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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공와우의 보급 확산 및 기술 발달과 함께 인공와우 착용자

의 조용한 환경에서의 어음인지는 향상되었으나, 인공와우 기

술과 신호처리의 한계점과 관련된 소음상황에서의 어음인지와 

음악인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인공와우

를 통한 다양한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와 필요

가 증대됨에 따라 어음인지도의 향상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능훈련 접근법들이 소개되었다. 이

는 구화나 듣기 위주의 구조화된 청능훈련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와 동기에 근거한 다양한 청능훈련 방법의 필요성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청능훈련은 복

잡하고 다양한 소리신호를 이해하고 구별하는 훈련법을 기반으

로 하며 여러 음악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및 심리 등 복합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Gfeller, 2016). 

음악은 크게 리듬(rhythm), 멜로디(melody) 및 음색(timbre)

의 기본 구조로 구성된다. McDermott(2004)의 연구에 의하면 

리듬은 시간축을 기준으로 소리 크기의 변화를 표현하는 음악

적 요소로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비교적 잘 인식할 수 있었으

나, 와우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음조(pitch)나 시간축상의 미세

구조(fine structure)와 관련된 멜로디나 음색의 인지는 리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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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에

서도 인공와우 사용자는 템포(tempo) 및 리듬인지보다 음조와 

변화에 대한 낮은 탐지능력을 보였다(Gfeller et al., 2002; 

Looi, 2008). 인공와우 사용자의 음조 및 멜로디 인식에 있어서

의 어려움은 전극당 고정된 중심 주파수와 제한된 수의 주파

수 필터와 관련이 있으며 이외에도 인공와우 신호처리기법의 

한계, 채널 간 간섭 및 개인적 다양성 등 여러 원인에 기인한다

(Looi et al., 2012). 이러한 이유로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목소

리나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표현되는 음악의 풍부하고 복합적

인 음향 신호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다양한 음악청능훈련 방법이 소

개되고 말지각, 인지 및 심리 등의 측면에서 훈련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Gfeller, 2016; Looi et al., 2012). 음악훈련

과 어음인지와의 관계에서는, 훈련 방법의 차이, 결과의 해석 

및 훈련효과 검증과 관련된 혼재로 인하여 다소 제한된 측면에

서 효과가 있었으나, 인지적인 측면과 음악 훈련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음악훈련이 재활

훈련 동기를 지속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그간의 연

구는 음악청능훈련이 전반적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활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 착용자의 음악활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고 박수를 치거

나 간단한 리듬악기를 연주하는(Gfeller et al., 2002) 등 유소아 

인공와우 착용자도 비교적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부

터 복합적 음향 정보를 포함한 멜로디를 듣고 익히거나 노래 부

르기 등 인공와우 사용자가 수행하기에 어려운 활동도 있다. 이

외에도 음의 멜로디와 함께 노래가사를 익히는 것도 음악활동

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노래 부르기나 노래가사 익히기 활동

은 학령전기 아동이 자연스럽게 놀이와 음악을 통해 어휘 및 구

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및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여 아동의 정서 및 문화적 성장

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사가 포함된 음악이나 

멜로디 학습은 인공와우 아동의 듣기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Trehub et al., 2009).

언어와 음악은 주의집중 및 기억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뇌 영상 연구에서 비음악가에 비해 

음악가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관련된 신경 네트워크

가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Gaab & Schlaug, 

2003; Schlaug et al., 2009), 음악활동 시에도 언어와 동일한 단

기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Brown & Marti-
nez, 2007; Hickok & Buchsbaum, 2003; Scho¨n et al., 2004). 행

동측정 연구에서 Chan et al.(1998)은 비음악가보다 음악가에

서 더 좋은 구어 기억력(verbal memory)을 보고하였고 Tierney 

et al.(2008)은 음악가는 비음악가보다 청각기억에서 더 많은 정

보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음악훈련과 구어 작업기억 

사이의 긍정적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인공와우 착용자의 음악청능훈련과 관련하여, Petersen et 

al.(2015)은 음악훈련 후 인공와우 착용 청소년의 음전위부정합

(mismatch negative)을 측정하여 음악요소의 음색, 강도 및 리

듬 구별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Torppa 

et al.(2014)은 인공와우 아동의 음악 훈련과 작업 기억능력의 긍

정적 관계를 뒷받침하였는데 음악훈련은 F0(기본주파수)의 구

별, 운율 및 청각기억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는 음악의 음조와 음색 훈련이 F0 구별을 향상시킨다는 Van-
dali et al.(2015)의 연구와도 관련성이 있다. Harris et al.(2013)은 

작업기억능력이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 결과의 예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작업기억 능력과 말지각 결

과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음악훈련을 통한 작업기억 능

력의 향상은 어음인지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한 어음인지 향상과 작업기억력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ronenberger et al.(2011)은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작업기억훈련을 시행하였고 훈련 후 아동은 기억 영

역뿐 아니라 언어 영역에서도 향상을 보여 작업기억의 향상과 

언어영역의 향상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각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활동의 

훈련 효과를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음악청

능훈련은 음악을 구성하는 리듬, 음조, 음색 등 다양한 청각적 

단서를 인공와우 착용자가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말소리의 운율이나 음색 등 초분절적 요소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업기억 영역에서 언

어, 음악, 청각 및 시각 등 다양한 영역의 인지와 기억능력이 향

상되어 인공와우 착용자의 말지각과 말 산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훈련효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인공와우 대상자로 음악청능훈련을 실

시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를 착용

한 아동을 대상으로 리듬, 음색, 음고, 멜로디 등 다양한 음악

적 요소를 포함한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를 노래 가사 

익히기 훈련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음악훈련이 아동의 

어음인지 및 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음

악훈련이 어음인지 및 작업기억 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고 작

업기억 능력과 말지각 사이에도 긍적적인 상호 연관성이 존재

한다면 음악청능훈련은 어음인지도와 작업기억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복적인 노래 가사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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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특히 어음인지력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결과와 관련된 개인적 다양성

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혼재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 아

동의 청각, 연령 및 인지 상태를 고려하여 훈련의 난이도를 조

절하고 개별화하였으며 음악청능훈련 전과 후에 인공와우 착

용 아동의 어음인지도 및 작업기억력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훈련효과를 측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HUGAUD 439175)을 받아서 시행하였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훈련 참여에 동의한 인공와우 착

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아동은 대구 지역 경신청각

언어 연구소에 다니는 만 5~6세(평균 만 5세 11개월)의 인공와

우 착용 아동 7명(남 2명, 여 5명)이었으며 착용 기간은 약 1년 

5개월에서 4년 8개월(평균 3년 3개월) 사이로 청능 및 언어재활 

기간은 1년 이상 된 아동이었다. 모든 아동들은 주 1회 언어치

료를 받고 있었다. 아동의 청력은 인공와우 착용상태에서 시행

한 음장(sound field) 검사에서 500, 1,000, 2,000 Hz의 평균순

음청력역치(puretone thresholds average)가 평균 33 dB HL이

었다. Table 1은 개별 아동의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간, 청력 및 

인공와우 정보를 보여준다. 

연구 방법

참여 아동의 훈련전 기초선 측정을 위해 1주 간격으로 어음 

인지도 및 작업기억력 검사를 2회 반복 실시하였다. 한 명의 검

사자는 방음실 밖에서 Entomed SA 204청력검사기(Auditdata, 

Taastrup, Denmark)를 사용하여 1 m 앞 정면에 위치한 스피

커를 통해 각 아동의 청력도를 기준으로 가장 듣기 편안한 쾌

적수준에서 어음을 제시하고, 또 다른 검사자는 방음실 내에서 

아동의 검사 결과를 기록하였다. 2회 시행한 기초선 검사 결과

를 확인한 후 10주간 매주 1회씩 총 10회의 음악 훈련을 실시하

였다. 음악훈련 종료 후 기초선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음인

지도 및 작업기억력 검사를 1회 재실시하여 음악청능훈련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어음인지도 검사는 한국표준 학령전기용(4~6세) 단음절어표

(Korean standard monosyllabic word lists for preschoolers, 

KS-MWL-P), 한국표준 학령전기용 문장표(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School Aged Children, KS-SL-P) (Kim et 

al., 2010) 및 구문의미 이해력검사(Pae et al., 2004)를 사용하

여 단음절 단어와 문장 인지도 및 문장 이해도 검사를 시행하

였다. 모든 검사는 아동이 검사자의 육성을 듣고 제시된 그림자

료를 짚도록 하여 반응을 측정하였고 이를 각 검사도구에 맞게 

점수화하였다. 

작업기억 검사는 부담조건에 따른 작업기억과 숫자 작업기억 

검사 두 가지를 시행하였다. 부담조건 작업기억 검사는 Mont-
gomery(2000a, 2000b)에서 사용된 작업 기억 과제를 원용하

되, Park & Bahng(2011)에서 사용한 동일 작업기억 과제를 활

용하였다. 목표 단어들은 4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50% 

이상 출현율을 보인 단어를 선택하였다. 제시 단어는 2음절 단

어로 아동에게 친숙한 다섯 개의 의미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

를 각각 3단어, 4단어, 5단어의 총 세 가지 단어 목록으로 구성

하였고 각 목록 별 3문항씩 총 9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양한 처

리 수준이 기억저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처리부담(processing load) 조건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무-처리부담 조건(no-load condition)은 아동에게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들은 단어를 아무런 처리조건 없이 들은 대로 

모두 회상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 단일-처리부담 조건(single-

load condition)은 아동에게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들은 단어

를 의미 범주로 분류하여 회상하는 조건이다. 세 번째 이중-처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participated  

Subject Sex Age CI ear Age at CI
Duration 
of CI use

CI system PTA average (dB HL)

S1 M 5 y 7 m Rt 4 y 2 m 1 y 5 m Opus 38
S2 F 6 y 1 m Rt 1 y 11 m 4 y 1 m Nucleus 5 40
S3 F 5 y 9 m Lt 2 y 10 m 2 y 11 m Nucleus 5 28
S4 F 5 y 10 m Both 2 y 5 m 3 y 5 m Opus 38
S5 M 6 y 10 m Rt 2 y 2 m 4 y 8 m Freedom 25
S6 F 6 y 1 m Lt 1 y 4 m 4 y 7 m Nucleus 5 22
S7 F 5 y 5 y Both 3 y 6 m 1 y 11 m Nucleus 6 38

Total 7 M : 2, F : 5 Mean: 5 y 11 m Mono: 5
Bi: 2

Mean: 2 y 7 m Mean: 3 y 3 m Cochlear: 5
MED-EL: 2

Mean: 33

CI: cochlear implants, PTA: pureton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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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담 조건(dual-load condition)은 아동에게 단어 목록을 들

려주고 들은 단어들을 의미범주대로 분류한 다음 단어 참조물

의 크기대로 순서화시켜 회상하는 조건이다. 아동이 회상한 단

어 수는 한 가지 길이의 단어 목록 3개 중 2개 이상의 문항에

서 동일하게 회상한 단어 수로 선정하였으며, 수행 결과가 다른 

경우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길이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 

문항의 단어길이가 점차로 증가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숫자 작업기억 과제는 Hwang & Bahng(2014)에서 사용한 

동일 작업기억 과제를 활용하였다. 숫자회상기억 검사 시 0~9

까지 단음절(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숫자를 육성으

로 제시하였다. 순방향 숫자 회상 기억 검사는 단기기억인 청각

기억과 시각기억을 측정하고, 역방향 숫자 회상 기억 검사는 단

기기억 및 작업기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숫자를 무작위로 구

성하여 숫자폭을 2폭부터 점점 늘렸으며 검사 시작 전 아동에

게 시범을 통해 검사 방법을 숙지시킨 뒤 본 검사를 시작하였

다. 아동이 숫자를 회상하여 대답하기까지 시간제한을 두지 않

았으며 회상이 끝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 각 검사 단계 

마다 연속 2회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1회 이상 정답을 맞춘 경

우 다음 단계를 제공하였으나 2회 모두 오답인 경우에는 검사

를 중단하였다. 

음악청능훈련

음악청능훈련 프로그램은 10주간 매주 1회씩 10회기 걸쳐 

그룹으로 실시하였고 각 회기 마다 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이었다. 음악청능훈련 동안 청능사와 언어재활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1명의 숙련된 훈련자가 각 회기의 훈련목표를 중

심으로 훈련을 진행하였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개인

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전반적 훈련은 

리듬에 맞춰 손뼉 치기, 걷기, 뛰기 등의 신체 활동, 음악 감상, 

악기 연주하기 및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포함하였고 10주 

동안 아동에게 친숙한 총 4개의 노래(뻐꾸기, 당신은 누구십니

까?, 여름냇가, 퐁당퐁당)를 가사와 함께 훈련하였다. 10회기의 

훈련 내용은 아동이 쉬운 활동에서 점차 복잡한 활동으로 훈

련이 확대되도록 구성하였고 리듬, 음색, 음고 및 멜로디의 다

양한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는 노래학습 및 악기연주와 노래 가

사 익히기를 병행하여 아동이 포괄적으로 음악적 요소를 기억

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먼저 1~2회기에는 환경음

을 듣고 인지하는 기본훈련을 시행하였고 3~4회기에는 연주와 

활동을 통한 박자와 리듬 익히기를 포함하였다. 5~8회기 동안

에는 노래의 리듬을 듣고 기억하여 연주하거나 노래의 중간을 

이어서 연주하는 훈련을 회기별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9~10회

기에는 한 회기에 리듬을 듣고 기억하여 연주하고 노래 중간을 

이어서 연주하는 훈련과 함께 노래의 빠르기를 변화하여 연주

하는 훈련을 모두 시행하였다. 음악청능훈련 프로그램의 자세

한 내용은 Appendix에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청능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후

의 어음인지도 및 작업기억력의 점수를 비교 분석 하였다. 통계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RESULTS

음악청능훈련 전과 후의 어음인지도 비교

음악청능훈련을 실시하기 전(2회 기초선 평균)과 후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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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word recognition scores obtained by indi-
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 and post-music train-
ing. WRS: word recognition score.

Figure 2. Comparison of sentence recognition scores obtained by 
indi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 and post-music train-
ing. SRS: speech recogni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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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장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7명 아동의 훈련 전 단어인지도 

검사의 평균은 40.29(18~66)였으나 훈련 후 점수는 53.71(44~ 

64)로 13.42 향상되었다(p ＜ 0.05). 문장인지도 검사의 훈련 전 

평균은 69.29(50~95)였으나 훈련 뒤 점수는 91.43(70~100)으로 

22.14가 향상되었다(p ＜ 0.05). 

Figure 1과 2는 개별 아동의 훈련 전과 후 단어 및 문장인지

도 점수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s6 아동은 훈련 전 단어인지도 

검사에서 18%이었으나, 훈련 후 44%로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고 

s4 아동은 훈련 전 문장인지도검사 시 55%에서 훈련 후 100%로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s2 아동은 음악청능훈련 

전과 후의 문장인지도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장이해력 검사는 총 57문항에 대해 각각 1점씩 최고 57점

으로 계산되었으며 훈련 전 평균은 8점(1~20)이고 훈련 후 평균 

점수는 16.43(8~21)으로 8.43점 향상되었다(p ＜ 0.05). Figure 

3은 개별 아동의 훈련전과 후 문장이해력 결과와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s2 아동은 훈련 전 문장이해력 검사에서 4점, 훈련 

후 검사에서 19점을 보여 가장 많은 훈련효과를 보였고 s5 아

동은 훈련 전 20점에서 훈련 후 21점으로 훈련 전과 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음악청능훈련 전과 후의 작업기억력 비교

세 가지 처리부담(processing load)조건 중 무-처리부담 조

건(no-load condition)에서만 참여 아동의 검사가 가능하여 작

업기억측정 결과는 무-처리부담조건, 순 방향 및 역방향 검사

에서 각각 아동이 회상한 최대 단어 수, 순방향으로 회상한 숫

자 수, 및 역방향으로 회상한 숫자 수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먼저 훈련전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아동이 회상한 최대단어 

수는 평균 1.86(1~3)이었고, 훈련 후는 3.14(2~4)로 1.28단어가 

향상되었다.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회상한 숫자의 수는 훈련 전

이 3.57(3~6) 및 1.14(0~4)였으나 훈련 후 5(3~8) 및 2.43(0~5)

으로 각각 1.43 및 1.29 향상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p ＞ 0.05). 

Figure 3. Comparison of sentence comprehension scores obtained 
by indi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and post-music 
training.

Figure 4. Comparison of working memory scores from the no-load 
condition obtained by indi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 and post-music training.

Figure 5. Comparison of working memory scores from the forward 
digit span task obtained by indi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 and post-music training.

Figure 6. Comparison of working memory scores from the backward 
digit span task obtained by individual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t pre- and post-music training.

s1           s2           s3           s4           s5           s6           s7        Mean

25

20

15

10

5

0

Sc
or

e

Pre-training Post-training

s1           s2           s3           s4           s5           s6           s7        Mean

4.5

0.4

3.5

0.3

2.5

0.2

1.5

0.1

0.5

0.0

Sc
or

e

Pre-training Post-training

s1           s2           s3           s4           s5           s6           s7        Mean

10

9

8

7

6

5

4

3

2

1

0

Sc
or

e

Pre-training Post-training

s1           s2           s3           s4           s5           s6           s7        Mean

6

5

4

3

2

1

0

Sc
or

e

Pre-training Post-training



75

W Choi et al. ASR
Figure 4~6은 훈련 전과 후에 개별 아동의 작업기억력을 측

정한 무-처리조건, 순방향 및 역방향 숫자회상 점수와 평균값

을 보여준다. 무-처리조건에서 s2, s4, s6 아동은 훈련 전 검사

에서의 단어폭은 1점이었으나, 훈련 후 검사에서는 3점으로 가

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순방향 숫자회상에서 s3, s4 아동은 훈

련 전 검사에서 3점이었으나, 훈련 후 검사에서 6점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고 s2, s6 아동은 음악청능훈련을 실시하기 전

과 후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s4 아동은 훈련 전 검

사에서 역방향 숫자회상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훈련 후 검사에

서 3점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 학령기 전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음

악의 요소인 리듬, 음색, 음고, 멜로디 및 노래가사를 포함한 음

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음악청능훈련이 어음인지도 및 

작업기억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음악청능훈련 시행 

뒤 인공와우 아동은 단어 및 문장의 어음인지도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작업기억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일부 아동이 향상된 결과를 보임으로 전반적 측면에서 

인공와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음악청능훈련의 긍정적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im(2002)은 음악프로그램이 학습 부진아의 주의집중력 향

상과 학습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고 특히 말하는 능력과 문

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연구 대상 중 s4, s6은 음악청능훈련 실시 후 단어 및 

문장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s1, s2, s6, s7은 문장이해력이 향상 

되었다. 특히 위 아동은(s1, s2, s4, s6, s7)은 리듬위주로 훈련했

을 때보다 리듬과 노래가사를 병행했을 때 훈련 시 집중력 있

게 훈련에 참여하여 과제를 더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Pa-
tel(2011)은 음악훈련이 말의 신경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OPERA” 가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OPERA”

는 음악과 말처리의 음향적 특성을 처리하는 뇌의 네트워크 영

역의 해부학적 중복(overlap), 음악 처리 과정의 세밀함(preci-
sion), 음악을 통한 감정 영역의 활성화(emotion), 음악훈련의 

반복성(repetition) 및 음악훈련의 집중(attention) 등의 다섯 개 

요인과 관련하여 음악훈련에 영향을 받는 대뇌피질 영역의 활

발한 활동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음악훈련이 언어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메커니즘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Yucel et al.(2009)

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음조, 멜로

디 및 리듬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행한 후 어음인지도를 검사했

을 때 음악훈련 그룹과 비 음악훈련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음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음악 훈련은 Yucel et al.(2009)

에 비해 복합적인 음악 영역을 포함하였고 특히 노래가사 익히

기 훈련을 병행함으로 Patel(2011)이 가정한 다섯 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언어 영역과 관련된 복합적 신경 네트워크의 활성이 

수반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작업기억력 측정을 위해 시행한 무-처리조건, 순방향 숫자회

상, 역방향 숫자회상은 음악청능훈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2, s4, s6은 음악청

능훈련후 무-처리조건에서 향상된 낱말 기억폭을 보였고, 개인

차는 있지만 음악청능훈련이 작업기억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숫자회상 작업기억 검사와 관련하여, Cleary et 

al.(2000)은 건청 아동과 인공와우 착용 아동에게 숫자회상 검

사를 시행하여 작업기억과 단어인지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

는데, 순방향 숫자회상은 역방향 숫자회상보다 높은 기억폭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역방향보다 순방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다. Hwang & Bahng(2014)의 

연구에 따르면 순방향 숫자회상 기억 검사는 주로 청각 음향적

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본 연

구에서는 s3, s4 아동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나 s2, s6은 훈련 

전과 후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역방향 회상 검사는 보

다 복잡한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작업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순방향 회상 검사보다 수행력이 낮았으며 훈련 전과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1 아동은 순방향 및 역방향 

숫자회상에서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냈으며 음악청능훈련 시행 시에도 복잡한 리듬을 기억하고, 연

주하며 노래가사를 익히는 활동에서도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

Gfeller(2016)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동의 음악훈련 효과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 몇 가지 고려사항을 언급하였는데 대상

자 선정, 표본 수, 훈련 방법 등과 관련된 음악훈련 도구와 방법

의 적합성, 아동의 발달상태에 대한 고려, 훈련 이외의 음악 관

련 경험, 훈련 종류 및 내용, 훈련 횟수 및 기간과 훈련효과 측

정 방법이 그것이다. 또한 Patel(2011)이 언급한 것처럼 음악활

동이 다양한 영역의 신경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음악활동의 

어느 영역을 중점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 결과 및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7명을 대상으로 음악청능훈

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훈련 참여 인원이 적고 참여 아동들의 

언어재활 기간, 음악적 경험 및 개인적 환경 등의 차이가 훈련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한 비교

그룹이 없어 음악청능훈련의 효과를 효율성 있게 제시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강조하여 훈련한 

결과 어음인지도에서 상당한 훈련 효과를 보였고 이는 음악 훈

련을 통해 인공와우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 시키는 음악청능

훈련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런 맥락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음악적 요소 중 노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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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기와 같이 언어발달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공와우 아동의 음악청능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

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다양한 필

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음악청능훈련·인공와우·언어인지·작업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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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Contents of the Music Training o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Session Contents of music training

01 집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사물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여 찾기

02 자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기억하여 찾기

03 2, 3, 4박의 다양한 박자를 느끼고 그 박자에 맞추어 신체표현을 하거나 리듬을 따라 연주하기

04 리듬악기를 선택하여 교사가 들려주는 1, 2, 3마디의 리듬을 기억하여 연주하기

05 뻐꾸기 동요의 리듬 꼴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리듬 꼴을 기억하여 연주하기

06 뻐꾸기 동요를 익혀 부르며 앞 사람이 연주한 리듬 꼴을 연주한 다음 자신의 리듬 꼴을 이어 연주하기

07 당신은 누구십니까? 동요의 리듬 꼴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리듬 꼴을 기억하여 연주하기

08 당신은 누구십니까? 동요를 익혀 부르며 앞 사람이 연주한 리듬 꼴을 연주한 다음 자신의 리듬 꼴을 이어 연주하기

09 1) 여름냇가 동요의 리듬 꼴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리듬 꼴을 기억하여 연주하기

2) 여름냇가 동요를 익혀 부르며 앞 사람이 연주한 리듬 꼴을 연주한 다음 자신의 리듬 꼴을 이어 연주하기

3) 예정된 한 절을 빠르거나 느리게 템포의 변화를 주며 노래하기

10 1) 퐁당퐁당 동요의 리듬 꼴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리듬 꼴을 기억하여 연주하기

2) 퐁당퐁당 동요를 익혀 부르며 앞 사람이 연주한 리듬 꼴을 연주한 다음 자신의 리듬 꼴을 이어 연주하기

3) 예정된 한 절을 빠르거나 느리게 속도의 변화를 주며 노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