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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실에서 학습정보는 주로 교사의 음성에 의해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외부에서 발생한 환경

소음이나 교사 내의 설비소음, 학생들의 소란에 의

한 소음, 교실 내에서 명료한 음성전달에 영향을 주

는 소리의 울림 등은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교실

의 정온한 청취환경 조성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실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음향성

능이 요구되며, 교실의 목적 및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음향성능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1)이나 영국(2) 등의 경우, 교실 내의 배경소음과 

잔향시간, 교실 간 차음성능, 바닥 충격성 소음의 

차음성능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학교보건법 중 교사 내

의 소음기준을 55 dB(A)이하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는 교실 음향성능에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실의 음향

성능을 측정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확보에 있다.

2. 실태 측정 및 평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의 음향성능 실태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측정 대상 음향지표를 선정하였

는데, 크게 소음 관련 지표(Noise)인 배경소음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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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도 관련 지표(Clarity)인 잔향시간(RT), 회화명료

도(D50), 음성이해도(RASTI)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able 1. The information of the target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학교명 교실목적 학급인원 교실체적

J 초등학교 일반교실 26명 174.2 m3

G 초등학교
일반교실 28명 202.6 m3

특별활동 30명 150.9 m3

K 초등학교 일반교실 30명 163.8 m3

H 초등학교 일반교실 30명 142.8 m3

S 초등학교 일반교실 32명 147 m3

A 초등학교 일반교실 28명 176.9 m3

D 초등학교 특별활동 30명 137.2 m3

서울, 경기 지역 임의의 7개 국·공립 초등학교 내

에 있는 11개 학급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으

며, 대상 학급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측정

은 한국 산업표준(KS F 2864)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탁 위치에 음원 1개소, 교실 중앙과 책상 주변에 

수음점 4개소를 설치하였다.(Fig 1.) 측정 장비는 다

채널 신호분석기(4Ch. Harmonie), 분석 프로그램은 

01dB사의 dBBATI, dBTrait를 사용, 교실 내에 재

실자는 없고(Unoccupied) 책상 및 교탁 등의 가구

는 있는 상태(Furnished)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3회씩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Fig 1. The position of a source and re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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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측정 및 평가 결과

측정 결과, 대상 교실의 배경소음은 29.1 dB(A)
∼ 44.9 dB(A)로 미국의 친환경 기준인 LEED 
2009(3)에서 제시하는 교실 내 배경소음 기준인 40 
dB(A) ∼ 45 dB(A)와 비교하였을 때, 1개 학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미국 음향

기준인 ANSI S12.60(1)과 영국 음향기준인 BB93(2)

에서 제시하는 배경소음 기준인 35 dB(A)와 비교하

였을 때는 총 11개 학급 중, 절반 정도인 6개 학급

만이 배경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mbient noise level in each classroom

잔향시간은 사람이 없고(Unoccupied) 가구가 있

는 상태(Furnished)의 측정조건이 가장 유사한 북유

럽의 교실 잔향시간 A등급(4) 기준인 0.5 s를 준용하

여 측정결과를 평가하였다.
잔향시간 측정 결과, 500 Hz대의 잔향시간은 

0.42 s ∼ 1.05 s로 나타났으며, 주파수별 잔향시간 

중 최댓값을 검토하는 북유럽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모든 학급에서 주파수별 잔향시간 중 최댓값이 

0.5 s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Reverberation time in each 
classroom, 500 Hz

회화명료도(D50)는 21 % ∼ 48.8 %로 전 학급에

서 권장수준(5)인 60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2개 학급을 제외하고 잔향시간이 

감소할수록 회화명료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

었다. 음성이해도(RASTI) 측정 결과, 0.48 ∼ 0.57
까지로 나타나 학급별로 큰 편차는 보이지 않았지

만, 음 전달 성능의 Good 수치(5)인 0.60에는 측정 

대상 전 학급이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의 음향성능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미비한 관련 기준의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교실을 사용

할 때, 하절기나 동절기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창

문을 열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

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을 위

한 근거자료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물 

사용시간에 따른 소음도 평가나 교실 및 층간 차음

성능 평가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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