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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성유발전위 평가(auditory evoked potential)의 결과는 청

각 처리(auditory processing)를 이해할 수 있으며, 행동평가 결

과를 보완하여 사용 가능한 평가이다. 특히 청성유발전위 중 

후기반응(late auditory evoked potential)검사는 중추청각신경

계에서 소리의 변별, 통합, 그리고 집중에 관련한 대뇌청각피질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de Melo et al., 2018). 후기 

청성유발반응 중 음전위 부정합(mismatch negativity, MMN)

은 무작위로 제시된 자극음의 반응에서 일정하게 제시되는 자

극음의 반응을 차이에 의해 계산된 음(negative)의 방향 파형

에서 찾을 수 있다(Garrido et al., 2009). MMN은 청각기능의 

전주의적 인지(pre-attentive cognition)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청각기능의 작용은 청각피질(auditory cortex)의 원시적 

지능을 반영한다(Na¨a¨ta¨nen et al., 2001). MMN은 학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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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변화가 일어나며(Tremblay et al., 1997), 언어의 음향적 

단서 변화에 의한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Kraus 

et al., 1995).

청각 시스템은 새로운 신호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재구

성되고 이러한 가소성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Kompus & Westerhausen, 2018).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말소리에 대한 인식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Tremblay et al., 2001; Wright & Zhang, 2009), 이러한 훈련

은 새로운 신호를 듣기 연습을 통해 소리 듣기 방법을 뇌에 익

히는 과정으로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의 가속화를 기대

할 수 있다(Wright & Zhang, 2009). 훈련을 통하여 전기생리

학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훈련을 통하여 음성발성

시간(voice onset time)이 다른 두 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행동

검사 결과에서도 증가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MMN의 잠

복기도 훈련 후 변화하였으며(Tremblay et al., 1997), 후기 청

성유발전위의 N1-P2 진폭 또한 증가하여(Tremblay et al., 

2001), 청능훈련의 결과 신경활동을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신경활동의 변화가 비슷한 음향학적 특징을 가졌

지만 훈련하지 않은 자극음에도 훈련 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5일간의 훈련으로 훈련하지 않은 음을 

자극음으로 사용하였을 때 MMN과 행동검사에서 변화를 관

찰할 수 있어 학습전이(transfer of learning)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Tremblay et al., 1997). 또한 언어 자극이 아닌 순

음을 이용하여 주파수의 작은 차이를 변별하도록 4~12일간 훈

련하여 훈련한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로 학습전이가 일어

나 변별능력의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 또한 청능훈련에

서 훈련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리에도 훈련 효과가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였다(Wright & Zhang, 2009). 행동검

사와 청성유발전위검사를 통하여 청능훈련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정상청력을 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아

동(Russo et al., 2005), 청각처리 장애인(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de Melo, 2018), 노인성 난청인(Asal et al., 2018) 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청능훈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훈련의 기간

을 짧게는 4일, 길게는 12일까지 여러 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청능훈련의 효과는 단기로 실시한 청능훈련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행동검사 및 신경반응검사에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순음의 두 주파수 차이를 변별능력은 2회기의 훈련

만으로 변별능력이 개선되었으며(Amitay et al.,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Tremblay et al., 1997) 서로 다른 음성발성시간을 

가진 두 가지 자극을 변별하도록 할 때 훈련 1일 차에 신경생리

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Ben-David et al.(2011)은 음성발성시

간이 다른 두 음성 /ba/와 /mba/를 1시간 동안 청능훈련을 한 

후 N1-P2의 진폭을 훈련 전과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진폭이 

증가함을 보고하여 청능훈련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Han et al. 

(2013)의 연구에서 정상청력을 가진 성인 대상으로 20분 동안 

단기 변별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 후에 MMN의 시작 잠복기

(onset latency)가 빨라지고 행동검사 결과도 향상되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짧은 시간만의 훈련으로 훈련한 음에 대한 단

기기억력에 의하여 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뇌 활동의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집중적인 듣기훈련인 청능훈련에서는 모든 소리를 듣고 훈련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전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능훈련 

효과의 유지(retention)가 중요하다(Tremblay et al., 1997). 유

지란 청능훈련에서 습득한 지식을 잊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짧은 시간의 단기 훈련이 단기기억력으로 행동 및 전

기생리적 검사의 변화를 유발하지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Han 

et al.(2013)에서 진행한 20분간의 단기 청능훈련 후 MMN 결

과 변화와 행동점수 개선을 통해 확인한 단기 청능훈련 효과 

연구의 후속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단기 변별청능훈련으로 훈련한 음이 유사한 

음향학적 특징을 가진 훈련하지 않은 음으로도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둘째, 단기 변별청능훈련으로 훈련의 효과가 1주일 

후에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능훈련 효과로 학습전

이와 훈련 효과의 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동검사와 청성유

발전위 검사인 MMN을 이용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력 성인 20명(여: 12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로 인지적

인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보고한 자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

각 실험에 참여했던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선별하였으며 실험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실험을 무난히 수행 가능

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순음

청력검사에서 250~8,000 Hz 내 전 주파수에서 20 dB HL 이

하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고막운동도검사(R26M, Resonance, 

Gazzaniga, Italy)에서 A형이었다.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음향적 

연간 보정을 실시한 청력검사기(GSI audiostar pro, Grason-

Stadler, Eden Prairie, MN,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자

는 중이 질환,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복용, 신경학적 질환 등

의 이과적, 신경학적 과거 병력과 난청의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오른손잡이이며 한국어를 모국

어로 하였다. 20명의 대상자들은 실험군 11명과 대조군 9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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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었다.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26.3세(22~32세),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27.4세(23~ 38세)로 모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6.8세였다. 

자극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음은 인위적인 음으로 사람이 발음

할 수 없는 음으로 선택하였다. 자모음(consonant-vowel) 음절

인 마찰음 /su/-/ʃu/와 비슷한 음으로 software cascade/paral-
lel formant synthesizer를 사용하여 만들었고(Klatt, 1980), 훈

련음 쌍의 경우 선행논문에서 사용한 자극음을 사용하였다

(Han et al., 2013). 자극음은 마찰 스펙트럼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부분인 극점 주파수(pole frequency)와 자음과 모음 사이

의 F2 포먼트 전이 주파수(formant transitional frequency)를 

조절하였다. 훈련음의 선정은 Han et al.(2013)에서 사용한 훈련

음을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Han et al.(2013)에서는 대상자들이 

변별하지 못하는 두 쌍의 자극음을 선행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Hedrick et al., 2011; Lee & Bahng, 2012). 연구에 

사용한 음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은 Figure 1과 2에 제시하였다. 

훈련 자극음 

훈련음은 2,450 Hz의 극점 주파수와 1,200 Hz 포먼트 전이 

주파수인 /su/ 자극음, 3,450 Hz 극점 주파수와 1,800 Hz 포먼

Figure 1. The spectrum and spectrogram of trained stimuli. The stimuli in (A) has 2,450 Hz fricative frequency with 1,200 Hz formant fre-
quency. The stimuli in (B) has 3,450 Hz fricative frequency with 1,800 Hz formant frequency. X-axis indicates time. Y axis of upper panel is 
amplitude, and y-axis of down panel is frequency.

Figure 2. The spectrum and spectrogram of untrained stimuli. The stimuli in (A) has 2,700 Hz fricative frequency with 1,200 Hz formant fre-
quency. The stimuli in (B) has 3,200 Hz fricative frequency with 1,800 Hz formant frequency. X-axis indicates time. Y axis of upper panel is 
amplitude, and y-axis of down panel is frequency.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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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이 주파수인 /ʃu/ 자극음을 선택했다. 훈련 자극은 /su/
(T1)와 /ʃu/(T2) 쌍을 사용하였다(Figure 1). 

비훈련 자극음

학습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비훈련음은 2,700 Hz의 극점 주

파수와 1,200 Hz의 포먼트 전이 주파수인 /su/ 자극음, 3,200 

Hz의 극점 주파수와 1,800 Hz의 포먼트 전이 주파수인 /ʃu/ 
자극음을 선택했다. 비훈련 자극은 /su/(U1)와 /ʃu/(U2) 쌍을 
사용하였다(Figure 2).

행동검사

행동검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각각의 대상자들

에게 스피커를 통해 가장 편안한 소리 크기로 자극음이 제시되

었다. 훈련 자극음 T1, T2 각각 20회, U1, U2 각각 20회로 자

극음을 쌍별로 제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음을 대상자

들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각 자극음 쌍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 

변별하여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T1-T1, T2-T1, T2-T2, T1-T2 

등이 제시되면 대상자들은 두 음이 “같다” 혹은 “다르다”를 답

하여 두 음을 변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였다. 

청성유발전위검사

MMN 검사에서 대상자들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 

귀로 제시되는 자극음에 집중하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거나 

구구단을 계속적으로 속으로 외우게 하였고 침대에 편안한 자

세로 누워 MMN 검사를 실시하였다.

MMN 파라미터

MMN은 2 채널로 Cz에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 A1

과 A2에 활성 전극(active electrode)을 각각 위치하였다(Bio-

Logic Navigator Pro system, Bio-Logic Co., Willow Hill, PA, 

USA). 자극의 주파수와 bit는 각 48,000 Hz와 16 bit, mono 

sound로 조정하였다. 자극의 지속 시간은 500 msec였고 자극 

간격(inter-stimulus interval)은 1,000 msec였다. 표준 자극 

/su/와 비표준 자극 /ʃu/가 5:1의 비율로 제시되는 oddball 
paradigm을 사용하였다. 자극은 우측 귀에 삽입형 이어폰을 

통해 75 dB SPL로 대략 350회 제시되었다. 반응 필터링은 

1~100 Hz, 이득은 50,000이고 0~500 msec 동안 기록하였다. 

잡파(artifacts)는 95 mV 이상일 경우 제거되었다.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군과 대조

군은 모두 사전평가로 MMN과 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자극음은 T1-T2, U1-U2를 사용하였다. 사전평가 후 

실험군은 20분간 청능훈련 자극음 T1-T2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무작위로 듣고 제시된 자극음 쌍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

거나 각 자극음이 어떤 자극음인지 선택하는 단기 음소변별 청

능훈련을 반복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대조군

의 경우 청능훈련 대신에 20분간 간단한 동영상을 보는 등 쉬

는 시간을 가졌다. 

실험군의 경우 20분간의 청능훈련을, 대조군의 경우 20분간

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

째 MMN과 행동검사를 무작위 순서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훈련 일주일 후 동일한 MMN과 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결과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각 그룹의 행

동검사와 MMN에서 훈련 자극, 비훈련 자극에서의 점수, 시작 

잠복기, 지속 시간을 훈련 전후 비교를 위해 이원분산분석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repeated mea-

sures]을 시행하였고 Bonferroni correction으로 다중비교를 실

시하였다. 실험군에서 훈련 후와 1주일 후 유지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

peated measures)을 시행하였다. MMN의 여러 분석 컴포넌트 

중 시작 잠복기와 지속 시간은 Han et al.(2013)의 연구에서 청능 

훈련 전후에 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유의하게 달라짐을 밝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시작 잠복기와 지속 시간을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검증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건청 성인을 대상으로 1회기의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음을 변별하는 듣기훈련을 통하여 훈련하지 않은 자극음

에 대한 훈련 효과의 학습전이 및 유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행동검사 결과

훈련 전후 행동검사 점수 평균이 실험군이 훈련 자극에서 청

능훈련 전 45~95%[mean = 75%, standard deviation (SD) = 

16.99], 청능훈련 후 75~100%(mean = 95%, SD = 7.12), 청능훈

련 일주일 후 70~ 100%(mean = 90%, SD = 9.73)였다. 비훈련 

자극에서는 청능훈련 전 45~90%(mean = 68%, SD = 16.10), 청

능 훈련 후 65~ 100%(mean = 89%, SD = 8.55), 훈련 일주일 

후 70~100%(mean = 86%, SD = 10.82)였다.

대조군은 사실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훈련 자극에서 훈련 전 

60~95%(mean = 83%, SD = 12.04), 훈련 후 55~95%(mean = 

82%, SD = 12.16)였다. 비훈련 자극에서는 훈련 전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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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69%, SD = 16.89), 훈련 후 50~95%(mean = 70%, 

SD = 15.40)였다(Figure 3).

행동검사에서 그룹별 훈련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

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

시했다. 개체 내 요인은 검사 시기(전, 후, 후속 검사), 자극음 종

류(훈련음, 비훈련음)였다. 분석 시 구형성 검정을 위반하여 

Greenhouse-Geisser를 선택하였고 다중비교는 Bonferroni 

correction으로 확인하였다. 그룹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

실험군은 행동검사 점수가 검사 시기(전, 후, 후속 검사)에서 

유효한 주 효과를 보였다[F(2, 20) = 35.686, p = 0.000]. 자극음 
종류(훈련음, 비훈련음)에서도 유효한 주 효과를 보였다[F(1, 10) 

= 6.752, p = 0.027]. 다중비교 결과 훈련 전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00), 훈련 후와 후속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092), 훈련 후 증가한 변별능력이 일주일 후까지 유지됨을 확

인하였다.

 

대조군

대조군은 행동검사 점수의 결과에서 전검사와 20분 후의 검

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8)=0.442, p = 0.525]. 
그러나 훈련 자극과 비훈련 자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F(1, 

8) = 9.941, p = 0.014], 두 쌍의 자극음의 변별력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분 간격으로 실시한 두 번

의 검사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쌍의 자극음

의 변별력은 향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성유발전위 결과

훈련 전후 MMN 시작 잠복기 평균이 훈련 자극에서 실험군

(experiment group)이 훈련 전 158.851 msec에서 훈련 후 

147.214 msec로 감소하였다. 대조군(control group)은 훈련 전 

179.528 msec에서 훈련 후 183.574 msec로 증가하였다. 비훈련 

자극에서 실험군은 157.719 msec에서 138.223 msec로 감소하

였고 대조군은 165.184 msec에서 172.354 msec로 증가하였다. 

MMN 지속 시간은 훈련 자극에서 실험군은 훈련 전 82.428 

msec에서 훈련 후 107.130 msec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81.428 

msec에서 69.633 msec로 감소하였다. 비훈련 자극에서도 실험

군과 대조군의 훈련 전후 지속 시간의 변화가 훈련 자극과 동

일하였다(Figure 4). 

MMN 결과에서 그룹별 훈련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MMN의 요소인 시작 잠복기와 지속 

시간별로 개체 내 요인은 검사 시기(전, 후, 후속 검사), 자극음 

종류(훈련음, 비훈련음)였다. 구형성 검정을 위반하여 Green-

house-Geisser를 선택하였고 다중비교는 Bonferroni correc-

tion으로 확인하였다. 그룹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

실험군은 MMN 시작 잠복기에서는 검사 시기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2, 20) = 4.289, p = 0.056]. 또한 자극음 종
류에 따른 주 효과 또한 유효하지 않았다[F(1, 10) = 0.401, p = 
0.541]. 그러나 MMN 시작 잠복기의 결과를 다중비교 결과에

서는 훈련 전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01) 훈련 후와 
후속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1.000). 훈련 
전보다 훈련 후의 시작 잠복기는 유의하게 변화하였고 훈련 후

와 1주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훈련 효과가 유지

Figure 3. Comparison of discrimination scores for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s the testing times (e.g., pre-, post-, and F/U auditory 
trainings for experimental group, 1st and 2nd tests for control group), when using trained stimuli (A) and untrained stimuli (B). F/U: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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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보였다. 

MMN 지속 시간은 검사 시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F(2, 

20) = 8.812, p = 0.005], 자극음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F(1, 10) = 2.919, p = 0.118].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훈련 전
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09) 훈련 후와 후속 사이
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p = 1.000)를 보여 시작 잠복기와 
같이 훈련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대조군은 MMN 시작 잠복기에서는 검사 시기에 따른 주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8) = 1.535, p = 0.251]. 훈련 자극음 
주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F(1, 8) = 1.354, p = 0.278]. 
MMN 지속 시간의 결과 검사 시기의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F(1, 8) = 7.383, p = 0.026] 자극음에 따른 주 효과도 유의함을 
보였다[F(1, 8) = 19.341, p = 0.002]. 이 결과는 대조군의 훈련 

쌍과 비훈련 쌍의 자극음에서 MMN 지속 시간이 유의하게 줄

어들었음을 보여준다. Figure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극음 

종류별 훈련 전후 MMN (시작 잠복기, 지속 시간) 결과 변화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행동검사와 MMN 검사결과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bivariate correlation)를 

실시했다. 변수는 행동검사와 MMN 지속 시간의 훈련 전후의 

결과 차이였다. 상관계수는 Pearson (n)으로 기본 설정하였다. 

행동검사와 MMN 검사 간 상관관계는 훈련음과 비훈련음 모

두 상관계수가 0.02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없었다(훈련음: r = 

-0.254, 비훈련음: r = -0.008).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력의 성인을 대상으로 첫째, 단기 청능

Figure 4. Comparison of mismatch negativity onset latency (A, B) and duration results (C, D) for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s the test-
ing times (e.g., pre-, post-, and F/U auditory trainings for experimental group, 1st and 2nd tests for control group), when using trained stimuli 
(A, C) and untrained stimuli (B, D). F/U: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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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한 학습전이와 둘째, 훈련 효과의 유지를 행동검사와 

전기생리검사인 MMN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기 청능훈련의 학습전이 효과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의 행동검사 결과가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조군의 경우는 훈련 전

과 후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향적 특성이 

비슷하지만 훈련하지 않은 자극음의 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20분의 짧은 청능훈련이 행동검사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이러한 향상된 능력은 학습하

지 않은 훈련 자극에 학습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생리학적인 결과도 행동검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기

간의 청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받지 않은 자극에서도 MMN의 

시작 잠복기가 감소하고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신경학적 변화

를 보였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MMN에서 시

작 잠복기는 두 음의 변별하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한다. Ha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시작 잠복기가 빨라지고 끝 잠복기

(offset latency)는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지속 시간이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Na¨a¨ta¨nen(2008)에 따르면 자극음으로 사용

하는 두 음의 차이가 클수록 잠복기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능훈련 후 시작 잠복기가 빨라진 것은 두 음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MMN

은 앞선 자극음과 현재 자극음의 차이에 의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앞선 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자극음과의 차이

를 변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MMN의 수행 중에는 제시되는 

자극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에 중추청각능력의 기억력

에 의존하여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MMN은 청각적 

기억에 의존한 자동 변화 감지기이며 청각적 감각의 정확성을 

보는 객관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Na¨a¨ta¨nen, 2000; Tiitinen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이 청각훈

련을 통해 두 자극음의 음향적 차이를 정립하고 기억했으며, 훈

련하지 않은 자극에도 훈련음을 통해 정립한 음향적 차이 변별

능력을 적용하여 학습전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MMN의 

결과는 음에 대한 기억력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Garrido et al.,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Tremblay et al.(1997)은 정상청력을 가진 성인의 음성발성시간

이 -50 ms에서 +50 ms까지 변한 것을 식별하도록 10일 동안 

훈련받은 경우, 훈련받지 않은 다른 자극에서도 MMN의 시작 

잠복기와 지속 시간이 변화했다고 보고하였으며, Kraus et al. 

(1995)의 어음 자극 /da/의 두 번째, 세 번째 포먼트 전이(formant 

transition)의 시작 주파수(onset frequency)를 다르게 조절한 

두 자극을 구별하도록 훈련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변별능력이 더 좋은 피험자는 청

성유발전위에서 짧은 잠복기를 보였고 진폭이 증가하였으며 이

러한 현상은 변별능력이 증가할수록 신경계가 활성화한다는 

증거라고 보고하였다(Beauchamp & Stelmack, 2006; Han et al., 

2013; Tremblay et al., 2001).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계 분석의 

문제로 MMN의 면적을 비교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Tremblay 

et al.(1997)은 청각적인 행동능력 변화 이전에 MMN의 변화가 

선행된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행동검사와 청성

유발전위검사를 무작위 순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

화가 선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

을 보완하여 청능훈련의 증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청능훈련의 훈련 효과 유지

청능훈련의 효과에 관한 행동적 검사의 유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Wright & Zhang, 2009), 객관적인 전기생

리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단기 청능훈

련의 유지 효과에 관한 실험은 실험군만 참여하였으며 훈련을 

받은 이후 1주일 뒤에 동일하게 행동검사와 MMN 검사를 훈련

쌍 자극음과 비훈련쌍 자극음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그 결

과 행동검사와 MMN 검사 모두 훈련 후 능력이 1주일까지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적 차이를 변별하는 청능훈련으로 한 개

의 쌍만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대상자가 모두 20대의 정상청력

을 가진 성인만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실험군을 대상으로 1주

일 후 재검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청각적 기억력 수행력이 감

소한 난청인 혹은 노인의 경우나 장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단기훈련의 유지에 관한 청성유발전위에 대

한 연구는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 청능훈련의 학습전이와 유지 효과를 

행동검사와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매우 짧은 시간의 집중적인 듣기 훈련 또한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학습하지 않은 음에도 그 효과가 

전이되어 나타났으며, 둘째, 향상된 청각적 변별능력은 일정 시

간이 지난 후에도 행동검사에서는 물론 청성유발전위검사에

서도 유지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짧은 훈련 시간으

로 유도된 빠른 신경학적 변화로 인하여 뇌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빠른 학습(fast learning)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었다

(Ja¨ncke et al., 2001). 

단기 청능훈련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듣기훈

련이 청각적 능력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능력의 향

상을 이끈다고 보고하였다. Asal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노

인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음조 순서화하기 훈련(pitch sequ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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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raining)을 통해서 음조 변별능력은 물론 청각 조합능력, 

빠른 말 듣기능력 등의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청능훈련을 통한 일반화는 청각적 능력의 향상뿐만 아

니라 집중능력, 기억력 등의 능력 향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Murphy et al., 2015). Russo et al.(2005)은 학습장애인을 대상

으로 3개월 동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청능훈련을 실시한 후 

/ba/를 자극음으로 사용하여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을 측정하고 ABR의 결과가 훈련 전후에 유의

하게 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정상청력을 가진 대상자를 이용하여 매우 단기간

의 청능훈련이 학습전이와 훈련 효과가 유지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 정상청력 성인의 결과라는 

점과 훈련 후 길지 않은 1주일 뒤에 재확인했다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집중적인 청능훈련이 필요한 대상자, 예를 들어 보청

기와 인공와우 착용 난청인, 학습장애인 등의 청각적 수행능력, 

청각적 인지능력이 저하된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청능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어음을 사용하지 못하여 청능훈련의 효과를 다각

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단기 청능훈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능력, 예를 들어 소음하 어음인지, 단기기

억, 집중력 등의 인지 영역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음전위 부정합·학습전이·유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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