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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MRP) promotes auditory, language, cognitive, and motor 
development of the brain. The significance of MRP was studied through mismatch negativity (MMN) 
and Music Listening Attitude and Satisfaction Questionnaire for hearing loss (MASQ_H). Methods: 
Fifteen adult cochlear implant (CI) users (34.5 years; standard deviation, ± 11.6) participated. MMN 
was tested before and after MRP training at the stimulus intensity level of 70 and 100 dB hearing 
loss (HL). In addition, MASQ_H was utilized. Results: For the pre- and post-tests of MMN, the average 
amplitudes of the waveforms were -2.48 ± 1.95 µV and -6.11 ± 4.21 µV and the areas were 208.16 
± 211.59 µV·ms and 527.87 ± 360.42 µV·ms with the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stimulus 
level was presented at 70 dB HL. For MASQ_H, 90.9%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felt 
satisfied with listening to music using CI or hearing aid. When asked about the musical factors that 
were improved in the music listening, the ‘pitch perception’ and ‘timbre perception’ were responded 
showing increased satisfaction rate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MRP improved language 
processing by facilitating auditory processing, cognitive ability, and neural plasticity of the central 
auditory system through the increased amplitude and area of MMN after MRP application. 
Furthermore, providing a systematic music training such as MRP could change the music listening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the CI users’.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music rehabilitation is 
strongly suggested.

Key Words: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Cochlear implant user, Mismatch negativity, Music 
listening attitude, Music listening attitude and satisfaction questionnaire.

INTRODUCTION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창구로 이를 감상하며 즐기는 행

위는 하나의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서적 안

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 또한 음악 청

취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청력손실이 실질적인 음악지각 능력

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meier et al., 2011; 

Nimmons et al., 2008).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음악지각 능력

은 피치, 멜로디, 음색과 같은 기본 요소의 지각 능력뿐 아니라 

여러 음악적 요소가 복합된 형태의 지각 능력에도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Jiam & Limb, 2020; Looi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청각장애인의 음악지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자 시행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음악 훈련을 개발하였고, 그 결

과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Chen et al., 2010; Galvin et 

al., 2007; Petersen et al., 2012; Putkinen et al., 2014) 음

악 훈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음악 경험은 음악지각 영역 외에

도 청각, 인지, 운동 영역 등 두뇌 전체에 걸쳐 다른 영역들을 활

성화시키므로(Black, 1997; Kim, 2000) 음악 훈련은 청각적, 

언어적, 인지적, 운동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널

리 사용될 수 있다.

음악가와 보통 사람의 뇌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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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연구에서는 음악가는 보통 사람보다 소리를 처리하는 좌반

구의 측두 평면(planum temporale)이 더 크고, 일차 청각 피질

인 Heschl’s gyrus 영역과 좌·우반구를 연결하는 신경조직인 뇌

량(corpus callosum)의 회백질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Jäncke, 2009; Schlaug et al., 1995). 또한 음악가는 새로운 

규칙을 갖는 청각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를 이차 청각 피질

에서 처리하는 신경 인코딩(encoding)의 속도가 비음악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어(Herholz et al., 2011) 음악이 뇌의 청

각 영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복잡한 음악을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언어처리 영역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Vuust & 

Roepstorff, 2008), 음악 훈련이 음악의 피치, 멜로디, 음색 정

보를 지각하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언어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Choi et al., 2017; Yucel et al., 2009). 

또한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리듬, 멜로디, 박자, 악기 

연주 및 노래 가사 익히기 활동을 포함한 음악청능 훈련을 10주

간 실시하였을 때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점수

의 향상을 보였다(Choi et al., 2017). 더욱이 음악 훈련은 말소

리의 분절적 요소 외에 운율과 같이 비구어적 언어로 의미가 전

달되는 초분절적 요소를 지각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멜로디 선율의 변화를 지각하는 수준이 말소리 운율

의 변화를 지각하는 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Kim 

et al., 2017), 특정 음악 훈련은 음량, 속도 및 음고 차이로 조절

되는 말소리의 운율적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Petersen et al., 2012). Besson et al.(2007)은 피치와 멜로디 

훈련을 실시한 정상 그룹이 연극 레슨을 받은 그룹보다 말소리의 

운율적 신호를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피치와 

멜로디 훈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사건을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다음 사건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음악 듣기에서는 멜로디

를 외우는 능력 또는 화음의 진행을 따라가며 듣는 능력으로 나

타나는데 음악가는 이러한 작업기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esnot Lerousseau et al., 2020). 그러나 인공

와우 착용 아동들은 구어와 비구어 작업기억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uBuchon et al., 2015). 다행히 음악 

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청각적 작업기억 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Torppa et al., 2014) 연구 결과로 음악 훈련은 청각장애로 손

상된 작업기억 능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노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이나 악기를 연주하

는 음악 훈련은 운동 기능과 결합된 활동이므로 운동 신경망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Baumann et al., 2007; Chen et al., 

2008), 15개월 동안 악기 연주 훈련을 받은 6세 아동들은 비훈

련 아동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연주법의 습득뿐만 아니라 연주

와 관여된 뇌 영역, 운동피질, 청각피질 및 교량에도 구조적인 변

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Jäncke, 2009). 

이렇게 음악 훈련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발달시키며 특히 

청력손실 후 활성화되어야 할 청각신경계의 가소성을 효율적으

로 촉진한다. 음전위부정합(mismatch negativity, MMN) 반

응은 자주 제시되는 기본음에 무작위로 제시되는 변이음의 차

이를 전주의적 단계에서 변별 및 인지하는 능력을 전기생리학

적으로 보여주는데, 학습, 훈련, 경험 등의 효과를 확인하는 객

관적 지표로 훈련으로 발생하는 뇌가소성의 촉진 정도를 분석

할 수 있는 검사이다(Hall, 2007). 정상 청력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훈련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MMN 반

응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음악 훈련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

은 그룹보다 피치, 리듬, 음색의 변이음에 대하여 더 큰 MMN 진

폭을 보여 음악 훈련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

다(Putkine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와우 착용자

를 대상으로 Shin et al.(2022)이 개발한 음악 재활 프로그램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MRP) 전후에 MMN 검사를 

실시하여 음악 훈련이 청각적 처리와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 평가로 음악 감

상 태도 및 만족도 설문지와 MRP 효과 평가지를 이용하여 음악 

훈련을 통한 음악 청취 태도 및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분석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훈

련이 뇌 발달 음악 감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음악 훈련을 재활에 접목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입증하

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공와우 착용 성인 15명(남성 5명,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5 ± 11.6세였

고, 인공와우 이식 귀는 우측 귀 10명, 좌측 귀 7명으로 이 중 

인공와우 양이 착용자는 2명, bimodal (cochlear implant 

[CI]+hearing aid [HA]) 착용자는 8명이었다(Table 1). 보장구 

착용 후 순음 평균 역치는 우측 귀는 41.8 ± 18.8 dB hearing 

loss (HL), 좌측 귀는 44.4 ± 16.7 dB HL였다. 순음 평균 역

치 기준으로 30~40 dB SL의 강도에서 어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를 측정한 결과 우측 귀는 50.5 ±10.1 

dB HL, 좌측 귀는 62.0 ± 7.1 dB HL였다. 대상자에게 가장 편

안하게 들리는 강도에서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를 측정한 결과 우측 귀는 70.9% ± 25.1%, 좌측 귀는 67.7% 

± 20.3%, 양측 귀는 75.6% ± 18.7%였다. 참가 대상자는 이전

에 음악 훈련을 받거나 음악 관련 학습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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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IRB 승인번호: 

HIRB-2021-005).

음악 재활 프로그램(MRP)의 진행

MRP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음악 정서

가 고려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음악 재활 프로

그램으로 ‘아리랑’, ‘푸른 하늘 은하수’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멜

로디와 가야금, 아쟁 등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악기를 포함한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피치, 멜로디, 리듬, 음색, 음악 감정 훈

련으로 음악의 기본 구성 요소별 훈련으로 나누어 총 16회기의 

훈련으로 분석적 접근법, 종합적 접근법이 적용된 활동들로 구

성되었다(Shin et al., 2022).

MRP는 2개월 동안 주 2회기씩 진행되었고, 자기주도 재택 훈

련(self-directed home training)으로 연구원이 제공하는 각 

회기의 활동 자료를 대상자가 가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활동 자료는 온라인 파일로 제공하였으며 파일에는 

활동의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글과 시각 자료, 활동음을 자

유롭게 듣고 연습할 수 있는 음원, 활동 과제가 포함되었다. 활

동 과제는 답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대

상자가 답안을 표시한 후 대상자에게 답지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자가 채점 및 오답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법

음악 훈련 전과 후에 음악지각 능력의 객관적 평가 도구로 

MMN 반응검사와 주관적 평가로 Music Listening Attitude 

and Satisfaction Questionnaire for hearing loss (MASQ_

H) (Shin et al., 2021)를 실시하였다. 

MMN 반응검사는 Bio-Logic Navigator Pro (ver 7.2.1; 

Natus Medical Incorporated, Mundelein, IL, USA)와 헤드

폰(TDH-39; Telephonics Corporation, Farmingdale, NY, 

USA)을 사용하였다. 활성 전극을 Cz에, 기준 전극을 Fpz에, 접

지 전극을 Fz에 부착하였다. 기본음(frequent stimulus) 750과 

2,000 Hz의 tone burst를 변이음(infrequent stimulus)으로 

사용하여 제시 속도는 1.1/second, 80%와 20%의 비율로 무작

위하게 총 50번 제시하였다. 두 가지 강도 조건에서 측정하였는

데, CI 착용 시 70 dB, CI 미착용 시 100 dB이었다. 검사 시 대

상자가 자극음에 집중하지 않도록 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구구

단을 외우게 하였다. 수집된 반응은 1~30 Hz 대역통과 필터로 

통과시켰고 90 µV를 넘은 반응은 눈의 움직임과 근육 움직임 등

으로 인한 잡파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반응 기록시간은 자극 

전 100 ms와 자극 후 319.8 ms로 자극 전 얻은 반응을 기초선

(baseline)으로 하여 자극 후 반응을 확인하였다.

MASQ_H는 총 26개 문항이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는

데, 첫 번째는 청력손실과 보장구의 기본 정보 및 보장구 착용 후 

각 음악 구성 요소에 따른 음악 감상 만족도를 묻는 10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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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emale, CI: cochlear implant, M: male, HA: hearing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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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음악 감상을 하는 빈도와 양상을 묻

는 8개의 문항, 세 번째는 음악의 장르와 감상 환경에 따른 음악 

감상의 만족도를 묻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 문

항은 5개 척도(scale), 빈도 문항은 2개 척도의 객관식과 주관식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Shin et al., 2021).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version 25;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음악 훈련 전과 후의 MMN 

반응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matched pair  

t 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에서 검정하

였다.

RESULTS

MRP 전과 후의 음전위부정합(MMN) 반응 비교

자극음의 강도가 70 dB HL인 경우, 훈련 전과 후의 MMN 반응 

영역은 208.16 ± 211.59 µV·ms와 527.87 ± 360.42 µV·ms였고, 

정점의 잠복기는 200.20 ± 33.03 ms와 242.60 ± 31.60 ms였

고, 진폭은 -2.48 ± 1.95 µV와 -6.11 ± 4.21 µV였다. 자극음의 

강도가 100 dB HL인 경우, 훈련 전과 후 MMN 반응의 영역은 

248.51 ± 355.87 µV·ms와 248.69 ± 275.57 µV·ms였고, 정점

의 잠복기는 209.67 ± 32.54 ms와 202.70 ± 49.99 ms였고, 진

폭은 -2.93 ± 3.46 µV와 -3.58 ± 2.87 µV였다. 훈련 전후 차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자극음의 강도가 70 dB HL

일 때 파형의 진폭과 면적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6] = 

3.097, p < 0.01; t[16] = -3.028, p < 0.01; Table 2, Figure 1). 

음악 감상 태도 및 만족도 설문지(MASQ) 결과

음악 감상 태도와 만족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훈

련 전후에 MASQ_H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섹션에서 훈련 전

후의 보장구를 통한 평상시 소리 듣기 만족도는 ‘매우 만족’은 

18.2%에서 36.4%로 18.2%가 증가하였고, ‘만족’은 81.8%에서 

45.5%로 36.2%가 감소하였고, ‘보통’은 0%에서 18.2%로 18.2%

가 증가하였다. 보장구를 통한 음악 감상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은 27.3%, ‘만족’은 63.6%, ‘보통’은 9.1%로 동일하였다. 보장구

를 착용하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한 경험은 ‘있다’가 45.5%, ‘없다’

가 54.5%로 훈련 전후에 동일하였고, 이 중 ‘있다’라고 응답한 경

우는 보장구를 착용하였을 때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음악 

감상이 더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음악 감상을 할 때 가장 어려

운 음악 듣기의 요소를 훈련 전후로 비교하였을 때, ‘음의 높낮

이 인지’가 훈련 전후 27.3%에서 18.2%로 9.1% 감소하였고, ‘노

래가사 이해력’이 36.4%에서 18.2%로 18.2% 감소하였으나, ‘멜

Figure 1. The average waveform of mismatch negativity (MMN) 
for pre- and post- music rehabilitation program (MRP) training.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results of the pre-MRP and the solid 
lines indicate the results of the post-MRP. The upper and lower 
graphs indicate the results of 70 and 100 dB H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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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of onset, peak, offset latency (msec), 
amplitude (µV), and area (µV·ms) of MMN response between pre- 
and post-tests according to the intensity level

Intensity Pre-test Post-test p-value

70 dB HL

Latency

Onset 158.52 ± 35.82 155.53 ± 29.70 0.802

Peak 200.20 ± 33.03 199.51 ± 31.60 0.954

Offset 243.92 ± 32.06 242.60 ± 41.02 0.918

Amplitude - 2.48 ± 1.95 - 6.11 ± 4.21 0.007**

Area 208.16 ± 211.59 527.87 ± 360.42 0.008**

100 dB HL

Latency

Onset 173.71 ± 27.03 165.48 ± 48.65 0.553

Peak 209.67 ± 32.54 202.70 ± 49.99 0.621

Offset 250.10 ± 27.59 231.40 ± 62.03 0.220

Amplitude - 2.93 ± 3.46 - 3.58 ± 2.87 0.617

Area 248.51 ± 355.87 248.69 ± 275.57 0.8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MN: mismatch 
negativity, HL: hearing los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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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 인지’는 18.2%에서 36.4%로 18.2% 증가하였고, ‘음색 인

지’도 18.2%에서 27.3%로 9.1% 증가하였다. 음악 감상에서 가장 

좋아진 음악 듣기의 요소는 ‘음의 높낮이 인지’로 훈련 전과 후의 

차이가 27.3%로 매우 향상되었고, ‘음색 인지’가 9.1%로 조금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감상에서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음

악 듣기의 요소는 ‘음의 높낮이’와 ‘멜로디’로 훈련 전과 후의 차

이가 9.1% 증가하였고, ‘음색’이 9.1% 감소하였고, ‘노래가사 이

해력’이 9.1% 감소하였다. 

두 번째 섹션인 일상생활에서 음악 감상을 하는 빈도와 양상

을 훈련 전후로 비교하였을 때, 모든 대상자들은 훈련과 상관없

이 음악 감상을 자주한다고 응답하였다. 훈련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음악 감상을 하는 평균 횟수는 일주일에 5.26일에서 6일로 증

가하였으나, 하루 평균 시간은 2.73시간에서 2.56시간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음악을 주로 듣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27.2% 증가

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중’이 9.1%가 증가하였고, ‘가벼운 가사 

일을 하는 중’이 9.1%가 증가하였고, ‘운동시간 중’이 9.1%가 증

가하여 음악을 듣는 환경이 활동 중에 증가되었다. 그러나 ‘수면 

전후’는 9.1%가 감소하였고, ‘집중하는 시간 중’은 9.1%가 감소

하였고, ‘항상’은 18.2%로 감소하였고, ‘근무 중’은 변화가 없었

다. 훈련 전후의 주로 감상하는 음악의 장르는 ‘발라드’가 9.1% 

감소하였으나, ‘락’은 18.2%가 증가하였고, ‘트로트’, ‘재즈’, ‘클

래식’, ‘국악’은 9.1% 증가하였고, ‘댄스’와 ‘힙합&랩’은 변화가 없

어서 감상하는 음악 장르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훈련 전과 후 선

호하는 노래 소리는 ‘여성 노래 소리’가 45.5%, ‘남성 노래 소리’

가 54.5%로 동일하였다. 노래하는 목소리 수에 대한 선호도도 

‘독창’이 81.8%, ‘2~3인’이 9.1%, ‘3~5인’이 9.1%로 훈련 전후의 

결과가 동일하였다. 훈련 전후에 좋아하는 악기 소리를 주관식

으로 자유롭게 적었을 때 ‘기타’와 ‘바이올린’이 18.2%가 증가하

였고, ‘베이스 드럼’이 9.1%가 증가하였으나, ‘피아노’는 9.1%가 

감소하였고, ‘비올라’와 ‘클라리넷’도 9.1% 감소하였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음악의 장르와 감상 환경에 따른 음악 감

상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훈련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연

주해본 적이 있거나 친숙한 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들을 때의 감

상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9.1%가 감소하였으나, ‘만족’은 18.1%

가 증가하였고, ‘보통’은 9.1% 증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

하였다. 일상에서 자주 접했거나 친숙한 음악 감상 만족도는 ‘매

우 만족’이 9.1%가 증가하였고, ‘만족’은 9.1%가 감소하였다. 연

주해본 적이 없거나 생소한 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들을 때의 감

상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9.1% 감소하였고, ‘만족’은 9.1% 증가

하였고, ‘보통’은 변화가 없었다.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거나 낯

선 음악을 들을 때의 감상 만족도는 ‘매우 만족’은 9.1%가 감소

하였고, ‘만족’은 9.1%가 증가하였고, ‘보통’은 18.1%가 감소하였

고, ‘불만족’은 18.2%가 증가하였다. 훈련 전과 후의 음악을 들

을 때 선호하는 악기의 수는 ‘1개의 악기’가 27.3%, ‘2~3개의 악

기’는 45.5%, ‘3~5개의 악기’는 27.3%로 동일하였다. 조용한 상

황에서 음악 듣기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은 훈련 전후에 9.1%가 

증가하였고, ‘만족’은 9.1%가 감소하였다. 배경 소음이 있는 상황

에서 음악 듣기의 만족도는 훈련 후 만족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만족’은 훈련 전후에 18.2%가 증가하였고, ‘보통’은 36.3%가 증

가하였고, ‘불만족’은 18.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라이브로 연

주된 음악 듣기의 만족도는 훈련 전과 후에 변화가 없었다. 전자

기기 또는 핸드폰을 통해 녹음된 음악의 듣기 만족도도 ‘매우 만

족’은 9.1%가 증가하였고, ‘만족’은 9.1%가 증가하였고, ‘보통’은 

18.2%가 감소하여 훈련 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음

악 감상을 자주할 계획은 대상자 모두가 ‘있다’라고 동일하게 응

답하여 음악 감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인공와우 착용자 대상으로 2개월 동안 MRP를 시

행한 뒤 객관적 평가인 MMN 반응검사의 훈련 전후 결과 비교

를 통해 음악지각 능력의 향상을 전기신경학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평가인 MASQ_H 설문지를 통해 음악 감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음악 재활이 뇌 발달과 음악 감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음악 훈련 전후 결과 MMN 반응의 증가는 선행 연구에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음악 훈련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의 MMN 반응을 9세부터 13세까지 추적하여 확인한 종단적 연

구에서, 두 그룹이 11세일 때, 음악 훈련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

은 그룹보다 피치, 리듬, 음색의 변이음에 대한 MMN 반응이 유

의미하게 컸고, 13세일 때는 멜로디의 변이음에 대한 MMN 반

응도 증가하였다(Putkinen et al., 2014). 이러한 현상은 음악 

청취가 뇌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음악

이 여러 주파수 및 시간적 정보가 복합된 형태의 자극음으로 청

각 피질과 해당 피질 하 영역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며(Black, 

1997; Koelsch, 2014), 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청

각적 처리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Herholz et al., 2011). 또한 음악적 요소를 변별하고 지각하는 

훈련이 축적되어 중추 청각 시스템의 신경 가소성을 일으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Putkinen et al., 2014). 추후 더 많은 대상자로 

인공와우 착용귀에 따른 좌우 MMN 차이를 분석하면 MRP를 

통한 뇌 영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한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극음을 70 dB HL의 강도로 

제시하여 MMN 반응을 측정하였을 때, 진폭은 훈련 전과 후

는 -2.48 µV와 -6.11 µV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MMN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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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훈련 전과 후에 208.16 µV·ms와 527.87 µV·ms로 유의미

하게 넓어져서 MRP 재활이 청각적 정보에 대한 변별 능력의 정

도와 깊이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andmann et al., 

2010). 

따라서 훈련 후 MMN 파형의 진폭과 영역이 증가한 결과를 

통해 MRP가 청각적 처리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추 청각 

시스템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켜 언어 처리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잠복기는 두 자극음을 변별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나

타내고 감소된 잠복기는 청각 피질의 신경학적 반응시간이 짧아

진 것으로 청각적 변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Kärgel et al., 2014), 음악 훈련 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음악 훈련이 청각적 신호 처리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음의 

강도를 100 dB HL로 제시하여 MMN을 측정하였을 때 훈련 전

후 파형의 잠복기, 진폭 및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제

로 MMN의 진폭은 자극음의 강도가 클수록 증가하는데(Salo 

et al., 1999), 청력손실이 클 경우 자극음의 전달이 어려워져 

MMN 반응이 부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Ortmann et al., 

2017)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100 dB HL

의 자극음 강도는 기본음과 변이음 차이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MMN 반응은 기본음 750 Hz와 변이음 

2,000 Hz의 tone burst음을 사용하여 비교적 넓은 간격의 차

이를 감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MN 측정 시, 자극

음의 차이가 적을 수록 MMN의 진폭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Salo et al., 1999). Petersen et al.(2015)에 의하면 기본음과 

변이음의 음의 높낮이 차이를 2반음과 4반음으로 두었을 때, 두 

조건에서 모두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MMN 반응이 부재한 것으

로 확인하였고, 이는 행동적 검사에서도 해당 반음 차이에 대한 

낮은 변별력을 보여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 간의 일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MMN 측정 시 기본음과 변이음의 

주파수 간격을 좁은 간격부터 넓은 간격까지 다양하게 프로토콜

을 설정하여 음악 훈련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어느 정

도 청각장애인의 MMN 검사에 간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MASQ_H 설문지 결과, 평소에 듣는 일반적인 소리에 대한 듣

기 만족도는 훈련 전후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

에서 36.4%로 증가하였으나 음악 감상에 대한 만족도는 90.9%

로 동일하게 나타나서 훈련과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전 음악 감상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응답이 많았던 내용은 

노래가사 이해력이 36.4%, 음의 높낮이 인지가 27.3%였는데 훈

련 후에는 멜로디 인지가 36.4%, 음색 인지가 27.3%로 나타났

다. MRP 재활 후, 음악 감상에서 가장 좋아진 부분을 묻는 문항

에서 음의 높낮이 인지 36.4%, 노래가사 이해력 27.3% 순으로, 

훈련 후 음의 높낮이 인지와 특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노래가사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 전 인지하

지 못했던 멜로디와 음색 인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

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감상하는 음악 장르는 훈련 전후에 종류가 다양해졌는

데, 이는 음악을 즐기는 폭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인공와우 착용자는 주로 발라드 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인공와우 착용자가 느린 템포와 가수의 목소

리나 악기 종류가 단순한 노래를 선호하는 특성에 의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Kwon, 2019). 그러나 노래를 들을 때 선호

하는 목소리의 수는 독창을 선호한다고 81.8%가 응답한 반면

에 악기의 수는 1개의 악기가 27.3%, 2~3개가 45.5%, 3~5개

가 27.3%로 2~3개 악기 수의 연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인공와우 착용자는 1개의 악기보다 2~3개 악기가 

형성하는 화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

악 훈련은 노래하는 목소리의 수나 연주하는 악기의 수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훈련 전후 응답률이 변화가 없었다. 

모든 대상자들이 음악 감상을 자주할지에 대한 계획의 여부에 

대해서 훈련 전과 후 모두 ‘있다’라고 응답하여 인공와우 착용

자들은 음악 훈련과 상관없이 음악 듣기에 대한 높은 욕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음악 훈련을 실

시하여 청각 정보 처리와 인지 능력이 증가하고 음악을 감상하

는 태도와 만족도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후에는 다양

한 연령대의 청각장애인에게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Watanabe et al.(2007)에 따르면, 음악 훈련을 통한 뇌

의 발달은 어린 나이일수록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7세 이전에 

음악 훈련을 받은 그룹이 그 이후에 훈련을 받은 그룹이나 훈련

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시각운동성 시간적 동조화(visuomotor 

temporal synchrony)가 더 강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뿐만 아

니라 여러 선행 연구자들은 신생아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

는 리듬을 지각하는 능력으로 양육자의 리드미컬하고 반복된 리

듬 패턴의 말소리를 듣고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는 등 의사소통

적 음악성(communicative musicality)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Flohr & Trevarthen, 2008; Winkler et al., 2009). 게다

가 신생아도 성인처럼 노래를 듣고 특정한 피치, 리듬, 화음을 선

호한다고 보고하였는데(Flohr, 2005; Trainor & Zacharias, 

1998), 이 또한 영유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선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청각장애 영유아에게 조기 

음악 청능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청능 훈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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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음악 훈련은 노인에게도 효과적인 훈련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

는데 Herholz & Zatorre(2012)는 음악적 경험이 말소리를 신경

학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 청각 작업기억 용량, 소음 속 

듣기 능력의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다발성 경화증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래 멜로디를 입혀서 단어들을 

외웠을 때 단어들의 순서를 구어로 외웠을 때보다 더 잘 회상하

고 기억한다고 보고하여 신경학적 질병이 있는 노인에게 음악을 

활용한 훈련이 효과적인 기억법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는 음악이 학습 중에 전전두피질에서 더 강한 신경 동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Thaut et al., 2014). 이렇게 음

악 훈련은 노인의 말소리 인지 능력, 소음 속 듣기 능력, 청각 작

업기억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휼륭한 청능 훈련의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악 재활은 뇌의 청각적 정보 처리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며 음악 감상 태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생아부터 노인

까지 청각장애의 모든 연령대에서 청능 재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음악 재활 프로그램, 인공와우 착용자, 음전위부정

합, 음악 감상 태도, 음악 감상 태도 및 만족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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