야 하는 프로그

램과 설계기준뿐만 아니라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표 1. 초등학교 설계기준(건축계획각론)

설계기준과 더불어 놀이공간 계획시에는 운동장과 강당

등 동적인 놀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동적이고

정적인 놀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공간, 교사동 주변으

로는 소규모의 정적인 놀이공간으로 계획한다.

그림 7. 놀이의 성격에 따른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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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놀이의 성격에 따른 디자인 패턴

운동장과 강당은 축구, 야구, 뛰노는 등의 동적인 체육

활동이 주가 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중간놀이시간, 체육

시간 또는 방과 후, 주말 등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놀이활동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뛰노는 소리 등 다

양한 소리풍경이 연출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 내

외부공간에 별도의 휴식공간과 놀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 그 공간에서는 기존의 운동장 주변을 둘러싸여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그 주변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 자전

거 등을 타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계획하여 운동장

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

옆에는 5～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흙으로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적이면서도 정적인 놀이

행위가 일어나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뛰노는 소리, 흙

을 체험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의 소리풍경이 연출된다.

그림 8. 동적/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종류

그림 9. 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종류

교사동 주변의 정적인 놀이공간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

년의 놀이공간 분할을 바탕으로 계획 한다. 이를 통해 수

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고, 놀

이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학년의 놀이행태에 따라서 공간

의 규모나 분할이 달리 계획 될 수 있다. 10명 내외의 아

이들이 모여서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을 할 수 있는 놀

이공간과 3～5명의 아이들이 배드민턴 또는 가벼운 공놀

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그 밖에도 씨름, 널뛰

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장을 계획해 그러한 놀이행

위로 인한 다양한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성격 장소 놀이행태에 의한 소리풍경

동적

운

동

장

축구, 야구, 달리기

동적

/

정적

운

동

장

주

변
놀이기구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정적

교

사

동

사

이
휴식, 담소 공놀이

그림 10. 놀이공간 계획시 연출되는 소리풍경

4.3.2 놀이공간의 바닥재질에 따른 디자인 패턴

놀이공간 계획시 바닥재질의 선택은 다양한 소리풍경을

연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우리

가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발자국소리로부터, 우리 스스

로가 청중이고 작곡자이며 연주자인 것이다. 따라서, 자갈

고무 모래 나무 흙 등의 다양한 바닥재질 등의 소리의 질

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놀이

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을 설정하면서 그에 맞는 바닥재질

을 계획하면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소리풍경

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림 11. 동적/정적인 놀이공간의 바닥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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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적인 놀이공간의 바닥재질

동적인 놀이공간은 주로 모래, 고무, 흙으로 계획한다.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공간은 모래로 계획하고, 인라인스케

이트와 자전거를 타는 공간, 그 외 통행구간은 각기 다른

패턴의 고무재질로 계획한다.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는 등의 행위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

므로 바닥재질을 밝고 단순한 패턴으로 계획하고, 그 외

통행구간은 약간은 어두우면서 단순한 패턴으로 계획한다.

이를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놀이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이를 통해 소리풍경을 달리

연출 될 수 있다. 흙 체험공간은 바닥재질을 흙으로 하여

흙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5～1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흙을 만지고 그 안에서 앉아

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등의 소리풍경이 연출 될 수 있다.

일부는 잔디로 계획하여 벤치에 앉거나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적인 놀이공간은 주로 모래, 고무, 나무, 자갈, 잔디로

계획한다. 민속놀이 체험공간은 씨름, 멀리뛰기, 제기차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래로 계획한다. 고무줄

놀이나 공기놀이 등을 하는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뛰는 소리가 교사동까지 들리지 않게 고무재질을 사용한

다. 지압 겸 야외학습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은 자갈로 계획

하여 발을 딛을 때 자갈의 움직임에 따른 소리풍경이 연

출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휴식 또는 야외수업이 가능한

공간은 나무, 잔디로 계획하여 각기 다른 행위와 소리풍경

이 연출 될 수 있다.

자갈 지압, 휴식,

야외학습

고무

놀이기구,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흙 소꿉놀이, 흙 놀이

모래
축구, 야구, 공놀이,

달리기, 민속놀이

나무 휴식, 야외학습장

잔디 휴식

그림 13. 소리풍경의 연출을 위한 바닥재질

4.4 전통적 소리풍경의 보존을 위한 디자인 패턴

지금은 잊혀져버린 학교의 종소리는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소리이다. 꼭대기에 종을

매달아서 치도록 만든 탑을 종탑이라고 한다. 종탑은 학교

외에도 교회, 성당에서 종소리의 울림을 통해 종교의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또한 한 해가 끝날 때 울리는 재야

의 종소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올해의 끝남과 동시에 새

해를 맞이하는 신호음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

신각에 가서 보기도 하고, 광장에서 모여서 후회와 다짐을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 시간만큼은 하나

의 소리에 기울이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듯이 종

탑에서의 종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소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임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식음(Soundmark)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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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초등학교 종탑의 디자인 계획은 학교의 종소리가 초

등학교를 둘러싼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표식

음으로서 기억과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악(악기), 옛 놀이(땅따먹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제기

차기)와 같이 어릴적 동네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들려졌던 소리풍경을 재현하는 공간을 계획한다. 잊혀진

우리의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다양한 소리풍경이 연출

된다. 종탑은 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또 멀리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문 옆 또는 구령대 옆에 종탑을 계획하여 사람들의 눈에

도 쉽게 띄면서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4. 종탑 계획 다이어그램

5. 토의 및 결론

초등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놀이, 휴식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사회성 형성, 아동발달 등

성장기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의 초등학교는 소리풍경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리풍경에 관한 사회적으로나 건축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의식에 대한 환경계획으로 학

생,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소리풍경개

념으로 부터 접근해야한다. 청각을 고려한 소리풍경 디자

인은 생태적, 사회․문화적 요소와 역사성 등의 가치에 근

거한 청각의 복권을 시작으로 오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양한 소리풍경 요소를 추출하였다. 첫 번째로 담장을 허무

는 작업을 시작으로 그 경계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요

소들로 채움으로서 (지역사회의 축제, 동호회 모임 또는

운동, 휴식공간)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학교와 자

연스럽게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내

에서 자연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적인 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 야외학습장 또는 실내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에서 중

요시되는 놀이교육으로, 놀이에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

한 놀이활동들로 다양한 소리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전통적 소리풍경의 보존으로 초등학교 안에서

잊혀진 소리에 대해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지역만이 가지

고 있는 장소성과 옛 추억에 대해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들을 통해

소리풍경 디자인 패턴의 특성을 구체화시킴으로서 이를

한국의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소리

풍경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계속적으로 연구되

고 설계안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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