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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troduce a learning system for the sight reading of simple drum sequences. Sight 
reading is a cognitive-motor skill that requires reading of music symbols and actions of multiple limbs 
for playing the music. The system provides knowledge of results (KR) pertaining to the learner's 
performance by color-coding music symbols, and guides the learner by indicating the corresponding 
action for a given music symbol using additional auditory or vibrotactile cu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KR and guidance cues, three learning methods were experimentally compared: KR only, KR with 
auditory cues, and KR with vibrotactile cues. The task was to play a random 16-note-long drum 
sequence displayed on a screen. Thirty university students learned the task using one of the learning 
methods in a between-subjects design. The experimental result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thods in terms of task accuracy and comple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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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개인의 여가 활동 시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여가 

활동과 관계된 운동기능(motor skill)의 수행과 학습을 보

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운동기능

의 습득을 보조 또는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방법론은 크게 시

범(demonstration)과 보강적 피드백(augmented feedback)
의 두 가지가 있다[1]. 시범은 예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목

표 운동기능을 이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고, 보강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현재 능력에 맞추어

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운동기능을 개선하고 학습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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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취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범은 새로운 운동기

능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이
에 반해 보강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목표 운동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여겨진다. 두 가지 운동기능 교육 방법이 서로 다른 

학습단계에서 영향을 발휘하므로, 따라서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효

과적으로 학습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은 매우 한정된 주의용량과 단기기억용량을 가지

고 있으므로[2], 운동기능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목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만을 간결하고 명확한 형

태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의 

단일감각(single-modal) 자극으로 이루어진 지시(cueing; 
운동 기능 학습 중 제공되는 간략한 형태의 시범) 또는 피

드백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보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으로 여겨지며, 응용에 따라 단일감각 피드백이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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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보다 효과적인 사례도 있다[3]. 한편, 복수의 운동

기능 교육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학습자의 한정된 

주의 및 감각기억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방법을 서로 

다른 감각 채널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감각 채널 중, 
시각은 운동 기능의 시공간적 요소(동작의 순서, 속도, 자
세 등)들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므로 운동 학습(motor 
learning)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1]. 추가적으로 활

용 가능한 감각 채널에는 청각과 촉각이 있으며, 이 중에서 

촉각이 자세나 동작 등의 공간적 정보를 청각보다 직관적으

로 전달할 수 있어 학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촉각 지시 또는 피드백을 통해 운동 기능의 습득

을 보조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

구의 예로, 진동자(vibration actuator)를 손이나 발 등 신체

의 여러 부위에 부착하여 목표 운동 기능의 세부 동작들을 

진동 자극을 통해 지시하는 연구가 피아노 연주[4], 드럼 리

듬 연주[5], 연주 속도 조절[6], 보행 속도 조절[7], 스노우 보

딩 자세[8]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 시도되었다. 지시뿐만 아

니라, 진동 자극을 통한 보강적 피드백으로 팔의 자세[9,10], 
보행 패턴[11], 바이올린 연주 동작 및 자세[12]를 교정한 연

구도 수행되었다. 진동 자극 대신 힘/토크 자극을 통해 운

동 학습을 보조하는 연구 또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폭넓

게 수행되었다. 지면의 제약과 본 연구와의 관련성 등을 고

려해 힘/토크 자극을 이용한 운동 학습 보조에 관한 연구의 

소개는 생략한다. 해당 분야의 연구는 최근 발표된 리뷰 논

문에 심도 있게 정리되어 있다[13,14]. 기존의 촉각 운동 학습 

연구 중, 소수의 문헌들만이 촉각 교육의 효과를 시각 또는 

청각 교육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6,8,10,15-17]. 관련 연구 

중에서 지시와 보강적 피드백을 함께 사용한 사례는 일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9,10,18,19], 이들 문헌에서 지시와 

보강적 피드백의 혼용은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 촉각 지시와 촉각이 아닌 다른 감각 채널을 통한 보

강적 피드백을 혼용하였을 때 두 방법의 상대적인 교육 효

과를 명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오랜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다수의 사지 움직

임을 동반하는 복잡한 인지-운동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럼 음악 독

보(sight reading) 기능은 임의로 주어진 드럼 악보를 눈으

로 읽는 동시에 악보에 맞추어 드럼 세트를 연주하는 기능

으로, 복잡한 인지-운동 기능의 좋은 예이다. 또한, 드럼 독

보 기능의 교육은 촉각 운동 학습 분야에서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응용 주제이다. 관련 연구 중에서 

시각 디스플레이 없이 촉각 지시만으로 드럼 세트에 대해

음악[4] 또는 리듬[5,16]을 교육한 사례가 있으나, 임의로 주어

진 악보를 눈으로 읽고 연주하는 방법(독보 기능)을 촉각적

으로 교육하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드럼 음악 독보 기능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 

멀티모달 가이던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학습자가 화면에 제시된 임의의 드럼 음악을 연습하는 동

안 학습자의 연주 정확도를 측정하고, 독보 기능 습득을 돕

기 위해 다양한 가이던스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던스의 일

환으로, 학습 시스템은 악보 상의 음표들을 서로 다른 컬러

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자의 연주 정확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태스크 수행 성능을 학습자에게 알려주

는 형태의 가이던스는 보강적 피드백 중에서 결과 지식

(knowledge of results)으로 불리는 방법이다. 결과 지식은 

학습자가 연주 중에 범한 오류를 인지하고 다음 수행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 시스템

은 두 가지(청각과 촉각) 지시 형태의 가이던스를 추가적으

로 제공한다. 촉각 지시(tactile cueing)는 학습자의 양 팔 

안쪽에 네 가지 리듬 진동을 가함으로써 드럼 음악 연주 

중 각 음표에 따라 타격해야 하는 목표 타악기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청각 지시(auditory cueing)는 진동 자극 대신

에 헤드폰을 통해 소리 자극을 제공한다는 차이 외에는 촉

각 지시 방법과 동일하며, 감각 채널에 따른 지시의 교육 

효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현되었다. 제안하는 학습 시

스템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는 음정(매 순간 타

격해야 하는 타악기)에 대해서만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리듬

이나 강세 등의 추가적인 요소들은 차후 구현될 예정이다.
개발한 교육 시스템과 가이던스 방법들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1) 결과 지식, (2) 결과 지식과 청각 

지시, (3) 결과 지식과 촉각 지시 방법을 사용해 독보 기능

을 학습하였다. 교육 효과는 각 참가자 그룹이 태스크 수행 

중에 범하는 오류의 빈도와 수행 시간의 평균을 비교함으

로써 평가하였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교육 시스템, 가이

던스 방법, 사용자 실험,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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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task and visual guidance.

Fig. 3. Participant learning the sight reading skill.

Fig. 1. Instrument-note-cue relationships.

2. 실험 설계

2.1 태스크와 교육 시스템2)

실험 중 요구된 태스크는 임의로 주어진 드럼 음악을 

각 참가자가 원하는 빠르기로 연주함으로써 임의의 악보에 

대한 연주 능력(독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다. 연구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본 연구는 동시 타격이나 리듬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드럼 시퀀스에 대한 독보 기능의 교육을 목표

로 하였다. 태스크의 길이와 드럼 세트를 구성하는 타악기

들의 고른 학습 등을 고려해, 각 드럼 시퀀스는 드럼 세트

의 모든 타악기들이 한 번씩 임의의 순서로 출현하는 악구

(phrase) 두 개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드럼 세트가 

8 개의 타악기(스네어 드럼 1 개, 탐탐 3 개, 심벌 2 개, 
페달 2 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악구는 8 개의 음

표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전체 드럼 시퀀스는 16 개의 음

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특정 드럼 시퀀스의 교육이 아

닌 독보 기능의 교육을 목표로 하므로, 드럼 시퀀스는 매 

시도(trial)마다 임의로 생성되었다. 실험참가자는 주어진 

드럼 시퀀스 상의 각 음표의 음정에 대해 대응되는 타악기

(Fig. 1 참조)를 순차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드럼 시퀀스와 학습 중 제공된 

시각 가이던스(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의 예가 Fig. 2에 

묘사되어 있다.
교육 시스템은 제어 컴퓨터, 디지털 드럼 세트 (Model 

DD506; MEDELI Electronics), 24인치 LCD 모니터, 헤드

폰, 두 개의 진동자(Haptuator; Tactile Labs) 및 진동구동

* 드럼 악보는 표준화된 표기법 없이 드럼 세트의 구성 또는 작곡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표기법이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Fig. 3). 제어 컴퓨터는 다른 디바이

스들을 제어하고 실험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자 드럼 세트는 드럼 시퀀스 연습과 학습자의 연주 정보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LCD 모니터는 드럼 시퀀스를, 그
리고 헤드폰은 청각 지시와 드럼 연주음을 학습자에게 제

공하기 위해 각각 사용되었다. 두 개의 진동자는 학습자의 

양 팔에 암 밴드의 형태로 착용되었으며(Fig. 3 우측 하단 

삽화), 촉각 지시를 제공하였다.

2.2 가이던스 제공 방법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는 결과 지식과 지

시를 동시에 활용하여 운동 기능을 교육하였을 때의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학습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각기억 용량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과 지식과 지시는 서로 다른 감각 채널

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주의 분

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정보 전달에 너무 많은 감각 채널을 

사용하면 각각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 지식(각 음표에 대해 

맞는 타악기를 타격하였는지 여부)은 1 bit의 정보 용량을 

요구하고, 지시는 3 bit의 용량(8 개 타악기 중 1 개 지정)을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요구하는 정보 

용량이 매우 작은 결과 지식은 악보에 더해 시각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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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지시만 청각 또는 촉각의 별도의 채널을 통해 제공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 지식은 악보 상의 음표들의 색깔을 통해 제공되었

다(Fig. 2). 악보 상에서 현재 연주해야 하는 음표는 기본적

으로 학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되

었으며, 학습 중 학습자가 해당 음표를 연주(음표의 음정에 

대응되는 타악기를 타격)한 뒤에는 연주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맞으면 초록색으로, 틀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

되었다. 이러한 컬러 코딩은 파란색이 초록색에 비해 부정

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결정되었

다. 빨간색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색이므로 현재 

음표를 표시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틀린 음표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촉각 지시는 대체로 진동 자극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에 필요한 진동 자극 모음은 일반적으로 진동 주파수, 강도, 
리듬 또는 강도 엔벨롭(amplitude envelope; 시간에 따른 

강도의 변화 양상), 또는 자극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만들

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설계 요소 중에서, 진동 강도의 조

절은 운동 기능 학습 중 인지적/운동적 부하로 인해 약한 

진동 자극은 느끼기 힘든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주파수의 경우, 실험에 사용한 진동자가 넓은 

주파수 대역(50–500 Hz)을 지원하는 소형 진동자 중에서

는 상대적으로 강한 진동을 생성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

구하고, 공진 주파수(60 Hz) 주변의 협소한 주파수 대역에

서만 본 실험에 적합한 강도의 진동을 생성할 수 있어서 

복수의 주파수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

서 리듬과 자극 위치만을 이용해 진동 자극들을 설계하였

다. 리듬과 자극 위치는 강도나 주파수에 비해 진동 자극의 

구별이 훨씬 용이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각 지시를 위해 네 가지 단순 리듬(초

당 1, 2, 4, 8 비트)과 두 가지 자극 위치(양 팔)를 조합해 

총 8 개의 진동 패턴을 사용하였다. 리듬은 64 Hz (사용한 

진동자의 공진 주파수 근처)의 사인파 진동 신호를 각각 변

조 주파수 0.5, 1.0, 2.0, 4.0 Hz로 진폭 변조(amplitude 
modulation)하여 생성하였다. 이러한 진동 리듬의 구현은 

진동자의 진동 강도 한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힘

든 낮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생

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네 가지 리듬은 네 가지 주파수 레벨로도 해석될 수 있다. 
관련 문헌에 의하면 150 Hz 주파수를 각각 0.0 (무변조), 

1.0, 2.0, 5.0 Hz로 진폭 변조해 생성한 진동 자극들은 서로

간에 쉽게 구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

도 이와 유사한 변조 주파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진동 자극 

간에 식별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본 연구 이전에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진동 자극은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양 손을 대신해 양 팔 상완에 제공되었으

며, 이는 손의 경우 학습자의 움직임 또는 타격 시 타악기

의 반동으로 인해 진동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5,6,21]. 8 개의 진동 패턴을 8 개의 드럼세

트 타악기에 각각 하나씩 타악기의 물리적인 위치를 고려

해 할당하였다. 바닥에서부터의 수직 위치(높이)가 높을수

록 빠른 비트(높은 변조 주파수)의 리듬을, 가운데를 기준

으로 수평 위치가 좌(우)측이면 좌(우)측 팔에 자극을 받도

록 하였다(Fig. 1). 이러한 진동 패턴의 할당 방식은 드럼 

악보의 음정이 각 타악기에 할당되는 방식에 비해 매우 직

관적이며, 따라서 적은 인지 부담만으로도 쉽게 현재 주어

진 음표의 음정에 대응되는 타악기를 학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감각 채널에 따른 교육 효과 차이를 보기 위해 촉각지

시에 더해 청각 지시를 추가적으로 구현하였다. 청각 지시

는 1 kHz의 반송 주파수(carrier frequency)를 사용하고 양 

귀에 소리 자극의 형태로 제공된 것 외에는 촉각 지시와 

동일하게 구현되었다. 해당 방법 외에 현재 타격할 타악기

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법과 타악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

법 또한 구현하였으나, 두 방법 모두 사전 검증에서 리듬과 

자극 위치를 사용한 현재 방법보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 성

능을 보여 본 실험에서는 제외되었다. 좋지 않은 성능의 원

인으로, 학습자가 드럼세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악기의 소리 또는 이름을 식별하고 타악기와 연관하는 것

이 리듬과 위치를 식별하고 타악기와 연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시를 위한 청각과 촉각 자극의 길이는 1 초로 설정되

었으며,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강도로 제공되었

다. 지시 자극은 현재 음표가 빨간색으로 활성화됨과 동시

에 시작하여, 학습자가 현재 음표를 연주할 때까지 3초 간

격으로 반복하여 제공되었다. 학습자가 현재 음표를 연주

하면 현재 음표에 대한 지시는 즉시 정지되고, 다음 음표에 

대한 지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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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procedures.

2.3 실험 조건  실험참가자

실험의 독립 변수는 학습 조건이며, (1) KR: 결과 지식

만 사용, (2) KR+AC: 결과 지식과 청각 지시 사용, (3) 
KR+TC: 결과 지식과 촉각 지시 사용의 세 가지 조건이 

평가 및 비교되었다. 본 실험의 목적은 복수의 감각 채널을 

이용해 결과 지식과 지시를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일 감각을 통해 단일 교육 방

법만을 제공하는 KR 조건은 다른 두 조건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비교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KR+AC와 KR+TC 
조건은 악보 상의 각 음표에 대해 어떤 타악기를 타격해야 

하는지를 청각 또는 촉각을 통해 지시 받으며, 따라서 학습 

중 KR 조건에 비해 훨씬 정확하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태스크의 특성상 외부에서 정보

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연주에 대한 정

답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가이던스 없이는 주어

진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런 가

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은 본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에는 학습 조건당 각각 10명씩 총 30 명의 남자 

대학생(18–28 세; 평균 20.9)이 참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

험참가자는 남성으로 한정되었으며,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한해 실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사전 설문에서, (1) 드럼 악보를 읽는 

경우, (2)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는 경우, 또는 (3) 최근 

5년 내에 의무 교육 과정 외에 추가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실험 후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2.4 실험 차

전체 실험 절차를 Fig. 4에 도표로 정리하였다.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실험참가자들에게 제공

되었다. 이에 더해 KR+AC 조건과 KR+TC 조건의 참가자

들은 지시 자극과 드럼세트 타악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주어진 지시 자극에 대응되는 타악기를 실제로 

타격해봄으로써 자극-타악기 관계를 숙지하고 실험 시스템

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참가자가 두 개의 

악구(16 음표)를 연속으로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지속되었

다. KR 조건의 참가자들은 두 악구 분량을 자유롭게 연주

하는 것으로 적응 단계를 마쳤다. 모든 참가자는 적응 단계

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촉각 및 청각 지시 자극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적응 과정 중에는 어떠한 시각 정보(악보와 시각 

결과 지식)도 제공되지 않았다.
적응 단계를 마친 참가자들은 Fig. 1과 유사한 형태의 

음정-타악기 관계도를 통해 드럼 악보 독보를 위한 기본적

인 지식을 30 초 동안 학습하였다. 그 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독보 능력을 평가(사전 평가; 
PRE)하기 위해, 실험 태스크(모니터 상에 임의로 제시된 

두 개의 악구로 이루어진 드럼 시퀀스를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연주)를 1 회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습 단계에서, 실험참가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학습 

조건 하에서 실험 태스크를 연속해서 일곱 번(T1–T7) 수행

하도록 요구되었다. 태스크의 연속된 수행을 위해, 학습 단

계 시작에 맞추어 학습에 필요한 전체 드럼 시퀀스(7 회 × 
2 악구 × 8 음표)가 참가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연주된 음표

는 컬러 코딩(맞게 연주한 경우 초록색, 틀린 경우 파란색)
하여 시각적으로 결과 지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KR+AC
와 KR+TC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각자에게 할당된 조건

에 맞추어 청각 또는 촉각 지시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 
학습 직후, 참가자들은 독보 능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단계(사후 평가; POST)를 거쳤다.
사후 평가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일시적으로 실험 장

소에서 퇴실하여 일상 활동을 수행하다가 약 2.5 시간 후에 

복귀하여 다시 한 번 독보 능력을 평가(회상 평가; RET)하
고, 각자가 참가한 학습 조건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설문을 

작성하였다. 회상 평가는 참가자 그룹 간에 학습 효과가 얼

마나 오래 간직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2.5 
시간의 휴회 시간은 학습 시간(약 4 분)과 비교할 때 매우 

긴 시간이다.
모든 평가 및 학습 단계에 대해, 참가자가 수행하는 태

스크는 동일(드럼 시퀀스는 매 시도마다 임의로 생성)하였

으며, 가이던스(시각 결과 지식, 청각/촉각 지시)는 학습 단

계에서만 제공되었다. 실험 중, 주변 소음에 의한 영향을 

막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하였고, 드럼 세

트의 연주음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하였다. 드럼 세트

의 연주음과 KR+AC 조건의 청각 지시의 소리 크기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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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크게 조정되었다. 추가적으로, KR+TC 조건의 참가자들

은 촉각 지시를 받기 위해 학습 단계 동안 진동 암 밴드를 

양 팔에 착용하였다. 평균적으로 메인 세션(적응 단계에서 

사후 평가 까지)은 약 30 분간 진행되었고, 회상 세션(회상 

평가와 설문 응답)은 약 10 분이 소요되었다.

2.5 평가 척도

학습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 각 시도마다 주어진 드럼 

시퀀스의 각 음표에 대해 음표에 대응되는 타악기, 학습자

가 타격한 타악기, 학습자의 타격 시각(해상도 1 ms)이 기

록되었다. 실험 종료 후, 기록된 데이터로부터 참가자의 오

류율과 수행 시간이 각 시도별로 계산되었다. 오류율은 시

퀀스 내의 전체 음표 개수(16) 대비 틀리게 연주한 음표의 

비율로 정의되었고, 수행 시간은 직전 시도의 종료 시점에

서부터 현재 시도의 마지막 음표가 연주된 시점까지의 시

간으로 정의되었다. 평가 단계(PRE, POST, RET)에서의 

결과값을 비교함으로써 학습 조건 별 학습 효과를 평가하

였고, 학습 단계(T1–T7)에서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학습 중 

태스크 수행 능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설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학습 조건을 묘사하는 네 가

지 문항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조건을 정성적

으로 평가하였다: Q1. 주어진 학습 방법이 드럼 독보 및 

연주 기능을 학습하는데 방해된다/도움된다; Q2. 주어진 

학습 방법은 어렵다/쉽다; Q3. 주어진 학습 방법은 지루하

다/흥미롭다; Q4. 주어진 학습 방법은 거추장스럽다/간편

하다. 참가자들은 좌측 끝이 강한 부정의 느낌, 우측 끝이 

강한 긍정의 느낌을 나타내는 수평선 상에서 본인의 느낌

과 부합하는 지점에 표시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

였다. 분석을 위해 각 응답은 수평선 상에서 표시 지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0.0(강한 부정)에서 6.0(강한 긍정) 사
이의 값으로 선형 변환되었다.

3. 실험 결과

3.1 응 단계

KR+AC 조건의 참가자들은 적응 단계를 마치기까지 

2–3 악구(평균 2.3; 표준편차 0.5)를 소요한 반면, KR+TC 
조건의 참가자들은 2–6 악구(평균 3.7; 표준편차 1.3)를 소

요하였다. 적응 단계의 종료 조건이 연속된 두 악구를 실수 

없이 연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KR+AC 
그룹과 KR+TC 그룹이 지시 자극에 적응하기까지 각각 평

균 0.3과 1.7 악구가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각 지시는 사실상 별도의 연습 없이도 쉽게 식별 가능하

였지만, 촉각 지시는 약간의 연습을 거친 다음에야 완벽한 

식별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KR+TC 그룹도 적응 

단계에서의 충분한 경험으로 인해 학습 단계에서는 어려움 

없이 촉각 지시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오류율

세 학습 조건의 참가자들의 오류율을 각 평가 및 훈련 

시도 별로 평균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학습 

전(PRE)에는 높은 오류율을 보이다가 학습 후(POST)에 

오류율이 크게 감소하며, 이러한 향상은 2.5 시간의 휴회 

시간 이후(RET)에도 잘 유지되었다. 세 그룹 중, 학습 직후

에는 KR+TC 그룹이 가장 작은 오류율을 보여주었고, 휴
회 시간 이후에는 KR 그룹이 가장 작은 오류율을 보여주

었다. KR+AC 그룹은 두 평가 모두 가장 큰 오류율을 보여

주었다. KR+AC와 KR+TC 그룹은 학습 중 지시 자극의 

도움으로 인해 드럼 시퀀스를 실수 없이 연주할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학습 단계에서 다소의 오류를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 악보 상의 음표를 식별하고 음정-타악기 관계를 

암기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지 부담이 지시 자극

을 느끼고 식별하는 작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습 조건과 학습/평가 시도에 대해 단순주효과검증

(simple main effect test; 독립변인이 다수일 때 하나의 독

립변인만을 변화시키며 일원분석(one-way ANOVA)을 반

복 수행하는 검증 방법; 유의 수준 0.05)을 수행하였다. 학
습 조건 간에는 학습 시도 T1 (F2, 27 = 5.15, p = 0.0127)과 

T5 (F2, 27 = 3.63, p = 0.0402)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

였으며, 나머지 학습 또는 평가 시도에서는 학습 조건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지시의 효과가 

학습 초기에는 강하였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학습/평가 시도 사이에는 

모든 참가자 그룹(KR: F9, 81 = 5.66, p < 0.0001; KR+AC: 
F9, 81 = 3.32, p = 0.0017; KR+TC: F9, 81 = 3.96, 
p = 0.0003)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에는 Tukey's HSD 검증이 사용되었다. KR 
그룹은 사후 평가(POST)와 회상 평가(RET)는 사전 평가

(PRE)에 비해 오류율이 유의하게 작았고, KR+TC 그룹은 

사후 평가만 사전 평가보다 유의하게 작은 오류율을 보였

다. KT+AC 그룹은 세 평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훈련 시도들만이 사전 평가보다 유의하게 작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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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n task completion times with standard errors.

Fig. 7. Means and standard errors of subjective ratings.

Fig. 5. Mean error ratios with standard errors.

류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KR 그룹은 목표 기능을 잘 학습

하였지만, KR+AC 그룹은 기능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

고, KR+TC 그룹은 기능을 학습은 하였으나 학습한 기능

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오류율의 관점에서, 시각 결과 지식에 더해 제공된 청각 또

는 촉각 지시는 학습 효과를 증진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 

부분 학습을 방해하는 결과를 보였다.

3.3 수행 시간

각 그룹의 수행 시간을 각 시도 별로 평균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수행 시간은 대체로 오류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행 시간은 학습 전(PRE)에 가장 컸고, 학습 중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T1–T7), 학습 직후(POST)에 다시 

미약하게 증가하였으나, 2.5 시간의 휴회 시간 후(RET)에
도 감소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학습 중에는 KR+AC 
그룹이 가장 짧은 수행 시간을 보였고, 학습 후의 두 평가에

서는 KR 그룹이 가장 짧은 수행 시간을 보였다. KR+TC 그
룹은 모든 시도들에서 대체로 가장 긴 수행 시간을 보였다.

수행 시간에 대해, 오류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산분석

을 수행하였다. 모든 학습/평가 시도에서, 학습 조건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학습/평가 시도는 

모든 학습 조건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KR: F9, 81 

= 9.76, p < 0.0001; KR+AC: F9, 81 = 5.36, p = 0.0001; 
KR+TC: F9, 81 = 4.08, p = 0.0002). Tukey's HSD 검증에

서, KR 그룹과 KR+TC 그룹은 학습 전에 비해 학습 직후

에 유의한 수행 시간 감소를 보였으나, KR+AC 그룹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휴회 시간 후 평가에

서는 모든 참가자 그룹이 학습 전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요약하면, 세 학습 조건은 태스크 수행 시간 측면

에서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4 정성 평가

참가자들의 학습 조건에 대한 정성 평가 결과는 Fig. 7
에 정리하였다. 세 학습 조건 중, KR 조건은 사용편리성

(convenience)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흥미도

(interestingness)와 학습용이성(easiness)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KR+AC 조건은 학습용이성에서는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으나 학습유용성(usefulness)에서는 가장 낮

은 점수를 받았다. KR+TC 조건은 학습유용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용편리성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습 조건에 대한 일원분석(one-way ANOVA)을 

각 설문문항별로 수행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학습 조

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Q1. 학습유용

성: F2,27 = 1.70, p = 0.2023; Q2. 학습용이성: F2,27 = 1.12, 
p = 0.3406; Q3. 흥미도: F2,27 = 0.85, p = 0.4390; Q4. 사용

편리성: F2,27 = 2.81, p = 0.0781).

4. 결과 분석

4.1 응 단계

촉각 지시는 사용하는 감각 채널을 제외하면 청각 지시

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구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청각 지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사람

들이 청각 자극에 비해 촉각(본 실험에서는 진폭 변조된 진

동) 자극에 덜 익숙한 것을 고려하면, 촉각 지시가 완벽히 

구별되기까지 청각 지시보다 1–2 회 더 많은 노출을 필요로 

한 것은 납득할만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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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단계에서 KR+TC 그룹은 총 8 가지의 촉각 지시 

자극을 완벽히 구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3.1 회
를 실수하였다. 이 실수들 중, 자극의 위치(왼팔/오른팔)를 

혼동한 경우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실수

(평균 1.7 회; 왼팔 0.8 회, 오른팔 0.9 회)는 8 비트 진동 자

극을 4 비트 자극으로 판단한 경우였다. 이러한 실수는 촉

각 자극에 대한 연속된 자극 횟수를 판단(numerosity 
judgment)하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8 비트 자극의 자극 횟

수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22]. 실제

로 KR+TC 조건의 참가자 중 다수가 8 비트 진동 자극이 

주어졌을 때 6 또는 7 회의 자극 밖에 느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적응 단계에 앞서 제공된 설명에서 1, 2, 4, 8 
비트의 진동 자극이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참
가자들은 자신이 느낀 6 또는 7 회의 진동 자극에 대해 4 비
트 또는 8 비트의 진동 자극 중 하나로 판단해야만 했다.

나머지 실수 중 절반(0.8 회; 왼팔 0.3 회, 오른팔 0.5 
회)은 1 비트 자극을 8 비트 자극으로 판단한 경우였다. 이
러한 실수는 진폭 변조된 진동 자극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1 비트 진동 자극은 실험에 사용된 촉각 자극 

중 강도 변조 속도가 가장 느린 탓에 일부 참가자들은 비트

를 형성하는 변조 신호(0.5 Hz)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송 신호(64 Hz)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송 

신호로 인해 느껴지는 매우 빠른 진동 자극을 8 비트 자극

(실험에 사용된 자극 중 가장 빠른 자극)으로 오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모든 KR+TC 조건의 참가자들은 적응 단계를 거친 후

에는 촉각 지시 자극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

으며, 다른 학습 조건의 참가자 그룹과 비교해 실수의 경향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2 오류율

KR+AC 그룹과 KR+TC 그룹은 학습 초반에는 KR 그
룹보다 유의하게 작은 오류율을 보였으나, 학습 직후

(POST)와 휴회 시간 후(RET)에는 세 그룹 사이에 오류율

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 그룹은 학습 후의 

두 평가에서 비슷한 수준의 태스크 수행 능력을 보였지만, 
학습 효과가 유지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KR 그룹은 

학습 효과가 가장 오래 유지된 반면, KR+AC 그룹은 학습 

효과가 가장 빨리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 지식은 

독보 기능의 학습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지만 청각 또는 촉

각 지시는 그 영향이 불분명하며, 학습된 기능의 유지 측면

에서는 다소 방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태스크의 단순함으로 인해 지시의 효과가 다소 저평가

되었을 수 있다. 도입부에서 설명하였듯이, 지시는 목표 기

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의 학습을 돕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태스크가 

비교적 단순하여서 별도의 지시 없이도 몇 번의 시행착오

로부터 얻어진 결과 지식을 통해 태스크를 정확하게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음정-타악기 관계)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지시의 이점이 상쇄되었을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는 개인차에 의한 영향을 일부분 받았

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운동기능 학습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

실은 독보 기능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23]. 이러한 차이

는 그룹 내 편차가 커지는 요인이며, 이는 그룹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습 효과의 유지력에 대해, 과도한 가이던스가 참가자

의 능동적인 학습을 저해했을 수 있다. KR 그룹은 각 타격

의 정확성 여부(결과 지식)만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태스크 

수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 반면, KR+AC와 

KR+TC 그룹은 현재 타격해야 하는 타악기 정보를 추가적

으로 제공(지시)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만으

로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외에도 촉각 시범(지시)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학습 후에 빠르게 사라지는 현

상은 다수의 연구에서 관찰된다[14,18]. 그 원인으로는 시범

의 도움을 받는 학습 단계와 도움 없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평가 단계 사이의 괴리, 그리고 시범에 의한 학습자의 주의

력 분산과 이로 인한 학습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운동 학습 분야에서 너무 잦은 가이던스의 제공은 학습한 

기능의 유지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본 실

험에서 KR+AC와 KR+TC 그룹은 하나의 음표에 대해 두 

번 (지시와 결과 지식)의 가이던스를 제공받은 반면, KR 
그룹은 그 한 번(결과 지식)만 제공받았다.

KR+AC와 KR+TC 그룹 사이에 발견되는 학습 효과 

유지력 차이는 청각과 촉각 지시 사이의 식별성

(discriminability) 차이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KR+AC 
그룹의 청각 지시 자극이 KR+TC 그룹의 촉각 지시 자극

보다 쉽게 구별 가능하기 때문에 KR+AC 그룹의 참가자들

은 보다 많이 지시에 의존해 학습 단계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태스크 수행에 필수적인 음정-타악기 

관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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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행 시간

학습 후에 수행된 두 번의 평가에서 세 참가자 그룹 사

이에 유의한 수행 시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오

류율의 결과와 동일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수행 시간은 학습 단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이 결과는 지시가 태스크를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학습 및 평가 단계 전반에 걸

쳐 지시가 수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습 단계에서, KR+AC와 

KR+TC 그룹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태스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지시 자극으로부터 현재 주어진 음표의 음

정에 대응되는 타악기를 식별하고 얻어진 음정-타악기 관

계를 기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KR+AC 그룹

은 학습 단계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태스크 수행에 적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KR+AC 그룹

의 참가자들은 적은 노력만으로도 주어진 청각 지시를 빠

르게 식별하고 태스크 수행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러한 청각 지시의 높은 식별성으로 인해 

KR+AC 그룹의 참가자들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

도하게 청각 지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음정-타악

기 관계를 암기하기 위한 노력(시간)을 적게 사용한 것으로

도 추측이 가능하다.
KR+AC 그룹과 반대로, KR+TC 그룹은 대체로 태스

크 수행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청각 

지시에 비해 촉각 지시가 식별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KR+TC 그룹은 학습 전 평가

(PRE)에서도 다른 그룹보다 긴 수행 시간을 보였으며, 이
로 미루어 볼 때 KR+TC 그룹의 느린 태스크 수행 속도는 

그룹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4.4 정성 평가

정성 평가에서도 세 참가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학습 단계와 

정성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휴회 시간의 영향을 받았을 것

으로 보인다. 학습 단계에서 실험 참가자가 느끼는 주어진 

학습 조건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학습 종료 후부터 점차 

잊혀지기 시작하여, 2.5 시간의 휴회시간 후에는 상당량 희

석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KR+AC 조건의 높은 학습용이성 점수는 청각 지시의 

높은 식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낮은 학습유용성 

점수는 청각 지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학습 불충분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KR+AC와 

KR+TC 조건이 학습용이성과 흥미도 측면에서 KR 조건보

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부터, 추가로 제공된 청각 또는 

촉각 지시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고 흥미

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함에 있어서는, 
KR+TC 조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KR+AC 조건은 

그 뒤를 따랐다. 이 결과는 이 두 가지 조건의 참가자들에

게는 지시 자극에 적응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되기 위한 추가

적인 노력이 요구되었고, 특히 KR+TC 조건의 경우 진동 

암 밴드를 추가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되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드럼 시퀀스 독보(sight reading) 기능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교육 시스템

은 학습자의 각 타격에 대한 정답 여부(결과 지식)를 악보 

상에 나타나는 음표의 색깔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주어진 음표에 대해 어떤 타악기를 타격해야 하는지 

(지시)를 청각 또는 촉각 자극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려준다.
교육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이던스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학습 조건에 대해 사용자 실험

을 수행하였다. 비교 조건(KR 조건)의 참가자들은 학습 중

에 결과 지식만 제공받았고, 나머지 두 조건의 참가자들은 

결과 지식에 더해 청각 지시 또는 촉각 지시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았다. 학습 직후와 학습으로부터 2.5 시간이 지난 시

점에서 세 참가자 그룹은 모두 학습 전과 비교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성능(오류율과 수행 시간) 향상을 보였으나, 세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청각 지시

와 촉각 지시는 학습 초반에 학습자가 범하는 실수를 줄이

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러한 효과가 학습 후의 성능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독보 기능의 

학습에 있어 결과 지식이 주도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지시의 효과는 부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기 단계로,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태스크는 추가적인 도움이 없이도 몇 

번의 시도 후에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

였으며, 이로 인해 태스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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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줌으로써 학습을 돕는 지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사실적

인 독보 태스크에 대해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실

험에서 태스크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 한 번에 하나의 음

표씩 순서대로 처리된 반면, 실제 독보 연주에서는 실시간

으로 악보를 해석하고 연주하기 위해 다수의 음악 기호가 

동시에 처리된다[25].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이러한 시간적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짧으면서도 식별성이 높은 지시 자극 모음

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진동자를 추가하거나 리듬 패턴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지시 

자극을 느끼고 식별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해 지시 자극을 

실제 요구되는 타격 시점보다 미리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격 강도는 드럼 연주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이며, 지시 자극의 강도를 다르게 함으로

써 타격 강도를 지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
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중 지시 제공 

빈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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