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화음의 종류가 인지간섭과 정서에 미치는 향 

The Effect of Dissonant Chord on Cognitive Interference and Emotion 

김재희1․한 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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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musical dissonance generally evokes negative affect, but few studies detail how 

distinct dissonant intervals, ranging in various roughness, influence emotions and cognition. This research entailed 

two experiments to confirm whether varying musical intervals of dissonance trigger particular negative emotions and 

increase cognitive interference. Experiment 1 assumed that different dissonant intervals would elicit distinct negative 

emotions. In a survey involving 131 participants, there was an overwhelming consensus that dissonant intervals 

elicited stronger high arousal negative affect than low arousal negative affect. The major 7th degree was found to 

evoke a significantly stronger feeling of scared. Experiment 2 investigated whether emotions-affecting dissonance 

would have an enhancing effect on cognitive interference. According to a color-word Stroop task conducted on 81 

participants, the presence of any dissonant sound caused significantly higher reaction times and error rates than in 

the absence of sound. In particular, the minor 2nd degree was cognitively the most disruptive and associated with 

the slowest reaction times. This paper shows how different ranges of dissonance can effectively influence negative 

affect and heighten cognitiv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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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악의 요소  불 화음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불쾌를 일으킨다고 여겨져 왔지만, 불 화음의 종류에 따른 

인지  역할에 해 살펴본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불 화음의 음정 간격에 따라 특정한 정서를 일으키는지, 

인지 간섭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1에서는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

정  정서가 느껴질 것이라고 상하 다. 13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 화음은  각성 부 정서

보다 고 각성 부 정서를 많이 일으켰다. 특히 장 7도의 음정이 다른 불 화음보다 무섭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많았

다. 실험 2에서는 불 화음의 불 화 정도에 따라 인지간섭에 차등 인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81명을 

상으로 색-단어 스트룹 과제를 실시한 결과 불 화음은 모두 소리가 없는 조건에서보다 응답 시간이 느렸고, 오답

률 한 높았다. 특히 단 2도는 실험에 사용된 불 화음  가장 느린 응답 시간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불 화음의 

종류가 부 정서와 인지간섭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화음과 불 화음, 인지간섭, 부 정서, 음악 인지 

※ 이 논문은 2019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3499). 
1김재희: 연세 학교 인지과학 동과정 석사
2†(교신 자) 한 희: 연세 학교 심리학과 교수 / E-mail: khan@yonsei.ac.kr / TEL: 02-2123-2442

감성과학

제25권 1호, 2022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5, No.1, pp.55-66, 2022

https://doi.org/10.14695/KJSOS.2022.25.1.55



56  김재희․한 희

1. 서론

우리가 한 분야에 해 알기 해서는 세분화 된 구

조와 그 속성에 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3차원 입체를 알기 해 2차원 평면을 배우고 1차원 

선과 에 하여 배운다. 국어를 배울 때에도 문단, 

문장, 단어, 음 , 음운으로 나눠 그 속에 장된 정보

에 해 배운다. 음악도 악장, 악 , 악구, 마디, 조성, 

화음, 음정 등 세세히 나 어 분석할 수 있다(Song, 

2018). 그러나 체 인 음악의 종류가 사람에게 미치

는 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Hargreaves & 

North, 1999), 3화음이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었지만(Bakker & Martin, 2015), 그 인지  역할

이나 기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음악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소

리의 한 종류이다. 많은 학문  연구들은 이 부터 최

근까지 음악이 사람에게 보편 인 정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 으로, Hevner(1936)는 음악의 일시

인 분 기와 생리학  상태에 따라 청자에게 특정한 

정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진행된 

Athanasopoulos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가 다

른 민족을 상으로 음악과 그에 따른 정서의 지각을 

찰했을 때, 소리의 불 화 정도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음악

의 가장 작은 단 인 화음, 그 에서도 불 화음이 특정 

정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인지간섭은 두 가지 자극에 한 인지  처리에 하

여 한 자극에 한 처리를 억제하려 할 때 나타난다

(Bush et al., 1998).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화음과 불

화음은 이러한 인지간섭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 

Bonin & Smilek(2016)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언어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투백 과제(2-back task)에서 

화음악을 들을 때보다 불 화음악을 들었을 때 정확도

와 반응 시간이 떨어지는 것을 보 다. 한, Masataka 

& Perlovsky(2013)는 모차르트의 화음악이 인지간섭

을 완화하는 것을 찰하 다. 해당 연구의 참가자들은 

화음악인 모차르트의 미뉴엣을 들을 때 색-단어 스트

룹 과제에서 낮은 오답율과 빠른 반응 시간을 보 고, 

불 화음악을 들을 때에는 높은 오답율과 느린 응답 시

간을 보 다.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해당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불 화음의 불 화 정도가 인지간섭의 정도

를 차등 으로 나타내는지 측정하 다.

음악의 작곡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것에 목 이 있다. 고  시 , 

낭만 시  작곡가들은 만약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소리가 있다면 일반 으로 곡의 진행  흥미를 끌기 

해, 혹은 집 을 얻기 해 잠깐 사용하고 편안한 소

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낭만 시  이후 근 를 

지나며  음악의 작곡 방식엔 이 에 사람들이 불

편하게 여겨왔던 음계와 화성 진행이 만연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곡의 체 으로 느껴지

는 불 화 느낌이 아닌, 구체 으로 두 주 수의 부딪

힘이 느껴지는 불 화음이 인간에게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과 연구 목

2.1. 인간의 정서

음악은 자연스럽게 정서를 불러일으켜 그와 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데 좋은 매개

체이다(Sloboda & Juslin, 2001). 심박수 측정과 뇌 스캔

의 결과를 통하여 Sammler et al.(2007)은 화음악이 

정 인 정서를 일으키고 불 화음악은 부정 인 정

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 다. Bakker & Martin(2015)

는 음악의 화성 단 인 3화음 한 서로 다른 정서를 

일으킨다는 것을 찰하 다. 그들에 따르면 장화음

은 정 인 정서를, 단화음은 부정 인 정서를 유발

하 다.

인간의 정서에 한 근본 인 연구는 심리학의 역사

와 함께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Sloboda & Juslin

(2001)에 따르면 음악의 정서에 한 근법은 크게 범

주 , 차원 , 원형 , 동 인 속성과 련된 지속성 효

과 등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그들에 따르면 

그  범주  근법과 차원  근법은 상호보완이 가

능한 근방법이라고 한다. 범주  근법은 부분의 

정서는 기본 인 정서의 범주 안에 속하여 있다는 근

법이다(Ekman, 1992). 차원  근법은 Russell(19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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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Circumplex)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모델

은 범주  정서를 각성과 쾌-불쾌의 두 가지 차원을 축

으로 표 (mapping)한다. 특히 Watson & Tellegen(1985)

는 해당 모델의 축을 45도 기울여 8개 분할로 만들어 

각성 수 에 따라, 고 각성 정 정서와 부 정서,  

각성 정 정서와 부 정서로 정서를 분류하 다. 본 연

구는 차원  근법에 따라 정 인 정서와 부정 인 

정서를 각 정서의 범주로 측정하는 PANAS 척도

(Watson et al., 1988)  부  척도, 즐거움과 불쾌함을 

측정하는 PA-Pleasantness, NA-Unpleasant 척도(Waston, 

1988)  NA-Unpleasantness 척도를 실험에 사용하 다.

2.2. 정서와 인지

정서와 인지는 한 련이 있다(Storbeck & 

Clore, 2007). 정 인 정서는 문제 해결을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인지 인 조직을 향상시킨다

(Isen et al., 1987). 정 정서의 확장  구축 이론에 따

르면 정 정서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범 를 확장하

고 지 , 사회 , 심리  발 을 구축한다(Fredrickson, 

2004). 반 로, 부정 인 정서는 인지 과정을 방해한다. 

를 들어 Salters-Pedneault et al.(2007)에 따르면 부

정서  하나인 무서운 정서는 심박수를 높이고 인지간

섭을 증가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Chan & Singhal(2015)

은 운 하는 상황에서 립 이거나 정 인 단어를 

들었을 때보다 부정 인 단어를 들었을 때 횡방향제어

와 속력의 감소를 찰했다. 그러므로 부정 인 정서와 

인지간섭이 큰 련성이 있다는 것을 상 할 수 있다.

2.3. 화음과 불 화음: 청각이론

서양 음악에서 화음은 두 가지 이상의 음정이 동시

에 울리는 소리로, 화음과 불 화음으로 분류된다. 

화음은 보통 사람들이 “안정 ”이거나 “듣기 편안

한” 소리를 말하고, 불 화음은 “불 안정 ”이거나 “듣

기 불편한” 소리를 말한다(Bidelman, 2013). 학계에서

는 음정의 주 수 진동비가 단순 비로 이루어졌을 때 

화음으로 정의하고 그 지 않을 때 불 화음으로 정

의한다. 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 수의 장이 

맞지 않으면 거친 소리로 인식한다고 한다(Helmholtz, 

1885; 1954).

청각 생리학  에서 사람들은 순음 음정이라는 

가정하에 두 기본음의 주 수 차가 임계 역 폭보다 

크면 화로, 작으면 불 화로 지각하게 된다. 특히 두 

음의 주 수 차가 임계 역 폭의 약 ¼정도가 되면 최

 불 화가 된다고 한다(Plomp & Levelt, 1965). 구체

으로, 들리는 주 수가 근 하면 기 막 상에서 진폭

이 상당 부분 겹치는 역을 갖게 되는데, 이 게 겹치

는 역에서 청신경 섬유의 선형  반응이 왜곡되어 

불편을 느끼고 불 화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Kwak, 

1999).

음악이론 으로 불 화음은 장 2도와 단 2도, 장 7도

와 단 7도 외 모든 증, 감 음정으로 분류된다. 특히 완  

화 음정은 완  4도, 완  5도, 완  8도로 구분되고, 

불완  화 음정은 장 3도, 단 3도와 장 6도, 단 6도로 

구분된다. 음정 간격에 따라서 1, 4, 5, 8도는 완  음정, 

2, 3, 6, 7도는 장, 단 음정으로 구분된다. 장, 단 음정의 

경우 두 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단음정, 멀면 장음

정으로 구분된다. Lee(2001)에 따르면 단 2도의 불 화 

정도가 가장 심하고, 장 7도, 장 2도, 단 7도, 단 3도, 

단 6도, 장 6도, 장 3도, 완  4도, 완  5도, 완  8도(옥

타 )의 순서 로 낮아진다.

2.4. 불 화음과 정서  인지간섭

불 화음은 화음보다 불쾌함을 느낄 때 활성화되

는 뇌 역이 유의미하게 더 나타난다(Pallesen et al., 

2005; Koelsch et al., 2006; Sammler et al., 2007; Kim 

et al., 2017). Pallesen et al.(2005)은 장화음을 들었을 

때보다 단화음과 불 화음을 들었을 때 편도체, 후두엽 

피질, 뇌간, 소뇌 등에서 높은 류 산소 수 을 보이며 

화성 단 에서 정서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보

다. Koelsch et al.(2006)은 불 화음악을 들었을 때, 

화음악을 들을 때와 다른 뇌 부 인 편도체, 해마, 해마

방회, 측두엽 등의 활성화를 찰했다.

한편 Masataka & Perlovsky(2013)의 연구에서는 8-9

세 아이들과 65-75세 참여자들을 상으로 색-단어 스

트룹 과제를 시행하 다. 참가자들을 화곡, 불 화

곡, 혹은 소리가 없는 세 가지 상황에 노출되며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 다. 스트룹 과제는 불일치 조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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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립 조건으로 참가자들의 인지간섭 정도를 측정

하 다. 분석은 인지 능력을 요하는 불일치 조건과 요

하지 않는 립 조건만 시행되었다. 실험 결과 화곡

을 들으며 스트룹 과제를 시행할 때 소리를 듣지 않았

을 때보다 응답 시간이 유의미하게 빨랐고, 오답률도 

었다. 반 로 불 화곡을 들으며 스트룹 과제를 할 

땐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보다 응답 시간이 유의미하

게 느렸고 오답률도 높았다. 이 모든 효과는 인지 능력

을 요하지 않는 립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불 화음이 단순히 불쾌한 정서를 일으킨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지 능력  하나인 인지간섭에 

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혔다.

와 같이 다양한 불 화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향

을 알아본 연구는 존재한다. 몇 연구(Pallesen et al., 

2005; Komeilipoor et al., 2015; Sanada et al., 2021)는 

불 화음의 종류에 주목하여 불 화음의 종류 별로 인

간에의 향을 검토하 다. 다만 정서  인지 차원에

서 정교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한편 불 화음의 종류

를 통일시키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실험도 있었다

(Koelsch et al., 2006; Sammler et al., 2007; Masataka 

& Perlovsky, 2013; Kim et al., 2017). 따라서 다양한 

불 화음의 종류가 인지에 미치는 향에 해 구분하

여 구체 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고 단된다.

2.5.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다양한 불 화음의 종류들이 정서와 인지

간섭 등 인지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연구하고자 한

다. 따라서 불 화음을 독립 변인으로, 정서와 인지간

섭 등 인지와 련된 변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연구

를 수립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

인 불 화음과 인지에 련된 연구는 많지만, 불 화음 

종류에 따른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정서, 더 나아가 인지 능력  하나인 인지간섭에 다른 

향을 미치는지 두 번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1에서는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정서가 다를 것이라고 상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화음의 불 화 정도가 심할

수록 인지간섭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상하고 인

지간섭 측정 척도  색-단어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여 

검증하고자 하 다.

3. 실험 1: 불 화음 종류에 따른 정서

3.1. 연구 방법

3.1.1. 실험 참가자

시각과 청력에 이상이 없고 모국어가 한국어인 참여

자 131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여성: 74, 남

성: 58, 평균 나이: 21.95세, 18-30세). 불 화음이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가 설문을 시

작하기  설문 진행  부정 인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 다. 참여자들은 연세 학교 심

리학과 연구 리 시스템을 통해 모집한 심리학과 수

업을 듣는 학부생으로, 실험이 종료된 후 참여 보상으

로 심리학 실험 참여 수 1 크 딧을 지 받았다.

3.1.2. 실험 자극  도구

실험에 쓰인 음정 자극은 Cubase 5 로그램을 통해 

약 15  길이의 동일한 멜로디로 6가지 음정 간격을 제

작하 다. 악기는 해당 로그램 HALion One의 Acoustic 

piano를 사용하 고, 요하네스 람스(Johannes Brahms)

의 자장가로 리 알려진 <5개의 가곡, Op.49>  네 

번째 곡의 앞 8마디에 다른 화성을 쌓아서 제작하 다. 

리듬, 악 의 구조, 멜로디, 체 길이 등 쌓이는 화음

이 아닌 모든 음악  조건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불

화음은 장 2도, 단 2도, 장 7도, 화음은 장 3도, 완  

5도, 완  8도를 사용하 다. 해당 자극은 Lee(2001)와 

Kwak(1999)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보편

으로 가장 불 화음이라고 느끼는 음정 세 가지와 화

음이라고 느끼는 음정 세 가지로 선정하 다. 불 화음

만 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편향에 비하기 해 

화음과 불 화음을 동일한 빈도로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론  정의에 따라 불 화음을 

구분하 다. 불 화음인 증, 감 음정의 경우 인 으

로 음정 간격을 조정하여 음정을 올리거나 내려서 음

정의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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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석에 따라 명칭과 음정의 계가 달라질 수 있기

에 본 연구에서 증, 감 음정은 다루지 않았다.

정서 측정은 불 화음의 부 정서를 측정하기 하

여 PANAS 검사지(Watson et al., 1988)의 NA 척도와 

Pleasantness-Unpleasantness 검사(Watson, 1988; Watson 

& Tellegen, 1985)  NA-Unpleasantness 척도를 혼합

하여 총 10 문항을 7  척도로 제시하 다. 해당 문항

은 ‘괴로운’, ‘화나는’, ‘무서운’, ‘짜증나는’, ‘두려운’, 

‘외로운’, ‘우울한’, ‘슬 ’, ‘불안한’, ‘ 조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럿 실험(여: 9, 남: 4, 평균 나이: 29)에

서 응답율이 가장 었던 ‘낙담한’, ‘부끄러운’, ‘죄책감

이 드는’, ‘경계하는’, ‘거부하고 싶은’의 5문항은 제외

되었다. 설문 말미에는 제시되었던 문항과 함께 ‘해당

사항 없음’  제시되지 않았던 5가지 정서를 추가하여 

총 16가지의 정서  해당 소리를 듣고 가장 강하게 

들었던 정서에 해 복수 응답을 물었다. 한, 설문 

시작  실험에서 들을 악기의 소리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악기 소리에 응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다.

3.1.3. 차

본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구  설

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우선 실험 참여 

동의를 진행한 후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을 

자유롭게 시청 후 설문에 참여하 다. 설문은 동일한 

구성의 다른 음악으로 6번 반복되었는데, 상단의 상 

속 소리를 들은 후 7  척도의 설문에 응답하고(1번 

매우 그 지 않다~7번 매우 그 다), 가장 강하게 들었

던 정서에 해 복수 응답한 후 기타 떠올랐던 느낌에 

한 자유로운 응답란을 순서 로 작성하 다. 마지막

으로는 성별과 나이 등 인구통계학  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을 마쳤다.

3.2. 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 25 로그램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는 한 것으로 나타났

다(α = .91). Fig. 1은 음정 간격의 종류에 따른 부 정

서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평균이 앙값인 4와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한 일 표본 t검정을 실시

하 다. 1종 오류를 교정하기 하여 유의확률을 

0.0083과 비교하 다. 이는 0.05를 검정 횟수인 6으로 

나  값이다. 불 화음인 장 2도는 ‘짜증나는’(M = 

4.47, SD = 1.81, t(130) = 3.00, Cohen’s d = 1.81, p 

= .002)의 응답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장 7도의 경우 

‘무서운’(M = 5.13, SD = 1.88, t(130) = 6.88, Cohen’s 

d = 1.88, p = .000), ‘불안한’(M = 4.78, SD = 1.82, 

t(130) = 4.90, Cohen’s d = 1.82, p = .000)의 응답 평균

이 간값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불 화음 세 음정에

서 모두 ‘화나는’, ‘슬 ’, ‘우울한’, ‘외로운’ 응답 평균

은 유의하게 낮았고(all p = .000) 화음의 경우 모든 

응답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보 다(all p < .0083).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정서를 물어본 마지막 문항에

서, 장 7도의 경우 ‘무서운’(54%)의 응답이 가장 높았

고, 장 2도의 경우 ‘짜증나는’(36%), 단 2도의 경우 ‘불

안한’(33%)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음의 경우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장 3도: 22%, 완  5도: 

36%, 완  8도: 71%).

음정의 종류에 따라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 평균은 음

정의 종류와 정서의 종류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음정 종류: F(5, 125) = 332.22, partial η  

= .18, p < .01, 정서 종류: F(9, 122) = 75.48, partial 

η
  = .08, p < .01). 한, 음정 종류와 정서 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F(45, 86) = 11.02, partial η  

= .06, p < .01). Bonferroni 사후 분석을 통해 구체 으

로 어떤 정서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정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 다(all p < .01). 한, 

모든 불 화 음정은(장 2도, 단 2도, 장 7도) ‘외로운’, 

Fig. 1. Line graph showing type of negative affect by type of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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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슬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든 화 음

정(장 3도, 완  5도, 완  8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 다(all p < .05). 특히 장 7도의 경우 ‘무서

운’ 정서가 불 화음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음정보다 유

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 = 5.13, SD 

= 1.88, all p < .01), ‘두려운’ 정서도 단 2도와는 유의미

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p = .68) 다른 음정들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4.43, 

SD = 1.99, all p < .01).

3.3. 실험 1 논의

설문 결과 장 7도가 다른 불 화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응답을 보인 정서가 있다는 에서 가설은 지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문에 사용된 불 화음이 

화음보다 유의미하게 부정 인 정서로 보고된 것은 

이 까지 불 화음이 부정 인 정서를 일으킨다는 연

구를 다시 보여 과 동시에, 불 화음에 익숙해지는 추

세가 보이는  시 에도 여 히 불 화음이 불쾌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각성 부 정서인 ‘우울한’, ‘슬 ’, ‘외로운’ 

등의 정서는 모든 불 화음을 들을 때 앙값보다 낮

은 응답을 보인 것을 보아 불 화음은 음정 간격에 상

없이  각성 부 정서보다 고 각성 부 정서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가장 불쾌함을 나타낸다고 연구

되었던(Lee et al., 2015) 단 2도가 아닌 장 7도가 다른 

불 화음보다 무섭고, 두려운 정서를 일으킨다는 은 

추후 연구에서 모든 음정 간격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공

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인다. 

한, 불 화음과 화음을 비교한 연구는 몇 존재하지

만, 불 화음 각각이 다른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을 시사한 연구는 드물기에 본 연구를 기 로 불 화

음 종류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다.

본 실험 결과는 NA scale과 NA-Unpleasantness scale

만 사용하여 한정 인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불쾌한 정서의 

종류와의 계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 기 때문에 발생

한 일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모든 음정 간격을 모든 척

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거나 세 한 주 식 응답

아 분석에 사용한다면 더 다양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실험 2: 불 화음 종류에 따른 인지간섭

실험 1을 통해 불 화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정

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2에

서는 이러한 불 화음이 인지에도 향을 미쳐 화음의 

정도에 따라 인지간섭이 더 심해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체 인 실험 방식은 Masataka & Perlovsky(2013)

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화음

의 종류에 따라 색-단어 스트룹 과제에서 응답 시간과 

오답률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특정 정서가 매개 변인이나 조  변인으로 

용되지 않도록 자극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4.1. 연구 방법

4.1.1. 실험 참가자

시각과 청력에 이상이 없고 모국어가 한국어인 참여

자 108명을 모집하 다. 그  기술  오류로 응답 기록

에 문제가 생긴 11명과 오답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참

가자 16명을 제외한 81명을 분석에 사용하 다(여성: 

56, 남성: 25, 평균 나이: 20.64세, 만 18-25세). 불 화

음이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험을 시

작하기  들리는 소리에 의해 부정 인 정서가 유발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 다. 참여자들은 연세 학

교 연구 리 시스템을 통해 모집한 심리학과 수업을 

듣는 학부생으로, 실험이 종료된 후 참여 보상으로 심

리학 실험 참여 수를 지 받았다.

4.1.2. 실험 자극  도구

실험 2는 참가자 내 설계로 음악의 종류를 독립 변인

으로, 응답 시간과 오답률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

다. 구체 인 실험은 psychopy3을 통해 제작되었다. 참

여자들은 소리를 들으며 제시되는 화면에 힌 자의 

색이 하단에 제시되는 자의 의미와 맞으면(‘ ’) 오

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응답하고, 다르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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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약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응답하 다.

실험은 선행 연구(Schroeter et al., 2004; Moser et al., 

2009; Masataka & Perlovsky, 2013)와 동일한 스트룹 

과제로, 화면 상단에 색깔이 있는 단어(빨간, 랑, 

록, 노랑)가 100ms 먼  제시되어 시선이 향하도록 한 

후, 하단에 검은 씨로 색깔의 이름이 제시되면 상단 

단어의 잉크 색과 하단 검은 씨의 설명이 일치하는

지 응답하는 과제 다. 해당 과제는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 립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립 조건에서는 화

면 상단에 단어 신 “XXXX”가 특정한 색으로 표시되

었고, 불일치 조건의 경우 하단의 자와는 계없이 

상단에 특정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해당 단어의 

의미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제시되었다( . 빨간색으

로 쓰인 “ 란색”). 일치 조건의 경우 상단에 제시되는 

단어의 색과 의미가 일치되어 제시되었다( . 빨간색

으로 쓰인 “빨간색”). Fig. 2를 보면, 상단의 두 시의 

답은 ‘아니오’가 될 것이고, 하단의 두 시의 답은 ‘ ’

가 될 것이다.

소리는 Cubase 5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실험 1과 동

일한 악기를 사용하 다. 다만 실험 1과 같이 선율이 

있는 자극은 정서를 유발하여 그 정서가 매개 변인이

나 조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단일 음정으로 

제작하 다. 음정은 A3을 기 으로 6가지 간격으로 제

작하 다. 음정 간격은 실험 1과 동일하게 불 화음으

로 단 2도, 장 7도, 장 2도를 사용하 고 화음으로 

장 3도, 완  5도, 완  8도를 사용하 다. 음정 간격 

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화음의 종류에 따라 인지간섭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해 실험에 사용된 음정 간격이 속한 화

음과 불 화음을 각각 소리가 없는 조건과 비교해보고, 

스트룹 과제 체의 립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비교

를 통해서 스트룹 과제의 체 인 효과와 화음의 종

류에 따른 인지간섭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 다.

4.1.3. 차

본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트

릭스(Qualtrics) 설문지 형태의 화면으로 속한 후 설

명을 읽고, 안내되는 실험 로그램 링크로 속하

다. 실험 로그램 화면 속 후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연습 시행을 진행하고, 본 시행을 진행하게 되었

다. 연습 시행은 음악 없이 립, 일치, 불일치 조건을 

피드백을 포함하여 2회씩 제시되었고, 분석에는 사용

되지 않았다. 본 시행은 한 블록마다 재생되는 동일한 

음정 간격의 소리를 들으며 제시되는 색깔에 맞는 응

답을 하도록 진행되었다. 실험이 끝나면 나이와 성별 

등 인구통계학  정보를 입력하고 설문을 마치게 된다.

실험은 한 블록 당 30 시행(10회 립, 10회 일치, 

10회 불일치)이 무작 로 제시되었다. 단어가 제시되

는 화면은 참여자가 응답한 순간 사라지며 응답이 없

을 시 최  4 동안 지속된 후 다음 화면으로 바 었

다. 총 7개의 조건(완  8도, 완  5도, 장 3도, 소리 

없음, 단 2도, 장 2도, 장 7도)이 2회씩, 총 14블록이 

제시되었다.

4.2. 결과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 25 로그램을 사용

하 다. 불일치 조건과 립 조건의 반응 시간과 오답

률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한 

후, 구체 인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사후 분석을 실

행하 다. 한, 체 인 비교를 한 t검정도 실시하

다. 일치 조건의 경우 상단의 단어와 하단의 단어에 

한 편향이 반응 시간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Schroeter et al., 2004).

Fig. 3은 불일치 조건과 립 조건의 평균 응답 시간

을 나타낸 그래 이다. 불일치 조건과 립 조건 모두 

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불일치 

조건: F(6, 74) = 11.20, partial η  = .11, p < .01, 립 

조건: F(6, 74) = 8.82, partial η  = .09,  p < .01). 한, 

Fig. 2. Example of incongruent condition and neutral condition

of color-word Stroop task 

(Left: Incongruent condition, Right: Neutr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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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 다(F(6, 74) = 5.37, partial η  

= .03, p < .01) 구체 으로 어떤 항목이 통제 조건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불일치 조건  불 화음의 경우 단 2도

(95% CI [-360.52, -129.71], p < .01), 장 7도(95% CI 

[-242.94, -12.13], p < .05), 장 2도(95% CI [-262.22, 

-31.40], p < .01) 모두 소리가 없는 조건보다 유의미하

게 느린 응답 시간을 보 다. 특히 단 2도의 경우 장 

7도보다 더 느린 응답 시간을 보 다(95% CI [-232.99, 

-2.18], p < .05). 립 조건에서는 장 7도만 소리 없는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응답을 보 다(95% CI 

[43.33, 254.46], p < .01).

화음의 경우 불일치 조건에서는 소리가 없을 때 

장 3도와 완  8도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응답 시간을 

보 고(장 3도: 95% CI [-237.31, -6.50], p < .05, 완  

8도: 95% CI [-369.60, -138.79], p < .01), 립 조건에서

는 장 3도와 완  5도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응답을 보

다(장 3도: 95% CI [.90, 212.03], p < .05, 완  5도: 

95% CI [3.49, 214.62], p < .05). 다른 음정 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all p > .05).

Fig. 4는 불일치 조건과 립 조건의 평균 오답률을 

나타낸 그래 이다. 반응 시간과 마찬가지로 불일치 조

건과 립 조건 모두 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불일치 조건: F(6,74) = 7.10, partial η  = 

.07, p < .01, 립 조건: F(6, 74) = 3.65, partial η  = 

.04, p < .01). 구체 으로 어떤 항목이 통제 조건과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실

행한 결과 불일치 조건  불 화음의 경우 단 2도

(95% CI [-.06, .01], p < .05)와 장 2도(95% CI [-.06, 

-.01], p < .05)는 소리가 없는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오답률을 보 지만, 장 7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립 조건에서는 단 2도만 소리 없는 조건보다 유의

미하게 낮은 오답률을 보 다(95% CI [.01, .04], p < 

.05). 화음의 경우 불일치 조건에서는 소리가 없을 

때 완  8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오답률을 보 고

(95% CI [-.09, -.03], p < .05), 립 조건에서는 장 3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오답률을 보 다(95% CI [.00, 

.04], p < .05). 다른 음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

모든 응답의 립 조건과 불일치 조건을 비교하기 

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 결과 평균 응답 시간은 

립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더 

빨랐고( 립 조건: M = 1105.53, SD = 242.64, 불일치 

조건: M = 1176.38, SD = 266.40, t(80) = 4.7, Cohen’s 

d = 254.80, p < .01), 평균 오답률도 낮았다( 립 조건: 

M = .03, SD = .04, 불일치 조건: M = .05, SD = 0.6, 

t(80) = 8.9, Cohen’s d = .05, p < .01).

한, 립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응답 시간의 차이

를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응답 시간이 불일치 조건일 때와 립 조건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Wilk’s lambda = .80, F 

= 68.29, partial η = 0.20, p < .01). Bonferroni 사후 

분석 결과 모든 음정에서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립 

조건일 때 유의하게 느린 응답 시간을 보 다 (all p 

< .01). 그 지만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립 조건일 

때(M = 1144.72, SD = 257.80)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M 

= 1028.11, SD = 195.79) 유의하게 느린 응답 시간을 

보 다(p < .01). 반면 오답률의 경우 불일치 조건과 

립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Wilk’s 

lambda = .83, F = 56.25, partial η = .17, p < .01) 단 

2도의 경우에만 불일치 조건이(M = .06, SD = .07) 립 

Fig. 3. Reaction time of incongruent condition and neutral 

condition

(blue: Dissonance, Green: No sound, Red: Consonance)

(* p < .05, ** p < .01, *** p < .001)

Fig. 4. Error rate of Incongruent condition and Neutral condition

(blue: Dissonance, Green: No sound, Red: Consonance)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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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일 때보다(M = .02, SD = .03) 오답률이 높았고(p 

< .01), 다른 음정 간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all p > .05).

4.3. 실험 2 논의

실험 결과, 소리가 없을 때보다 불 화음이 들릴 때 

인지간섭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응답 평균과 오답률을 살펴보면 불 화 정도인 단 

2도, 장 7도, 장 2도의 순서가 아닌, 단 2도, 장 2도, 

장 7도의 순서로 인지간섭에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불 화 정도에 따라 인지간섭이 차등 으로 일어나지 

않고 종류에 따라 다른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실험의 특이 은 소리가 없는 조건의 경우 응답 

시간과 오답률이 립 조건에서 더 길고 높았다는 것이

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리가 없을 때도 응답 시간과 오

답률이 립 조건보다 불일치 조건이 더 길고 높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해서는 새로운 

견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주 수 비율이 1:2

로 가장 화음으로 여겨지는 완  8도가 불일치 조건

일 때 소리가 없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더 응답 시간이 

느리고 오답률이 높았다. 따라서 강한 화음도 추후 

연구에서 인지간섭의 매개로 쓰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5. 종합논의

본 연구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불 화음

의 종류에 따라 사람의 인지에 다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불 화음은 불쾌를 일으킨다

고 여겨져 온 화성  계다. 그 지만 본 연구는 다양

한 부정 인 정서가 다양한 역할을 하듯 주 수가 부

딪히는 다양한 음정 간의 거리가 서로 다른 부정  정

서를 일으키고, 인지간섭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내었

다. 이는 앞으로 특정 불 화음을 자극으로 사용한 심

리학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다.

실험 1에서는 불 화음 세 종류와 화음 세 종류를 

선정하여 화성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서가 느껴지는

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하 다. 설문 결과 모든 불

화음이 화음보다 부정  정서 문항에 유의하게 높

은 반응을 보 다. 이를 통해 불 화음이 부정  정서

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장 7도가 다른 불 화음을 포함한 모든 화

음보다 무섭다는 정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음악이론 으로,  청각이론 으로 가장 불 화

를 이루는 두 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음으로 주 수 

비율이 15:16인 단 2도이다. 하지만 장 7도가 가장 불

화를 이루는 음보다 특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높은 음정

은 높은 긴장도와 에 지를 일으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Lahdelma & Eerola, 2016). 혹은 단순히 본 실험

에 사용된 음악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다른 음악이나 단일 화성으로 

뇌  등의 생리 인 측정을 하는 등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불 화음 종류에 따라 인지간섭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선행 연구(Masataka & 

Perlovsky, 2013)를 참고하여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불 화음을 들으며 인지간섭이 심한 불일

치 조건을 시행할 때 소리가 없는 조건보다 유의미하

게 응답 시간이 길었고 오답률도 높았다. 이는 모든 종

류의 불 화음이 인지간섭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불 화 정도가 가장 심한 단 2도의 경우 동

일하게 불 화음으로 분류되는 장 7도보다 유의하게 

인지간섭에 향을 주었다. 본 실험에서는 불일치 조건

에서 가장 화음으로 알려진 완  8도가 인지간섭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완  8도를 들을 때 

힘(potency)이 느껴지기 때문에(Costa et al., 2004) 실험 

참여자들이 완  8도를 방해 자극으로 인식했을 가능

성이 있다.

한, 분석 결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달리 립 조건

에서 소리가 없는 경우 응답 시간과 오답률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총 14개의 블록  12개의 블록에서 소리

가 나왔기에 실험  소리가 없는 시간이 상 으로 

짧게 느껴져서 나타난 상일 수 있다. Pereira et 

al.(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멈추면 쥐가 동작을 멈추고 공포를 느낀 행동

을 보 다. 실험 진행  일정하게 소리가 들리다가 갑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리가 없는 블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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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응답 시간과 오답률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의 순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 이 존재한다. 우선 온라

인으로 진행된 실험이기에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많

았다. 한, 실험 참가자들의 직 인 반응을 알기 힘

들었고, 실험에 한 충분한 사 지식을 달할 수 없

었다. 비록 실험 시작  설문 면에 실험에 한 설명

을 명시하 지만, 실제 참가자가 그 을 잘 읽었는지, 

이해하 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는 인터넷 설문의 한계

로, 추후 연구에서 이 을 보완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면 더 명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화음이 뚜렷하게 특정 정서를 나타내거

나 인지간섭에 향을 주는 등 인지 요소에 여한다

는 것은 불 화음이 종류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모

든 매체, 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 등 자제품부터, 

의료 기기, 미디어,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 련 제품

까지 넓은 실생활에 용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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