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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T has been known to be an important feature in temporal processing of auditory stimuli. The basic properties of GDT were re-
latively well known in response to pure tones and banded noises. There, however, have been few data as to how musical stimuli co-
uld affect GDTs. In this experiment, effects of musical stimuli on within-channel GDT were examined in normal adults. Three piano 
notes, such as C4, F4#, and C5, were digitally sampled and synthesized. Tested group consisted of young adults of 10 males and 10 
females with mean ages of 23.9 for male and 21 for female. Stimuli were delivered at the level of 60 dB HL in monotic condition 
(modified Two Alternative Forced Choice, 2AFC). The results were as follows：1) In within-channel gap detection, thresholds 
were elevated as tonal pitches of the musical notes were increased (p<0.01). This trend was similar to those from pure tone data. 2)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is experiment as to GDT dependency on right/left ears, gender differences, and 
musical education periods (p>0.01). In summary, the results from within-channel conditions were consistent with those from the pr-
evious studies with sinusoidal stimuli. The data with musical stimuli may be used to evaluate the ability of musical signal proc-
essing in subjects with normal and impaired hearing and can be helpful in measuring the outcomes of auditory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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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시간축 상에서 수행되는 청각정보처리(temporal proces-
sing)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소리가 갖는 특이한 패턴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5)11) 이러한 시간적 정보처리는 언

어나 비언어적인 처리 모든 경우에서 중요시 되는 요소이

다. 관련된 예로 음악적 요소의 인지, 리듬, 자극의 주기성, 피

치 인식, 음길이 변별 및 음소변별 등 여러 가지 청각기능

이 있다.6) 

이러한 시간적 청각정보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척도

가 있는데, 그 중에서 gap detection threshold (GDT)는 

temporal resolution을 측정하는 유용하고 간결한 심리음

향학적 방법이다.8)9) 이 GDT는 두 음향학적 자극 사이의 

시간적 gap을 분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역치)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9) 일반적으로 이 GDT 평가

법은 피검자에게 소리를 two alternative forced choice 방식

(2AFC)으로 제시하고 그 역치를 구하게 된다. 한번에 제

시되는 자극은 선행자극, gap, 후행자극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이때 선행과 후행자극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자극이 같은 순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within chan-
nel GDT 평가라고 하고, 다른 순음 자극으로 이루어진 경

우를 cross channel GDT 평가법이라고 한다.10)  

이러한 GDT에 관한 자료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GDT가 선행과 

후행자극의 주파수 차이가 클수록 점차로 증가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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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2)3)4)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고주파수 영역의 

순음자극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것이 실제적으로 비언어

나 언어적 자극에서 중요시 되는 음악자극이나 저주파수 자

극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실험된 자료가 부

족한 실정이다. 특히, 음악적 자극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 유발 될 것인지에 관련된 자료나 내용이 매우 부족

하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인공와우 대상자의 음악적 신호

처리기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료를 더욱 필요로 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주파수 피치를 갖는 음악적 자 

극이 within-channel GDT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험하

고, 기존의 순음자극에 의한 GDT 자료와 비교하고자 하였

다. 추가하여 남녀 성별, 전문적 음악교육의 영향 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METHODS AND MATERIALS 
 

본 실험연구의 대상은 성인 남녀 각각 10명씩으로 하였

다. 참가자의 나이 분포는 20세에서 25세였으며, 남자는 평

균 23.9세, 여자는 평균 21세로 이루어진 대상이었다. 평

가에 참가한 피검자 모두 이과적으로 정상적 상태였으며, 개

인의 청력역치는 250 Hz에서 8,000 Hz사이에서 5 dB 이

내의 범위에 있었다. 좌우 양쪽 귀에서 모두 A type의 tym-
panogram 자료를 보여 주었고, 대상자 모두 단음절 어음

재인도는 95% 이상의 성적을 보였다.  

추후 분석 시에 이 동일한 그룹은 남녀별로 구별되어 

분석되었고, 또한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서 

두 개의 소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

은 그룹(musically educated subject, MES)이 7명이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이 없었던 일반 그룹(non-MES)이 13

명이었다. 음악교육을 받은 그룹은 적어도 6년 이상의 해

당 전문교육을 받았고, 그 내용은 <Table 1>과 같았다.  

음악적 자극은 세 개의 전산 샘플과정으로 합성된 피아노 

음정, C4, F4#, C5가 선택이 되었다. 각 음악적 자극은 500 

msec의 지속시간을 유지하였고, gap을 포함한 자극 set 

은 4초간 유지 되었다(Fig. 1). 

이때 선정된 C4, F4#, C5 음정들의 개별 해당 pitch 주

파수는 다음과 같다(Table 2). 

실험과정은 대상자들에게 순음검사, 중이검사 후에 mono-
tic 조건에서 GDT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within-channel GDT 평가는 방음실에서 GSI-61청력검

사기를 통해서 headphone으로 수행되었으며, 세 가지 조건

에서 시행되었다(C4-C4, F4#-F4#, C5-C5). 좌우 양

쪽 귀에서 수정된 two alternative forced choice (2AFC) 

방식으로(three-down/one-up)자극이 제시되었다. 즉, 피

검자들에게 gap이 없는 자극과 gap이 있는 자극을 비교하여 

gap을 선택하도록 하였다(modified two alternative forced 

choice). 본 실험에서 자극의 시작 gap 간격은 2 msec 이

었고, 자극음은 60 dB HL의 고정레벨에서 제시되었다.  

자료분석은 세 음정에 대한 within-channel GDT의 효

과, 성별차이나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차이 등이 ANOVA와 

t-test (SPSS 15.0 프로그램)로 평가되었다.  

 

 RESULTS 
 

전부 20명의 남녀 대상자에게서 C4, C4#, C5 음정의 피

아노 톤을 이용한 within channel GDT 자료가 기록되었다. 

이 within-channel set (C4-C4, F4#-F4#, C5-C5)에 

Table 1. The musical education periods and the corresponding
instruments of musically educated subjects 

대상자 기  간 내  용 

S1 06년 이상 피아노 
S2 08년 이상 피아노 
S3 06년 이상 피아노 
S4 10년 이상 바이올린/피아노 
S5 06년 이상 피아노 
S6 08년 이상 피아노 
S7 15년 이상 바이올린 

 

Table 2. Pitch frequencies of the musical tones of C4, F4# and C5

Tones Pitch frequency 

C4 261.626 Hz 
F4# 369.994 Hz 
C5 523.251 Hz 

Musical Tone 
GAP 

Fig. 1. Musical signals with a gap in within-channel gap detec-
tion. 

Musical Tone

Fig. 2. Mean gap detection thresholds in both ears under within-
channel monotic condition (R：right ear, L：left ear),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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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gap detection thresholds가 20명의 대상자(남 10, 

여 10)에서 <Fig. 2>와 같이 평가되었다. 

이들 세 개 그룹(C4-C4, F4#-F4#, C5-C5)간의 평균

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음악자극의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GDT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경우에서 좌우측 귀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1). 

이 20명 대상자에 대하여 남녀 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분석해본 결과 within-channel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GDT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1).  

실험방법에 소개된 전문적인 음악교육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른 GDT 차이도 이번 within-channel GDT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1). 

 

DISCUSSIONS  
 

이번 실험 연구의 주목적은 음악적 자극이 정상성인의 

within-channel GD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살펴보

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성별의 차이와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차이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 높은 음악적 피치는 높은 within-chan-
nel GDT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된 음악

적 피치가 상대적으로 저주파수이지만, 기존에 시행된 고주

파수 순음자극에 대한 within-channel GDT경향과 일치

하는 것이었다.1)5) 이러한 점에서 within-channel GDT는 

음악적 자극의 경우에 해당 피치와 동일한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은 기존의 고주파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 음악적 자극에

서 피치의 배음이 고주파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치를 포함

한 전체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영향이 

강하게 미쳐서 고주파수 순음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결과를 추후에 동일한 피치에 해당

되는 저 주파수 순음에 대한 within-channel GDT 자료와 

비교해보면 보다 확실한 경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실험에서는 성별차이는 within-channel GDT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1). 그

러나 기존에 알려진 연령별로 성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점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추후 노인층의 자료를 포

함한 추가 실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전문적 음악적 

교육기간의 존재도 현재의 자료에서 within-channel GDT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1). 청각기능의 상하단계

로 비교하여 볼 때 이런 정도의 청각기능에서는 해당 음악

적 훈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

으로 추정된다. 

SUMMARY AND CONCLUSIONS 
 

현재까지 temporal processing과 관련하여 일반 순음

이나 대역잡음에 대한 gap detection 자료는 비교적 다수

가 존재하나 음악 자극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의 within-channel gap detec-
tion threshold(GDT)에 음악적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음악 자극은 도(C4), 파

#(F4#), 도(C5) 음정으로, 세 피아노 음을 전산 샘플링하

여 합성하였다. 이 개별음 들을 선행 음(leading tone)과 후

행음(trailing tone)으로 하여 within channel gap detec-
tion threshold를 정상인 그룹에서 분석하였다. 실험대상자

는 20대 건청성인 남성 10명과 성인 여성 1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남 23.9세, 여성 21세). 제시음의 강도는 60 

dB HL이었으며, 오른쪽과 왼쪽을 분리하여 실시되었다(mo-
notic condition). 

본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 자극(musical note)간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같

은 within-channel gap detection threshold 분석에서는 

음악적 자극음의 pitch가 증가 할수록 GDT가 증가하였다

(p<0.01). 이 경향은 기존의 고주파수 순음 주파수 자극을 

사용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2) 본 실험에서는 음악적 자극을 사용한 within-chan-
nel GDT에서 좌/우측 귀나 남/여 성별간의 차이, 상대적 

전문음악교육기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1).   

결론적으로 within channel GDT 자료는 기존의 일반 

고주파수 순음의 within-channel GDT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음악적 자극에서 피치음에 대한 배음이 원인

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성별이나 음악적 교육의 효과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within-channel GDT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보다 상위 청각기능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나타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 이러한 결과는 temporal proc-
essing에서 음악적 자극을 독특하게 처리하는 심리음향적 

모드의 존재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상인과 청각장애

인의 음악적 자극에 대한 청각 정보 처리능력 분석과 청각

기능재활에 주요하게 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음악자극·Within-channel GDT·피치·시

간적 청각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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