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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청기의 Fractal Tone을 응용한 음악적
스트레스 경감 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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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Way of Relieving Stress by Using Fractal Music Tones in Digital Hearing Aids
Sunghwa Lee
Widex Korea Ltd, Seoul, Korea

Consistent and convenient use of music in the hearing impaired has been demonstrated for both personal entertainment and therapeutic effects.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to physiological effects of music on relaxation,
especially, among hearing aid wearers. This article also described how these characteristics could be realized with new acoustic
parameters such as fractal tones. This principle could b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f an effective digital signal processing scheme of
the hearing aid so that music might be conveniently and discreetly used by hearing aid wearers. Therefore, potential hearing care professionals might gain new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of demonstrating relaxing nature of the fractal tone and its potential
usefulness in aural rehabilitation and musical audiology.
KEY WORDS：Stress relaxation·Fractal tone·Mind440 hearing aid·Zen program·Music novelty.

INTRODUCTION

해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 다수의 난청인 들이 보고하
는 삶의 질 개선효과에 대해서 관련 청능재활에 종사하는

최근 현대인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반

전문가 들이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재고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9)

면에 그 부정적 측면 중 하나로는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를
들 수 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 심장질환 등 여러 가

증폭장치의 사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개선함으로써 건청

지 만성적 건강문제의 원인에도 부분적으로 현대생활의 스

인과 난청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좁힐 수가

트레스 증가가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있다. 실제로 시사전문지 The New York Times가 2000

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스트레스 증가의 발생률은 일반 건

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인용에 따르면 일반인의 64%가 이

청인에 비해 난청인 인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보임이 보

완(relaxation)을 위하여 음악을 청취하고, 8%가 명상이

3)

나 요가수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8) 이러한 비율은 현대

고되고 있다.

이렇게 난청인 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원인들 중 한

인들이 더욱 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의식하고 향상된 삶의

가지는 의사소통의 실패와 그러한 경험의 지속적인 누적이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상

있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특히 북미 지역의

자에게 적절한 소리 증폭장치가 중요하고, 이러한 필요에 의

온라인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
되는 이완 및 명상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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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일반인들의 이완에 대한 강조와 수요가 증가하고, 이완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 음악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청능재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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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대인의 웰빙(well-being)에 미치는 음악의 효과에

하고, 예측 가능한 역동성을 가지며(loudness scale) 매끄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종설은 관련된 음악

러운 멜로디상의 전개, 유쾌한 하모니, 급작스런 변화없는

의 심리음향학적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완에 가

규칙적인 리듬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플루트, 현악

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음악특성의 응용을 디지털 보청기

기, 피아노 등이 포함하는 tonal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내의 톤 생성기에서 합성되는 fractal tone을 이용하여 실

이와 관련하여, Robb 등은 낮은 피치의 소리를 많이 포함

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할수록 이완효과를 진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2)
Wolfe 등은 이완효과를 향상시키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

MATERIALS AND METHODS

인들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완효과를 상승시키는 요인에는
템포, 음량, 악기편성상의 적은 변화가 제시 되었다.17) 저

음악이 생리학적으로 미치는 주요 특징에 관해서 다수의

음, 느린 템포, 적은 수의 악기가 이완효과를 상승시키는 것

자료가 존재한다. 음악을 청취하는 동안 개인의 기분과 감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완효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침

정상의 변화는 심박동수와 호흡수의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

울한 음악, 큰 음량, high-pitched 악기편성 등으로 지적

되어 있다. 청취자의 심박동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되었다.

적 특성에는 템포 변화와 음악의 심미성(aesthetic), 강도,
리듬, 화음구성 등이 있다.6)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정효

이완효과를 위한 상업용 음악

과가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피검자들의 심박동수와 호흡

전술한 음악자극에 대한 심리음향적 특성 때문에 모든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자극적인

상업음악이 이완효과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예로, 이

음악을 들을 때에는 심박동수는 변화가 없고 호흡수는 증

완효과 특성을 지닌 여러 음악이 개별 청취자를 이완시킬

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심박동수와 호흡수 이외에도 음

수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악은 혈압, 근육 긴장도, 피부 전도성, 눈물, 오한, 호르몬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이완효과 목적으로

분비, 피부 온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CD나 소리효과 테잎의 종류는

5)10)11)14)

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개 이러한 이완효과용 상
품들은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 스피커, 헤드폰을 통해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시판

음악의 이완효과
현재 모든 음악이 동일한 생리학적, 정서적 결과를 가져

되고 있다.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enetsky 등의 연구

이러한 상품 대부분은 이완 또는 진정효과를 누릴 수 있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리듬패턴을 가진 음악은 성스럽거나

도록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이나 보청

진지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음악은 행복하

기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야기할 수가 있다. 난청인들은 음

고 즐겁게 받아들여진다고 보고되고 있다.7) 예를 들면,

장조건에서만 음악을 청취할 수 있거나(청취 시기와 장소

staccato로 구성된 음악은 생기있고, 원기 왕성하게 인식

의 제약이 존재) 보청기 없이 MP3 또는 휴대전화에 연결

되며, legato로 구성된 음악은 대체적으로 우아하고 평화로

된 헤드폰을 통해 듣거나(가청도와 음질의 제약이 존재) 보

운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큰 소리의 음악은 행

청기의 direct audio input(BTE 보청기에 한정)을 통해 청

복하고 원기 왕성하거나 활동적인 반면에, 작은 소리의 음

취할 수 있다.8)

악은 평화롭고 섬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슷한

이러한 특징 중에서 중요한 한 요소는 그 음악의 새로움

경우로, 빠른 템포는 느린 템포에 비해, 장조는 단조에 비

(novelty) 또는 효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이완효과

해 더욱 기분을 좋게 하거나 행복감을 주 것으로 알려지고

를 위하여 음악을 응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요소로서 음악

있다.2)7)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 공통으로 시사하는 것은 행

에 대한 심미적 즐거움을 필요한 시간만큼 그대로 유지하

복감을 선사하는 음악 모두가 동일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는 것이다. 이때 동일한 음악을 반복청취하게 되면 그 새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별 청취자의 과거 경험에 따라

로움이나 효과성이 저하되게 된다. 청취자가 시간이 경과

특정악곡에 대한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기도 하는 결과를

함에 따라 이후 어떤 부분이 반복될지 예측하게 됨에 따라

보여주기도 한다.

청취자의 음악에 대한 감정 반응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된

이완효과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음악에는 몇 가지 공통점
12)14)

다. 긍정적 감정은 이러한 예측이 음악을 청취하는 도중에

대개 안정적 상태일 때의 심박동수

충족될 때 유발된다.16) 그러나, 이러한 음악자극에 대한 노

(60-72 beats per minute [bpm]) 이하의 템포를 유지

출과 친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자극에 대한 호감은 상대

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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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luckin 등이 제시한 음악 자극에 대한 호감과 친숙도의 상
관관계.16)

적으로 싫증에 의해 이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음
악은 원하는 이완효과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 그 효과를 상
실하게 된다(Fig. 1).
Fig. 2. 프랙털 개념의 예시 이미지.

음악자극의 새로움 유지에 Fractal music 응용
음악의 친숙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은 그
음악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될수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
한 수의 노래를 저장하여 반복을 피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청취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된다.

속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청능재활 전문가들이(청능사) 이해 해야 할 부분은, 프
렉털 음악이란 형태가 수학방정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음악자극의 새로움이 저하되는 딜

에 디지털 신호처리(DSP) 보청기에서 그 기능이 간단히

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 자체가 절대 반복되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8) 이러한 결과로 프랙털 기술의

지 않는 음악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프렉털(fractal)을

활용을 통해서 난청인들이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간편하면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프렉털의 사전적 정의는“언제

서도 실용적으로 이완효과를 가져다 주는 음악을 청취할

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과 소

수 있다. 또한 DAI 또는 Bluetooth와 같은 무선전송장치

수(小數)차원을 다른 특징으로 갖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를 사용하여 음원을 보청기에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서‘broken’또는‘fractured’를 의미하는 라틴어 fractus

될 것이다. 또한 실내음향조건이 음악신호의 질을 저하시

8)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킬 수 있는 곳과 같이 음장 라우드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어떤 객체에 대하여 프렉털의 특성을 인정하려면 세 가

듣기 곤란한 경우에 음악신호의 잡음에 대한 integrity를

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자기유사성, 즉 전체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추가하여, 보청기 사용자가 주

를 닮은 작은 부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수(예：1, 2,

변인들을 방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

3)가 아닌 분수의 차원(예：1.34)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기 목적에 맞는(스트레스 이완)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것

으로 순환적 또는 자기발생적(self-generating)이어야 한

도 또 다른 혜택이 된다.

다. 이러한 프랙털의 세 가지 특성을 갖추면 우리가 흔히

RESULTS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무작위적(semi-random) 객
체들(예：구름, 나뭇가지 등에서 보임)을 설명 및 정량화
하고 음악과 같은 객체들을 반무작위적 방법으로 생성할
수가 있다(Fig. 2).

이러한 프렉텔 기술이 가능한 상용 제품으로 mind440
보청기와 관련 제품을 들 수가 있다. 디지털 보청기의 프

프렉털을 음악생성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음악적

렉털기술 응용과 Zen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스트레스 이완

경험을 창조하기 위하여 어떤 음조를 연주하고, 어떤 규칙

등의 목적으로 음악을 난청인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을 적용할지를 제어하는 특별한 수학공식을 사용하게 된다.

있게 되었다.

Beauvois는 프랙털 음악의 특징은 개인의 심미적 선호를
1)

충족하는 음악의 생성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Widex의 mind440 보청기는 원래부터 목적이 일반

또한 프

적인 보청기의 기능제공과 더불어 건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렉털 음악은 원하는 새로움을 유지하고 청취자의 감정을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난청인들에게 음악적 치유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시퀀스를 반복하지 않고 무한대로 계

의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경감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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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Class II)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FDA
에 등재된 mind440의 적응증의 예시의 원문 내용은 아래
와 같다(Table 1).

CONCLUSIONS AND DISCUSSIONS
본 종설을 통해 최근 개발된 Zen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이완효과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나아가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이완용 배경음으로서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완 또는 진정효과를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Fig. 3. 2-way 리시버가 내장된 프렉털 처리 기능을 갖춘 mind440
m4-CB 디지털 보청기.
Table 1. FDA recommendation for Zen program8)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성인 난청인들에게 편리한 대
안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스트
레스 해소와 이명차폐 등 보청기 사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

Device name：

에 여러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완용도

Zen program (mind440 hearing aid)

로 사용하는 일반적 음악과 마찬가지로 현재 Zen 프로그

Indications for use：

램을 활용한 시스템은 대화음, 교통잡음 등 일상적 외부음

The Zen program is intended to provide a relaxing sound background for adults (21 years and older) who desire to listen to
such a background in quiet. It may be used as a sound therapy tool in a tinnitus treatment program that is prescribed by
a licensed hearing healthcare professional (audiologists, hearing aid specialists, otolaryngologists) who is trained in tinnitus
management

의 청취가 중요하지 않은 조용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
다. 청능재활 전문가는 이러한 수단에 대하여 난청인들에
게 적절히 상담하고 조치하여 재활프로그램에서 그들이 합
당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결과를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tended use：

중심 단어：스트레스 이완·프렉털 톤·Mind440보청기·

The Zen program is intended to be used in quiet where hearing
everyday sound is not critical

Zen 프로그램·음악자극의 새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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