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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음치(congenital amusia)란 청력손실, 지능, 인지 능력, 음악

적 노출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음악 지각에 대한 일생적인 손상

(Provost, 2011)으로 정의되며, 인구의 약 1.5% (Peretz & Vu-

van, 2017)에서 4% (Kalmus & Fry, 1980; Sloboda et al., 2005)

의 출현율을 나타내는 신경발달적(neurodevelopmental) 장애

이다(Albouy et al., 2013; Tillmann et al., 2009). 음치는 유전

적 특징을 나타내며(Drayna et al., 2001; Peretz et al., 2007), 

유사한 음(tone)들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뿐만 아니라

(Braun et al., 2008), 자신 혹은 타인이 노래할 때 비정상적으

로 음정이 벗어남을 알아채지 못한다(Peretz & Vuvan, 2017). 

이러한 음악적 처리 능력의 결함에 대한 다수의 신경영상

(neuroimaging) 연구들은 청각 정보의 지각을 담당하는 대뇌 

우반구의 청각피질(auditory cortex) 및 청각피질과 하전두회

(inferior frontal gyrus)의 연결로에 이상을 보고함으로써 음치

의 신경학적 결함을 증명하기도 하였다(Albouy et al., 2013; 

Hyde et al., 2006; Loui et al., 2009). 또한 정상의 말초청력 수

준에도 불구하고 음고(pitch) 처리적 결함(Tillman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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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추청각처리기관 내 청각생리적 결함(Braun et al., 2008)

이 보고됨에 따라 음치는 중추청각처리장애(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Braun et 

al., 2008). 

국내에선 아직 음치 선별의 기준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나, 국외에서는 일찍이 검사도구 개발 및 음악

적 능력 평가를 통해 음치 선별이 시도된 바 있다(Kalmus & 

Fry, 1980). 현재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기반(web-

based) 음치 선별 도구는 Distorted Tunes Test (DTT) (Dray-

na et al., 2001)와 Montreal Battery of Evaluation of Amusia 

(MBEA) (Peretz et al., 2003) 두 가지이다. 두 검사 도구가 지

향하는 음지각적 평가 요소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MBEA는 

음계(scale), 멜로디 흐름(contour), 음정 차이(interval), 리듬

(rhythm), 박자(meter), 기억(memory) 등 음악 처리 능력의 여

섯 가지 하위 항목에서의 음악적 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반면, DTT는 음고 인지 능력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위 검사들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특정 

점수에 미달될 경우 DTT와 MBEA 각 음치를 ‘tune deafness’

와 ‘congenital amusia’라 명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치를 의미

한다는 점에서 서로 특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같은 

맥락에서의 용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Braun et al., 2008; 

Lense et al., 2013; Tillmann et al., 2009). 이 중 DTT는 음고 

지각 능력의 결함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상적이며(Dray-

na et al., 2001), 영어권 외 다문화적인 사용 가능성 또한 권고

된 바 있다(Drayna et al., 2001). 또한 낮은 DTT 점수와 낮은 음

정 산출 능력 간 높은 상관관계도 보고되어 음치를 판별함에 높

은 민감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Lens et al., 2013). 

더하여 DTT에 대한 음악(기악)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뇌신경학

적 반응을 뇌혈류 기반 기능적 뇌기능 영상의 관찰을 통해 두 

집단이 정상 말초청력 수준이지만 중추적 청각 처리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Seung et al., 2005).

앞선 음치의 중추청각기관의 결함이 보고됨에 따라 그들의 

시간적 처리 능력(temporal processing ability)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시간적 처리 능력이란 제한되거나 정의된 시간 영

역 내에서의 소리 또는 변조된 소리의 지각으로 정의되며

(Musiek et al., 2005), 시간적 순서화(ordering), 시간적 분석

(resolution), 시간적 통합(intergration) 및 시간적 차폐(mask-

ing) 등의 네 가지 하위 능력을 포함한다. 위 영역 중 시간적 처

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는 시간적 

순서화 능력 영역의 Frequency Pattern Test (FPT)와 Duration 

Pattern Test (DPT) 두 가지 검사이며, 시간적 분석의 영역에서

는 Gaps-In-Noise (GIN) test가 널리 사용된다. 위 검사들은 

임상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Musiek, 

1994; Musiek et al., 2005), 검사 자극이 비언어적인 특성을 가

지므로 중추청각처리장애 진단을 위한 행동검사로써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시간적 처리 능력은 비구어적인 정보의 처리

를 담당하는 우반구와 구어적 자극의 처리를 담당하는 좌반구 

간의 독립적, 상호적 기능의 온전함을 요구하므로, 측두엽 및 

반구 간 정보 교환 능력을 알아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Musiek, 1994)할 뿐만 아니라 말소리와 음악 지각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음치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적 처리 능력을 알아본 이

전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대조군과 비교 시 낮은 수행력을 보고

하고 있다(Ishii et al., 2006; Jones et al., 2009). Ishii et al. 

(2006)은 18~55세 연령 범위의 전문 가수 15명과 노래할 때 음

정이 맞지 않는 대상자 63명을 대상으로 구어반응 조건에서 

FPT와 Random Gap Detection Test (RGDT) (Keith, 2000) 

수행력을 비교하였으며, 연구 결과 FPT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으나, RGDT 검사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음

을 보고하였다. Jones et al.(2009)은 DTT에서 18점 이하의 수

행력을 나타내었으며, 15~60세 연령 범위의 음치(tune deaf-

ness) 성인 35명과 24점 이상을 나타낸 대조군 34명을 대상으로 

FPT, DPT, GIN 검사 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검사 수행력

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지만, GIN 검사에서는 

두 그룹 수행력 모두 정상 범위에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의 검사를 종합하여 볼 때, 음치의 시간적 분석 능

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간적 순서화 능력에는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나 이러한 결론을 수렴하기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

한 검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노화가 시간적 처리 능력의 

감소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Bellis & Wilber, 

2001; Jang et al., 2008), 위 연구들 모두 노화변인(aging vari-

able)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치의 시간적 처리 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는 노화 변인을 배

제한 음치 성인의 시간적 처리 능력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적 순서화 검사에서 피검자의 반응 방

법 또한 대뇌반구의 독립적, 상호적인 청각적 처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그들의 시간적 처리 능력의 깊

이 있는 해석에 다소 제한이 있다. Ishii et al.(2006) 연구의 

FPT에서 반구 간 전이 능력에만 초점을 둔 구어 방식의 피검

자 반응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Jones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FPT의 제시음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880 Hz와 1,122 Hz

가 아닌 880 Hz와 1,430 Hz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노화 변

인을 배제한 음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적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도구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음치의 중추청각 처

리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치와 관련된 시간적 처리 능력 결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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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대상자의 선별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음치 선별은 설문지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관찰에 의

존하고 있어 객관적인 선별 도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wang, 2008; Kown, 2007; Son, 2003). 본 연구는 다문화권 

사용이 권장된 웹 기반 음치 선별 도구 DTT로 선별된 음치 성

인을 대상으로 시간적 순서화 및 분석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임

상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인터넷 커뮤니티 내 연구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본인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국의 20대(평균연령 

22.9 ± 2.06세, 연령 범위 20~29세) 성인 346명(남: 121명, 여: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DTT 수행력에 따라 선별된 

음치 성인의 시간적 처리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음치 그룹(tune 

deafness group, TDG)과 정상 대조군(control group, CG)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TDG는 자가로 음치를 보고하고 DTT에서 

하위 10%(Jones et al., 2009)의 수행력을 보인 인원 중 연구 참

여를 원하는 13명[남: 5명, 여: 8명, 평균연령: 23.85(± 2.79)]을 

대상으로 하였다. TDG의 DTT 평균과 표준편차는 15.69 ± 

2.72점, 범위는 8~19점이었다. CG는 음치에 대한 자가보고가 

없고 DTT에서 24점 이상을 보인(Jones et al., 2009) 15명[남: 7

명, 여: 8명, 평균연령: 22.40(± 2.85)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 피검자는 첫째, 소음 수준이 40 dBA 이하인 방음실

(SDW-450, Hearing Medics, Seoul, Korea)에서 TDH-50 

Headphone (model 296 D260-2, Telephonics, Farmingdale, 

NY, USA)을 사용한 순음청력검사(GSI 61, Grason-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 결과 양이 모두 250~8,000 Hz

에서 20 dB HL 이하의 정상 청력(ANSI, 1996)을 보이고, 둘째, 

어음인지도검사 결과 양이 모두 92% 이상의 수행력을 나타내

고, 셋째, 고막운동도검사(GSI TympStar, Grason-Stadler) 결과 

양이 모두 Type A를 보이고, 넷째, 손잡이 설문지(Kang, 1994)

를 통해 오른손잡이임이 확인되고, 다섯째, 과거 이과적, 신경학

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대상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Table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음고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웹 기반 DTT를 통해 

점수를 수집하였다. 모든 피검자는 진행 방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에 참여하였다. 피검자는 제시된 모든 검

사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노트북

(HP Pavilion dv2500se, HP Inc., Palo Alto, CA, USA)의 내

장 스피커를 통해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의 소리 크기에

서 진행하였으며, 검사음을 모두 들은 후 반응하도록 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모든 피검자들에게 시간적 처리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인 FPT, DPT, GIN 검사를 무작위 순서로 실시하였으며, 

방음실에서 GSI 61을 통해 CD 검사음원을 TDH-50 헤드폰으

로 자극음을 들려준 후 반응하도록 하였다. 모든 검사에 앞서 

피검자에게 검사 진행 방법에 대한 구어적 설명 및 연습문항을 

통해 본 검사 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검자의 요

청 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고, 1,000 Hz의 보정음을 통해 검

사음원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 뒤 귀별 순음역치평균(500, 1,000, 

2,000 Hz average)의 50 dB SL 강도에서 제시하였다. 

Distorted Tunes Test (DTT)

DTT는 음고 인지 능력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평가하는 웹 기반 검사로 한 개의 연습문항을 포함한 총 27개

의 짧은 멜로디를 듣고 정확히 연주되었는지의 여부를 예, 아니

오로 반응하는 형식의 검사이다(Figure 1). 검사문항의 구성은 

연주되는 음의 비정상적인 이탈 없이 정확하게 연주되는 9개의 

멜로디와 간헐적으로 반음(semi-tune)이 변조된 음을 포함하

는 멜로디 17개로 구성된다(변조 범위: 반음 기준 -2~+2).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6점까지

이다. 모든 문항에 응답 후 결과 화면을 통해 최종 점수가 화면

Table 1. Hearing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n = 346) 

 Group Ear
Threshold (dB HL)

PTA (dB HL)* WRS (%)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CG Rt -6.70 (9.00) -6.70 (8.80) 1.67 (8.80) 4.00 (2.80) 11.70 (6.17) 3.00 (7.51) -0.20 (5.45) 100.00 (0.00)
Lt -6.70 (8.80) -7.70 (6.78) 2.67 (9.80) 2.00 (4.93) 5.67 (5.63) 5.00 (6.81) -1.10 (4.82) 100.00 (0.00)

TDG Rt -4.60 (8.03) -6.50 (8.99) 2.69 (9.49) 5.77 (4.00) 13.10 (4.80) 6.92 (8.55) 0.23 (4.85) 99.69 (1.11)
Lt -4.20 (9.76) -6.20 (7.40) 2.69 (9.71) 3.85 (6.50) 8.46 (6.58) 6.15 (6.18) -0.40 (5.20) 99.38 (1.50)

Overall Rt -5.70 (8.47) -6.60 (8.72) 2.14 (8.97) 4.82 (3.46) 12.30 (5.52) 4.82 (8.11) 0.00 (5.09) 99.86 (0.76)
Lt -5.50 (9.16) -7.00 (6.98) 2.68 (9.57) 2.86 (5.68) 6.96 (6.14) 5.54 (6.43) -0.80 (4.92) 99.71 (1.05)

Mean pure-tone threshold levels (standard diviations) for TDG and CG, right and left ears. *Average pure tone thresholds (PTA) for 500, 
1,000, and 2,000 Hz. PTA: pure tone average, WRS: word recognition score, CG: control group, TDG: tune deafness group, Rt: right ear, 
Lt: left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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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다.

주파수패턴검사(FPT)

시간적 순서 능력을 평가하는 FPT (Musiek, 1994)는 한쪽 귀

에 제시된 높낮이가 다른 두 개의 순음(880, 1,122 Hz)을 듣고 

‘높고, 낮고’와 같이 구어로 반응하는 방식과 들은 음을 따라하

는 허밍 반응 방식을 요청하는 검사이다. 검사음은 ‘고고저, 저

저고, 고저고, 저고저, 저고고, 고저저’ 등 총 6개의 높낮이 패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록당 15문제씩 총 4목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시된 모든 음의 길이는 150 msec, 검사문항 사이의 

제시 간격은 600 msec, rise-fall time은 10 msec이다. FPT는 

측두엽 및 반구 간 정보 교환에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

낸다(Musiek, 1994). FPT의 경우 각 귀에 구어 및 허밍 반응을 

요청하였으며, 훈련된 검사자가 피검자의 반응을 듣고 채점하

였다. 또한 점수 산정 방법은 귀별 구어 반응과 허밍 반응 각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들린 음의 높낮이가 불확실함을 느낄 경우 추측하여 반응하도

록 하였다.

음길이패턴검사(DPT)

시간적 순서 능력을 평가하는 DPT (Musiek, 1994)는 한쪽 

귀에 길이가 다른 1,000 Hz 지속음을 듣고 ‘길고, 짧고’와 같이 

구어로 반응하는 방식과 들은 음을 따라하는 허밍 반응 방식

을 요청하는 검사이다. 검사음은 ‘장장단, 장단장, 장단단, 단장

단, 단장장, 단단장’으로 구성된 총 6개의 음길이 패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목록당 15문제씩 총 4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시된 음의 길이는 짧은 음은 250 msec, 긴 음은 500 msec이며, 

rise-fall time은 10 msec, 검사문항 사이 간격은 600 msec이

다. DPT는 측두엽 및 반구 간 정보 교환에 높은 민감도와 특이

도를 나타낸다(Musiek, 1994). DPT의 경우 각 귀에 구어 및 허

밍 반응을 요청하였으며, 훈련된 검사자가 피검자의 반응을 듣

고 채점하였다. 또한 점수 산정 방법은 귀별 구어 반응과 허밍 

반응 각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

였으며, 들린 음의 장단이 불확실함을 느낄 경우 추측하여 반

응하도록 하였다.

GIN 검사

시간적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GIN 검사(Musiek et al., 2005)

는 6초간 제시되는 백색잡음(white noise) 내에서 0~3번까지 

무작위로 제시되는 간격(gap)이 탐지될 때마다 버튼을 눌러 반

응하도록 요청받는 검사이다. 10개의 검사문항으로 구성된 한 

개의 연습문항 목록과, 최대 36개의 검사문항으로 구성된 네 

개의 검사 목록으로 구성된다. 연습 목록은 5, 8, 10, 15, 20 

msec의 간격이 검사음 내 무작위로 총 네 번씩 제시되며, 검사 

목록은 2, 3, 4, 5, 6, 8, 10, 12, 15, 20 msec의 간격이 무작위로 

총 여섯 번씩 제시된다. GIN 검사는 대뇌병변에 67%의 민감도

와 94%의 특이도를 보이며, 정상 gap 역치의 범위는 5~6 msec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Musiek et al., 2005). GIN 검사의 경우 

양 귀에 독립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점수 산정 방법의 경

우 귀별 점수 수행력은 목록당 총 60번 제공되는 gap 중 탐지

한 gap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역치는 제시되는 6

번의 간격 중 4번 이상 탐지하는 간격을 각 귀의 역치로 산정하

였다. 또한 목록당 총 제시되는 60개의 간격 중 정반응한 횟수

를 계산한 뒤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DTT의 경

우 전국의 20대 성인 346명의 점수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하위 

10% (Jones et al., 2009)에 해당하는 19점 이하의 인원을 백분

율로 계산하여 한국인의 음치 출현율을 계산하였다. 시간적 처

리 검사의 경우 각 검사에 대한 그룹 내 귀별 수행력에 대한 기

술 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검사별 

조건 간 차이를 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FPT, DPT

에서 그룹 내 반응 조건(허밍/구어)과 귀(오른쪽/왼쪽)에 따라 

수행력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

석(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산 분석 결

과 구형성 검정이 기각될 경우 Greenhouse-Geisser 검정을 통

해 수정된 자유도와 F 값을 보고하였다. 각 반응 조건과 귀에 따

라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반응 조건별 그룹 간 수행력 비교를 위해 Mann Whitney 

U Test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GIN 검사의 백분율과 역치에 

대한 귀별 그룹 간, 그룹별 귀 간 비교를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
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RESULTS

DTT의 분포 

Figure 2는 20대 성인 총 346명의 DTT의 점수 분포를 그래

Figure 1. Test image of Distorted Tun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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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점수 범위는 8~26점으로 나타났다. 8점

의 1명을 제외하고 0~11점에 속하는 인원은 없었으며, 12점에

서 18점에는 각각 10명 이하의 인원이었고, 19점과 20점이 각 

14명이었으며, 21점부터 26점에는 각 31명에서 최대 69명이 분

포하였다. Jones et al.(2009) 연구에서 음치로 규정한 18점 이

하(하위 10%)의 기준을 본 연구결과에 적용하였을 때 18점 이

하는 29명(8.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하위 

10%(34.6명)의 지점은 1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FPT 수행력 비교

FPT 결과(Figure 3), 그룹별로 반응 조건과 귀별 수행력 평

균과 표준편차는 CG에서 허밍 조건의 경우 오른쪽 97.28 ± 

6.98%, 왼쪽 98.67 ± 5.16%로 나타났으며, 구어 조건의 경우 

오른쪽 94.22 ± 12.05%, 왼쪽 93.76 ± 12.72%로 나타났다. 

TDG에서는 허밍 조건의 경우 오른쪽 81.54 ± 31.17%, 왼쪽 

81.03 ± 35.78%로 나타났으며, 구어 조건의 경우 오른쪽 61.03 

± 33.87%, 왼쪽 61.03 ± 31.95%로 나타났다. 

그룹별 FPT 수행력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Figure 3), CG의 경우 반응 조건과 귀[F(1, 14) = 0.376, 

p = 0.550]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귀[F(1, 14) = 
0.027, p = 0.872]와 반응 조건[F(1, 14) = 4.354, p = 0.056]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TDG의 경우 반응 조건과 귀

[F(1, 12) = 0.004, p = 0.948]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귀[F(1, 12) = 0.006, p = 0.941]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응 조건[F(1, 12) = 18.292, p = 0.001]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 
각 반응 조건과 귀에 따른 그룹 간 FPT 점수를 통계 분석한 결

과, 허밍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구어 조
건에서 CG보다 TDG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80

70

60

50

40

30

20

10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1 13 2 4
7 10

14 14

31
34

53

65
69

37

Scores

N
um

be
r o

f p
ar

tic
ip

an
ts

 (n
)

*

†

100

80

60

40

20

0

100

80

60

40

20

0
Humming RE     Humming LE      Labeling RE        Labeling LE

Test condition

Humming                                           Labeling

Test condition

Pe
rc

en
t c

or
re

ct
 (%

)

Pe
rc

en
t c

or
re

ct
 (%

)

*

*† †
†

  CG     TDG   CG     TDG

Figure 2. Distribution of scores on Dis-
torted Tunes Test (n = 346). *Individuals 
with tune deafness in the 10th lowest per-
centile (Adapted from Jones et al. Ear 
and Hearing 2009;30:63-72.), †Individu-
als with tune deafness in the 10th lowest 
percentile in this study.

Figure 3. Comparison of group performances in Frequency Pattern Test for both humming and labeling modes. Note that left and right pan-
els indicate separate and combined ear performances, respectively. *p < 0.05,  †p < 0.01. CG: control group, TDG: tune deafness group, RE: 
right ear, LE: left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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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반응 조건별 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양이 

수행력을 합산한 후, 반응 조건에 따른 그룹 간 수행력 차이를 

Mann Whitney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Figure 

3), 그룹 간 허밍(p ＜ 0.05)과 구어 조건(p ＜ 0.01) 모두 TDG
의 수행력이 CG의 수행력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DPT 수행력 비교

DPT 결과(Figure 4), 반응 조건에 따른 그룹별 귀별 수행력 

평균은 CG에서 허밍 조건의 경우 오른쪽 94.67 ± 9.50%, 왼쪽 

91.56 ± 14.13%로 나타났으며, 구어 조건의 경우 오른쪽 92.44 

± 13.77%, 왼쪽 92.89 ± 11.67%로 나타났다. TDG에서는 허

밍 조건의 경우 오른쪽 83.08 ± 21.19%, 왼쪽 85.64 ± 19.41%

로 나타났으며, 구어 조건의 경우 오른쪽 83.59 ± 21.88%, 왼

쪽 86.15 ± 23.17%로 나타났다. 

그룹별 DPT 수행력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Figure 4), CG의 경우 반응 조건과 귀[F(1, 14) = 1.584, 

p = 0.229]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귀[F(1, 14) = 
4.425, p = 0.054]와 반응 조건[F(1, 14) = 0.146, p = 0.709]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TDG의 경우도 반응 조건과 귀[F(1, 

12) = 0.000, p = 1.000]의 상호작용, 귀[F(1, 12) = 1.071, p = 
0.321]와 반응 조건[F(1, 12) = 0.016, p = 0.901]의 주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각 그룹의 반응 조건별 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양이 수행력을 합산한 후, 반응 조건에 따른 그룹 간 

수행력 차이를 반응 조건별 Mann Whitney U 비모수검정을 통

해 확인한 결과, 그룹 간 허밍(p ＞ 0.05)과 구어 조건(p ＞ 0.05)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IN 검사 수행력 비교

GIN 검사에서 반응 점수를 합산한 결과(Figure 5), 평균 백

분율 점수의 경우 CG의 오른쪽 수행력은 69.22 ± 8.63%, 왼

쪽은 71.33 ± 7.80%로 나타났으며, TDG의 경우 오른쪽 65.38 

± 6.02%, 왼쪽 67.56 ± 7.41%로 나타났다. 평균 역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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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group performances in Duration Pattern Test for both humming and labeling modes. Note that left and right panels 
indicate separate and combined ear performances, respectively. CG: control group, TDG: tune deafness group, RE: right ear, LE: left ear.

Figure 5. Comparison of group performances in GIN test. The left-sided figure represents percent correct scores and right-sided one repre-
sents GIN thresholds. *p < 0.05. GIN: Gaps-In-Noise, CG: control group, TDG: tune deafness group, RE: right ear, LE: left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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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는 오른쪽 5.13 ± 0.74 msec, 왼쪽 5.07 ± 0.80 msec로 나

타났으며, TDG의 경우 오른쪽 5.62 ± 1.19 msec, 왼쪽 5.15 ± 

0.99 msec로 나타났다.

백분율과 역치 점수에 대한 귀별 그룹 간 점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각각 실시한 결과(Figure 5), 그룹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백분율과 역치 점수에 
대한 그룹별 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대응표본 t 검정
을 실시한 결과(Figure 5), CG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05), TDG의 경우 백분율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역치 점수에서 오른쪽 귀의 
역치가 왼쪽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DISCUSSIONS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DTT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음치 성인의 시간적 순서화 및 분석 능

력을 알아보고자 FPT, DPT 및 GIN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전국의 20대 성인 346명을 대상으로 DTT의 점수 분포를 살

펴본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Jones et al., 2009)에서 제시한 하

위 10%의 음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8점 이하의 인원은 총 

346명 중 29명(8.3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 10%에 해

당하는 인원은 34.6명(19점)으로 1점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18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출현율 

차이를 살펴보면 Jones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무작위 865

명(연령 범위 15~60세)을 대상으로 점수 분포의 하위 10%(18

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음치로 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18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

치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약 

1.6%의 차이는 넓은 연령 범위(17~54세)를 포함한 선행연구와 

20~29세의 피검자를 포함한 본 연구의 대상자 간 연령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개인의 시간적 

처리 능력이 노화변인에 의해 감소됨을 입증하였다(Bellis & 

Willber, 2001; Jang et al., 2008). 먼저 영어권의 피검자를 대

상으로 한 경우 Bellis & Wilber(2001)는 연령대별 네 그룹

(20~25세, 35~40세, 55~60세, 70~75세의 연령 범위)으로 나누

어 FPT 수행력을 알아본 결과, 네 그룹 모두 허밍 조건에서 

95% 이상의 수행력을 나타내어 그룹 간 유의미한 수행력 차이

는 없었으나, 55~60세와 70~75세 연령대 두 그룹의 경우 95% 

이상의 허밍 조건 수행력과는 달리 나머지 그룹과의 구어 조건

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85%)을 나타내어, 노화로 인한 시

간적 순서화 능력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또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Jang et al.(2008)은 20~29세(평균연령 21.2세)

의 성인과 60~70세(평균연령 63.7세)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FP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대의 성인 그룹에서 높은 허밍

(양측 귀 99%)과 구어 조건(우측 93%, 좌측 94%) 수행력 및 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인 그룹에서는 허밍 

조건의 수행력(우측 79%, 좌측 80%)보다 구어 조건(우측 47%, 

좌측 44%)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어 우반구 청

각피질 및 반구 간 전이 능력에 노화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노화변인이 시간적 순서 능력의 감

소를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감소된 처리 능력

이 결과적으로 검사문항에서 요구하는 음고 판별 능력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위 10%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난 음치 여부의 선정점수는 선행연구보다 1점 더 높은 19

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노화변인을 배

제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난 수행 능력의 증

가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DTT의 참여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선행연구(Jones et al., 2009) 864명과 본 

연구의 346명의 양적인 차이 또한 해당 점수 차이의 해석에 대

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346명 중 음치라고 자가보고한 인원은 총 

81명(23.41%)이었다. 18점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낸 인원 29명 

중 자가로 음치를 보고한 인원은 25명(86.21%)이었으며 19점 

이상의 수행력을 나타낸 인원 317명 중 음치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인원은 261명(82.33%)으로 DDT는 음치 여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점 이상의 수행력을 보인 인원 

중 자신이 음치라고 보고한 인원 수도 56명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점수의 범위 또한 19~25점까지 다양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DTT가 음고 인지 능력에 초점을 두어 멜로디 

흐름, 간격, 리듬, 박자, 기억을 포함하는 다른 음악적 처리 능력

(Peretz et al., 2003)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의 음치 진단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음치의 여부는 본인의 주관이 반영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국내에서 본인 스스로 

음치라 규명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므

로, 앞서 보고된 음치 여부에 대한 비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즉 자가보고로 음치라 하였으나 실제 연구에서 

접근하는 ‘음고 지각의 어려움’이 아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음 변별의 어려움은 없음에도 다른 사람보다 노래 능력에 소질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음치라 낙인찍는 등 다양한 

주관적 근거가 반영된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 

참여자 중 본인 스스로 음치라 보고하고 DTT 수행력이 18점 

이하로 음 변별의 어려움을 나타내었음에도 높은 시간적 처리 

능력을 보인 사례가 있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가로 음치라 보

고하지 않았으나 비정상적으로 연주되는 자극음에 대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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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어려워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피검자의 변수 

또한 DTT 및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일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음치 성인의 시간적 처리 능력을 알아본 결과 FPT, DPT의 

허밍과 구어 반응 조건에서 귀 간 수행력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주로 우반구의 청각피질 영역에서 비

구어적인 정보, 좌반구에서 구어적인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데 양이에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서로 다른 높낮이의 주파수 및 

서로 다른 길이의 음은 반응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반구 간 처

리 과정을 요구한다. 즉 들은 음을 따라하는 허밍 반응의 경우 

우반구 청각피질의 온전함을 요구하는 반면 들은 음의 높낮이

를 구어로 명명하도록 요청될 경우 좌반구의 온전함을 요구한

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 있어 제시되는 쪽의 귀에 따라 반구 간 

구어/비구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뇌량의 중재 역할이 요구

된다. 따라서 시간적 순서화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는 반구의 

독립적/상호적 청각 정보 교환 능력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 음치 성인에게

서 우반구의 청각 정보의 시간적 순서화 처리 능력에 결함이 없

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FPT의 허밍과 구어 반응 조건에서 모두 음치 그

룹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Ishii et al., 2006; Jones et al., 

2009). 그러나 같은 시간적 순서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룹 간 DPT 수행력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전에 보고된 음치의 시간적 순서화 능력 결함(Ishii et al., 2006; 

Jones et al., 2009)의 보고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본 연구의 

통계결과를 고려해 볼 때 DPT에서 또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음을 보고한 Jones et al.(200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전의 연구에

서 노화변인이 시간적 처리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음치의 시간적 처리 능력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으며, FPT에서의 허밍과 구어 

조건에서의 낮은 수행력은 시간적 처리 능력의 결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낮은 음고 변별 능력으로 인해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 음치를 대상으로 시간적 

순서화 범주의 검사를 시행할 때 FPT와 달리 개인의 낮은 음고 

처리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DPT를 채택할 필요성

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시간적 분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GIN 검사를 실시한 결과 

TDG에서 간격역치가 오른쪽이 왼쪽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6 msec 내의 정상 역치 범위(Musiek 

et al., 2005)에 속하는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므로, 음치 성인의 

시간적 분석 능력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는 바

와 맥락을 같이함을 확인하였다(Ishii et al., 2006; Jone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음치 그룹의 FPT 수행력에서 높은 편차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자료 수집 과정 중 음치 성인에

게서 나타나는 수행 능력의 넓은 편차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TDG에 속한 S3 피검자의 경우 FPT에서 허밍과 구

어 반응 조건에서 양이 모두 100%의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나, 

같은 시간적 순서화 범주에 속한 DPT에서는 양이 모두 40%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며(허밍 조건; Rt 40%, Lt 46.7%, 

구어 조건; Rt 33.3%, Lt 13.3%), GIN 검사의 역치는 양이 모두 

8 msec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준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S1 

피검자의 경우 DPT에서 허밍과 구어 조건에서 양이 모두 100%

의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나, FPT에서는 양이 모두 35%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며(허밍 조건; Rt 33.3%, Lt 6.67%, 구어 

조건; Rt 6.67%, Lt 20%), GIN 검사 역치는 양이 모두 정상 범

위를 나타내었다(Rt 6 msec, Lt 5 msec). 이와는 달리 세 검사

에서 모두 높은 수행력을 나타낸 대상자도 있었는데, S4의 경

우 FPT의 허밍 조건에서는 양이 100%의 수행력을, 구어 조건

에서는 Rt 86.7%, Lt 80%의 수행력을 보였으며, DPT에서는 양

이 모두 두 반응 조건에서 100%의 수행력과 GIN 검사 역치가 

양이 모두 5 sec로 나타나 정상 수행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S10 피검자의 경우 DPT의 두 반응 조건에서 양이 

모두 100%의 수행력과 GIN 검사에서 양이 모두 5 sec의 역치

를 나타내었지만, FPT에서 제시되는 서로 다른 높낮이의 음이 

모두 동일한 음으로 인지되어 변별 과제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TDG에서의 넓은 수행력 분포는 앞선 

선행연구(Jones et al., 200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인 음치 집

단에서 나타나는 넓은 분포의 시간적 처리 능력과 같은 맥락을 

보였는데, 이는 개인별 음치의 정도 및 신경학적인 영향의 정도

가 개인별 능력의 차이와 그 특성에 반영된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말초청력 및 인지, 언어 등 상위 능력 등

의 교란 요인(confounding factor)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

음에도 TDG에서 나타낸 낮은 시간적 처리 능력은 중추청각처

리장애의 높은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신경생

리학적 및 행동검사 결과를 통한 해석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서 보이는 듣기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앞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 20대 성인을 대상

으로 한 DTT는 음고 지각 능력의 어려움을 판별하고 확인함

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DTT를 통한 음치 판별에 있어 정

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

에 음치 그룹에게서 나타난 낮은 주파수 처리 능력은 낮은 음 

지각 능력으로 기인된 것일 수 있으며, 더하여 대조군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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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음 길이 인식 능력 및 정상 범위 시간적 분석 능력은 음치 

성인의 시간적 처리 능력 결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처리 검사를 진행할 

때 FPT보다는 DPT를 선정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음치 그룹 내 관찰된 개인별 다양한 처리 능력의 변수는 음

치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청각 처리적 능력에 대한 접근이 요구

됨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음악 처리적 능력에 따

른 음치의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었을 때 그들의 중추청각적 처

리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시간적 처리 능력·음치·Distorted Tunes Test (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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