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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위 개념의 신경적 표상에 대한 fMRI나 EEG 연구들은 행위 개념의 처리가 감각-운동 정보의 모사

(simulation)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아울러 행위동사나 행위 문장 이해가 현재 수행해야 하는 행위를 간

섭하거나 촉진시킨다는 행동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행위 개념 처리와 현재 행동 수행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감각-운동정보의 모사를 매개로 하는지, 또 다른 기전에 바탕을 두는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행

위 언어 지각이 어떻게 현재 행위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 그 기저에 있는 신경 메커니즘을 시공간적으로 탐색하고

자 시간해상도가 높은 뇌파 측정과 다중전류원분석이라는 뇌파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가자에

게 단서 자극 색상에 따라 손으로 버튼 누르기 행동과 발로 페달 밟기 행동을 해야 하는 단서-운동반응 과제를 수

행하도록 하였고, 단서가 제시되기 직전에 반응 행위자체를 기술하는 행위동사(즉, 눌러라, 밟아라, 멈춰라)를 청각

적으로 제시하여 행위동사와 반응 행동 간의 의미 일치성에 따른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반응시간 분석 결과, 손

으로 버튼을 누르는 반응행위와 발을 이용하여 페달을 밟는 반응행위 모두에서 행위동사와 반응행위가 일치하는 

경우 촉진효과가 관찰되었고, 불일치에 따른 간섭효과는 손 행위에서 나타났다. 전류원 파형 분석결과, 행위동사와 

반응행위간의 의미일치성 효과는 행위 동사 처리 기간에는 베르니케 영역, 운동단서 제시 시점에선 전대상회와 보

조운동영역, 운동수행 시점에서는 보조운동영역과 일차운동피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현재 

결과로는 행위동사가 특정 운동피질을 활성화시켜 이를 매개로 현재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보다, 뒤따르는 행

위를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촉진/간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가 가지는 행위 개념의 신경학적 표상에 대한 함의와 연구 방법론상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행 개념, 신경표상, 뇌 , 류원국지화, 류원 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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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정보처리 이론에서 감각과 지각은 정보의 입력 단계로, 언어, 사고, 추론 등은 계산 

단계, 그리고 운동(movement) 또는 행위(action)는 정보처리의 최종 산출물로 간주되어왔다. 이

러한 전통적인 정보처리 입장은 20세기 후반부터 인지신경과학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증거

들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거울신경 시스템(mirror neuron system)의 발견이다

(Rizzolatti & Craighero, 2005). 붉은 꼬리 원숭이의 운동피질 일부분에서 최초 발견된 거울신경은 

자신의 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때도 발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거울신경이 

발견된 운동피질은 정보처리 단계상 최종 출력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 부

분의 뉴런 중 일부가 행위 지각에도 동시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정보의 입, 출력을 구분해왔던 

인지주의의 전통적인 가정을 깨뜨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Oberman, 

Pineda, & Ramachandran, 2007). 거울신경의 발견과 함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근거된 

인지(grounded cognition), 상황 인지(situated cognition)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지(cognition)를 목표 

달성의 최적 해를 구하는 계산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한 감각-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빠르고 자동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Clark, 2008; Gibbs, 2005; Glenberg, 2010). 

이와 아울러 언어 이해와 같은 추상적인 기호를 바탕으로 한 정보처리과정도 감각-운동 경험의 

심적 모사(mental simulation)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Barsalsou, 2009; Gallese & Lakoff, 

2005).

기존 정보처리적 접근의 주요 가정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이론들이 출현

하는 가운데 행위(action)에 대한 이해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보처리적 접

근에서 행위는 정보처리의 결과로서 수행되는 운동 반응(motor response)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생

각되어 왔던 것과 달리, 최근 인지과학에서는 행위를 복잡 다양한 신체 움직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ard, 

2015).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거울신경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인의 행위 관찰이 행위의 의미나 

의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히거나(Agnew, Bhakoo, & Puri, 2007; Kilner, Vargas, 

Duval, Blakemore, & Sirigu, 2004; Loporto, Holmes, Wright, & Mcallister, 2013), 제시한 물체나 언어

자극들에 의해서 무의식중에 행위가 조정되는 과정을 밝히기도 하였다(Boulenger et al., 2008). 이

와 아울러 행위를 목적 또는 의도가 없는 단순 반사행동과 구분하면서 행위 개념들(action 

concepts)의 신경학적 표상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Aziz-Zadeh, Wilson, Rizzolatti, & Iacoboni, 2006; 

Tranel, Kemmerer, Adolphs, Damasio, & Damasio, 2003).

행위 개념의 신경학적 표상에 대한 연구는 fMRI를 사용하여 행위 동사나 행위를 기술하는 문

장을 들려주고 행위 이해 과정에 관여하는 대뇌 피질부위를 찾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Hauk, 

Johnsrude, & Pulvermüller, 2010; Tettamanti et al., 2005). Hauk 등(2004)은 ‘차다(kick)’, ‘던지다(throw)’, 

‘말하다(speak)’와 같이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동사들을 수동적으로 들려주고 이에 활성화되

는 대뇌 영역들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 다리, 팔, 입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1차운동피질의 신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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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 영역이 활성화되는 점을 관찰하였다. Tettamanti 등(2005)은 ‘샐리가 공을 찼다’와 같은 문장

을 들려줬을 때도 Hauk 등(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운동피질의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물론 두 

연구에서 1차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만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브로카 영역(Broca’s region)이

라 불리는 좌하전두엽(left inferior frontal cortex)이나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region)으로 불리는 

상측두엽 후측부위(posterior superior temporal region)도 함께 활성화되었지만, 행위를 기술하는 언

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운동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행위 개념의 신경학적 표상이 추상

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신체의 운동 조절과 관련된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Aziz-Zadeh 등(2004)은 경두개 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을 이용

하여 운동피질을 자극했을 때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 표현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빨라짐을 보고

하면서, 운동피질과 행위 개념 처리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편으

로는 운동수행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행위관련 언어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 개념이 언어 중추에서 추상적으로 표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감각-운동 처리와 행위 계획과 조절에 관련된 신경 시스템에 

분산되어 표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이에 대한 반론은 Bedny, Caramazza, Grossman, Pascual- Leone, 

& Saxe, 2008을 보시오).

행위 개념의 신경적 표상과 실제 행동을 산출하는 운동 신경과의 밀접한 관계와 상호작용은 

뇌영상 연구뿐만 아니라 행동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Glenberg와 Kaschak(2002)등은 문장의 행위 

방향과 반응행동의 방향성이 일치할 경우 행동이 촉진되는 효과를 관찰하였고, 이를 행위-문장 

일치성 효과(action-sentence compatibility effect)라 불렀다. 예를 들어, ‘서랍을 열어라’라는 문장을 들

려주고 이 문장에 대한 의미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앞에 있는 조이스틱을 자기 몸쪽으로 당

겨서 반응하게 할 경우, 밀어서 반응하게 할 경우보다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어진 후속 연구들

은 언어로 표현된 다양한 행위 개념의 이해와 전후 과정의 행동 반응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

나 촉진되는 등 상호작용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Boulenger et al., 2006; Zwaan & Taylor, 2006). 뿐

만 아니라 Buccino 등(2005)은 손, 발 행동을 기술하는 문장을 들려줬을 때, 손과 발 근육의 운동

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가 각 문장에서 기술하는 행동 부위에 따라 매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사나 문장 이해를 통해 접근되는 행위 개념의 신경적 표상이 행

동을 산출하는 운동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 행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행위 단어나 문장의 이해가 어떻게 현재 행동을 간섭하거나 촉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fMRI를 이용한 기능적 영상 연구는 높은 공간적 해상도로 언어를 지각하고 이해

하는 과정에서 대뇌의 감각-운동영역의 활성화가 일어남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낮은 시간적 해

상도로 행위와 관련된 언어 이해가 어떻게 뒤따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어떤 대뇌 

영역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실시간적으로 벌어지는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뇌영상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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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간적 해상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파로 알려진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나, 뇌자도(magnetoencephalogram: MEG)를 들 수 있다. 뇌파는 신경세포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변

화를 두피에서 측정하는 도구로서 천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인 시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대뇌에서 일어나는 시간적 과정을 관찰하기에 좋은 도구이다. Hauk 등

(2008)은 두피 뇌파의 전류밀도분석(current density analysis)를 통해 행위 동사를 이해하는 과정에 

행위 수행 신체부위를 담당하는 운동피질 부위의 전류가 동사 제시 이후 약 170~220ms 정도에

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리창림 등(2011)은 행위를 기술하는 문장을 자극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극의 색깔에 따라 두 가지 반응(예: 노란색-버튼 누르기, 파랑색-페달 밟기)

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과제에서 자극의 의미와 반응행동의 의미 일치성 효과를 운동 피질 주

변의 두피 전극(예, Cz, C3)의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를 분석함으로서 검증하였

다. 그 결과, 행동반응에서는 자극과 반응행동 일치 여부에 따라 촉진 및 간섭 효과를 관찰하였

고, 운동 피질 부근 두피 전극(Cz, C3)에서 일치성에 따른 차이를 약 200~300ms 사이의 ERP에서 

관찰하였으나, 전극과 신체부위에 따른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피에서 측정된 뇌파의 경우, 두뇌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전류원(electrical sources)들이 다양한 

강도와 방향으로 발생시킨 전류들이 혼합되어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의 두피 전

극에서 측정한 뇌파는 기본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극의 위치가 특정 뇌영역 근처

라 할지라도 측정된 뇌파가 그 영역의 활동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Hoechstetter et al., 2004). 

따라서 두피전극에서 측정한 뇌파자료로는 특정 뇌 영역의 활동이나 대뇌 신경반응의 공간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뇌파 전류원 국지

화(EEG current source localization) 기법들이다(Koles & Soong, 1998). 다양한 국지화 방법들이 개발되

어 왔고, 각 방법들마다 이론적인 배경과 수리적 방법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피에 기록된 전위는 뇌 안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발화로 인한 결과이

므로, 발화한 신경세포들이 이론적인 전류원이 된다. 둘째, 실제 신경세포의 구조와 배열은 복잡

하지만, 전류원이 되는 신경세포들을 활동전위가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 양극과 음극을 띠는 쌍

극자(dipole)로 가정하고, 두피에서 측정된 전위를 바탕으로 전류원들을 역으로 추정한다. 이때, 

두피에서 나타난 뇌전위 신호의 양상을 가지고 두뇌 안에 존재하는 전류원을 찾아내는 것은 해

가 무수히 많은 역방향문제(inverse problem)이므로, 적절한 해(solution)를 찾기 위해서 전류원이 두

개골이나 뇌실에 위치할 수 없다는 해부학적인 제한과 생리학적 제한을 고려하여 두뇌 안의 전

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전류원 모형을 구축하고, 두피에서 측정된 전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

여 전류원의 위치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 제시된 자극과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어떤 뇌 영역들이 전류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모형이 필요하며, 전도성을 고려한 머리(head) 모

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ESA(software BESA 2012 version 5.6, MEGIS Software GmbH, 

Gräfelfing,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쌍극자를 전류원으로 동시에 상정하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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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흐름에 따른 전위 변화를 추정하는 다중전류원분석(multiple sourc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해상도가 높은 뇌파 측정과 다중전류원분석이라는 뇌파분석 기법을 통

해, 행위 언어 지각이 어떻게 현재 행위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 그 기저에 있는 신경 메커니즘을 

시공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행위 동사나 행위 관련 문장 이해과정 동안 발생하

는 감각-운동 피질의 활성화를 보여준 fMRI이나 EEG 연구(예, Hauk et al., 2004, 2008)는 행위 개

념 이해과정에 감각-운동 뉴런들의 활동이 관여함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감각-운동 뉴런들의 활

동이 어떻게 현재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Chersi 등(2010)은 

정보를 입력받는 감각 영역들, 행위 의도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구체적인 

행위를 위한 시공간적 계산을 담당하는 하두정소엽(intraparietal lobule), 그리고 행위 실행을 담당

하는 전/운동 영역(pre-/motor areas)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신경망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위 문장 이해와 행위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행위 문장이 기술

하는 행위를 표상하는 뉴런들이 현재 행위의 수행을 위한 신경망 중, 운동 방향, 신체부위, 행위 

목표를 담당하는 뉴런들 중 일부를 각각 동시에 발화시키거나 부분적으로 겹쳐서(overlapping) 발

화함으로써 현재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방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hersi 등(2010)의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이며, 이러한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가장 최근에 Mollo 등(2016)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게 하여 어떤 행위 개념을 점화시키고, 그 

운동 점화가 행위 동사에 대한 어휘 판단을 빨리하는 가를 고밀도 EEG와 MEG를 사용하여 검

증하였다. 그 결과, 언어 자극이 제시되고 약 150ms에서 운동피질뿐 아니라 언어이해관련 영역

에서도 일치성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ollo 등(2016)의 연구는 운동피질과 언어 영역

의 뉴런들이 행위 수행과 행위 언어 이해에 공통적으로 관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연

구이다. 그러나 Mollo 등(2016)의 연구는 특정 행위가 언어 이해를 촉진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알

아본 것이지, 행위 관련 언어이해가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를 수집하면서 손과 발 행위 동사를 제시하고, 이후 제시되는 색상자극에 따

라 손/발 행위수행과제를 수행하게 지각된 행위동사의 의미와 실제 행동간의 상호작용을 행동데

이터와 EEG 다중전류원 분석기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25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여하였고, 실험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참가동의서를 받았다. 참가자는 모두 오른손잡이였으며 신경학적, 정신의학적 병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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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청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시력은 정상 또는 교정 후 정상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2명의 참가자는 잦은 눈 깜박임과 근육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 때문에 EEG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실험자극

실험에서 사용된 청각자극은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60ms길이 wave파일로 제작된 

세 가지 단어로 헤드폰을 통해 양쪽 귀에 들려주었으며, 반응행동을 지시하는 세 가지 행위단

어(예: 눌러라, 밟아라, 멈춰라)로 구성되었다. 세 종류의 반응행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시각적으

로 제시되는 단서는 노란색(버튼 누르기), 파란색(페달 밟기), 하얀색(반응행위 없음) 원으로 구성

되었다. 청각자극인 행위 단어와 행위를 지시하는 시각 단서는 그 의미가 일치되거나 불일치되

도록 짝 지워졌다. 즉 행위동사가 청각자극으로 제시될 때, 행위자체를 기술하는 단어 ‘눌러라’

가 나온 뒤에 노란색 단서가 제시되면 일치조건이고, ‘눌러라’가 나온 뒤에 파란색 단서가 제시

되면 불일치 조건이다. 행위단어 ‘멈춰라’는 반응행위가 없는 행위를 기술하는 단어이므로 이 단

어가 제시되고 나서 노란색 또는 파란색 행위단서가 제시될 경우 중립조건으로 간주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자극조건  실험 차. (A) 청각자극과 행 단서(색상) 자극의 의미 

일치성에 따른 조건 (B) 청각자극은 스피커로, 행 단서는 화면 앙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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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차

실험참가자는 신체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고정된 턱받이에 턱을 괸 상태를 유지

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책상 오른편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은 바닥에 고

정된 반응 페달 위에 올려놓게 하였으며 안락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눈 깜박임으로 인한 노이즈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과제 시행 중에는 눈 깜박임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시행이 시작되면 턱 받침대로부터 50cm정도에 위치한 컴퓨터 모니터(삼

성모니터: 60Hz, 해상도: 1024×768) 중앙에 ‘+’가 1000ms동안 응시점으로 제시되고 난 후 세 가

지 행위동사가 청각자극으로 360ms간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이어서 반응행위를 지시하는 시각단

서가 화면 중앙에 그림 1B와 같이 제시되었다. 전체실험은 요구되는 두 종류의 반응행위(버튼 

누르기, 페달 밟기) 그리고 청각자극과 요구되는 반응행위 간의 일치, 불일치, 중립조건 여부에 

따라 실험참가자내 2×3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이 때 실험 참가자는 먼저 들리는 청각자극의 

내용에 상관없이 화면에 제시되는 시각단서의 색깔에 따라 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밟도록 요구받았다. 과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시행을 한 후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실험자극은 각 실험 조건당 60개의 시행을 실시하여 전체 360개의 시

행을 9번의 세션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 세션이 끝나면 1~2분간의 짧은 휴식이 주어졌다. 실

험자극의 제시와 반응행동 데이터 수집은 미국 Psychological Software Tool(PST)사의 E-prime 2.0 

professional version을 이용하였고, 행동반응 수집은 같은 회사의 반응 버튼박스와 반응 페달을 이

용하였다.

뇌  수집  분석

뇌파는 독일 Brain Products사 BrainVision 64채널(Channels) EEG system을 사용하여 sampling rate 

500Hz로 수집되었다. 두피 전극은 10-20 국제 표준 전극 위치를 참조한 Brain Products사의 64채

널 actiCAP(동양인용)에서 제공하는 표준 위치에 부착되어 참가자의 두피에 밀착되었고, 기준 전

극(reference)은 FCz 영역에 부착되었다. 참가자의 오른쪽 눈 바깥쪽 아래 위에 두 개의 전극을 부

착하여 눈 깜박임이나 수직 안구운동에 의한 VEOG를 기록하였다. 전극 단자와 두피 사이에 젤

을 주입하여 피부저항(skin impedance) 수준을 10㏀ 이하로 유지하였다.

수집된 개별뇌파는 BESA(software BESA 2012 version 5.6, Gräfelfing, Germany) 프로그램에서 구현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쳤다. 측정된 원자료는 잡음(noise)을 제거하기 위해 

0.3Hz high-pass 필터와 40Hz low-pass 필터를 사용하다. 눈 깜박임 및 안구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

는 artifact는 프로그램 기본설정(HEOG Amplitude: 150㎶, VEOG/Blink Threshold: 250㎶)으로 자동 

교정(correction)하고 난 뒤, 평균(average)조건설정 단계에서 평균구간 및 artifact제거(rejection)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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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근육수축과 외부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artifact를 포함한 시행을 찾았

다. 이 단계에서 기본설정(Amplitude: 150㎶, Gradient: 75㎶)에 따라 2차원 다이어그램(2-dimension 

diagram)에 나타난 불량시행수가 30%를 넘는 전극은 제거하였고 그 이하의 경우 시행을 제거하

였다. 그러나 주변8개의 전극과 파형이 비슷하지만 특정전극만 불량시행수가 5% 이하인 전극은 

보간법을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모든 전극에서 불량시행수가 40%를 넘는 2명의 대상자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참가자 개인의 ERP 데이터는 청각자극 제시 이전 100ms부터 자극 제시 점 까지를 기저선

(baseline)으로 하여 각 조건별로 평균하여 산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자동교정 되었던 눈 깜박임 

및 안구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 artifact는 전두부에 위치한 전극들의 활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류원 국지화 단계에서 전류원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자동교정을 해제시켰다. 전류원 분석

을 위하여 전체 참가자의 총 평균 ERP파형(grand average ERP)이 실험 조건별로 계산되었다. 전류

원 분석 구간은 청각자극이 제시되는 시점부터 그 이후 1000ms까지로 설정하였다.

뇌 류원 국지화

본 연구에서는 뇌파 자료를 두피전극 공간에서 두개골내 쌍극자 전류원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BESA(software BESA 2012 version 5.6, Gräfelfing,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Hanslmayr 

et al., 2008; Hoechstetter et al., 2004; Liotti, Woldorff, Perez, & Mayberg, 2000; Lucci, Berchicci, 

Spinelli, & Di Russo, 2014; Saint-Amour, De Sanctis, Molholm, Ritter, & Foxe, 2007; Valentini et al., 

2012). 이 프로그램은 다른 전류원 국지화 프로그램과 같이 고정된 역문제(inverse problem)에 대한 

해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이론적인 전류원들을 설정하고, 자료를 적합시키는 상호 

작용방식으로 전류원을 추정한다(Boulenger et al., 2008). 또한 4-shell spherical head model(뇌, 두개

골, 뇌척수액, 두피)에서 추산된 쌍극자를 국지화 하여 대뇌 피질의 전류원을 식별하고 시간에 

따른 활성과정을 분석한다(Leuthold & Jentzsch,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류원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대상자의 총 평균 ERP(grand 

average ERP)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여 주요 파형을 식

별하고 계산 가능한 최소 전류원 수를 먼저 추정하였다(Hanslmayr et al., 2008; Pollatos, Kirsch, & 

Schandry, 2005; Saint-Amour et al., 2007; Sherg, 1992). 그리고 나서 연구자가 실험 패러다임과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전류원을 추가로 삽입하거나 보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전류원이 산출하였다. 최

종 전류원 산출을 위하여 전체 0-1000ms 분석구간을 실험패러다임을 고려하여 세 구간으로 나누

고, 각 구간의 최소표준 추정치(Minimum-norm estimate)와 두피 전류밀도지형도(Scalp current density 

topography)를 참조하여 그 구간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류원들을 설정하였다. 전류원의 

위치와 방향은 BESA프로그램에 의하여 최소-제곱법 반복에 의해서 계산되었다(Pollatos, Kirsch, & 



나  등 / 지각된 행 동사와 재 행 의 의미 일치성에 따른 행  수행 변화의 신경생리학  기  탐색

- 581 -

(그림 2) 극자 류원 국지화로 산출된 모델. (A) 극자 류원 국지화 결과로 나타난 해. 1차청각 역: A1, 배

외측 두엽: DLPFC, Wernicke's 역: Wnk, 1차시각 역: V1, 3차시각 역: V3, 간측두피질: MT, 오른

쪽 하 두회: Rt.IFG, Broca's 역: Broca, 보조운동 역: SMA, 소뇌: Cbl, 시상: Tha, 상회: ACC, 후두

정엽: PPC, 1차손운동 역: M1_H, 1차발운동 역: M1_F. (B) BESA에서 제공하는 표 뇌 MRI 상을 사용한 

류원 치 확인의 .

Schandry, 2005). 전류원 선정은 먼저, 눈 깜박임 및 안구 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가 반영된 것으

로 추정되는 전류원을 Hoechstetter 등(2004)이 사용했던 방식에 따라 추출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파형에서 실험 패러다임과 선행연구(Liotti et al., 2000; Mollo, Pulvermüller, & Hauk, 2016)를 고려하

여 세 가지 구간으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19개의 전류원을 산출하였다.

첫 번째 구간은 청각자극이 제시된 후 큰 전류진폭(amplitude)이 나타난 150-250ms구간, 두 번

째 구간은 시각단서가 제시되는 시점주변에서 큰 전류진폭이 나타난 340-600ms구간, 세 번째 구

간은 반응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시점인 630-890ms구간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구간에서, 

청각적으로 제시한 언어자극에 반응하는 좌우측 1차청각영역(primary auditory area: A1)과 자극 제

시로 인한 주의집중과 관련된 좌우 배외측전전두엽(dorsal 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영역, 그

리고 언어 영역인 좌측 상측두엽인 Wernicke영역(Wnk)과 좌하전두영역인 Broca영역(Broca)이 주된 

전류원으로 설정되었다. 두 번째 구간에서 반응 행동을 지시하는 색상 시각단서 처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1차시각영역(primary visual area: V1)과 3차시각영역(V3)과 중간측두피질(mid temporal 

cortex: MT, V5) 영역을 각각 좌우측 반구에 대칭으로 위치시켰다. 또한 이 구간에서 운동 준비

와 선택에 관련된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과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전류원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시간구간에서는 손, 발 운동실행과 관련된 1차 운동영역(손:　

M1_H, 발: M1_F)과 후두정엽(posterior parietal cortex: PPC), 시상(thalamus), 그리고 소뇌(cerebellu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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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해부학적 위치(약어)
Talairach 좌표

x y z

Left primary auditory area (Lt.A1) -44.2 -13.4 15.7

Right primary auditory area (Rt.A1) 44.2 -13.4 15.7

Left dorsal lateral prefrontal cortex (Lt.DLPFC) -24.5 39.1 9.7

Right dorsal lateral prefrontal cortex (Rt.DLPFC) 24.5 39.1 9.7

Wernicke's area (Wnk) -59.5 -30.9 16.7

Primary visual cortex (V1) 11.4 -84.9 -20.7

Left tertiary visual cortex (Lt.V3) -53.6 -62.9 -20.1

Right tertiary visual cortex (Rt.V3) 53.6 -62.9 -20.1

Left mid temporal cortex (Lt.MT) -30.7 -72.8 8.6

Right mid temporal cortex (Rt.MT) 30.7 -72.8 8.6

Broca's area (Broca) -31.5 11.1 9.7

Right inferior frontal gyrus (Rt.IFG) 31.5 11.1 9.7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3.5 -9.9 51.7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3.5 18.1 37.7

Primary motor cortex_hand (M1_H) -35.8 -22.6 36.3

Primary motor cortex_foot (M1_F) -17.5 -2.9 51.7

Posterior parietal cortex (PPC) 16.4 -90.8 34.2

Cerebellum (Cbl) -10.5 -58.9 -32.3

Thalamus (Tha) -0.5 -23.9 23.7

<표 1> 국지화된 극자 류원의 뇌 해부학  치와 Talairach 좌표

각각 전류원으로 산출되었다. 전류원의 선정은 전류원 삽입에 따른 잔여변량(residual variance)의 

변화와 BESA에서 제공하는 표준 두뇌 3차원 공간에서의 전류원 위치와 방향을 참조하여 최종 

19개의 전류원이 선정되었고, 최종 잔여 변량(residual variance)은 0.464%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최

종 선정된 19개의 쌍극자 전류원의 위치를 3차원 투영도식에 표시한 것과(그림 2A), 전류원 위

치 지정을 위해 사용한 BESA 표준두뇌 모형을 보여준다(그림 2B). 연구에서 산출된 전류원들의 

해부학적 명칭과 Talairach 좌표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류원 형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류원 파형(source waveform)은 일반적으로 두피 전극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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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RP 파형과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두피 전극에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이미 알려진 

P300, 또는 N400과 같은 사건관련전위 구성성분(ERP component)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

는 것과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 자료는 전류원 국지화에 사용한 BESA(Brain Electric 

Source Analysis)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BESA Statistics 2.0(http://www.besa.de/products/besa- 

statistics/besa-statistics-overview/)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BESA Statistics 2.0에서는 

500Hz~1000Hz로 얻는 뇌파 자료의 특성 상 모든 시간 구간의 자료를 독립적이라 가정할 수 없

고, 모든 시점에 대해 t-검증과 같은 모수 통계분석(parametric statistical testing)을 실시할 경우, 많

은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로 인한 1종 오류(Type 1 error)의 증가를 본페로니 방법(Bonferroni 

method)을 써서 보정할 경우 너무 엄격해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Maris와 Oostenveld(2007)이 제

안한 비모수 통계검증(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ing) 방법을 제공한다. BESA statistics 2.0에서 제공

하는 비모수 통계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일정한 구간에 포함된 

모든 시점(time point)에 대한 통계검증을 각각 독립적이라 가정하고(즉, 다중 비교에 대한 보정없

이), 영가설에 대한 기각 유의수준을 p < 0.05로 설정한 후 일반적인 t-검증이나 F-검증을 수행

하여 유의수준을 벗어난 지점을 모두 찾아내는 예비 검증(preliminary test)을 수행한다. 예비 검증

을 통해 유의수준을 넘은 지점의 t값 또는 F값을 모두 더한 것을 군집 값(cluster value)으로 설정

하고, 그 군집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인 영역을 찾는다. 둘째, 예비 검증으로 찾아낸 군집 자료에 

대해 비모수 통계 기법인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1)을 실시한다. 만약 실험 조건이 세 가지 이

상인 경우,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다.

본 연구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실험참가자 

전체의 두피 전극 총 평균 ERP(grand average ERP)를 사용하여 설정된 전류원을 모든 실험참가자

의 원자료에 적용하여 각 실험조건별 전류원 파형(source waveform)을 추출한다. 둘째, 버튼 누르

기(손 행위) 조건과 페달 밟기(발 행위) 조건, 각각의 행위 조건에 대하여, 앞서 청각적으로 제시

한 언어자극의 내용과 현재 반응행동과의 관계를 토대로 일치/불일치/중립 조건으로 나누어 세 

조건의 차이에 대해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효과 분석에서 찾아진 군집(cluster)에 대

하여 일치-불일치, 일치-중립, 불일치-중립 세 조건 간 사후 검증을 순열 검증으로 수행하였다. 

사후 검증을 실시할 때 시간 구간은 200-400ms, 400-600ms, 600-900ms 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은 일종의 리샘플링(resampling) 기법으로 치환가능한(exchangeable) 모든 자료쌍

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표본 분포를 만들어 가설 검증하는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인지과학, 제27권 제4호

- 584 -

결  과

행동반응 결과

그림 3은 각 자극조건(일치/불일치/중립)에서 버튼을 누르는 반응행위와 페달을 밟는 반응행위

의 평균반응시간(response time: RT, msec)과 정확율(accuracy, %)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응행위

와 자극조건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반응행위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F(1,24)= 

104.98, p<.001, 언어자극과 의미일치성 주효과도 유의하였으나, F(2,48)=46.49, p<.001,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2,48)=.70, p=.078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적용). 반응행위 

종류의 주효과는 버튼을 누르는 반응행위에 비해 페달을 밟는 반응행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

을 나타난다. 의미 일치성에 따른 효과는 좀더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각 행위 조건에서 촉진 효

과(일치-중립)와 간섭 효과(불일치-중립)를 검증하였다. 버튼 누르기 반응 행위에서는 촉진효과(일

치: 403ms vs. 중립: 413ms, d=-10ms)가 유의하였으며, t(24)=-2.68, p=.013, 간섭효과(불일치: 425ms 

vs. 중립: 413ms, d=12ms)도 유의하였다, t(24)=3.27, p=.003. 그러나 페달 밟는 반응 행위에서는 

촉진효과(일치: 471ms vs. 중립: 494ms, d=-23m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t(24)= -6.62, 

p<.001, 간섭효과(불일치: 502ms vs. 중립: 494ms, d= 8ms)는 유의하지 않았다, t(24)=1.63, p=.12. 

반응 정확율(accuracy)은 모든 조건에서 95% 이상이었고(평균 97%), 주된 관찰변인이 아니므로 통

계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 3) 버튼 르기  페달 밟기에 걸린 행  반응시간  정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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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 형 분석 결과

전류원 파형 분석은 두 가지 다른 신체 부위(오른손과 오른발)를 사용한 버튼 누르기 반응 행

동과 페달 밟기 반응 행위 조건을 각각 분리하여, 행위단서 이전에 제시된 행위 동사와 의미 일

치성 여부(일치/불일치/중립)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표 2와 그림 4는 버튼 누르기 손 

행위에 대해 행위 동사의 의미일치성 조건(일치/불일치/중립)의 차이에 대해 반복 측정 ANOVA

를 사용한 F-검증을 사용한 주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에서는 버튼을 누르는 반

응 행동에 대해서 Broca영역(Broca), Wernicke영역(Wnk),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와 

같이 청각적으로 제시한 행위동사의 언어적인 처리와 주의에 대한 뇌 전류원(그림 4 좌측)과 보

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1차손운동영역(primary motor cortex hand: M1_H), 시상

(thalamus: Tha)과 같이 운동수행관련 뇌전류원(그림 4 우측) 파형이며, 각 전류원 파형에서 회색

으로 표시한 구간이 주효과 분석으로 찾은 군집(cluster)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각 군집(cluster)이 

위치한 시간구간에 따라 200-400ms, 400-600ms, 600-900m으로 나누어 세 조건 간 사후 검증을 실

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전류원
일치

“눌러라”

불일치

“밟아라”

중립

“멈춰라”
유의구간(ms) p-값

Wnk -1.13 -4.00 -9.04 202-236 .008**

ACC 6.50 -0.71 2.66 314-352 .047*

Wnk 1.09 -5.60 -6.26 320-376 .007**

SMA -8.36 -19.19 -17.73 334-402 .000***

ACC 0.77 -6.36 -5.30 534-556 .046*

M1_H 2.69 9.02 4.24 542-572 .001**

SMA -9.65 -6.74 -13.7 736-762 .045*

Wnk: Wernicke영역, SMA: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ACC: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M1_H:　1차운동손영역(primary motor cortex hand region), 

*** p<.001; ** p<.01; * p<.05

<표 2> 손 행 (버튼 르기 조건)에서 류원 평균 진폭에 한 자극조건 주효과분석 결과

행위단서 제시시점 전 의미 일치성 조건에 대하여 나타난 주요전류원의 주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전류원 334-402ms에서 자극조건에 따른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8.36; 불일치조건: M=-19.19; 중립조건: M=-17.73, p<.001)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해당 전류원에 대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200-400ms 시간구간에서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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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버튼 르기 행 에서 행  언어와의 의미일치성 조건에 따른 류원 형의 차이. 단어제시시  -100ms

부터 1000ms 간의 류원 형으로 록선은 행 단서가 나타난 시 을 표시하며, 회색 직사각형은 조건간 차이

가 찰된 시간구획(time-window)에 해당된다. Broca 역(Broca), Wernicke 역(Wnk), 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보조운동 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1차손운동 역(primary 

motor cortex hand: M1_H), 시상(Thalamus: Tha).

증 한 결과, 336-400ms에서 불일치조건이 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1)를 나타내

었고 336-388ms에서 중립조건이 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6)를 나타내었다. 또한 

Wernicke영역(Wnk) 전류원 320-376ms에서도 자극조건에 따른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1.09; 

불일치조건: M=-5.60; 중립조건: M=-6.26, p=.007)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효과를 보인 200- 

400ms 시간구간에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320-376ms에서 불일치조건

이 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7)를 나타내었고 중립조건이 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7)를 나타내었지만, 불일치조건과 중립조건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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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단서 제시시점 이후 의미 일치성 조건에 대하여 나타난 주요전류원의 주효과를 통계적으

로 검증한 결과,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전류원 534-556ms에서 자극조건에 따른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0.77; M: mean=-6.36; M: mean=-5.30, p=.046)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600-900ms 시간구간 중 634-652ms에서 불일치조

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5)를 나타내었다.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은 실제행위를 수행하는 시간구간인 736-762ms에서

도 자극조건에 따른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9.65; 불일치조건: M=-6.74; 중립조건: M= 

-13.7, p=.04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736-762ms에

서 중립조건이 불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2)를 나타내었지만 일치조건과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간(ms) 전류원
일치

“눌러라”

불일치

“밟아라”

중립

“멈춰라”
유의구간(ms) p-값

200-400

Wnk -1.13 -9.04 202-236 .003**

Wnk -3.74 -9.37 204-230 .002**

Wnk 2.74 -5.83 320-364 .007**

Wnk 0.04 -7.18 330-376 .007**

SMA -8.47 -19.46 336-400 .001**

SMA -7.13 -17.27 336-388 .006**

400-600
M1_H 2.55 9.04 542-570 .002**

M1_H 9.28 4.29 546-570 .000***

600-900
ACC -5.94 1.43 634-652 .005**

SMA -6.68 -13.77 738-762 .002**

Wnk: Wernicke영역, SMA: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ACC: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M1_H: 1차운동영역_손영역(primary motor cortex hand region), Tha: 시상(thalamus)

*** p<.001; ** p<.01; * p<.05

<표 3> 손 행 (버튼 르기 조건) 류원의 평균 진폭에 한 구간별 사후검증분석 결과

표 4와 그림 5는 페달 밟기 발 행위에 대해 행위 동사의 의미일치성 조건(일치/불일치/중립)의 

차이에 대해 반복 측정 ANOVA를 사용한 F-검증을 사용한 주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5에서는 페달을 밟는 반응 행동에 대해서 Broca영역(Broca), Wernicke영역(Wnk), 전대상회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와 같이 청각적으로 제시한 행위동사의 언어적인 처리와 주의에 대

한 뇌 전류원(그림 5 좌측)과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1차발운동영역(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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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rtex foot: M1_F), 시상(thalamus: Tha)과 같이 운동수행관련 뇌전류원(그림 5 우측) 파형이

며, 각 전류원 파형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주효과 분석으로 찾은 군집(cluster)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각 군집(cluster)이 위치한 시간구간에 따라 200-400ms, 400-600ms, 600-900m으로 나누어 

세 조건 간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류원
일치

“밟아라”

불일치

“눌러라”

중립

“멈춰라”
유의구간(ms) p-값

Wnk -8.74 -2.00 -5.62 342-374 .03*

SMA -23.89 -15.38 -21.51 356-390 .007**

Wnk -11.5 -7.26 -5.66 380-404 .039*

ACC 0.72 -5.69 1.23 424-451 .001**

SMA -14.38 -9.44 -6.61 688-714 .014*

SMA -20.15 -15.34 -13.58 720-746 .009**

Tha 5.08 9.47 5.73 810-836 .017*

Wnk: Wernicke영역, SMA: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ACC: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Tha: 시상(thalamus) *** p<.001; ** p<.01; * p<.05

<표 4> 발 행 (페달 밟기 조건) 류원 평균 진폭에 한 자극조건 주효과분석 결과

발 행위에서 자극조건에 따른 전류원 사건관련전위 변화는 손 행위에서 나타난 변화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났는데 행위단서 제시시점 전 의미 일치성 조건에 대하여 나타난 주요전류원의 

주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전류원 356-390ms

에서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23.89; 불일치조건: M=-15.38; 중립조건: M=-21.51, p=.007)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치성에 대한 주효과를 보인 시간구간에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

후검증 한 결과, 358-388ms에서 일치조건이 불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4)를 나타

내었다. 또한 Wernicke영역(Wnk) 전류원 342-374ms에서 일치성에대한 자극조건 주효과(일치조건: 

M=-8.74; 불일치조건: M=-2.00; 중립조건: M=-5.62, p=.03)와 380-404ms에서 자극조건에 따른 일

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11.5; 불일치조건: M=-7.26; 중립조건: M=-5.66, p=.039)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치성에 대한 주효과를 보인 시간구간에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344-374ms에서 일치조건이 불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16)를 나타내었고 

384-404ms에서는 일치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 =.015)를 나타내었다.

행위단서 제시시점 이후 의미 일치성 조건에 대하여 나타난 주요전류원의 주효과를 통계적으

로 검증한 결과,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전류원의 424-451ms구간에서 일치성 주효

과(일치조건: M=0.72; 불일치조건: M=-5.69; 중립조건: M=1.23, p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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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페달밟기 행 에서 행  언어와의 의미일치성 조건에 따른 류원 형의 차이. 회색 직사각형은 조건간 

차이가 찰된 시간구획(time-window)에 해당된다. Broca 역(Broca), Wernicke 역(Wnk), 상회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보조운동 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1차운동발 역

(primary motor cortex foot: M1_F), 시상(Thalamus: Tha).

일치성에 대한 주효과를 보인 시간구간에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430-454ms에서 불일치조건이 일치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 <.001)를 나타내었고 424-452ms

에서는 불일치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1)를 보였다.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은 실제행위를 수행하는 시간구간인 688-714ms에서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14.38; 불일치조건: M=-9.44; 중립조건: M=-6.61, p=.014)와 720- 

746ms에서 일치성 주효과(일치조건: M=-20.15; 불일치조건: M=-15.34; 중립조건: M=-13.58, 

p=.009)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치성에 대한 주효과를 보인 시간구간에서 각 조건의 평균 

진폭 차이를 사후검증 한 결과, 688-714ms에서는 일치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

(p=.003)를 보였고 720-746ms에서는 일치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음전류(p=.003)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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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ms) 전류원
일치

“밟아라”

불일치

“눌러라”

중립

“멈춰라”
유의구간(ms) p-값

200-400

Wnk -8.97 -2.17 344-374 .016*

Wnk -11.62 -5.36 384-404 .015*

SMA -24.04 -15.32 358-388 .004**

400-600

ACC 1.50 -5.55 430-454 .000***

ACC -5.90 1.17 424-452 .001**

M1_F 1.15 -3.41 548-560 .013*

600-900

Wnk 5.16 -0.11 790-802 .014*

Tha 3.98 8.89 826-836 .015*

SMA -14.38 -6.61 688-714 .003**

SMA -19.96 -13.34 720-746 .003**

Wnk: Wernicke영역, SMA: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ACC: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M1_F: 1차운동발영역(primary motor cortex foot region), Tha: 시상(thalamus)

*** p<.001; ** p<.01; * p<.05

<표 5> 발 행 (페달 밟기 조건) 류원의 평균 진폭에 한 구간별 사후검증분석 결과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상황 인지(situated cognition) 등에서 주

목받고 있는 행위 언어와 실제 행위 간의 상호작용을 뇌파 전류원 사건관련전위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행위동사를 청각자극으로 제시하였고 이어서 시각 단서의 색상

에 따라 버튼 누르기와 페달 밟기와 같이 다른 신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때 

청각적으로 들려준 행위 동사(눌러라, 밟아라, 멈춰라)의 의미와 수행해야하는 행동의 의미일치 

여부에 따라 현재 행동이 촉진 또는 간섭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관련된 뇌파의 전류원 사건

관련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측정된 뇌파의 전류원을 국지화시킨 결과 운동 수행

과 조절에 관련된 영역들 뿐 아니라 언어이해와 의미처리 관련 영역들 산출하였고, 유사한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뇌 영역들를 통해 전류원의 위치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Mollo et al., 2016; 

Vanhoutte et al., 2015; Watson, Cardillo, Ianni, & Chatterjee, 2013).

행동반응의 결과,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반응행위와 발을 이용하여 페달을 밟는 반응행위 모

두에서 청각언어자극과 시각단서의 의한 반응행위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반응시간이 빨라지

는 촉진효과가 관찰되었고, 불일치하는 경우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간섭효과는 버튼누르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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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행위를 묘사하는 문장이나 단어에 의해서 행동반응이 촉진 및 간

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이동훈, 신천우, 신현정, 2012; 

Boulenger et al., 2006; Glenberg & Kaschak, 2002; Zwaan & Taylor, 2006), 이는 언어를 통한 행위개

념의 접근이 현재 행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일치/불

일치 조건만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Glenberg & Kaschak, 2002; Zwaan & Taylor, 2006)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눌러라’, ‘밟아라’와 같이 손, 발 행위동사 뿐만 아니라, ‘멈춰라’와 같이 통제조건을 

사용하여 일치에 따른 촉진과 불일치에 따른 간섭 효과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

로 일치에 따른 촉진 효과는 두 행위 조건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불일치에 따른 간섭효과

는 버튼 누르기 손 행위에서만 관찰되었고, 그 효과도 작았다. 이는 통제조건을 사용한 ‘멈춰라’

가 단순히 운동과 관련없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행위이든 억제하라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으로 

일치했을 때 촉진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지화된 주요 뇌전류원의 사건관련전위를 분석 결과를 순서대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과 발 운동을 담당하는 1차운동영역(M1_H, M1_F)은 행위동사가 제시된 직후에는 

뚜렷한 전위가 변화가 없었고, 행위단서 이후 실제 행위 수행 시점(자극제시후 600ms 이후 시점)

에서 전위 변화를 보였다. 이는 Hauk 등(2008)과 Mollo 등(2016)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Hauk 등

(208)은 전류원밀도분석(current density analysis)을 사용하여 행위 동사 제시 이후 약 170~250ms 사

이에 운동피질의 활성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Mollo 등(2016)은 MEG를 사용하여 손 운동피질

과 발 운동피질의 전위가 행위동사 제시 150ms 이후 시점에서 이미 수행한 행위와 일치성 여부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위동사가 운동모사

(motor simulation)를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키므로 일차운동피질의 활성화에 빠르고 자동적으로 영

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운동피질의 손 영역과 발영역에 국지화된 뇌전류

원의 사건관련전위를 보면 행위동사가 제시되고 반응행동을 알리는 색상단서가 나타나기 이전 

사이의 약 400ms의 기간에 운동피질 전류원에서 전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행위 동사를 듣는 시점에서 운동모사로 인한 운동영역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 결과는 64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된 두피전위에서 통계적으로 추정된 전

류원의 파형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때문에, 행위 동사가 운동피질의 전위를 전혀 촉발하지 않는

다고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Hauk 등(2008)과 Mollo 

등(2016)도 행위동사가 운동피질을 촉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Hauk 등(2008)은 보고한 두피 전류원밀도(current density)는 운동피질의 활성화가 유일한 전류원이

라 할 수 없고, Mollo 등(2016)은 행위 단어 제시 이전에 버튼 누르기 행동과 페달누르기 행동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관찰한 운동피질의 활성화가 행위 단어에서 기인한 것과 실제 행동에서 기

인한 것을 분리할 수 없다(그들은 일치/불일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행위 동사가 

직접적으로 일차운동피질의 활성화를 빠르고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지는 아직 확실히 결론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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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를 명확히 결론 짓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에 두개골내 전위측정(intracranial EEG)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Jerbi et al., 2011) 행위 동사를 제시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1차운동피질의 전류원과 달리, 보조운동영역 전류원(SMA)은 행위 동사가 제시한 이후 약 

200ms부터 전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행위 지시 단서가 나타나는 시점(360ms)을 전후로 

하여 행위동사와 수행해야할 행위의 의미일치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버튼누르기: 약

330-400ms, 페달밟기: 약360-390ms). 버튼 누르기 행위 조건에서 보면 행동결과에서 촉진효과가 

뚜렷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류원에서도 일치조건의 전류가 다른 조건에 비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행위 동사가 제시되고 또 이후에 색상단서에 따라 반복적인 반응행위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의 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uthold & Jentzsch, 2002). 보조운동영역의 전류원에서는 의미일치성 조건

에 따른 차이가 행위단서가 제시된 이 후에도 관찰되었는데(버튼누르기: 약740-760ms, 페달밟기: 

약690-750ms), 특정 신체부위의 운동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도 행위동사에 의해 기대나 예측

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 Chersi 등(2010)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언어 

이해와 행위 수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운동피질이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수행과 자세 잡기에 필요한 시공간적 계산과 준비과정에 관여하는 두정엽이나 전운동피질이 관

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구한 행위는 복잡한 시공간적 계산이 필요없었기 때문

에 Chersi 등(2010)이 예측한 두정엽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행위 조정의 기제가 직접적인 

1차 운동피질의 활성화 조절이 아니라 전전두엽이나 전운동피질, 두정엽과 같은 운동을 준비하

고 계획하는데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한다(Lu, Arai, Tsai, & Ziemann, 2012; Praamstra et 

al., 1996).

단어 의미처리와 관계가 깊은 Wernicke영역 전류원은 보조운동영역 전류원이 청각적으로 제시

된 행위동사를 처리하는 시기(버튼누르기: 약320-380ms, 페달밟기: 약340-400ms)에 조건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행위단어 제시이후 운동피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언

어이해 영역에서 행위단어 범주사이의 일치성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ollo et al., 2016). 전대상회 전류원에서 행위를 지시하는 단서가 제시된 이후(버튼누르

기: 약530-560ms, 페달밟기: 약420-450ms) 조건에 따른 일치성효과가 나타난 것은 불확실한 상항

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환되는 절차에 주의가 요구되고 행위동사로 인해 

활성 된 운동 시스템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위 논의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어떤 행위 전에 지각된 행위동사는 특정 신체 부위의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피질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기 보다, 보조운동영역(SMA)나 전대

상회(ACC)를 통해 행위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뒤따르

는 행동을 촉진하거나 간섭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위동사와 같은 행

위를 기술하는 언어 지각이 어떻게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면밀한 신경학적 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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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지닌 뇌파 측정과 대뇌 전류원 파형 분석을 통해 탐색을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두개골 내 전위측정(intracranial EEG)과 같

이 직접적인 측정이 아니라, 두피 전극에서 얻어진 뇌파를 토대로 수학적으로 재건(reconstruction)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방법론을 사

용한 추후 연구들이 수렴된 결과를 보고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두개골 내 전위측

정이나, 뇌자도(MEG)와 같은 더 발전된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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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of Neurophys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Action Performance Changes caused by Semantic Congruency

between Perceived Action Verbs and Curren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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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fMRI and EEG research for neural representations of action concepts insist that processing of action 

concepts evoke the simulation of sensory-motor information. Moreover, there are several behavioral studies 

showing that understanding of action verbs or sentences describing actions interfere or facilitate current action 

performance. However, it is unclear that online interaction between processing of action concepts and current 

action is based on the simulation of sensory-motor information, or other neural mechanisms.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underlying neural mechanism that how the perception of action language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current action using high-spacial temporal resolution EEG and multiple source analysis techniques. 

For this,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a cued-motor reaction task in which button-pressing hand action 

and pedal-stepping foot action were required according to the color of the cue, and we presented auditorily 

action verbs describing the responding actions (i.e., /press/, /step/, /stop/) just before the color cue and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 from the semantic congruency between the action verbs and the current action. Behavioral 

results revealed consistently a facilitatory effect when action verbs and responding actions were semantically 

congruent in both button-pressing and pedal-stepping actions, and an inhibitory effect when semantically 

incongruent in the button-pressing action condition. In the results of EEG source waveform analysis, the 

semantic congruency effects between action verbs and the responding actions were observed in the Wernicke’s  

area during the perception of action verbs, in the anterior cingulate gyrus and the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at the time when the motor-cue was presented, and in the SMA and primary motor cortex (M1) during 

action execution stage. Based on the current findings, we argue that perceived action verbs evoke the 

facilitation/inhibition effect by influencing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stage of following actions rather than 

the directly activating the particular motor cortex.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 on the neural 

representation of action concepts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Key words : action concept, neural representation, EEG, source localization, source waveform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