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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bility of music perception should be improved for the hearing impaired by music train-
ing. The music training should be systematically conducted from each musical element to overall 
music listening based on analytic and synthetic approach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MRP) to improve the music perception of the hearing-impaired. Methods: Fif-
teen cochlear implant (CI) users (34.5 ± 11.6 years) participated. The MRP consisted the musical ele-
ments such as pitch, melody, rhythm and timbre, and musical emotional training considering Korean 
culture. The MRP was conducted twice per week through self-directed home training for 2 months. 
The assessment of music perception (AMP) was tested before and after performing the MRP. Results: 
The results of AMP subtes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MRP with 61.1% 
and 83.8% for the pitch perception test, 72.8% and 87.8% for the timbre perception test with Korean 
musical instruments, 48.0% and 59.3% with Western musical instruments, and 55.9% and 71.1% in 
the harmony perception tes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lody, rhythm 
and emotional reaction tests. According to the MRP effectiveness questionnaire, 80% of participants 
have changed their interests after training for listening to music. Conclus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elements of music training, the overall music perception ability was improved af-
ter conducting MRP (p < 0.001). In conclusion, providing a systematic music training program such as 
MRP could expand the range of music experience and improve the ability for music listening and for 
CI users.

Key Words: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Cochlear implant user, Music element, Music listening 
training.

INTRODUCTION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이 보장구 착용 후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

뿐 아니라 음악을 듣고 즐기는 영역의 개선 욕구도 부각되어 청

각장애인의 음악지각 능력을 검사하고 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

는 재활 방법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Brockmeier et 

al., 2011). 그러나 와우의 손상은 주파수 선별과 시간분석 능력

을 저하시키므로 음악지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인공

와우를 착용하는 경우 6~22개의 소수 전극만으로 정상 와우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통과 필터가 넓어져서 소리의 미세

한 스펙트럼 단서를 얻지 못하여 피치지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Gfeller et al., 2015; Looi et al., 2012). 또한 소리는 빠른 진동 

정보인 미세구조(fine structure) 신호와 느린 진폭 정보인 시간

적 포락선(temporal envelope) 정보가 종합되어 분석되는데, 인

공와우를 통한 신호처리는 파형의 미세구조 신호를 제거하고 포

락선 정보만을 전달하여 음악 신호의 미세 정보 지각이 어려울 수 

있다(Fuller et al., 2018; Nimmons et al., 2008). 소리의 주파

수 복합 정보인 멜로디와 음색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

리의 신호를 미세구조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인공와우 신호처리

는 이 역량에 한계가 있어 음악지각 능력이 제한된다(Oh & Kim, 

2014). 이러한 음악 기본 요소 중 하나인 피치, 멜로디와 음색의 

제한된 지각은 음악 전체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를 읽는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리듬지각은 다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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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는 달리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높은 리

듬지각 능력은 리듬이 총체적인 시간 단서(gross temporal cue)

로 전달될 수 있는 요소이고 음고의 차이가 아닌 음의 유무를 지

각하는 것과 관련 있다(Choi, 2011; Looi et al., 2012). 또한 청

각장애인의 리듬지각 수월성은 음악 신호를 분석할 때 보상 전략

(compensatory strategy)으로 활용되어 부족한 주파수 선별 능

력도 보완할 수 있다(Gfeller & Lansing, 1991).

청각장애인의 저조한 음악지각 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선행 연

구들은 음악의 기본 구성 요소별 훈련을 분석적 접근법과 종합

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적 접근법은 음향적 특

성의 미세한 차이를 대조하도록 하는 상향식 기법으로 피치나 

음색의 차이를 변별하는 과제 등이 해당되고, 변별 과제의 제시

음 간격을 좁혀가며 유사한 신호음을 변별하는 기술을 훈련한다

(Gfeller et al., 2015). 종합적 접근법은 음향 정보의 효율적인 인

지처리를 촉진하는 것으로 신호음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향식 기법이다(Fu & Galvin, 2007; 

Gfeller, 2001; Looi et al., 2012). 이 접근법은 좀 더 일상적이

고 연속적인 신호음이 훈련음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노래의 

멜로디나 악기 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제는 여러 청

각 정보를 담은 복합적 신호가 빠르게 변화할 때 종합적으로 지

각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전체 신호음에서 특정 요소를 집중하

여 해석하는 과정도 훈련할 수 있다(Gfeller et al., 2015).

분석적 접근법에 따라 실시된 피치 훈련은 음의 높낮이를 ‘같

다/다르다’로 변별하고, 음의 높낮이가 ‘높다/낮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Chen et al., 2010; Yucel et al., 2009). 

종합적 접근법의 훈련 방법으로는 연속적인 음계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청각적인 피치 변화를 시각으로 매치하는 훈련을 진행

하였다. 또한 훈련음 범위는 C4 (256 Hz)~B4 (495 Hz) (Chen 

et al., 2010), C3 (130 Hz)~C6 (1046 Hz) (Yucel et al., 2009) 

등 연구마다 달랐으나 성공적인 피치 훈련을 위해서는 여러 주파

수 특성을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주파수 범위의 음계가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Vandali et al., 2015).

멜로디 훈련은 연속된 음계가 상승, 유지, 하강, 상승 후 유지, 

유지 후 하강 등의 기본적인 형태를 변별하고 확인하는 훈련으

로 분석적 접근법과 정형화된 멜로디 패턴이 아닌 실제 노래의 

멜로디를 듣고 확인하는 종합적 접근법으로 구성되었다(Galvin 

et al., 2007; Gfeller et al., 2015). 특히 이 경우는 리듬 단서가 

포함된 멜로디와 구성 음계들의 길이를 동일화시켜 리듬 단서를 

제거한 멜로디를 활용하였다. 리듬 단서가 제거된 멜로디를 활용

하는 방법은 주파수분석 능력 때문에 리듬 단서에 의존하여 멜

로디를 지각하므로 멜로디 속 피치의 변화를 지각하는 작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심화시킨 훈련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훈련은 피치와 멜로디 선율을 지각하는 능력이 기반되어, 멜로디

가 친숙하지 않다면 기존의 경험과 기억을 회상해야 되는 또 다

른 측면의 과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숙도가 고려

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친숙하지 않은 멜로디는 새로운 

음악 경험으로 음악지각 능력을 확장하는 이점도 있다(Looi et 

al., 2012).

음색 훈련 방법도 분석적과 종합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는데, 

음색을 변별하는 분석적 방법은 세 개의 악기 제시음 중 다른 악

기로 연주된 제시음을 맞히는 방법이고, 종합적 접근법은 특정 

멜로디를 연주한 악기 소리를 듣고 악기 이름을 맞히는 방법이다

(Innes-Brown et al., 2013; Petersen et al., 2012).

이와 같이 분석적과 종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훈련 범위는 음

악의 기본 구성 요소인 피치, 멜로디, 리듬, 음색 훈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음악에 담긴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에

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정상 청력인의 경우 음악의 멜로디와 

빠르기 등을 종합하여 음악 정서를 느끼는 반면 인공와우를 착

용한 경우에는 음악의 빠르기만으로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특

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Hopyan et al., 2016). 음악 감정지

각 능력은 음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정서적 느낌으

로 이입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정지각 능력을 훈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Choi, 2012; Picou et 

al., 2018). 또한 음악에 반영된 문화적 특성과 친숙도가 음악의 

감정적 표현을 인지하는 요인이 되므로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음악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Darrow, 2006).

국내에서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시행된 음악 훈련은 리듬, 멜

로디, 박자, 노래가사 기억하기, 악기 연주하기 등과 같이 음악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한 훈련이거나(Choi et al., 2017), 음악 

훈련이 어음인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

된 훈련(Tark et al., 2019)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음악 훈련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

애인의 음악지각 수준을 고려하여 음악의 기본 요소인 피치, 멜

로디, 리듬, 음색, 음악 감정 훈련 등 5개의 훈련 등을 포함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 익숙한 음악과 전통

적 악기를 포함한 종합적 음악 재활 프로그램(music rehabili-

tation program, MRP)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MRP를 주 

2회, 16회기에 걸쳐 2개월 동안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후 재활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MRP의 구성 전 20대 정상 청력 성인 15명(25.9 ± 1.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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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MRP 구성 후 인공와우 착

용 성인 15명(남성 5명,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음악 재활 훈련

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5세(± 11.6)였고, 인

공와우 이식 귀는 우측 귀 10명, 좌측 귀 7명으로 이 중 인공와

우 양이 착용자는 2명, 바이모달(cochlear implant + hearing 

aid) 착용자는 8명이었다(Table 1). 보장구 착용 후 순음 평균 

역치는 우측 귀는 41.8 ± 18.8 dB HL, 좌측 귀는 44.4 ± 16.7 

dB HL이었다. 순음 평균 역치 기준으로 30~40 dB SL의 강도에

서 어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를 측정한 결

과 우측 귀는 50.5 ± 10.1 dB HL, 좌측 귀는 62 ± 7.1 dB HL

이었다. 대상자에게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강도에서 단어인지도

(word recognition score)를 측정한 결과 우측 귀는 70.9% ± 

25.1%, 좌측 귀는 67.7% ± 20.3%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IRB 승인번

호: HIRB-2021-005). 

연구 방법

MRP의 구성

피치, 멜로디, 리듬, 음색, 음악 감정 훈련을 분석적 접근법과 

종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음악의 기본적 형태를 

활용하여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고 미세한 차이를 변별하거나 확

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석적 접근법을 적용한 훈련은 

‘피치 변별 및 확인하기’, ‘멜로디 패턴 변별 및 확인하기’, ‘음색 

변별 및 확인하기’이다. ‘피치 변별 및 확인하기’는 두 개의 순음

을 듣고 ‘같다/다르다’로 변별하고, 이 중 어떤 음이 더 높은지 확

인하는 활동이다. ‘멜로디 패턴 변별 및 확인하기’는 두 멜로디 패

턴을 듣고 ‘같다/다르다’로 변별하고, 어떤 패턴인지 확인하는 활

동이다. ‘음색 변별 및 확인하기’는 두 개의 악기 소리를 듣고 ‘같

다/다르다’를 변별하고, 악기 이름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종합적 접근법은 모든 훈련에 적용되었는데, 피치 훈련에서는 

‘피치의 순서 맞히기’, ‘피치의 개수 맞히기’, 멜로디 훈련에서는 

‘노래의 멜로디 확인하기’, 리듬 훈련에서는 ‘노래의 박자 맞추기’

와 ‘노래의 리듬 모방하기’, 음색 훈련에서는 ‘악기의 개수 맞히

기’, 음악 감정 훈련에서는 ‘노래의 느낌 맞히기’이다. ‘피치의 순

서 맞히기’는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음 중 저음과 고음의 순서를 

맞히는 활동으로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제시된 음의 

순서를 맞히는 활동이다. ‘피치의 개수 맞히기’는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구성된 음의 개수를 맞히는 활동으로 서

로 다른 음의 높낮이를 확인하고 개수를 맞히도록 하였다. ‘노래

의 멜로디 확인하기’는 리듬 단서가 포함된 멜로디와 제거된 노

래의 일부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히는 활동으로 실제 노래의 멜

로디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피치 변화를 듣고 제목을 판단하도

록 하였다. ‘노래의 박자 맞추기’는 악곡의 박자표가 나타내는 규

칙적인 박자를 노래 소리에 맞추어 세는 활동이고, ‘노래의 리듬 

모방하기’는 음표의 길이에 맞게 리듬을 모방하여 세는 활동이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ubjects included in this study

Subject Gender Age (yr) Onset of HL Duration of 
HL

Aided type Duration of 
device use CI speech processor

Rt Lt Rt Lt Rt Lt

C1 F 19 2 17 CI - 17 - Nucleus 7 -

C2 M 21 8 13 CI HA 14 14 Nucleus 7 -

C3 M 46 10 36 CI HA 14 29 Kanso 1 -

C4 F 37 13 24 CI HA 15 22 Nucleus 6 -

C5 F 49 38 11 HA CI 11 3 - Nucleus 7

C6 M 48 5 43 CI HA 15 43 Nucleus 6 -

C7 F 25 2 23 HA CI 24 15 - NaidaQ90

C8 F 40 2 38 - CI 39 - Kanso 1

C9 F 48 22 26 HA CI 25 6 - Kanso 1

C10 F 46 2 44 CI CI 2 2 Kanso 1 Kanso 1

C11 F 19 1 18 CI CI 10 1 Harmony Kanso 1

C12 F 28 3 25 CI HA 4 2 Nucleus 7 -

C13 M 21 0 21 CI - 9 - Nucleus 5 -

C14 M 37 19 18 CI - 5 - Kanso 1 -

C15 F 35 7 28 - CI - 5 - Kanso 1

HL: hearing loss, Rt: right ear, Lt: left ear, CI: cochlear implant, F: female, M: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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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활동은 재생되는 노래 속에서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악기의 개수 맞히기’는 여러 악기가 동시

에 연주될 때 악기 개수를 맞히는 활동으로 복합적으로 연주되

는 음악을 듣고 서로 다른 음색을 확인하고 연주되는 악기의 개

수를 맞히도록 하였다. ‘노래의 느낌 맞히기’는 실제 노래 중 일

정 구간을 듣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맞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실제 음악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통합된 형태에서 음향적 특성을 

확인하여 음악에 담긴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하였는데 음악의 느낌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가지 카테고리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느낌,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적은 느낌, 부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느낌, 부정적이고 에너지가 적은 느낌으로 그 느낌에 맞는 

적절한 형용사를 제시하였고, 훈련 후 본인의 언어나 형용사로 

노래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여 음악 감정 훈련을 개별적 정서폭

에 따라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훈련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 특별 활동을 진행하였으

며 음색 훈련으로 ‘악기 배우기’와 음악 감정 훈련으로 ‘노래의 

느낌 표현하기’를 포함하였다. ‘악기 배우기’는 시청각 자료를 통

해 악기의 형태를 익히고, 악기의 소리가 발생되는 원리, 악기의 

음역대, 음색의 특징 등을 제시하여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된 활동이다. 악기의 특징들을 퀴즈의 형태로 제시하여 악

기 이름을 맞추고, 실제 악기 연주 영상을 시청한 후, 보기로 주

어진 형용사 목록을 참고하여 음색의 특성 및 느낌을 청자 스스

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노래의 느낌 표현하

기’는 제시되는 음악에 더 집중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느

껴지는 분위기를 주어지는 형용사 목록을 참고하여 청자의 느낌

을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활동이다. 주어진 네 가지 카테고리

의 형용사는 총 12개였다.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느낌의 형

용사로 ‘행복한’, ‘기쁜’, ‘흥분되는’이 제시되었고, 긍정적이고 에

너지가 적은 느낌의 형용사로 ‘평화로운’, ‘느긋한’, ‘차분한’이, 부

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느낌의 형용사로 ‘화난’, ‘긴장된’, ‘짜증

나는’이, 마지막으로 부정적이고 에너지가 적은 느낌의 형용사로 

‘슬픈’, ‘지루한’, ‘졸린’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활동들 중 적절한 훈련음을 선정하고 난이도, 적절도, 

흥미도 등을 조절하기 위해 ‘피치의 순서 맞히기’과 ‘피치의 개수 

맞히기’, ‘멜로디 패턴 변별 및 확인하기’, ‘악기의 개수 맞히기’, 

음악 감정 훈련의 ‘노래의 느낌 맞히기’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예

비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MRP를 구성하였다. 

MRP의 진행 절차

MRP는 총 16회기로 구성되어 2개월 동안 주 2회기씩 자기주

도 재택 훈련(self-directed home training)으로 연구원이 제

공하는 각 회기의 활동 자료를 대상자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활동 자료는 온라인 파일로 제공하였으며 

한 회기의 활동 자료는 ‘활동지’, ‘문제지’, ‘답지’의 3개 파일로 구

성하였다. ‘활동지’ 파일에는 활동의 개요, 수행 방법, 활동음 듣

기 연습 및 활동 문제가 제시되었다(Appendix 1). ‘문제지’ 파일

에는 각 문제의 답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어 대

상자가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 생각하는 선택을 표시하도록 하

였다. ‘답지’ 파일에는 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어 대상자가 활동

을 수행한 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Driscoll(2012)

이 오답의 유무를 알려주는 훈련 방식과 답안에 악기 소리의 특

성 정보를 제공하며 피드백을 제시하는 훈련 방식에 효과가 있다

한 보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문제를 푼 후 답안

을 제공하여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활동

지’ 파일에서 활동 방법과 활동음을 연습한 후 활동 문제의 제시

음을 듣도록 하였다. 그후 문제의 답안을 ‘문제지’ 파일에 표시하

여 연구원에게 제출하였다. 연구원은 대상자가 제출한 수행 자료

를 수거한 후 ‘답지’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자가 채점 및 오답 정리

를 하도록 하였다. 활동 자료는 일주일 주기로 제공하여 대상자

가 매주 2회기 분량의 활동 자료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MRP의 평가

MRP가 인공와우 착용자의 음악지각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훈련 전후 검사로 Shin et al.(2021)이 개발

한 음악지각 능력의 주관적 평가인 음악지각검사(assessment 

of music perception, AMP)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방음실

에서 진행하였고, 노트북(NT730QCR, Samsung, Seoul, 

Korea)에 내장된 Super Lab 5.0 (Cedrus, New York, NY, 

USA)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다. 음장 조건에서 스피커를 통

해 제시되는 검사음을 듣고 노트북 화면상의 선택지를 선택하

도록 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검사음은 인공와우 착

용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인 90 dB HL로 제시하였다. 

AMP검사는 피치지각검사, 멜로디지각검사, 리듬지각검사, 음색

지각검사, 감정반응검사, 화음지각검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MRP 진행 후 음악 듣기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한 MRP의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범위는 피치 훈련, 

멜로디 훈련, 리듬 훈련, 음색 훈련 결과이며, 음악 듣기 태도에 

대한 변화를 묻는 문항을 다섯 개 선택문항인 ‘매우 흥미로워졌

다’, ‘조금 흥미로워졌다’, ‘변화가 없다’, ‘조금 흥미가 떨어졌다’, 

‘매우 흥미가 떨어졌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훈련 내용 중 좋

았던 점과 개선할 점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version 25; IBM Corpora-

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훈련 전과 후의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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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치, 멜로디, 리듬, 음색, 화음지각, 감정반응검사 등의 결

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matched pair t test)

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에서 검정하였다.

RESULTS

MRP의 개발

최종적인 MRP의 훈련 내용과 훈련음 구성은 Table 2에 요약 

정리하였다.

피치 훈련

‘피치의 순서 맞히기’의 예비검사에서 순서의 구성음이 두 개

와 세 개일 때의 정답률을 확인한 결과, 구성음이 두 개일 때는 

94.8%, 세 개일 때는 93.3%로 두 구성에서 모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난이도는 2.5점, 적절도는 1.5점, 흥미도

는 2.0점으로 이는 3점 ‘보통이다’보다 높은 점수였다. 또한 구성

음이 두 개일 때의 활동 내용이 두 개의 피치를 변별하는 활동인 

‘피치 변별 및 확인하기’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구성음은 세 개

로만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MRP의 순서는 저음이 하나이고 

고음이 두 개인 저음-고음-고음/고음-저음-고음/고음-고음-저음

의 구성과 저음이 두 개이고 고음이 하나인 고음-저음-저음/저

음-고음-저음/저음-저음-고음으로 구성하였다. 훈련음은 4분음

표의 길이와 80 bpm의 빠르기로 제작하였다.

‘피치의 개수 맞히기’의 예비검사에서 음의 개수를 1개부터  

4개로 구성하여 정상 청력인이 맞힐 수 있는 최대 개수를 확인한 

결과, 1개일 때 100%, 2개일 때 77.9%, 3개일 때 44.2%, 4개일 

때 23.3%의 정답률을 보여 3개 이상이 될 때 정답률이 50%에

도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난이도는 4.1점, 

적절도는 2.5점, 흥미도는 3.2점으로 적절도와 흥미도에 비해 난

이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답률이 낮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3개와 4개를 제외하고 음의 개수를 1개와 2개로

만 최종 MRP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1개 음은 해당 회기에

서 훈련하는 훈련음들을 하나씩 제시하였고, 2개 음은 변별 및 

확인을 목표로 두 개의 순음 쌍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훈련음은  

Table 2. Contents of MRP according to training components: pitch training, melody training, rhythm training, timbre training, musical 
emotion training

Activity Training approach Training stimuli & utilized materials

Pitch training

Discrimination and identification of pitch A Low frequency range: C3~C5; high frequency range: C5~C7; interval 
changes of 1 to 24 semitones

Sequencing the high and low-pitched tones S Sequence of three tones; combinations of two low-pitched and one  
high-pitched tone or one low pitched tone and two high pitched tone

Counting the number of different tones in one 
presentation of stimuli

S Compositions of one or two tones

Melody training

Discrimination and identification of melodic 
pattern

A Nine melodic patterns

Identification of familiar song S Fourteen familiar songs; two excerpts per song

Rhythm training

Following the beat of the song S Fourteen familiar songs in melody training; entire song 

Imitating the rhythm of the song S Fourteen familiar songs in melody training; entire song

Timbre training

Introduction of instruments and timbre 
appraisal

- Written instructions and quizzes; audiovisual materials; ajective lists for 
timbre appreciation

Discrimination and identification of timbre A Nine Korean musical instruments; Fifteen Western musical instruments; 
C4-A4-F4-G4-C5 played instrument sounds

Counting the number of instruments in one 
presentation of stimuli

S Compositions of one or two instrument sound; C4-A4-F4-G4-C5 
played instrument sounds

Musical emotion training

Music appraisal - Adjective lists for music appraisal

Identification of music emotion S Sixteen Korean traditional music; sixteen classical music

MRP: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A: analytic approach, S: synthe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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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음표의 길이와 100 bpm의 빠르기로 제작하였다.

다양한 음역대를 훈련하기 위해 훈련음의 시작음을 C3으

로 하고 끝음을 C3에서 4옥타브 떨어진 C7으로 선정하였다. 

C3~C7 범위 중 낮은 두 옥타브 대역인 C3~C5을 저주파수 대

역으로, 그 다음 두 옥타브 대역인 C5~C7을 고주파수 대역으

로 설정하였다. 훈련음은 피아노 건반 중 흰 건반인 C(도), D(레), 

E(미), F(파), G(솔), A(라), B(시) 중 저, 고주파수 대역 내 최대 간

격인 24반음 차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음의 간격을 좁히며 최종

적으로 1반음 차이까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치 

변별 및 확인하기’의 훈련음은 악보 작성 프로그램인 Finale 프

로그램(MakeMusic, Denver, USA)을 통해 2분음표의 길이와 

100 bpm의 빠르기로 제작하였다. 또한 재활 훈련의 난이도를 

낮추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치 변별 및 확인하기’의 훈련음을 

‘피치의 순서 맞히기’와 ‘피치의 개수 맞히기’의 훈련음과 동일하

게 구성하였다.

멜로디 훈련

‘멜로디 패턴 변별 및 확인하기’의 예비검사에서 모든 아홉 가

지 멜로디 패턴, ‘상승’, ‘유지’, ‘하강’, ‘상승 후 유지’, ‘상승 후 하

강’, ‘유지 후 상승’, ‘유지 후 하강’, ‘하강 후 상승, ‘하강 후 유지’ 

중 맞히기 어려운 멜로디 패턴을 확인하고 적절한 훈련음을 선

정하고자 하였다. 검사 결과 ‘상승’, ‘유지’, ‘유지 후 상승’일 때 

100%, ‘상승 후 하강’, ‘유지 후 하강’ 96.7%, ‘하강’, ‘상승 후 유

지’, ‘하강 후 상승’, ‘하강 후 유지’일 때 93.3%로 모든 멜로디 패

턴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도 난이도는 평균 

1.9점, 적절도는 평균 1.7점, 흥미도는 평균 1.7점으로 높게 나타

나 아홉 가지 멜로디 패턴 모두를 최종 MRP 훈련음으로 구성하

였다.

멜로디 패턴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에서 7개의 4분음표

로 된 9개 멜로디 패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음들은 다장

조(C major) 기준 피아노의 흰 건반에 해당하는 음만을 사용하

였다. 통일된 멜로디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저주파수 대역 중 가

장 낮은 음은 C3로, 고주파수 대역은 C5로 설정하였다. 훈련은 

멜로디 패턴을 듣고 closed-set로 주어지는 2개의 보기(2-al-

ternative forced-choice, 2AFC)에서 해당 패턴을 변별 및 확

인하도록 하였다.

‘노래의 멜로디 확인하기’로 ‘작은 별’, ‘섬집아기’, ‘나비야’. ‘산

토끼’, ‘바둑이 방울’, ‘퐁당퐁당’ ‘옹달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리랑’, ‘사과같은 내 얼굴’, ‘고향의 봄’, ‘설날’, ‘아기염소’, ‘루돌프 

사슴코’의 총 14곡을 훈련곡으로 활용하였다. 훈련 멜로디는 한 

곡당 두 개의 멜로디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는데, 리듬의 단

서가 포함된 멜로디로 먼저 제시한 후 리듬의 단서를 제거한 멜로

디로 확장하여 훈련을 구성하였다. 리듬의 단서가 있는 멜로디는 

대부분 4분음표로 구성되어 있어 4분음표 기준 80 bpm의 빠르

기로 제작하였고, 리듬의 단서를 제외한 멜로디는 8분음표로 구

성하여 8분음표 기준 80 bpm의 빠르기로 설정하였다. 훈련은 

멜로디를 듣고 closed-set 상황에서 2AFC로 해당 멜로디의 곡 

제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리듬 훈련

멜로디 훈련의 ‘노래의 멜로디 확인하기’에서 훈련한 곡을 ‘노

래의 박자 맞추기’와 ‘노래의 리듬 모방하기’에서 사용하였다. 리

듬 훈련으로 곡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부분에 대하여 박자 및 리

듬을 맞추도록 하였다. 곡의 박자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로 구성되어 다양한 박자에 맞추어 훈련할 수 있도

록 하였고, 회기가 지날수록 박자의 차수를 높이고, 단순한 리듬

에서 복잡한 리듬의 곡으로 점차 난이도를 상향시켰다. 곡의 빠

르기는 4분음표 기준 80 bpm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음색 훈련

‘악기의 개수 맞히기’의 예비검사에서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

주될 때 정상인이 구분할 수 있는 개수를 확인하고, 훈련에 적용 

가능한 훈련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검사에서 활용된 악

기는 Shin et al.(2021)의 음악지각검사(AMP) 결과를 바탕으

로 각 악기군에서 지각 점수가 높고 친숙도가 높은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따라서 국악기는 목관악기의 대금과 향피리, 현악기

의 가야금과 해금, 타악기의 장구를, 서양악기는 금관악기의 트

롬본, 목관악기의 클라리넷, 현악기의 바이올린, 타악기의 실로

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악기인 피아노를 포함하였다. 국악기

를 검사할 때는 악기 개수를 1개부터 3개까지, 서양악기를 검사

할 때는 1개부터 5개까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국악기에서는 

악기 개수가 1개일 때 97.3%, 2개일 때 97.3%, 3개일 때 58.3%

의 정답률을 보였고, 서양악기검사에서는 악기 개수가 1개일 때 

98.7%, 2개일 때 60%, 3개일 때 25%, 4개일 때 14.7%, 5개일 

때 10.7%의 정답률을 보였다. 국악기와 서양악기 모두 악기 개

수가 3개 이상이 될 때 정답률이 낮아졌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난이도는 국악기에서 3.1점, 적절도는 2.7점, 흥미도는 3.2점이

었고, 서양악기에서 4.5점, 적절도는 3.7점, 흥미도는 4.0점이었

다. 따라서 난이도가 ‘보통’에서 ‘매우 어렵다’였고 적절도와 흥미

도 점수도 다른 검사에 비해 떨어졌다. 따라서 정답률이 높았던 

1개와 2개 악기 개수를 최종 MRP 훈련음으로 선정하였다. 훈련

음은 악기가 1개인 경우는 C4-A4-F4-G4-C5 음표를 단독적으

로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제시하였고, 악기가 2개인 경우는 동일

한 음표를 동시에 연주해 합쳐진 두 악기 소리를 제시하였다.

훈련 악기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포함되었는데, 국악기로 현

악기의 가야금, 아쟁, 해금, 타악기의 꽹과리, 장구, 징, 목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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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소, 대금, 향피리, 서양악기로 현악기의 기타, 바이올린, 비

올라, 첼로, 타악기의 드럼, 실로폰, 팀파니, 피아노, 목관악기의 

리코더, 오보애, 클라리넷, 플룻, 금관악기의 트럼펫, 트롬본, 호

른이 활용되었다. 서양악기는 Fina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원

을 제작하였으며 국악기는 Finale 프로그램과 서울대학교 예술

과학센터 국악 가상악기 음원 라이브러리(http://www.catsnu.

com/Main/Main.aspx)를 이용하여 음원을 제작하였다.

‘악기 배우기’에 포함된 악기에 대한 정보 및 퀴즈는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나무위키(https://namu.

wiki/w/나무위키:대문),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

naver.com)에서 참고하였다. 세 개 사이트 중 공통적인 정보를 

추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악기 연주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였고 훈련 악기 소리만을 단독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독주 

영상 또는 반주 소리가 적은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악기 소

리를 듣고 음색에 대해 표현하는 활동은 악기음색의 언어적 표

현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Cho & Kim, 2013) 악기의 

음색 특성을 표현하는 형용사 30개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음색 변별 및 확인하기’는 두 가지의 악기 소리를 듣고 같다/

다르다로 변별하도록 하였고, C4-A4-F4-G4-C5 음표를 연주한 

악기 소리를 듣고 closed-set로 2AFC의 조건에서 해당 악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음악 감정 훈련

‘노래의 느낌 맞히기’의 예비검사에서는 국악 20곡과 서양 클

래식 20곡 중 훈련 곡을 선정하고 해당 곡의 느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노래의 느낌은 우선 밝은 느낌/어두운 느낌 중 하나를 선

택한 후, 두 번째로 음악 감정의 종류를 네 가지 그룹(A그룹: 행

복한, 기쁜, 흥분되는; B그룹: 평화로운, 느긋한, 차분한; C그룹: 

화난, 긴장되는, 짜증나는; D그룹: 슬픈, 졸린, 지루한) 중 선택하

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Thayer’s model (Thayer, 1990)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일관된 느낌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국악과 서양 클래식 4곡이 제외되어 최종 MRP로 16곡씩 선정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난이도는 평균 2.7점, 적절도는 평균 1.9

점, 흥미도는 평균 1.4점으로 적절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국악과 클래식 16곡이 ‘노래의 느낌 맞히기’ 훈련으로 활용되

었으며 예비검사에서 활용한 느낌 카테고리를 동일하게 사용하

여 해당 곡의 느낌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래의 느낌 표현

하기’로 해당 곡의 느낌을 자신의 말로 작성하는 활동도 병행하

였다.

훈련 전과 후의 음악지각 능력 비교

AMP의 훈련 전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Table 3) 

훈련 전후의 정답률은 64.5% ± 28.3%와 75.7% ± 26.2%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04] = -5.470, p < 0.001).

AMP의 각 하위검사별 훈련 전후의 정답률은 피치지각검사는 

61.1% ± 26.6%와 83.8% ± 9.3%로 22.7%가 증가하였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4] = -3.430, p < 0.01). 멜로

디지각검사는 29.0% ± 27.1%와 36.0% ± 34.1%로 7%가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4] = -1.098,  

p > 0.05). 리듬지각검사에서는 95.0% ± 9.1%와 98.0% ± 

3.2%로 3%가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4] = 

-1.382, p > 0.05). 국악기의 음색지각검사는 72.8% ± 13.2%와  

87.8% ± 10.9%로 15%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t[14] = -3.535, p < 0.01). 서양악기의 음색지각

검사는 48.0% ± 14.0%와 59.3% ± 12.8%로 11.3%가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4] = -3.795,  

p < 0.01). 감정반응검사는 85.8% ± 14.8%와 88.3% ± 3.9%

였고 2.5%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14] = -0.468, p > 0.05). 화음지각검사는 55.9% ± 18.8%와 

71.1% ± 17.8%로 15.2%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t[14] = -2.423, p < 0.05) (Table 3). 

Table 3. The comparison of percent correct answer between pre- and post-tests according to the AMP subtests

Subtest Pre-test Post-test p-value

Pitch 61.1 ± 26.6 83.8 ± 9.3 0.004**

Melody 29.0 ± 27.1 36.0 ± 34.1 0.291

Rhythm 95.0 ± 9.1 98.0 ± 3.2 0.189

Timbre, Korean instrument 72.8 ± 13.2 87.8 ± 10.9 0.003**

Timbre, Western instrument 48.0 ± 14.0 59.3 ± 12.8 0.002**

Emotion reaction 85.8 ± 14.8 88.3 ± 3.9 0.647

Harmony 55.9 ± 18.8 71.1 ± 17.8 0.030*

Total 64.5 ± 28.3 75.7 ± 26.2 0.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p < 0.01. ***p < 0.001. AMP: assessment of music perception



90

Development of MRP for the Hearing-Impaired

MRP 시행 후 음악 듣기 태도의 변화

본 연구 참여 대상자가 MRP를 시행한 후 음악 듣기 태도의 

변화에 대해 평가지에 ‘매우 흥미로워졌다’, ‘조금 흥미로워졌다’, 

‘변화가 없다’, ‘조금 흥미가 떨어졌다’, ‘매우 흥미가 떨어졌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한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확인하였

다. 음의 높낮이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악 듣기는 33.3%가 ‘매

우 흥미로워졌다’, 60.0%가 ‘조금 흥미로워졌다’, 6.7%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멜로디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악 듣기는 

40.0%가 ‘매우 흥미로워졌다’, 33.3%가 ‘흥미로워졌다’, 26.7%

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리듬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

악 듣기는 40.0%가 ‘매우 흥미로워졌다’, 53.3%가 ‘조금 흥미로

워졌다’, 6.7%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악기 소리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음악 듣기는 60.0%가 ‘매우 흥미로워졌다’, 33.3%

가 ‘조금 흥미로워졌다’, 6.7%가 ‘조금 흥미가 떨어졌다’고 응답

하였다. 음악 감정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악 듣기는 40.0%가 

‘매우 흥미로워졌다’, 20.0%가 ‘흥미로워졌다’, 33.3%가 ‘변함이 

없다’, 6.7%가 ‘매우 흥미가 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MRP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음악 듣기는 46.7%가 ‘매우 흥미로

워졌다’, 33.3%가 ‘조금 흥미로워졌다’, 20.0%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MRP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 ‘다양한 악기 소

리를 접할 수 있었고, 악기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고 6명이, ‘멜로디 훈련으로 새로운 곡을 알 수 있어 좋

았다’라고 5명이,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고 체계적이어서 여

러 방법으로 소리 구분 연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2명이 응답하

였다.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싶다’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악기 소리인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1명이 응답

하였고 음악 듣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악기 소리를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2명이, 

‘모르는 노래의 멜로디는 듣는 데에 제한이 있었고, 멜로디를 기

억하기에 어려웠다’라고 2명이, ‘리듬 단서가 제거된 멜로디를 듣

는 것에는 실력 향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1명이 개선점을 제시하

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훈련 도구로 MRP를 개발

하고 이를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적용한 후 재활 훈련의 효과를 

적용 전후로 비교 분석하여 MRP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최종 구성된 MRP 프로그램을 요약하자면 피치 훈련에는 ‘피

치 변별 및 확인하기’, ‘피치의 순서 맞히기’와 ‘피치의 개수 맞히

기’, 멜로디 훈련에는 ‘멜로디 패턴 변별 및 확인하기’와 ‘노래의 

멜로디 확인하기’, 리듬 훈련에는 ‘노래의 박자 맞추기’와 ‘노래의 

리듬 모방하기’, 음색 훈련에는 ‘악기의 개수 맞히기’, ‘악기 배우

기’와 ‘음색 변별 및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음악 감정 훈련에는 

‘노래의 느낌 맞히기’와 ‘노래의 느낌 표현하기’가 포함되었다.

MRP 시행 후 음악 요소별 지각 능력 향상 정도를 음악지각검

사(AMP)로 검사한 결과, 훈련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악지각검사의 정답률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 < 0.001).

피치지각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훈련 후의 결과가 훈련 

전의 결과보다 22.7%의 높은 정답률을 보여 피치의 구분 능력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Chen et al., 2010; Di Nardo et al., 2015; Yucel et al., 

2009). 10명의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의 높낮이 

변별 훈련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훈련 전 검사에서 음의 높낮이 

차이를 평균 9반음까지 구분하였으나 훈련 후 검사에서는 평균 

2.3반음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피치 구분 능력이 향상하였

다(Di Nardo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음악적 

수행에 기여하는 구체적 신경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지만, 연구자들은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훈련이 중추 청각 

시스템의 음계 체계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Di 

Nardo et al., 2015; Jiam & Limb, 2020). 또한 피치지각 능력

의 향상은 인공와우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신호와 음의 높낮

이 구분 능력도 향상시켜, 이러한 경험 축적이 청각 시스템의 신

경 가소성을 활성화시키고 음악 감상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격이 좁아질수록 훈련을 

통한 향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피치지각검사에

서 2옥타브인 24반음 이상 간격에 해당할 경우나 4나 7반음 차

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3반음 차이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공와우의 어음처리기는 중심 주파수가 고

Table 4. The percentages of interest in Likert scale in MRP 
effectiveness questionnaire

Kinds of training
Answer (%)

1 2 3 4 5

Pitch training 33.3 60.0† 6.7 0.0 0.0

Melody training 40.0† 33.3 26.7 0.0 0.0

Rhythm training 40.0 53.3† 6.7 0.0 0.0

Timbre training 60.0† 33.3 0.0 6.7 0.0

Musical emotion training 40.0† 20.0 33.3 0.0 6.7

MRP 46.7† 33.3 20.0 0.0 0.0

Answer: 1, music listening has changed to be very interesting; 2, it 
has changed to be interesting; 3, there was no change; 4, it has not as 
interesting as before; 5, it is not interesting. †The most frequent answer. 
MRP: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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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넓은 대역 통과 필터를 가지고 주파수를 분석하기 때문에

(Gfeller et al., 2015; Looi et al., 2012) 음의 높낮이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공와우의 인접한 전극이 동시에 자극될 때 와우 전극 내 

전기장이 중첩(overlapping)되어 주파수 정보를 왜곡하고 명료

도를 떨어뜨려 두 음의 간격이 좁아질 때 주파수 분석이 어려워

지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Jin, 2006).

멜로디지각검사의 훈련 전 정답률은 29%로 다른 하위검사의 

결과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훈련 후에도 36%로 7%의 

미미한 폭을 보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Gfeller et al.(2000)은 피아노 소리

를 이용하여 연주된 단선율의 멜로디로 훈련하였을 때 10.9%의 

미미한 상승폭을 보고하였다. 멜로디지각 훈련의 효과가 적은 다

른 이유로 친숙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새로운 

피치와 리듬 구성을 갖는 멜로디를 학습하기에는 인공와우 신호

처리 전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Gfell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한 곡을 가지고 두 개의 회기에 걸쳐 멜로

디 훈련을 실시하였고, 리듬 훈련에서도 동일한 곡들을 사용해 

친숙하지 않은 멜로디를 익힐 수 있도록 반복 제시하였다. 그러

나 멜로디지각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

전히 친숙하지 않은 곡은 반복으로도 멜로디 학습이 어려운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최종 효과를 질문

하였을 때 훈련의 난이도와 별개로 인공와우 착용자가 새로운 

멜로디를 익히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적극적으로 음악 듣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속적인 듣기 

경험과 훈련은 멜로디의 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리듬 훈련 전과 후 검사 결과 95%와 98%의 정답률을 보여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는 이미 훈련 전 정답률이 95%로 높

은 수행력을 보였기 때문에 천장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하

여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동일한 검사를 15명의 정

상 성인에게 실시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정답률이 99.3%로 비

슷한 수행력을 보였다(Shin et al., 2021). 본 연구는 인공와우 

착용자의 리듬지각 능력이 정상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

이지만, 복잡한 리듬지각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 연

구 결과(Hidalgo et al., 2021; Jiam & Limb, 2020)를 반영하

여 심화된 리듬 과제로 리듬 훈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그러

나 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리듬지각검사는 단순한 

리듬 패턴의 변별 능력을 확인한 검사로 심화된 리듬지각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복잡한 

리듬 신호를 변별 및 확인하는 능력이나 실제 음악 속의 리듬 정

보를 분석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여 훈련의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악기 소리 훈련에서 음악지각 능력이 향

상되었듯이(Driscoll, 2012; Gfeller et al., 2002; Petersen et 

al., 2012), 본 연구의 악기 소리 훈련 전과 후의 검사 결과도 국

악기와 서양악기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인공와우 시스템이 악기의 고유한 소리 특성을 구분하는 능

력을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주파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Petersen et al., 2012). 더욱이 악기 소

리의 형성 원리와 소리의 특성을 연관짓는 훈련이 음색지각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Gfeller et al., 2002)에 따라

서 본 연구는 악기의 형태, 소리가 생성되는 원리, 소리 특성 정

보 등을 제공하고 시각 자료도 제공하여 악기 소리에 대한 단서

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악기에 대해 배우

고 소리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6명이 응답하는 결과를 얻

었다. 그러나 음색의 학습 능력은 악기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악기의 음향학적 특성보다 음색의 특성과 더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악기는 

대금, 향피리, 해금, 클라리넷, 플룻, 실로폰, 기타로 음색이 독특

한 악기들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의미한 향상

을 보이지 않은 악기는 가야금, 트롬본, 호른, 바이올린, 첼로, 피

아노였는데 트롬본과 호른, 바이올린과 첼로는 같은 악기군에 

속하고, 서로 비슷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로 구별이 어려웠기 때

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음악 감정반응검사에서 훈련 전후의 정답률은 85.8%와 

88.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훈련 전 85.8%

의 높은 정답률이 향상의 정도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훈련에 사용된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

을 훈련 후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

을 때 음악에서 주는 느낌을 ‘경쾌하고 리듬이 빨라 신이 나는 느

낌이다’, ‘차분하고 잔잔하다’, ‘긴장감이 느껴지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화나고 무서운 느낌이다’, ‘애절하고 슬픈 느낌이다’ 등의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MRP는 음악 감상 및 표현의 활동

으로 음악에 실린 감정을 이해하고 좀 더 깊게 느끼도록 유도하

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음악의 감정적 의미

는 그 문화만의 장단과 조성 체계가 반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학

습되는 것인데(Choi, 2012; Darrow, 2006),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전통 음악인 국악 16곡을 포함하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점

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음지각검사 결과를 훈련 전과 후로 비교하였을 때 55.9%

에서 71.1%로 15.2% 정답률이 상승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경험이 화음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Bidelman & 

Grall, 2014). 화음과 불협화음은 해당 음에 대해 유쾌하거나 불

괘한 주관적 느낌과 연결되는 음악적 요소인데(Brattic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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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Zentner & Kagan, 1998),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상 청

력 그룹은 불협화음 정도가 커질수록 불쾌 점수가 크다고 표현

한 반면, 청각장애 그룹은 화음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음들이 

유쾌하다고 표현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화성음의 조화를 

정확히 지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ldwell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2개월 동안 주 2회 음악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훈련 후 전체 AMP의 정답률이 훈련 전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져 

음악지각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 훈련의 

기간과 횟수는 음악 훈련의 효과와 연관이 있는 요소여서 좀 더 

나은 음악 훈련의 효과를 위해 오랜 기간 다수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Chen et al., 2010; Gfeller, 2016; Shukor et 

al., 202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2개월 이상 음악 훈련을 실

시하고 음악 재활이 뇌발달과 음악 감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mismatch negativity와 태도 조사 내용 등으로 분석하여 음악 

훈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 음악 훈련 프로그램, 인공와우 착용자, 음악 요소, 

음악 듣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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