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4, No.1, February pp. 91-100

Received: January 8, 2020

Revised: February 26, 2020

Accepted: February 26, 2020

Ⓒ 2020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20 February, 14(1): 91-100

https://doi.org/10.22696/jkiaebs.20200009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Journal of KIAEBS Vol. 14, No. 1, 2020 ∙ 91

RESEARCH ARTICLE

실제 강의현장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반영한 음성 

명료도 지표의 측정 및 평가
최영지*

강원대학교 건축ˑ토목ˑ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부교수

Measurements and Evaluations of Predictors for 

Speech Intelligibility Using Speech and Noise 

Levels Measured During Lectures
Choi, Young-Ji*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Urban &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oi, Young-Ji, Tel: +82-33-250-6224, E-mail: youngjichoi@kangwon.ac.kr

ABSTRACT

The useful-to-detrimental sound ratios (U50) measure can be more practically useful means of 

assessing and understanding real classroom situations because it can be easily obtained from 

both measured clarity (C50) and signal-to-noise-ratio (SNR) values in classrooms during speech 

communication. The goal of this work is to better understand room acoustics conditions for real 

speech communication during actual lectures and to provide U50 values for achieving ‘good’ 

acoustical conditions for speech intelligibility in university classrooms. In the present work, U50 

is determined from both measured C50 and SNR values during 15 actual lectures in 11 university 

classrooms in Korea. The linear regression results for speech transmission index (STI) and U50 

values show that classrooms having U50 values greater than +4.1 dB correspond to STI values of 

0.60, indicating ‘Good’ acoustical conditions for speech intelligibility. The U50 value is 0.9 dB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study made in quietly occupied classrooms without student 

activities. The present result indicates that the noise level is not the same as experienced during 

actual lecturing situations in university classrooms. When the classroom has a SNR (125-4k) 

value of 7.7 dB or lower a C50 (125-4k) value of 7.3 dB or greater to be required for achieving 

good acoustical conditions during lectures in university classrooms. 

주요어 : 음성 명료도, 초기 대 후기음에너지 비, 음성 레벨, 소음 레벨, 신호 대 잡음비 음성전달
지수, 대학 강의실

Keywords: Speech intelligibility, Useful-to-detrimental sound ratios, Speech levels, Noise levels, 
Signal-to-noise ratio, Speech transmission index, University classrooms

서 론

국외 11곳 대학 강의실(Hodgson et al., 1999)과 27곳 초등학교 교실(Sato and Bradley, 

2008)을 대상으로 한 실제 교실현장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 레벨은 43.7 dBA에서 49.1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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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실내 공조기와 재실자의 수업 중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교실

에서 실제 수업 중 활동으로 인한 소음 레벨은 정숙 시 측정한 교실 내 소음에 비해 5~10 dBA 

크게 나타났다(Sato and Bradley, 2008). 국외 대학강의현장에서의 평균소음레벨은 44.4 

dBA로 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보다 4.7 dBA 낮지만 SNR ≥ 15 dBA기준(ANSI S12.60, 

2004)을 만족하기 위해 수음점에서의 평균 음성 레벨은 59.4 dBA 이상이 요구된다. 강의중

인 대학강의실의 수음점에서의 평균 음성 레벨은 50.8 dBA 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강의중 

평균 신호 대 잡음비(SNR)는 7.9 dBA 이다(Hodgson et al.,1999). 

국외 대학 강의실 및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 학습 현장의 음성 및 소음 레벨을 녹음하여 

제시한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며(Hodgson et al.,1999; Sato and Bradley, 2008) 국내의 

경우 동일한 측정방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전무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측정방법

을 이용하여 실제 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SNR값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

로서 현실적으로 SNR≥ 15 dBA기준(ANSI S12.60, 2004)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렸다. 그러

나, 두 선행연구(Hodgson et al.,1999; Sato and Bradley, 2008)에서 실제 학습 현장의 정확한 

음성 및 소음 레벨을 반영한 음성 명료도의 측정 지표와 그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는 함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실제 강의 현장에서 적절한 음성 전달에 필요한 적정 

음향 조건을 알기 위해 실제 강의중인 강의실의 음성 및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

한 음성 명료도 측정 지표값과 그 적정 범위를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음성 명료도 측정지표로 음성전달지수(Speech transmission index, STI) (IEC 60268-16, 

2011)와 Useful-to-detrimental sound ratios (U50) (Bradley et al., 1999)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지표는 음성 전달에 중요한 요소인 실내 음향(C50)과 소음(SNR)의 영향을 결합하여 음성 

명료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STI는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이 어렵지만 U50는 실제 강의현장

에서 측정한 C50값과 SNR값에 의해 산출이 가능하여(Bradley et al., 1999) 실제 강의현장에

서 측정한 음성 및 소음 레벨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강의 현장의 음향 상태 측정이 가

능한 U50지표는 실제 음성 전달에 필요한 음향 상태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한 유리한 점

이 있다. 

국내 12곳의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중이 아닌 정숙한 상태에서 측정한 STI값과 U50 (STI, 

125-4000)값은 상관계수가 R2=0.968 (σ=0.007)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두 지표가 음성 명

료도 예측에 있어 유사한 평가지표임을 보여주었다(Choi, 2017). 여기서, U50값은 STI지표에

서 적용하는 주파수대역별 보정을 한 125-4000 Hz의 U50평균값이다. 이 결과는 두 국외 선행

연구결과(Bradley and Bistafa, 2002; Nijs and Rychtáriková, 2011)와 유사하였다. 국내 12

곳 강의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i, 2017)에서 두 음성 명료도 평가 지표가 높은 상관관

계에 있음을 재차 보여주었지만 강의중이 아닌 정숙한 상태의 강의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강의 현장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선행연구(Hodgson et 

al.,1999; Sato and Bradley, 2008)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 대학 강의실에서 실제 학습 현장

의 음성 및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음성 명료도 측정 지표와 그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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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제 강의현장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반영한 음성 명료도 지표U50값을 

바탕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실제 음성 전달에 필요한 최적 음향 상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대학 11곳 강의실의 15개 실제 강의 현장에서 측정한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바탕으로 수업 

중인 강의실에서의 U50값을 산출하였다. 대상강의실은 선행연구(Choi, 2017)에서 측정한 강

의실과 같은 대학에 위치하지만 다른 강의실로 체적과 음향조건이 상이하다. 다음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음성 명료도 ‘Good’ 범위인 STI값 0.60에 상응하는 U50값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강의 현장의 음향 상태를 반영한 적정 U50값을 얻기 위한 강의실의 최적 음

향 조건도 제시하였다. 단 본 연구결과는 대학 강의실의 15개 실제 강의현장에서의 측정결과

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대상강의실과 유사한 조건의 공간에 제한된다.

측정개요

대상강의실

Table 1에 15개 강의가 이루어진 11곳 대학 강의실의 평균 제원과 공석과 만석시의 

500-1000 Hz의 평균잔향시간(T30)을 나타내었다. 모든 강의실은 강의전용으로 이용하고 있

으며, 사각형 형태로 한쪽 측면에 창문이 위치하고 있다. 측정 시 평균 재실 인원은 41명(65% 

착석)으로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을 실시하여 강의실마다 착석율이 상이 하였다. 11곳 강의

실의 체적은 188 ㎥~343 ㎥인 중·소규모 강의실로 100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11

곳 강의실의 공석시와 만석시의 500-1000 Hz의 평균 T30값은 각각 1.12 s와 0.64 s이다. 

Table 1의 만석시 평균 T30값은 65% 착석 조건에 따른 측정값으로 착석율에 따라 그 값은 변

할 수 있다. 

Table 1. Data for 11 university classrooms used for the measurements including mean octave 

band T30 (500-1000 Hz) values for both occupied and unoccupied classrooms

Rooms Volume, m3 Number of occupants T30_unoccupied, s T30_occupied, s

Mean 257 41 1.12 0.64

s.d. 38 12 0.41 0.15

Max 343 67 1.80 0.90

Min 188 19 0.61 0.37

실내음향지표 측정 및 산출

본 연구에서는 국내 11곳 대학 강의실의 15개 실제 강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내음향측정과 

녹음을 실시하였다. 각 강의실의 음향 측정은 ISO 3382법(2003)을 토대로 잔향시간(T30), 명

료도(C50), 음의 크기(G)를 측정하였다. 음원은 로그스윕(logarithmic sweep)을 이용하였으

며 12면체 스피커(Norsonic, Nor276)로 음원을 방출하였다. 강단의 중심에 1.5 m 높이의 음

원점 1개소와 각 강의실의 좌석에 1.2 m 높이로 균등히 분포한 수음점 4개소에서 1/2인치 마

이크로폰(G.R.A.S. Type 46 AF)을 통해 충격응답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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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U50값은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C50값과 SNR값에 의해(식 (1) 참조) 

산출이 가능하다. Useful sound는 초기에 도달하는 신호음 에너지를 말하며, detrimental 

sound는 후기에 도달하는 음성과 소음 에너지의 합을 말한다.

   log  

   (1)

여기서, N은 소음 에너지, S는 신호음 에너지, 그리고 E/L50는 초기음에너지에 대한 후기음에

너지의 선형비이다. 

IEC 60268-16 (2011)을 토대로 STI값 산출을 위해 각 강의실에서 측정한 만석시 정숙한 

상태에서의 충격응답을 이용하여 (식 (2) 참조)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F)) (Schroeder, 1981)를 도출하였다. 식 (2)의 S/N값은 실제 강의현장에서의 측정한 음성

과 소음 레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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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modulation frequency, h(t)는 충격응답, 그리고 S/N는 신호 대 잡음비(dB)이다.

실제 강의 현장의 음성과 소음 레벨의 측정 및 도출

실제 강의 현장을 녹음하여 음성과 소음 레벨을 측정하였다. 강의 현장의 녹음은 1/2" 마이

크로폰(G.R.A.S, Type 46AF)과 음향 측정 프로그램(Dewesoft, Dewesoft Ver.7.0)을 사용

하였다. 4개 수음점은 실내 음향 측정 지점과 동일하게 배치하였으며, 그 높이는 1.2 m로 위

치시켰다. 녹음은 강의 중 약 10 분간 실시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음성이 주된 음원이었다. 강

의실 내 소음원은 주로 공기조화기, 빔 프로젝터에 의해 발생된 소음과 인접 강의실과 외부에

서 유입된 소음이었다.

Hodgson et al. (1999)이 제안한 통계 방법에 의해 실시간 강의현장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

벨을 도출하였다. 먼저 녹음한 10분 분량의 파일을 200 ms로 자른다. 200 ms로 자른 녹음파

일에서 각 주파수 대역별 레벨 값을 구하여 빈도수 그래프로 도식화 한다. 도식화한 빈도수 

그래프에 2개의 큰 피크점이 나타나는데, 높은 음압 레벨의 피크점이 음성 레벨이고 낮은 음

압 레벨의 피크점이 소음 레벨을 나타낸다. 빈도수 그래프의 두 피크점에 정규분포곡선을 도

식화하여 음성과 소음 레벨을 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Hodgson et al.,1999; Sato 

and Bradley, 2008)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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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실제 강의현장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반영한 음성 명료도 지표 U50값 산출

U50값은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C50값과 SNR값에 의해 산출이 가능하다. U50(125-4 

kHz)값은 STI지표(IEC 60268-16, 2011)에서 적용하는 주파수대역별 보정 값(frequency- 

weighted)을 적용하여 125-4000 Hz의 각 주파수대역값을 합산하였다. U50값 산출에서 STI

지표(IEC 60268-16, 2011)의 주파수대역별 보정값을 적용하는 이유는 음성 명료도 평가에

서 중요하지 않은 저주파수대역(125 Hz와 250 Hz)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함

이다. 선행연구(Choi, 2017)에서 STI지표의 주파수대역별 보정한 125-4000 Hz의 U50평균

값 즉, U50 (STI, 125-4000)지표가 STI값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본 논문에 그 결과

를 인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25-4000 Hz의 값을 평균하지 않고 STI값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125-4000 Hz의 값을 합산하였다. 

Figure 1에 11곳 대학 강의실의 15개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60곳 수음점의 음성과 소

음 레벨의 빈도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강사의 음성 레벨값은 45.9 

dBA~59.3 dBA 분포를 보이며 수음점별로 최대 13.4 dBA 차이를 보인다. 동일 수음점에서

의 소음 레벨값은 40.3 dBA~47.6 dBA 분포를 보이며 수음점별로 최대 7.3 dBA 차이를 나타

낸다. 15개 강의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평균 음성 레벨값과 소음 레벨값은 각각 43.7 

dBA와 51.4 dBA 이다.

Figure 1. Frequency distributions of the received speech levels and noise levels of 60 

measurement positions during 15 lectures in 11 classrooms

Figure 2(a)와 (b)에 11곳 대학 강의실의 15개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60곳 수음점의 

C50 (125-4 kHz)값과 SNR (125-4 kHz)값의 빈도수 그래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C50 (125-4 kHz)값과 SNR (125-4 kHz)값은 125-4000 Hz의 각 주파수대역값을 평균하였다. 

Figure 2(a)의 C50 (125-4 kHz)값은 -1.3 dB~9.6 dB 이며, Figure 2(b)의 SNR (125-4 kHz)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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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2 dBA~13.5 dBA 분포를 보인다. 국내 15개 실제 강의현장의 평균 SNR (125-4 kHz)값

은 7.7 dBA 로 국외 대학강의실에서 측정한 결과(Hodgson et al., 1999)와 비교해 0.2 dBA 

낮다. 동일한 측정방법을 이용한 두 국내외 대학강의현장의 측정결과 SNR≥ 15 dBA기준

(ANSI S12.60, 2004)을 만족하지 못한다. 

Figure 3에 15곳 실제 강의현장의 60곳 수음점에서 측정한 Figure 2의 (a)C50값과 (b)SNR

값에 의해 산출한 U50 (125-4 kHz)값의 빈도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15개 실제 강의

현장의 U50 (125-4 kHz)값은 -2.9 dB~6.4 dB 이며 그 평균값은 1.8 dB 이다. 실제 강의중인 

강의실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반영한 평균 U50 (125-4 kHz)값은 강의중이 아닌 정숙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Choi, 2017)와 비교해 2.5 dB 낮았다. 이는 두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강의실의 체적과 음향상태가 다르며 강의중이 아닌 정숙한 상태와 실제 강의중인 강의실의 

SNR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Figure 2. Frequency distributions of (a) the C50 (125-4k), and (b) SNR (125-4k) values of 60 

measurement positions during 15 lectures in 11 classrooms

Figure 3. Frequency distributions of calculated U50 (125-4k) values of 60 measurement 

positions during 15 lectures in 11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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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명료도 ‘Good’ 범위인 STI값 0.60에 상응하는 U50값

두 음성 명됴로 지표 U50와 STI는 식 (1)과 (2)에서 각각 보여주듯이 기본 개념은 다르지만 

두 지표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실내 음향과 소음의 영향을 결합하여 음성 명료도의 측정이 

가능하다(Bradley et al., 1999; Nijs and Rychtáriková, 2011; Choi, 2017). 따라서, 실제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측정한 음성과 소음 레벨을 바탕으로 산정한 두 음성 명료도 지표 값의 관계

를 선형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4에 15곳 실제 강의현장의 60곳 수음점에서 산출한 

STI값에 대한 U50 (125-4 kHz)값의 관계를 선형 회귀선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Figure 4에 따

르면 두 음성 명료도 지표 STI와 U50는 상관계수가 R2=0.939 (σ=0.01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Figure 4의 결과에서 U50값이 +4.1 dB일 때 이에 상응하는 STI값은 0.60이상으로 음

성 명료도 ‘Good’ 범위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두 음성 명료도 지표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

며 Figure 4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음향지표에 상응하는 지표로 변환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4. Calculated STI values versus U50 (125-4k) values for 60 measurement positions 

during 15 lectures in 11 university classrooms

Figure 4의 결과에 의하면 60곳 수음점 중 10곳의 U50값이 +4.1 dB이상으로 음성 명료도 

‘Good’ 범위에 해당한다. 이 10곳 수음점의 평균 C50 (125-4 kHz)값과 SNR (125-4 kHz)값은 

각각 7.6 dB와 10.6 dBA 이다. 15개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평균 C50 (125-4 kHz)값과 

SNR (125-4 kHz)값은 각각 4.4 dB와 7.7 dBA 로 U50값이 +4.1 dB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두 지표값이 평균값 보다 각각 3.2 dB와 2.9 dBA 높아야 한다. 

정숙한 상태의 강의실 12곳에서 측정한 음성 명료도 ‘Good’ 범위에 해당하는 U50값은 

+3.2 dB(Choi, 2017)로 실제 강의현장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해 0.9 dB 낮다. 여기서 선행연

구(Choi, 2017)의 U50값은 125-4000 Hz의 평균값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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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000 Hz의 값을 합산하였다. 두 연구에서 제시하는 음성 명료도 ‘Good’ 범위에 해당하

는 U50값이 약 0.9 dB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강의실의 체적과 음향

상태가 다르며 측정한 강의실에서의 음성과 소음 레벨의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즉, 

정숙한 강의실에서의 SNR값은 실제강의현장에서의 그 값보다 높아 낮은 U50값으로도 좋은 

음성 명료도를 성취할 수 있다.

실제 강의 현장에서 좋은 음성 명료도를 얻기 위한 실내음향조건

Figure 3의 결과에서 좋은 음성 명료도를 얻기 위해 실제 강의중인 강의실의 U50값은 +4.1 

dB이상이여야 한다. 이 지표는 음성 전달에 중요한 요소인 실내 음향(C50)과 소음(SNR)의 영

향을 결합하여 산출하였다. 강의실에서 좋은 음성 명료도를 얻기 위해 모든 C50값에 따른 적

정 SNR 값이 있듯이 모든 SNR 값에 따른 적정 C50범위가 있다. 

강의실에서 음성 전달에 중요한 두 음향지표 C50와 SNR이 음성 명료도 측정지표 U50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2와 식 (3)에 제시하였다. 각 

음향지표와 U50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2. R2 value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a predictor of speech intelligibility, U50

(125-4k), on the combination of C50 (125-4k) and SNR (125-4k) values. R2Values from linear 

regression analyses of U50 (125-4k) on the C50 (125-4k) and SNR (125-4k) values are also 

added in the first and second rows

Predictors C50 (125-4k) SNR (125-4k)
C50 (125-4k)

SNR (125-4k)

U50 (125-4k) 0.824 (p= 0) 0.314 (p < 0.001) 0.968 (p = 0)

Table 2의 각 음향지표와 U50의 관계를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내 음향(C50) 지

표가 소음(SNR) 지표보다 U50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실내음향과 소음의 영향을 결합

하였을 때 U50와 더 높은 상관관계(R2=0.968)를 보인다.

             (3)

Figure 5에 식 (3)을 이용하여 C50와 SNR값에 따른 U50예측값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실제 강의현장 15 곳에서의 평균 SNR (125-4 kHz)값은 7.7 dBA 로 U50≥ +4.1 dB를 얻기 

위해서 C50값은 7.3 dB이상이여야 한다. 반면 강의실의 SNR (125-4 kHz)값이 15 dBA 이상

인 경우 C50값이 4 dB이상이면 U50≥ +4.1 dB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강의현장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식 (3)을 이용하여 좋은 음성 명료도를 얻기 위한 적정 실내음향조건의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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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ediction of U50 (125-4k) values from combinations of C50 (125-4k) and SNR 

(125-4k) values using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i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학의 실제 강의중인 강의실 11곳의 15개 강의현장에서 음성과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음성 명료도 측정 지표 U50값과 실내음향조건에 따른 그 

적정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체적과 음향 조건

의 강의실에서 적정 U50값을 얻기 위한 최적 음향 조건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 실제 강의현장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음성 명료도 ‘Good’ 범위인 STI값 0.60에 상응

하는 U50 (125-4 kHz)값은 +4.1 dB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 강의현장 15 곳에서의 평균 SNR 

(125-4 kHz)값은 7.7 dBA 로 U50≥ +4.1 dB를 얻기 위해서 C50 (125-4 kHz)값은 7.3 dB이상

이여야 한다. 실제 강의현장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식 (3)을 이용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체적과 음향 상태의 강의실에서 좋은 음성 명료도를 얻기 위한 적정 실내음향조건의 예측이 

가능하다. U50지표의 실제 음성 전달에 필요한 음향 상태의 이해와 평가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체적과 음향 조건을 가진 강의실의 실제 강의현장에서 수업

이 진행되는 상황의 음향상태 측정과 동일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성 명료도 평

가 결과와의 비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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