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하나로차별화되는공간

교육환경을위한노라고무바닥재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기술로 완성

2  Education| Rubber

자연에서 찾은 안전성

자연은 항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

고품질의 천연고무와 산업용 고무로 만든

노라 바닥재는 최상 등급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 환경 친화적인 천연 색소 필라먼트 와

미네랄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견고하고

영구적인 탄력성을 가진 100% 독일산 제품입니다.

고무의 고유한 특성은 탄성에 있으므로 노라

바닥은 연화물질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황처리는 고무의 장기 탄성유지에 도움을 주고

수십년 동안 고유한 기능과 미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노라의 시스템은 특별합니다. 노라는 기본

제품과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모든 표면,

계단 및 공간에 기능적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학습에 유익한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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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삶과 일의 기초를 다지는

곳입니다 . 따라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조건과 가장 엄격한 표준이 먼저

충족 되어야 하며 ,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얼마나 친환경적 인가

입니다.

결국 , 좋은 학습 환경에서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성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은 장기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며, 노라 고무바닥재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고품질 바닥은 제품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투자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마모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점 또한 노라 바닥재의 강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라 바닥재에 대해 더 알려드릴까요?



4  Education| Contents

Vocational School, Hamburg-Eidelstedt,Germany | © Frank Aussieker



5

전세계의 건축가 , 시공자 및 사용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라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특수 고무 바닥재 분야 시장의 리더인
노라시스템은 최고급 제품 개발 및 제조를 100% “Made in Germany”로 진행합니다.

nora 는 지속가능하고 탁월한 혜택을 가진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우리의 철학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nora 가 제품 개발에 창의성과 일관성을 두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철학이란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마켓별로의 학습 및

생태개발의 개념으로부터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에 임하고는 것이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950 년부터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얻은
이유입니다.

교과서적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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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은 학생과 교사에게 필수적입니다. 교육 기관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기반을 고려합니다. 바닥재료의 선택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공간의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노라 고무 바닥재의 배출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훌륭한 조건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오염 물질

노출에 민감합니다. 그렇기때문에고품질건축자재선택의중요성이더욱높아집니다.

탄소중립바닥재

보통의 바닥은 좋은 실내 공기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라 고무바닥재는 제품 수명

주기 동안 탄소 중립 수준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모든 전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 의해 제공되고

생산 공정 또한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탄소배출을 보상하고 대기 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배출감소 인증서를 구매합니다.

환경분야인증마크

그외인증 및 회원가입기관

환경관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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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artsteinkindergarten,Neumarktam Wallersee, Austria| © Angelo Kau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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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tsPhilips lyceum-mavo,Eindhoven,Netherlands | © StudioBeeldwerken



9

고품질 고무 소재는 학교의 다기능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많은 의자, 가구 및 통행량에 따른 압력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바닥재의 내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내마모성과 오래 지속되는

탄력성은 교직원에게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으며 수십년 동안 사용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라 바닥재는 학습영역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흡음 효과를 제공하고

인체 공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격렬한 움직임이 있는 영역에서 미끄럼

방지 성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화재 시 노라 고무 바닥재는 난연성

특성(EN13501)뿐만 아니라 화재 독성 안전성(DIN53436)의 교육환경에 꼭 필요한

안전 기능을 충족시킵니다.

노라 바닥재는 매우 효율적인 고무 원료로 만들어 졌습니다 . norament 및

noraplan 시리즈 제품의 고밀도로 닫힌 표면은 매우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 최적의 바닥재로 수십년 동안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많은 교육 기관에 의해 검증된 자재

“이런 단일층 구조의 바닥재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하루 24시간

내내 사람들의 이용이 있는

대학교 등에 꼭 필요합니다.”

Seppo Markku，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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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선택할 때 생애주기비용(LCC)은 중요한 고려사항 입니다. 총 비용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비용은 바닥을 사용하는 동안인 생애주기동안 발생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려사항은 가장 큰

잠재적 비용 절감을 위해 꼭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요소는 청소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입니다. 특히 높은

유동성으로 교육기관 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노라 바닥재의 용이한 유지보수로 인한

낮은 비용과 내구성은 LCC분석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이한청소및유지보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학교 건물은 유지보수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의 수명 주기 비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기비용 운영및유지비용

15년간 1,000sqm청소를가정한시나리오

재시공비용

생애주기비용（LCC）비교표：noraplan 생애주기비용（LCC）비교표：norament

noraplan：유치원과같은 평균압력 영역의전형적인영역

norament：많은양의 먼지가 유입되는 전형적인지역과 교육 건물의 홀과 같은 큰 기계적재 지역

Details and source: nora systems GmbH

norament Lino PU Lino acrylate and PVC PU
linoacrylate/PU

Lino 
uncoated

noraplan Lino PU Lino acrylate and PVC PU  
linoacrylate/PU

Lino 
uncoated

Norament의경제적이점

Noraplan의경제적이점

“노라바닥재를 사용한 후에는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하고 순한 세제와 물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Neysha Mejia，뉴욕 브롱스 주 Pillar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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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ölklingenkindergarten,Germany | © arusGmbH Willi Latz| Norbert Migul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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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birdEarlyLearningCentre,Dubai, UnitedArab Emirates| © GerryO‘Le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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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교육공간도 재구성 될 수 있습니다.

nora 고무바닥재는 교실 구조, 개성 및 용도에 따라 설계할 수 있습니다, nora4you 시리즈를 통해 교육

기관에 맞춤형 제안이 가능합니다.

Inlay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 방향 안내 시스템, 기호 또는 표시, 아이디어와 필요에 따라 인레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Modular Installation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 디자인스타일과 모듈식 바닥재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pecial colours

당사의 제품 표준 범위는 300 개 이상의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특별한 컬러가 있다면, 색상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또는 색상코드(NC, RAL, Pantone)를

사용하여 고객의 기대에 따라 거의 모든 색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습환경

결과가보이시나요?

직접 보지 않으면 공간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Nora room design

studio 에서는 공간의 독립적인 가성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경험해 보십시오. 바닥과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선택한 바닥을 CAD 또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가져올수있습니다.

LadybirdEarlyLearningCentre,Dubai, UnitedArab Emirates| © GerryO‘Leary

콜로라도어린이병원, US | © nora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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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Hall and Campus Center (HCC), University of Kassel, Germany | © WernerHuth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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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음향 효과는 좋은 교육환경에 필수요소 입니다. 소음으로 산만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정서적인 불안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방형 교육방법은 우수한 실내 음향

효과가 필요한 혁신적인 교육방식 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소음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닥재의 흡음기능은 벽과 천장의 방음 조치 외에도 말의 전달력을

높이고청각적인편안함을제공하는데도움이됩니다.

보행 소음 감소

노라 고무 바닥은 걸을 때 발생되는 소음을 20db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소음 감소

하드 바닥재와 비교할 때 nora 가 가진 영구적으로 탄성은 보행이나 굴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잔향 정도

흡음 천정이 시공된 실내에서 고무 및 유연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 범위의

음향 잔향수가 DIN18041 에서 권장하는 파라미터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올덴부르크

어쿠스틱 기관의 비교 연구 참조)

실내 음향 : 예상 잔향 수

소음감소및집중력향상

잔
향

시
간

T

모델오피스에서의잔향시간

(실량 = 1000 m3)，

흡음기능천장 장착

Carpet

Rubber Flooring

DIN 18041기준(천장과

바닥포함)

Oldenburg Acoustics 

Institute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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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스트랩

색깔에 대비를 준

계단코

완벽한구성

교육기관의 환경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공간 이어야 합니다. 학교, 교사, 학생, 직원을 위해 건축가

또는 기획자가 교육환경에 적합한 건물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교실 계단 및 일상 학습공간에 기능적이고

다양한 디자인가능성 까지도 nora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솔루션은 무제한합니다.

노라 바닥재는 300 개 이상의 기본 색상, 다중 표면 구조 및 대비되는 색상 및 방향 안내 시스템을 갖춘

계단 솔루션을 통해 공간에 안전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닥재가 가질 수 있는 기능성적인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노라 바닥재를 통해 촉각 안내 시스템과 주의 표지판을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 시 시스템 권장 사항 및

관련정보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계단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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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Hall and Campus Center (HCC), University of Kassel, Germany | © WernerHuth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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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comprehensiveschool Erwin Fischer, Greifswald, Germany | © Stephan Falk

교육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nora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성능이 강화된 컬렉션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전도성의 제품도 제공하여 특정공간에서의 직원과 장비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또한 과도한

오일이나 화학적 부식에 강한 제품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도 관계없이 전문 연구실, 특수작업실,

탈의실또는 교육용주방등안전이최우선인곳에적합한자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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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바닥재는 전문공간에서 꼭 필요한 미끄럼저항등급(DIN 51130)을 충족합니다.

Biologicum,JohannWolfgang GoetheUniversity Frankfurt,Germany | © Oliver Heinemann

R9 assessment group

norament and noraplan

standard floorcoverings

R10 assessmentgroup

norament926 arago,
norament926 grano (cubic structure),  

noraplanstone(reflex-breaking surface)

R11 assessmentgroup

noraplan ultra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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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traße ElementarySchool sports hall,Hamburg,Germany | © JochenStüber

Nora 의 표준 바닥재는 스포츠를 위한 공간에서도 미끄럼 방지 성능과 우수한 쿠션감의 탁월한 성능이 있습니다.

낙상 후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경기장 및 다목적 홀 바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norament sentica 는 EN 14904:2006-06 표준 테스트를 통과 했으며, 스포츠를 위한 공간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신발 밑창등의 마모에 강하며 , 잦은 스포츠 행사에도 오랫동안 좋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환경에도강한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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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roomat theKokonchildrenand youthrehabilitationcentre, Bad Erlach,Austria| © BrunoKlomfar

따뜻한 느낌의 영구적인 고무바닥재는 놀이와 스포츠를 위한 이상적인 바닥재입니다.

흡음층이 추가된 4mm 두께의 바닥재는 탁월한 쿠션감으로 충격 흡수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관절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체조 또는

에어로빅 영역에 특히 더 이상적인 바닥마감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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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brary at theRuhr-University, Bochum, Germany | © Andreas Braun

1973 년 독 일 보 훔 의 Uuhr

University(RUB)도서관에 독특한 구조의 계단에

시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난연성 기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바닥재 이면서 디자인

측면까지 만족시켜주는 바닥마감재를 선택했

습니다.”

-Dr Erdmute Lapp, Director of the RUB.

“수십년의 시간동안 norament

는 우리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Norma Schormann, 빌딩시설관리팀장, RUB

오래사용해도항상새것같은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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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Immediate usabilityReliable installation result

For all types of subfloors Use with residual moisture Covering-over-covering installation

nora rubberfloor coverings nora floor installation products floor installers qualified by nora

장점: 사용자와설계자를위한최대안전및보증기간 8 년연장체계. 개별구성품들은 Greenguard Gold 및

Emicode EC1 PLUS를부여받았습니다.또한저공해시스템은 Indoor Air Comfort GOLD 인증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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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설치방법

noranTx – 혁신적으로빠른설치시스템

nora® nTx 의 접착 강도는 이미 공장에서 장착되어 나옵니다. 몇가지 단계만 걸치면 바닥이

깨끗하게 안전하게 설치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서브

플러어와 기존의 다른 바닥재 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나 스크리드에 잔류 수분이

있더라도문제가되지 않습니다.

nora®  는 2가지제품솔루션을제공합니다. nora one은유능한모든소스들을제공하는인증된완전한

시스템입니다. nora nTx는 바로바닥사용이가능하도록하는빠른설치시스템으로훨씬더간단합니다.

-안전한완전체시스템

nora® one은지속가능한시스템개념을추구합니다. 저공해의 nora® 바닥재와적합한설치제품그리고특별

교육을받은숙련된전문가들의시공이합쳐진조합.

mailto:warranty@nora.com
mailto:warranty@no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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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as well as misprints and changes reserved. No guarantee is given for the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information.The product images in thisdocument may differ fromtheoriginal. 

This document is not a contractual offer and only serves toprovide non-binding information.

The nora brand and all other registeredtrademarks used in thisdocument are registeredto the 

company, thecountry or to a company associated withnora systems GmbH. Other label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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