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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ose the test for music perception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cochlear implant users’ music perception. Methods: The test was made up with 
the pitch, melody, and timbre factors, using three low and high frequencies, six music genres, and 
four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correspondingly. The tests were conducted to 10 normal-hearing 
(NH) young adults and 10 young cochlear-implant (CI) users. Results: All the music perception tes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H and CI group [F(1, 4) = 0.018, p = 0.019]. In the pitch 
test, CI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correction rate(51.3%) than NH group (82.7%) did with 
higher correction rates in low frequencies. In the melody test, CI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correction rate (29.7%) than NH group (95.8%) did with the highest performance in folk songs (51.7%). 
In the timbre test, CI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erformance (22.5%) than NH group (65.8%) 
did. For both CI and NH groups, the pitched percussion showed the highest scores (45% and 100%) 
while the woodwind showed the lowest scores (13.3% and 48.3%). Conclusion: Out of three tests, CI 
group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pitch perception than melody and timber perception. CI group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low pitch sounds, melodies of familiar genre, and sound of pitched 
percussion instruments’ timber showing complicated music perception ability. To enhance the music 
perception ability for CI users by aural rehabilitation, more specified and systematic music percep-
tion test material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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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음악 지각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피치(pitch), 멜로디(melody), 

음색(timbre), 리듬(rhythm)이다. 피치는 음의 높고 낮음을 의

미하는데 소리의 주파수에 대한 심리 음향학적인 지각으로 표

현된다. 소리의 피치 지각은 달팽이관 내에서 자극음에 반응하

는 기저막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간의 주파수 인지 영역인 

20-20,000 Hz 중 기저막의 기저부에서는 고주파수 소리지각을 

담당하고 첨단부에서는 저주파수의 소리 지각을 담당하여 다양

한 주파수의 소리를 지각한다(Limb & Roy, 2014). 가락 또는 

선율이라고도 불리는 멜로디는 두 개 이상의 음이 연속적으로 

구성된 선율을 의미하고 피치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

여 멜로디가 된다. 특히 이는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민족

의 고유 가락을 보여주기도 한다. 같은 음계로 이루어진 멜로디라

도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 소리의 질을 뜻하는 음색이 달라지기

도 한다. 이러한 음색은 각 악기들의 특성이나 사람의 음성을 구

별할 수 있는 요소인데 악기에 따라 음파의 파형이 길거나 짧고 

고유한 진동수가 달라 악기 고유의 음색이 나타난다. 리듬은 흐

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리트머스(rhythm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소리 진행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흐르는 것을 의

미한다. 음악에서는 시간적 요소와 관련되어 초나 분 단위로 나

타나는 규칙적인 음의 흐름범위를 의미한다. 리듬은 음표의 장

단, 악센트, 음의 셈여림, 빠르기 등에 따라 반복되는 음의 특성

을 표현하는데 소리의 박(beat)에 따라 규칙박, 불규칙박, 센박, 

여린박, 빠른박, 느린박 등의 박자(time)를 포함한다. 박자가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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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이루어 그 단위가 반복되면서 일정한 느낌을 주는 곡이 되

므로 연속된 박자를 분석하면 리듬 구조를 알 수 있다(Yang et 

al., 2010).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청각기관은 소리 자극의 패턴을 달팽이

관과 청신경에서 분석하여 음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데 말소리

나 음악과 같은 복합음은 달팽이관의 기저막이 필터 역할을 하

여 주파수로 구분 및 분석하고 청신경을 통해 전달한 후 청각 피

질에서 정확한 음의 높낮이로 지각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악

기로 연주된 같은 강도의 동일한 멜로디도 각각 분별할 수 있는

데, 이는 소리마다 시작되는 시점(rise time)과 주파수의 중심

(spectral centroid)이 다르고 주파수의 분포(spectral flux)

도 다르기 때문이다(Grey, 1977). 그러나 청력손실이 있는 귀는 

정상 귀와 다르게 음악을 지각한다.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

장애는 음의 높낮이 지각이 어려워 음악 분석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 보조기기는 기본적으로 중요

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 왔다. 기술개발의 발달

로 청각장애가 있더라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출현되어 음악 지각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청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9%

의 연구 참여자가 청력손실로 인해 음악을 즐기기 어렵다고 보고

하였는데(Feldmann & Kumpf, 1988) 특히 순음과 복합음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

움의 정도는 난청 정도에 비례하지는 않는데 난청인의 주파수분

석의 어려움은 심리 음향학적 청각 필터가 둔감해져 기본 주파

수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Sek & Moore, 1995). 

음악의 멜로디 지각 능력은 잔존 청력의 보존 정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주파수 대역의 잔존 청력은 멜로디 지각

과 일상생활에서 음자극 지각에 매우 중요하므로(Gfeller et al., 

2008; Kong et al., 2004) 인공와우만 착용하였을 때보다 보청

기와 하이브리드(hybrid)로 착용하였을 경우 멜로디 지각 수행

력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Kong et al., 2004). 대부분의 청각 

보조기기는 리듬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리듬 특성은 시

간적 정보를 담는 포락선과 연관되어 정상인과 난청인이 유사한 

지각능력을 보인다(Han et al., 2019). 또한 악기는 각각의 고유

한 조화음으로 구성되어 음색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다(Gfeller et al., 2002).

인공와우 착용자를 포함한 난청인이 음악을 들을 때 리듬

분석은 거의 정상인과 동일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Moore & 

Glasberg, 1988) 피치, 멜로디, 음색 지각은 분석능력이 저조하

다. 그 외 화자의 성별 구분, 소음 속 말소리 인지, 성조 언어 인지 

등도 수행력이 저조한 편이다(Zeng et al., 2014). 정상인의 달

팽이관 청각 필터는 지속음의 중심 주파수에 비선형적으로 작용

하고 소리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공와우의 음향 처리

기의 필터는 고정된 중심 주파수에서 넓은 필터로 소리를 분석하

므로 복합음이나 조화음을 미세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cDermott & McKay, 2007). 또한 인공와우는 12개에서 22개 

정도의 전극으로 약 15,000개에 달하는 청각기관의 내외유모세

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하므로 전기신호 간의 상호작용이 많고 미

세한 소리 특성을 지각해야 하는 음악 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

가 있다(Crew et al., 2012). 그래서 인공와우를 통해 음악을 들

으면 부자연스러운 소리나 기계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음악 지각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처음에 1979년 Primary 

Measure of Music Audiation이 Gordon에 의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검사인 음조와 리듬을 검사하는 간단한 구성

으로 개발되었다(Gordon, 2001). 이후 2006년에 Fitzgerald 

et al.에 의해 개발된 Musical Sounds In Cochlear implants 

perception test, 2008년 Nimmons et al.에 의해 개발된 

University of Washington’s Clinical Assessment of Music 

Perception (UW-CAMP), 2012년 Roy et al.에 의해 개발된 

Music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등이 주관적 음

악 지각 검사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외에 Mismatch Negativity

와 Acoustic Change Complex와 같은 객관적 도구를 함께 

적용하여 피치, 음색, 화음과 불협화음 같은 다양한 음악적 특

성을 뇌인지 영역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Brown et al., 2017; 

Hall, 2007; Martin & Boothroyd, 2000; Tervaniemi et 

al., 2005).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

mography)검사를 통해 인공와우 이식 후의 음악 소리에 대한 

청각 중추의 재구성과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공와

우 수술이 뇌 중추에서 음악 인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Limb & Roy, 2014). 이러한 여러 검사도구 중 국내

에서는 UW-CAMP를 번역하여 K-CAMP로 명명한 검사도구가 

발표되었다(Jung et al., 2010). 피치, 멜로디, 음색검사로 구성

된 K-CAMP로 12명의 인공와우 착용자와 정상 청력인에게 검

사를 실시하여 인공와우 착용자의 정답률이 정상 청력인보다 유

의미하게 낮은 UW-CAMP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음색 지각검사에서 정상 청력인의 UW-CAMP검사의 정답률

은 94.2% ± 4.0%였으나 K-CAMP는 66.7%로 현저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여 해석본이 원본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아마도 한

국 성인이 유년기에 다양한 서양악기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정서적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

국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청력손실에 따른 좀 더 체계적인 음

악 지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고주파수와 저주파수 대역을 구분한 피치 지각능력, 

한국인에게 익숙한 음악 장르의 멜로디를 통한 장르별 지각능력, 

악기 종류에 따른 음색 지각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음색 지각능

력 등을 심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국내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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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 지각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음악의 기본 요소

를 세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정상 청력

과 인공와우 착용그룹의 음악 지각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인공와우 착용자의 음악 지각능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 음악 청능재활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

고 효율적인 음악 청능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청각장애인의 음악 재활훈련의 가

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음악 재활방법을 구현하고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예비 연구

본 연구에 사용할 최종검사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정상 청력

을 지닌 20대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피

치 지각검사에서 저주파수 대역 자극 음으로는 음악의 음 구성

에 기준 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C4 (도, 262 Hz) 그리고 C4와  

3화음을 이루는 E4 (미, 330 Hz)와 G4 (솔, 391 Hz), 고주파수 

대역의 자극 음으로 각 저주파수 대역보다 두 옥타브 위인 C6 

(1,047 Hz), E6 (1,319 Hz), G6 (1,568 Hz)의 순음을 사용하였

다.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에 각각 세 개의 주파수 중 무작

위로 1초 간격으로 두 가지 순음을 들려주어 어떤 소리가 더 높

은 피치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방법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

다. 멜로디 지각검사는 민요, 동요, 대중가요, TV 광고, 클래식, 

가곡 등 여섯 가지 장르를 사용하였고, 장르별로 세 가지 멜로디

를 두 마디씩 들려주고 그중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멜로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음색 지각검사는 금관악기, 목관

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악기 종류를 나누고 각 종류별로 세 가지 

악기로 구성하였다. 악기마다 동일한 다섯 음계를 연주한 소리를 

듣고 어떤 악기 소리인지 맞히도록 하였다. 음색검사의 악기소

리는 Noteworthy composer 프로그램(https://noteworthy 

composer.com/, ver. 2.75; NoteWorthy Software, Inc., 

Fuquay-Varina, NC, USA)을 통해 음원을 추출하였으며 검

사에 쓰인 모든 자극 음은 Adobe Audition (ver. 2018; Ado-

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을 통해 root mean 

square를 -20 dB로 동일하게 맞추어 제작하였다. 검사는 태블

릿 PC (Surface Pro 6; Microsoft, King County, WA, USA)

를 통해 진행하고, Super Lab 5.0 (Cedrus, San Pedro, CA, 

USA)을 통해 자극 음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태

블릿 화면상의 선택지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예비 연구를 통해 피치 지각검사는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피치 지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 대역은 C4, E4, G4, 고주파

수 대역은 C6, E6, G6가 선택되었다. 멜로디 지각검사에서 다양

한 장르, 민요, 동요, 대중가요, 가곡, 클래식 등을 사용하였다. 

이 중 민요로 ‘아리랑’과 ‘천안 삼거리’, 동요로 ‘아기 염소’와 ‘산

토끼 토끼야’, 대중가요로 ‘붉은 노을’과 ‘애상’, 가곡으로 ‘고향의 

봄’과 ‘희망의 나라로’, 클래식으로 ‘운명 교향곡’과 ‘밤의 세레나

데’, TV 음악으로 ‘오로나민 씨’와 ‘전국 노래자랑의 시그널곡’이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멜로디여서 자극 음으로 선정되었다. 리

듬 정보를 배제하고 멜로디의 연속적인 음들의 변화를 지각하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리듬 단서를 제거하였다. 리듬 단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의 박자를 모두 4분 음표로 맞추고 각 음표당 

4분 쉼표의 공백을 두어 두 마디씩 추출하여 제작하였다. 음색 

지각검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군에서 여러 종류의 악기 소

리의 지각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예비검사 결과 

각 악기군에서 정답률이 낮은 악기였던 금관 악기의 트럼펫과 호

른, 목관 악기의 색소폰과 오보에, 현악기의 바이올린과 첼로, 타

악기의 피아노와 기타를 사용 악기로 선정하였다(Figure 1). 

Figure 1. The composition of the music perception test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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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최종적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로 20대의 정상 청력그룹 10명

과 인공와우 착용그룹 1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총 20명의 평균 연령은 24.4 ± 2.96세, 정상 청력그룹의 

평균 연령은 23.4 ± 1.84세, 인공와우 착용그룹의 평균 연령은 

25.3 ± 3.62세였다. 인공와우 착용그룹의 인공와우와 관련된 내

용 즉, 인공와우 착용 시기, 종류, 청력손실 기간, 인공와우 착용 기

간, 착용한 인공와우의 종류 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정상 청

력 성인그룹 10명은 모두 125-8,000 Hz에서 20 dB HL 이하의 

청력 역치를 보이는 건청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보인 경우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에 참여

하였다. 연구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연구회

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HIRB-2018-07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5;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인공와우 착

용그룹과 정상 청력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

용하였다. 또한 각 검사 내 음악 장르, 악기 종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지각 차이는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

해 분석하였다. 통계의 유의미 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피치 지각검사 결과 인공와우 착용그룹의 정답률은 51.3% ± 

15.41%, 정상 청력그룹의 정답률은 82.7% ± 4.39%로 인공와

우 착용그룹이 정상 청력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

였다[F(1, 18) = 1.760, p = 0.013]. 인공와우 착용그룹과 정상

청력그룹의 정답률은 262 Hz에서 62% ± 14.76%와 88% ± 

13.98%, 330 Hz에서 58% ± 17.51%와 86% ± 13.50%, 391 

Hz에서 56% ± 28.60%와 88% ± 13.98%, 1,047 Hz에서 48% 

± 20.66%와 72% ± 17.51%, 1,319 Hz에서 44% ± 23.09%

와 78% ± 12.65%, 1,568 Hz에서 40% ± 15.41%와 84% ± 

4.39%였다(Figure 2). 주파수를 262, 330, 391 Hz의 저주파

수 대역과 1,047, 1,319, 1,568 Hz의 고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인공와우 착용그룹과 정상 청력그룹의 정답률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58.7% ± 3.06%와 87% ± 1.15%, 고주파수 

대역에서 44% ± 4.00%와 78% ± 6.00%의 정답률을 보여 인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participants with a cochlear implant

Subject Age (yr) Gender Ear CI 
operated

Duration of 
hearing loss (yr)

Duration of 
implant use (mo) CI model Speech 

processor Pre/post-lingual

C1 20 M Lt 4 48 CI24RE Freedom Post

C2 20 F Rt 20 136 CI24RE Freedom Pre

C3 21 M Rt 21 147 CI24RE Freedom Pre

C4 29 M Rt 14 37 CI512 Neucleus 6 Post

C5 26 M Lt 26 49 CI24RCA 3G Pre

C6 28 M Rt 15 25 CI24RCA 3G Post

C7 25 F Lt 25 168 CI512 Neucleus 6 Pre

C8 28 M Rt 6 47 CI512 Neucleus 5 Post

C9 28 F Rt: HA
Lt: CI

7 46 CI24RCA Neucleus 7 Post

C10 28 F Lt 15 25 CI24RCA Neucleus 7 Post

CI: cochlear implant, M: male, F: female, Lt: left, Rt: right, HA: hearing aid

Figure 2. The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s in pitch perception 
test according to the normal hearing (NH) and cochlear implant (CI)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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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와우 착용그룹에서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정

답률을 보였고[F(1, 18) = 1.332, p = 0.033] 정상 청력그룹은 고

주파수 대역에서의 정답률이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멜로디 지각검사에서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29.7% ± 20.01%, 

정상 청력그룹은 95.8% ± 7.93%의 정답률을 보여,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정상 청력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

였다[F(1, 18) = 1.821, p = 0.031] (Figure 3). 인공와우 착용그

룹은 ‘고향의 봄’, ‘희망의 나라로’, ‘밤의 세레나데’에서 6.7%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아리랑’에서 가장 높은 60%의 정

답률을 보였다. 정상 청력그룹은 ‘고향의 봄’과 ‘희망의 나라로’

에서 80%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아리랑’, ‘천안삼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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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 in melody perception test for individual participants. Normal hearing (NH) depicts the 
normal hearing group and cochlear implant (CI) depicts the cochlear implant group. *p < 0.05.

Figure 4. The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 in melody perception test according to the normal hearing (NH) and cochlear implant (CI)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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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염소’, ‘산토끼’, ‘붉은 노을’, ‘애상’, ‘운명교향곡’, ‘오로나

민 씨’, ‘전국 노래자랑의 시그널곡’에서 100%의 정답률을 보였

다. 멜로디에 따라 인공와우 착용그룹과 정상 청력그룹의 정답률

을 비교할 때, 정답률의 차이는 ‘애상’이 90%, ‘밤의 세레나데’가 

83.3%, ‘붉은 노을’과 ‘운명 교향곡’이 80%, ‘고향의 봄’과 ‘희망

의 나라로’가 73.3%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전국 노래자랑의 시그널곡’은 60%, ‘천안삼거리’와 ‘산토끼’

가 57.7%, ‘아기 염소’가 54.3%, ‘오로나민 씨’가 47.7%, ‘아리랑’

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이를 음악 장르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민요에서 51.7%로 가장 높

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후 TV 음악에서 46.7%, 동요에서 45%, 

가곡에서 6.7%의 순서로 정답률이 나타났다. 정상 청력그룹은 

가곡에서만 80%이고 그 외는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음색 지각검사의 정답률은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22.5% ± 

15.20%, 정상 청력그룹은 65.8% ± 23.2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18) = 1.731, p = 0.005] (Figure 5). 인공와우 착용

그룹에서는 색소폰이 3.3%로 여덟 가지 악기 중 가장 낮은 정답

률을 보였고 기타가 50%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상 청

력그룹에서는 색소폰이 33.3%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기

타와 피아노가 100%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악기

의 종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인공와우 착용그룹과 정상 청력

그룹에서 타악기가 45%와 100%로 양 그룹 모두 가장 높은 정답

률을 보였고 목관 악기가 13.3%와 48.3%로 양 그룹 모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DISCUSSIONS

본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 음악 지각 평가도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상 청력그룹과 인공와우 착용그룹

의 음악 지각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피

치 지각검사에서 멜로디와 음색검사보다 더 좋은 수행력을 보였

다.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피치 지각검사에서 저주파수에서 고

주파수로 올라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62 

Hz는 62%, 330 Hz는 58%, 391 Hz는 56%의 정답률을 보였지

만 1,047 Hz는 48%, 1,319 Hz는 44%, 1,568 Hz는 40%의 정

답률을 보여 고주파수 대역에서(44%)보다 저주파수 대역에서

(58.7%) 더 우수한 지각능력을 보였다. 이는 정상 청력과 인공와

우 착용 성인그룹 각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피치 지각검사 

결과와 유사하였다(Jung et al., 2010).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판

별 역치(difference limen)가 커졌는데, 262 Hz에서 2.7반음, 

330 Hz에서 4.4반음, 391 Hz에서 8.1반음의 판별 역치로 주파

수의 변화에 대한 지각능력이 고주파수에서 더 저조하였다.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멜로디 지각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행력을 보였는데, 가곡에서 6.7%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

Figure 5. The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 in timbre perception test for individual participants. Normal hearing (NH) depicts the nor-
mal hearing group and cochlear implant (CI) depicts the cochlear implant group.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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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 for each musical instrument

Brass Woodwind String Pitched percussion

Trumpet 
(%)

Horn 
(%)

Mean 
(%)

Saxophone 
(%)

Oboe 
(%)

Mean 
(%)

Violin 
(%)

Cello 
(%)

Mean 
(%)

Piano 
(%)

Guitar 
(%)

Mean 
(%)

CI 13.3 16.7 15.0 3.3 23.3 13.3 16.7 16.7 16.7 40.0 50.0 45.0

NH 50.0 56.7 53.4 33.3 63.3 48.3 63.3 60.0 61.7 100.0 100.0 100.0

CI: cochlear implant, NH: norma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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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과는 멜로디에 대한 친숙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할 때, 다른 음

악 장르에 비해 가곡에 대한 친숙도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요에서는 51.7%로 가장 높은 수행력을 보였는

데, 이는 민요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으로 명절이나 일상생활

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멜로디여서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TV 음악과 동요도 

46.7%와 45%로 비교적 높은 수행력을 보였는데, 이 역시 주변

에서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높은 친숙도를 보이는 ‘생일축하노래’가 15.7%로 가

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와는 반대로 전에 경험이 없었던 멜

로디를 가진 노래에는 100%의 정답률을 보인 대상자도 존재하

였다고 보고하여(Kang et al., 2009) 멜로디검사가 친숙도와 연

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차후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본 연구 결과 음색 지각검사는 정상그룹도 대부분 90% 이하

의 수행력을 보이며 다른 검사보다 상대적인 어려움을 보였고 인

공와우 착용그룹은 22.5%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의 25.7%의 수행력과 유사한 결과인데(Jung et al., 2010) 

여러 악기에 대한 노출 경험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검사 구성을 위한 예비 연구에서 혼동하기 쉬운 악기

로 선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 결과 악기 종류 

중 타악기인 피아노와 기타는 정상 청력그룹은 두 개 악기 모두 

모두 100%, 인공와우 착용그룹도 각각 40%와 50%로 가장 높

은 정답률을 보였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피아노와 기타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 종류이

고, 또 하나는 타악기의 음색이 주파수 자극 범위가 좁아 분석

하기 쉬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더 구

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인공와

우를 착용한 경우, 목관악기를 제시하였을 때 금관악기나 현악

기를 선택하여 악기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Nimmons et al., 2008), 본 연구의 인공와우 착용그룹도 그러

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청각장애가 있을 경우 보조

기기를 착용하더라도 악기 종류에 따른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공와우 착용그룹 중 C9 대상자는 모든 음악 지각능력검사

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대상자들은 모두 인공

와우를 한쪽 귀에만 착용하였으나, 해당 대상자는 왼쪽 귀에는 

인공와우, 오른쪽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음악 지각능력 점수가 인공와우 착용

그룹보다 보청기 착용그룹에서 더 높았던 사례가 보고되었다. 예

를 들어, 보청기 착용그룹은 1.6반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던 

반면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3.8반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

였고, 멜로디와 음색 지각검사에서 보청기 착용그룹은 72.5%와 

48.8%, 인공와우 착용그룹은 23.6%와 29.2%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청기가 인공와우보다 주파수 분석능력이 더 우수하고 

주파수와 시간적 신호의 통합적 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인공와

우와 보청기를 하이브리드로 착용하였을 때 멜로디 지각능력과 

복합음 지각능력이 높은 점을 보청기를 통한 저주파수의 이득이 

전체적인 음악 듣기능력에 보상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Sucher & Mcdermott, 2009).

인공와우의 처리 전략 알고리즘은 음악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인공와우 제조사는 음악 지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Cochlear사는 

Advanced Combinational Encoder라는 처리 전략 알고리즘

으로 더 중요한 주파수 밴드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시도하

고 있고, Med-El사는 Fine Structure Processing이라는 처리 

전략 알고리즘으로 소리의 시간적 정보에 대한 선별 능력을 개선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Advanced Bionics사는 Fidelity 120

이라는 처리 전략 알고리즘으로 동시다발적인 전극 자극으로 채

널 간 주파수 분포 자극을 개선하고 있고, Oticon Medical사

는 CrystalisXDP라는 처리 전략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압축 비

율을 통해 주파수 분석 전략을 개선하고 있다(Nogueira et al., 

2018).

음악 지각능력은 음악 재활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여

러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Besson et al.(2007)은 음악훈련

을 청능훈련의 일환으로 병행하면 음악 지각에 대한 뇌 가소성

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언어와 음악

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음악 재활훈련

은 음악 지각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Gfeller, 2016; Good et al., 2017; Hutter et al., 

2015). 그러나 음악 재활훈련을 통한 음악 요소별 지각능력을 비

교한 한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재활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피치의 판별 역치가 4.97반음에서 4.58반음으로 

개선되고 음색 지각검사의 정답률이 23.6%에서 28.4%로 소폭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멜로디 지각능력은 23.1%에서 22%

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Ahn et al., 2019). 청각장애

인의 음악 지각능력은 청력손실의 종류와 보조기기의 특성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음악 지각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

하여 필요한 부분과 향상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고 그 특성에 따

라 재활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음악 지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피치, 멜

로디, 음색 외에도 청력손실이 있어도 인지능력이 우수하다고 알

려진 리듬의 구체적 분석능력을 포함하여 멜로디에 사용된 악기

의 수, 불협화음과 화음의 구별, 음악에 실린 정서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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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화음 판별능력검사, 음악 인지와 관련된 개별적 상황을 

확인하는 설문검사, 언어능력검사, 객관적 검사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이러한 도구로 청각장애인의 음악 지

각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 재활 방법도 체계화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음악 지각, 인공와우 착용자, 피치, 멜로디,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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