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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dy is defined as adding spatial dimension to the rhythm which is temporal 

concept. Being able to understand melodic pattern and to reproduce the pattern also 

requires cognitive skills. Since 1980,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kills and music cognitive skills, and how to transfer the skills learned 

in music work to the academic learning. The study purported to examine various research 

outcomes dealing with the correlational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musical and 

academic skills.   

   The two dominating theories explaining the connection between two skills ares are 

"neural theory" and "near transfer theory." The theories focus mainly on the transference 

of spatial and temporal reasoning which are reinforced in the musical learning. The study 

reviewed the existing meta-analysis studies, which provided evidence for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nd musical skills, and significance of musical learning in 

academic skills. 

   The study further examined specific skills area that musical learning is correlated, 

such as mathematics and reading. The research stated that among many mathematical 

concepts, proportional topics have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musical skills.  Also with 

reading, temporal processing also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auditory skills and motor 

skills, and further affect language and literacy ability. The study suggest that skills 

learned in the musical work can be transferred to other areas of learning and structured 

music activities may be every efficient for children for facilitating academic concepts.

[keyword] music cognition, music learning skills, academic skills, spatial           

reasoning, temporal reasoning,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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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인지기술과 학습 기술과의 계

정 주,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1980년  이후 음악과 학습에 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학습 기술에 필요한 인지기술의 

역에 한 음악의 효과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오고 있다. 음악과 학습에 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음악의 인지기술과 학습의 세부  기술들을 개별 으로 연  지어 다루고 있으며, 음악이 비음악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심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 학습기술과 음악

 인지기술과의 상 계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음악

이 비음악  능력  학습 기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정리해 보고자 하 다.  

   먼  음악  능력과 공간 지각력과의 상 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으로서, “신경  연계

성(neural theories)” 이론과 “근  이(near transfer)” 이론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음

악  기술과 공간  기술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망 구조에서 음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

게 공간 -시간  정보처리 과정과 연계되는 지를 설명하 다. 한 음악이 학습과정에 필요한 

주의력, 찰력, 독립  사고, 문제해결력, 비  사고 등을 강화시킨다고 제안하는 “동기이론”을 

소개하 다.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음악과 학습기술과의 상 계를 메타분석한 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음악기술과 학습기술의 상 계는 물론 유의미한 인과 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음악  훈련 과정에서 습득되는 음악의 공간 , 시간  개념이 학습기술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지지한다. 다양한 학습기술에서도 공간 지각 능력을 주로 사

용하는 수학과 읽기에 한 연구가 많았는데, 특히 수학  개념 에서 분수나 집합 개념과 같은 

추상  개념들이 가장 높은 상 계가 있었으며 읽기 능력에서는 시간  개념에 근거한 단어 나

열, 문자로 상징된 언어를 해석(decode)하는 기술이 강화된다는 을 보여주었다. 음악과 학습과

의 계를 설명한 많은 연구들은 음악의 지각인지 기술이 다른 학습 분야에 이된다는 사실을 

이론 으로 지지하며, 한 이러한 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가설은 구조화된 음악활동이 학습 

장에 있는 아동들에게 효율 인 치료․교육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핵심어]  음악인지, 음악학습기술, 공간지각력, 시간지각력, 학습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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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학습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심이 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980

년 이후로 이와 련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학습 기술의 다양한 세부 역에서 음악

의 효과성이 계속 입증되고 있다. 음악이 비음악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던 연구들은 주로 음악의 인지기술과 학습의 세부 기술들을 개별 으로 연  지어 다루고 

있다. 

   먼  음악  능력과 공간 지각력의 상 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  지각력에 음악  능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했던 연구는 크게 두 이론

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신경  연계성(neural theories)”이론이며,  하나는 “근  

이(near transfer)” 이론이다. 신경  연계성은 Shaw와 그의 동료들(2000)이 기 한 

“modular theories of mind”에서 발 된 이론이다. 이 이론의 주요 은 뇌에서 음악  

능력과 공간 능력을 처리하는 피질망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능력과 공간  능력과 

같은 특정 역의 발달은 다른 연결된 역의 발달을 진시킨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뇌피질의 신경학  연계성을 설명하면서, 음악  기술과 공간  기술을 

담당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음악이 공간 -시간  능력과 연

된다는 것은 물리  형체가 없는 음악이라는 정보를 처리하기 해서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차원, 혹은 삼차원 으로 물리 인 특성을 부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간 -시간  능

력이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다. Graziano, Peterson, 그리고 Shaw(1999)는 그들의 연구에서 

음악훈련을 시행한 결과 공간-시간 지각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이들의 

연구는 음악에 필요한 신경 처리 과정과 실제 공간-시간 개념을 학습하는 신경 처리 과정이 

유의미하게 연 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공간 지각력과 음악  능력에 한  하나의 이론은 Parsons과 동료들(1998)에 의해 제

시된 “리듬 이론(rhythm theory)”이다. 이 이론은 음악 요소들 에서도 리듬이 음악  개념

과 공간  개념을 동시에 다루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 음악과 

공간  개념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신경학  연계성은 동일한 차원의 정신  회  기술

(mental rotation)을 요하며, 이는 공간-시간  능력의 한 부분이다. 그로 인해 음악은 이러

한 정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간  작업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Parsons(2000)는 리듬 자극이 소뇌(cerebellum)의 정신  회  기술(metal rotation skills) 과

정을 진시킨다고 주장하며, 음악  훈련이 정신  회 을 필요로 하는 공간 과제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음악이 어떻게 공간  기술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해 설명하고 있는  다른 이론들  

잘 알려진 것은 Howard Gardner(1983)의 설명이다. Gardner에 의하면 음악을 만드는 작업

은 다른 6개 모든 지능의 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6개의 지능은 음악 (음, 선

율, 음색을 이해하는 능력), 시간-공간  지능, 신체 , 논리 , 수학 , 인 계  혹은 개

인 내 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능을 말하며, 그에 따르면 음악 작업은 이 모든 지능들이 

응을 이루어 완성되는 과정이다. 한 “Building a Case for Art Education”에 수록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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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술 활동이 12가지 기술을 진시켜 다는 것을 뒷받침해 다. 이러한 12가지 기술

에는 창의  사고, 인지기술 강화, 정서  심리운동  기술, 학습형태, 의사소통 기술, 문화

 소양, 선택기술, 문제해결력, 자 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음악을 만드는 데는 시각 -공간  지능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음악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도 시각 -공간  기술을 향상될 수 있다. 즉, 시각 -공간  지능은 음악 자

체를 학습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 모두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그 과정에서 시각 -

공간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 이 게 향상된 공간능력은 다른 학습으로 근

이 된다. 를 들어 학습기술 에서 ‘읽고 쓰는’ 기술은 다양한 공간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역이다. 즉, 공간  기억력, 계  계 인지 등에서 그러하다. 이 듯 음악에서 다루

어지는 세부 기술로 인해 학습에 필요한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근 이”라고 한다

(Salomon & Perkins, 1989). 근 이 이론에서는 음악과 학습 기술의 개별 인 계를 설

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인 음악 학습의 결과가 학습 기술 향상으로 이되는 상 그 자

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을 배우는 과정 자체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된다. 근 이론에서는 음악  개념 습

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간개념이 향상된다고 본다. Rauscher와 그 동료들(1993; 1995; 

1997; 2000)은 많은 연구를 거쳐 음악  인지기술에 포함된 개념들, 를 들면 시간  흐름

에 근거한 소리 정렬, 시간  종결, 조, 추상  개념의 청각화 등은 모두 공간-시간  과

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임을 보여주었다. 한 Mallory와 Philbrick(1995)도 음악을 배우는 

작업은 공간개념들을 강화시켜주는데, 구체 으로 음악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기, 악보 배우기, 

창의 이며 상징 인 심상 이용하기, 기억력 훈련 등은 음악연주에 필요한 사고 능력에서 다

루어지는 세부 인 인지기술들이 여기 포함된다. 

1. 음악과 학습기술

   인지학습  에서는 음악에 필요한 인지 기술이 학습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향상

시켜 다고 주장한다. 음악에서 강화되는 주의력, 찰력, 독립  사고, 문제해결력, 비  

사고 등은 학습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술의 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동기 이론에서도 음악을 배우는 것이 동기 강화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친다고 한다. 

음악을 통해 학습 내용을 함으로써 과제에 한 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먼  음악에서 

학습개념과 련된 내용을 다루면 이를 다른 학습  목표로 이시키는 데에 용이하다. 를 

들어 리듬에 한 개념은 수학에서도 분수 개념이나 비율 등의 개념을 다룰 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음악  동기를 활용한 학습개념의 습득 과정은 자존감을 증진시켜

주며, 과제 심의 작업에서 학습자의 인내심을 향상시켜 다. Winner와 Cooper는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과 학습 성취도는 “epiphenomenal”이라고 하 다. 이는 음악에 필요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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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과도 연 되어있으므로 음악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정 인 향을 함축하고 있

다는 것이다. 

   분명 음악  훈련이 공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효하지만, 어떤 특정한 음악 교습과 

련된 로그램에 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드물다. Hetland(2000a; 2000b)는 그의 연구

에서 Suzuki 바이올린 교습, Dalcroze나 Gordon 등과 같은 몇 가지 음악교습법이 공간 능력

에 한 효과 상 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한 증거는 아직 밝 지지 않았다고 지 했다. 

Rauscher와 Shaw가 장애아동의 기 음악  개입이 공간능력에 한 장기 인 효과

(long-term effects)를 증명했을 뿐이며, 학생이나 고등학생 는 유아들에 한 극 인 

음악 로그램이 공간 능력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밖에 악기 연주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한 McLelland(2005)은 음

악을 특정 과목과 련지어서 연구하 다. 그는 읽기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의 성취도와 음악 

훈련과의 상 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인 간에 정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지 까지 살펴본 음악과 학습기술과의 깊은 연 성은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특히 정

규 인 그리고 극 인 음악  훈련은 공간  기술들을 소리로 환원시켜 학습시키는데 도

움을 주며, 특히 공간  사고에 한 사물이나 형태를 학습하는데 그러하다. 를 들어, 음악

은 아동들이 공간 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인지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흥미로운 동

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음악과 공간지각력(Music and Spatial Reasoning)

   Hetland(2000b)는 음악 만들기(making music)가 공간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를 알아보기 

해 553개의 련 연구를 메타분석 하 다. 이 분석을 해 음성이나 악기를 통해 음악 만

들기 수업을 받은 참여자들, 음악만들기 수업을 받지 않은 참여자들, 공간 과제에 한 정신

훈련이나 시각훈련을 받은 참여자들이 포함된 연구들이 선별되었고, 음악 훈련이 공간 능력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지를 상 간, 로그램 간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 분석하 다. 

   그 결과들  주요한 몇 가지만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간능력과 음악 만들기와의 상 분

석에 한 상의 연령 간 변인에서 학령 기, 혹은 유치원 단계의 아동들이 등학교 1학

년에서 6학년 수 의 아동 그룹에서 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효과 

크기는 자의 경우 r=.44, 후자는 r=.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훈련이 뇌에서 구

조 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며, 음악학습이 공간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의 환

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만들기 훈련을 극 으로 수행하는 것은 보다 어

린 아동들의 공간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  지  정도와의 상 도에서 사회  지  정도가 낮은 아동그룹과 사회  지

가 높은 아동그룹의 음악 훈련과 공간 능력 간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례 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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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지 가 낮은 아동의 경우 음악 훈련이 빈약한 환경  자극에 한 정 인 안을 제

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공간 능력에서도 사회  지 가 낮은 아동들에게서 높은 효과

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나, Hetland(2000b)의 분석에서는 두 그룹 간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

나지는 않았으며, 음악 훈련은 공간지각 역에서 사회  지  정도의 차이 없이 두 그룹 간 

비슷한 효과를 보 다. 

   셋째, 로그램 변인 측면으로 키보드, 피아노와 자일로폰의 비교 등의 음악만들기 훈련 

로그램의 내용이 분석되었는데, 공간지각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이들 로그램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키보드나 자일로폰은 소리가 시각 인 음(key)과의 계가 일치하는 공

간 인 특성을 지닌 악기이다.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특히 복잡한 수 에서의 

공간 인 이해가 필요하며 손가락 미세근육(fine-motor)이 공간 역을 담당하는 측두피질

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것으로 측된다. 즉 소리와 치 사이의 일치성은 음악  

소리를 공간 으로 이해하는데도 효과 일 수 있다. 그러나 Hetland의 메타분석에서는 음악

만들기 훈련에서 자일로폰과 키보드 등에 의해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한 공간 역에 한 학습을 해 음악 훈련 시 동작 표 (expressive movement)을 함께 사

용한 경우에서도 그 효과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zero) 나타나, 음악 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된 동작 표 과 극 인 음악 훈련 사이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로그램 변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량이 다소 었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들에 해 보다 신 히 해석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한 보다 구체

인 사후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Weinberger에 의하면 음악을 연주하는 과제는 감각과 운동, 그리고 지능이 동시에 연계

되는 과정이며, 이때 뇌  검사를 살펴보면 뇌피질의 거의 모든 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 다. 뇌의 각기 다른 역이 사고, 감각, 동작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음악

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음악이 뇌의 발달과 학습에 향

을 미친다는 확실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고 하 다. 

3. 음악과 수학

   음악과 수학  능력은 공통 인 부분이 많다. 이는 음악 요소  리듬이 수학  구조와 

계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율을 이해하는 것과도 연

이 있다. 를 들어 3/4, 4/4박자 개념 등이 그러하다. 역시 기하학(geometry)도 공간-시간  

지각력을 바탕으로 한 수학  능력이다. 일 이 Igor Stravinsky는 음악과 수학과의 계를 

이야기 하면서, ‘음악은 수학  사고 그리고 수학  계와 가깝다’고 하 다. 다시 말해, 만

약 음악이 수학  원리에 근거하 다면, 음악  이해를 해서는 수학  원리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Vaugh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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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이후로 4000개가 넘는 자료들이 음악과 수학을 연구에서 언 하지만, 구체 으

로 음악과 수학과의 계를 설명한 상 계 연구와 실험연구는 총 25개로 좁 졌다. 수집된 

연구들의 유형을 보면 음악과 수학 수행력을 연구한 상 계 연구, 음악  훈련이 수학 능

력에 미치는 향을 본 실험 연구, 그리고 배경음악이 수학과제 수행에 정 인 향을 미

치는지를 본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수학개념 에서도 분수나 집합개념과 같은 주제는 언어-분석  방법 

(language-analytic method)을 통한 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지 되는 개념들이다. 수학

을 비롯한 특정한 과학 인 개념들은 학령기 기 아동이 단지 언어-분석  방법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며, 공간-시간 역에 한 근을 통해 아동들이 쉽게 시각  그리고 공간

으로 분수나 집합과 같은 추상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 방법

의 하나로 “수학 시청각 게임(Math Video Game)"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공간-시간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 음악과 같은 개입이 더해져 수학에서의 추상  개념

들의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데, 이는 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기본 인 로세스의 이 

과정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들은 237명의 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음악훈련을 받지 않은 아동들 보다 음악훈련을 받은 아동 집단에서 수학학습에 

필요한 공간-시간 지각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 

   음악과 수학과의 련성에 한 실험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Vaughn(2000)은 많은 연구 

결과들은 유의미한 향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이들 연구 방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들도 제안하 다. 를 들어 Graziono와 그의 동료들(1999)에 의해 연구된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수학에서 같은 내용을 배웠고 실험 집단만 음악훈련을 받았다. 

이 연구는 메타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effect size)는 크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한 수학과제 수행 시 배경음악으로 음악이 제공되었을 때를 살펴본 15개의 연구들은 

‘음악을 배경으로 제공하 을 때 수학 과제 수행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고, 

여기서 사용된 음악의 장르는 클래식음악, 경음악, 민속음악, 춤음악, 느린 음악, 그리고 

상업음악(muzak)이었다. 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배경음악이 수학 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의

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극 ”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메타분석 결과 소수의 연

구들에서만 배경음악이 수학 과제 수행력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 해 정 인 변화를 보

고하 으며, 통계  결과는 배경음악이 수학 과제수행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해당 연구들이 몇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지

된다. 를 들어, 연구에 참여하기 이 에 참여자들의 음악  배경에 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때로는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음악을 자발 으로 배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

고 있거나 음악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결과가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인을 통제한 20개의 상 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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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음악과 수학간의 정  상 계가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수학성취도가 높은 것이 음악  훈련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고자 한 실험연구들의 

결과들은 음악 훈련은 수학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을 수행한 연구는 오직 6개 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교  그 수가 다고 볼 수 있다. 이

들 6개의 연구 에서 3개는 효과크기(effect size)가 한 수 이었지만, 다른 3개는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배경음악을 제공하 을 때 수학수행력이 높아지는지에 한 연구결과들

을 종합해 보면 부정 인 결과, 즉 향이 없다는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시간 지각력은 수학 외에도 다른 역에 이될 수 있다. 특히 사고하는 과

정에서 작용하는 신경  기제(neural mechanism)는 EEG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음악  

과제 외의 다른 학습 역에서도 사고력을 발휘할 때 보여 지는 상이라고 연구되었다

(Graziano 외, 1999). 

4. 음악과 읽기

   지 까지 음악 훈련이 뇌의 특정 역에 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신경과학에서의 

암시들을 살펴보면, Chan(1998) 등은 12살 이 의 아동을 최소 6년 동안 음악 훈련

을 시행한 결과 언어 기억 역에서 같은 연령의 비훈련 아동들에 비해 히 두

드러졌음을 밝혔다. 한 음악을 공한 남성의 소뇌가 비 공 남성의 소뇌보다 약 

5% 정도 크다는 결과가 있었으며(Schlaug 외, 1995) 좌측 측두 역시 비 공자보다 

크다는 연구(Schlaug 외, 1995)도 있었다. 

   음악이 읽기 능력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음악과 읽기 내용이 모두 형식화된 

기호를 사용한다는 에서 비롯되었다. 두 가지 모두 서식화된 코드가 특정 소리로 

환산된다는 에서도 공통 을 갖는다. 그러므로 음악을 읽는 훈련이 언어  기호

를 읽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Kelly, 1981; Roberts, 

1978). 

   한 읽기는 음율  구별력을 필요로 한다. 읽기에서의 음율  구별력과 같이 

음악감상에서는 선율  구별력을 필요로 한다. 음악감상은 이러한 청각  감각과 

섬세함을 강화시켜 음율  구별력에 필요한 소리지각력을 훈련시켜  수 있다

(Douglas & Willats, 1994; Kelly, 1981). 

   학생들이 노래의 가사를 배울 때에도 언어  내용을 다루므로  읽는 기술을 

동반한다. 한 노래 가사는 주로 반복 이므로 측 인 부분을 포함한다. 그러므

로 노래를 배우는 과정은 읽기 기술을 강화시켜  있다는 가설도 가능  해 다

(Fetzer, 1994).

   마지막으로 동기이론을 보면, 학생들이 음악집단 를 들면 학교 오 스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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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와 같은 음악집단에 참여하는 동안 그들은 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부분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 그룹 체에 어려움이 온다

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이 자신의 트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연습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집단 연주는 개인 인 책임감, 책임의식을 높여

주며 이러한 책임의식은 학업 성취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밖에 읽기 기술은 여러 가지 인지 기술의 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이때의 

력 과정에서는 시간 인 과정이 요하다. 즉 "시간  로세싱(Temporal 

processing)"의 개념은 읽기 기술의 기본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로세싱기술의 

문제는 듣기(auditory)와 운동(motor) 기술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한 말하기와 읽

기에서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 듯 측두 역에서의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은 다양한 

감각지각(sensory perception)상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사실은 난독증 아동

의 연구를 통해 밝 졌다. Overy(2000)는 감각, 인지, 운동 과정의 복합 인 문제 

양상을 보이는 난독증 아동들을 상으로 음악 훈련을 한 결과 시간  로세싱 능

력을 향상시키는 음악훈련이 말하기와 쓰기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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