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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C50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and considers utilization of C50 as an as-
sessment indicator of acoustic performance. C50 is early-to-late arriving sound ratio, recent study re-
ported that C50 is more appropriate as a measure of clarity and speech intelligibility than D50 because 
it is linearly related to subjective responses. The average of C50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ap-
peared to be about +2 dB ~ +3 dB throughout 500 Hz ~ 4 kHz. However, absolute evaluation is dif-
ficult because there is no suitable reference or standard yet. As deviation of C50 according to location 
is larger than reverberation time, it is expected that C50 will be more sensitive when someone as-
sesses acoustic performance of classrooms. Correlation between C50 and reverberation time is very 
high. From logarithmic regression equation, we can estimate appropriate range of C50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indirectly, using standard of reverberation time in ANSI.

1) 

1. 서  론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학교에서 읽기, 쓰기 중

심의 외국어 교육이 말하기, 듣기 등의 음성언어 중

심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교실 청취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J. S. Bradley et al.(1)

은 음성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가 연령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초등학교 교실의 청취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의 교실에 대한 음향성능 기준이나 권고안

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학교보건법 중 

교사 내의 소음기준을 55 dB(A) 이하로 제한하는 

기초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신저자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E-mail : mjunkim@uos.ac.kr
Tel : 02-6490-5569, Fax : 02-6490-2749

‡ 발표자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미국 음향학회(2)와 영국 교육기술부(3)에서는 교실

의 음향성능 기준을 크게 배경소음과 잔향시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잔향시간이 짧을

수록 교실의 음성명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짧은 잔향시간은 유효한 초기 반사

음을 감소시켜 음성명료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 S. Bradley et al.(4)은 교실에서 초기 반

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잔향시간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설계 및 평가 과정에서 따

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초기 반사음

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C50(Clarity)가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 김윤선 등(2007)이 대학 

강의실을 대상으로 C50를 포함한 음향성능 평가지표

를 활용하여 음원에 따른 강의 공간의 음향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초등학교 교실의 음향성능 실

태 평가를 위해 잔향시간과 C50를 측정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두 지표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교실 음향성능 평가 시 C50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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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s of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2. 이론적 고찰

C50는 음원 발생 후, 50 ms 이후 후기 반사음 에

너지에 대한 50 ms 이내 초기 반사음 에너지의 대

수비(Logarithm Ratio)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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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t)는 임펄스 리스펀스(impulse response)
이다. 

일반적으로 음성명료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써 전체 음 에너지에 대한 초기 반사음 에너지의 선

형비(Linear Ratio)로 표현된 D50(Deutlichkeit)가 사

용되어 왔으나 C50가 음성명료도에 대한 주관적 평

가(6)에서 선형적으로 더 잘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교실 음향성능 평가 시 물리적 지표와 

주관적 반응의 일대일 대응 측면에 있어 D50에 비해 

C50가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3. C50 실태 평가

3.1 측정 개요
(1) 측정 대상

음향성능 실태평가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임의

의 6개 공립 초등학교 내에 있는 9개 일반교실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각 초등학교 대상 교실의 주요 제원을 

나타낸다. 교실 주요 마감으로는 바닥재로 ‘Wood 
Flooring’이나 ‘고무 타일’, 벽체는 ‘몰탈 위 수성페

인트’, 천장은 ‘흡음 텍스’를 사용하였다.

(2) 측정 방법

측정은 한국 산업 표준 KS F 2864 : 2012에 의

거하여 실시하였다. 
Figure 2는 측정 시 교실 내 음원 및 수음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수업 시 교사가 서 있는 

교탁 위치의 1.5 m 높이에서 충격성 음원을 발생시

켰다. 수음점은 중앙을 포함한 총 4개 지점, 높이 

1.2 m에 마이크로폰(1/2˝ G.R.A.S)을 위치시켰다. 
측정 장비는 01dB사의 다채널 신호분석기(Harmonie 
–4Ch)를 이용하였고 dBTRIG32 프로그램을 통해 측

정 및 녹음 후에 wav 파일로 변환하여 B&K사의 

DIRAC V5.0 프로그램으로 잔향시간과 C50를 분

석하였다 .

Table 1 The information of classrooms at each school

School
Name

Number of 
Sample 

Classroom

Number 
of 

Student
 Volume of classroom

J 1 classroom 26 8.7 m × 7.7 m × 2.6 m = 174.2 m3

G 1 classroom 28 8.6 m × 7.6 m × 3.1 m = 202.6 m3

K 2 classrooms 30 8.4 m × 7.5 m × 2.6 m = 163.8 m3

H 2 classrooms 30 8.5 m × 7.0 m × 2.4 m = 142.8 m3

S 1 classroom 32 8.4 m × 7.0 m × 2.5 m = 147.0 m3

A 2 classrooms 28 8.2 m × 8.3 m × 2.6 m = 176.9 m3

Figure 2 The location of a sound source and 
receivers in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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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Clarity(C50) and Reverberation Time(T30) 
measured in unoccupied, furnished classrooms

Oct. band 
center frequency 

(Hz)
125 250 500 1k 2k 4k

C50 
(dB)

Mean 3.05 3.58 2.60 2.03 2.16 3.33
S.D. 2.06 1.59 1.91 2.24 2.69 2.85
Max 5.65 6.23 7.21 7.81 9.15 10.83
Min -0.06 1.47 0.23 0.48 0.41 1.75

T30

(s)

Mean 0.68 0.69 0.72 0.77 0.73 0.63
S.D. 0.15 0.14 0.15 0.17 0.17 0.13
Max 0.91 0.91 0.94 0.95 0.88 0.72
Min 0.50 0.49 0.43 0.36 0.33 0.30

측정 시 교실 내에 측정자를 제외한 사람은 없고

(Unoccupied) 책·걸상, 교탁, 사물함 등의 가구는 배

치되어 있는 상태(Furnished)에서 각 학급당 3회씩 

측정을 실시하였다. 

3.2 측정 결과
(1) C50 및 잔향시간 실태 평가

Table 2는 총 9개 대상 초등학교 교실의 C50와 

잔향시간 실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50의 경우 주관적 평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옥

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 500 Hz에서 4 kHz사이(7)의 

9개 교실 평균값이 약 +2 dB ~ +3 dB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는 50 ms 이내의 유효한 초기 반사음  

에너지가 후기 반사음 에너지에 비해 약 2 dB ~ 3 
dB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향시간(T30)의 경우 미국 음향학회와 영국 교육

기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잔향시간 기준(옥타브 밴

드 중심 주파수 500 Hz ~ 2 kHz)인 0.6 s보다 약

간 긴 0.7 s정도로 나타났다.

(2) 위치에 따른 C50 및 잔향시간

교실 내 위치에 따른 C50와 잔향시간의 편차를 

비교하였다.
Figure 3는 각 수음점의 C50를 나타낸 그래프로 

Figure 1의 R1, R2, R3, R4에 대응된다. 옥타브 밴

드 중심 주파수 500 Hz에서 4 kHz까지의 값을 산

술 평균하였으며 총 9개의 측정 대상교실 중 다른 

교실에 비해 결과가 월등히 차이나는 J 초등학교의 

1개 교실(J1)을 제외한 8개 교실만을 그래프에 나타

냈다. 그래프에서 K2는 K 초등학교의 총 2개 측정 

Figure 3 500 Hz to 4 kHz, Arithmetic average of 
C50 in elementary classrooms at each receiver point

Figure 4 500 Hz to 2 kHz, Arithmetic average of 
T30 in elementary classrooms at each receiver point

대상교실 중 2번째 교실이라는 의미이다.
8개 교실의 위치에 따른 C50는 0 dB ~ +3 dB 

사이로 나타나며 유효한 반사음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R3) 혹은 뒷자리(R1, R2)에서 낮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실에서 위치에 따

른 C50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약 1 dB ~ 2 
dB정도로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6) 1.1 
dB임을 감안할 때, 큰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

들이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igure 4에서 위치에 따른 잔향시간을 

나타냈다. 잔향시간의 경우 그 차이가 JND 0.05 s(8) 
이내로 나타나 교실 음향성능 평가 시 C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3) C50와 잔향시간의 상관관계

C50와 잔향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

주파수 1000 Hz를 대상으로 회귀분석(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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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000 Hz, Logarithmic regression curve of 
C50 on T30

analysis)을 실시하였다. C50와 잔향시간 모두 각 교

실의 위치별 측정값 4개를 산술평균하여 사용하였

다.
단순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결과 

C50와 잔향시간의 결정계수(R2)는 0.9088(p<.0001)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두 지표는 대수적(Logarithm)으로 표현될 

때 결정계수가 가장 높았는데 Figure 5는 1000 Hz
에서 잔향시간에 대한 C50의 대수 회귀곡선을 나타

낸다. 이 때, 결정계수(R2)는 0.9610(p<.0001)으로 

1000 Hz에서 잔향시간에 대한 C50의 대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n    (2) 

미국과 영국에서 권고하는 초등학교 교실의 적정 

잔향시간 기준은 0.6 s이다. 식(2)를 이용하여 이 기

준에 대응되는 C50을 도출하면 약 +3.7 dB로 Table 
2의 1000 Hz 측정 평균값 +2.03 dB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 dB를 보강하여야 권고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실의 음향성능 평가지표로써 C50

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초등학교 일반교실을 대

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실 내 위치에 

따른 측정결과의 편차 및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지

표인 잔향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9개 교실 평균 C50(500 Hz ~ 4 kHz)는 약 

+2 dB ~ +3 dB로 나타났다. 이는 50 ms 이내의 

초기 반사음 에너지가 후기 반사음 에너지에 비해 

약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잔향시간(500 Hz ~ 2 kHz)의 교실 내 청취 

위치에 따른 차이는 약 0.01 s ~ 0.02 s(JND 0.05 
s)로 나타난 반면, C50(500 Hz ~ 4 kHz)의 차이는 

약 1 dB ~ 2 dB(JND 1.1 dB)로 일부 학생들이 인

지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C50와 잔향시간(1000 Hz)과의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결과 결정계수(R2)는 0.9088(p<.0001)로 상당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수 회귀식을 이용

하여 미국과 영국의 초등학교 교실 권고 잔향시간 

기준인 0.6 s에 대응되는 국내 초등학교 교실의 C50

는 약 +3.7 dB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대표성을 갖는 

결과를 도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C50와 음성명료

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표의 적정 범

위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

적으로는 소음과 실내음향지표를 함께 고려한 종합

적인 평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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