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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Park et al.(2020)에서 다루어진 의문사 구(wh-phrase)
가 내포문(embedded sentence)에 포함된 의문문의 종류, 즉 판정 

의문문(yes/no question)인지 또는 설명 의문문(wh question)인지

를 판별하는 지각 실험의 결과 중, 지난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서울말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사 현상

으로 알려져 있는 wh-섬 제약(wh-island constraint)이 서울말에

서 약화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wh-섬 제약이란 내포문이 간접 의문문을 형성할 때 그 내부

의 의문사 구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현상을 일

컫는다. 영어와 같이 명시적 이동(overt movement)이 일어나는 

언어와 달리 의문사 이동이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wh-in-situ’ 언어인 한국어는 의문사 구의 작용역(wh-scope) 위
치 이동이 논리 형태(logical form)에서 ‘보이지 않는 이동(covert 
movement)’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Huang, 1982). 비록 보

이지 않는 이동이라 할지라도 섬 제약 상황에 놓이게 되면, 즉 

내포문의 의문사 구가 모문 작용역(matrix scope)으로 해석되기 

위해 모문(matrix sentence)으로 이동하는 것은 섬 제약 위반이

며 따라서 비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내포문에 의문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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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의문문이 설명 의문문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의문사 구

가 모문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wh-섬 제약이 한

국어에 실재 하는지, 존재한다면 왜 약화되는지 등, wh-섬 제약

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서울말에서 모문 작용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운율 

구조를 가진 자극 문장을 얼마나 많은 피험자들이 의도된 작용

역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각 반응 시간을 통하여 내포문 작

용역과 모문 작용역의 판단에 소요된 시간이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고 지각 측면에서 전반적인 wh-섬 제약의 발현 양

상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Ross(1967)는 특정 통사 구조(섬 제약 구조)에서 의문사 구의 

이동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이든 보이지 않는 

이동이든, 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문사 이동이 불가한 것으

로 알려진 구조에서도 때에 따라 섬 제약이 약화되는 경우가 보

고되었다(Chung, 1996; Miyagawa, 2004). Ishihara(2002, 2004)와 

Deguchi & Kitagawa(2002)는 일본어에서 특정 운율 패턴을 사용

하여 읽을 경우 모문 작용역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특히 동남 방언에서 내포문에 의문사 구가 있을 경우 

그 의문사 구의 작용역은 내포문으로도 모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문의 의문 종결어미가 ‘-나’(판정 의문문), ‘-노’(설
명 의문문)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용역의 구분이 가능하

며, 이러한 이유로 섬 제약 약화의 예로 사용되었다(Suh, 1987). 
즉 의문 종결어미가 ‘-나’로 끝날 경우 판정 의문문이므로 내포

문의 의문사 구는 내포문 작용역을 나타내고, 모문의 종결 어미

가 ‘-노’로 끝날 경우 설명 의문문이므로 내포문 의문사 구는 모

문 작용역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발화시 문장의 

피치 곡선(pitch contour)에서도 작용역에 따라 소위 ‘의문사 억

양(wh-intonation)’이라는 특정 운율 구조로 나타난다(Hwang, 
2006, 2007, 2011, 2015; Jung, 2010; Kubo, 2005; Lee, 2001; Yun 
et al., 2020).

 Hwang(2015)에서 동남 방언(경남) 모문 작용역을 나타내는 

두 가지 피치 곡선 형태를 제시하고 각각의 형태에 상응하는 운

율 음향 단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모문 작용역

임에도 피치 곡선의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음향 단서를 사용한

다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Yun et al.(2020)에서

는 동일한 운율 단서를 활용하여 작용역을 구분할 수 있음을 밝

혔다. 즉 보문소(complementizer)를 포함한 내포문 동사가 나타

내는 F0 변동 폭이 모문 작용역일 때 작고 내포문 작용역일 때 

크며, 의문 종결어미를 포함한 모문 동사의 F0 변동 폭도 모문 

작용역에서 내포문 작용역일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Yun(2019)의 주장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 서울말을 대상으로 한 청취 실험에서 의문문 지각 요인은 

의문사 구 뒤에서 운율 경계의 해지(post-wh dephrasing)로 나타

나며, 의문사 구가 형태적으로는 동일하나 부정 대명사(wh- 
indefinite)로 사용될 경우 그것의 돋들림(prominence or pitch 
raising)이 이 wh-부정 대명사를 모문 작용역으로 해석할 가능성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비록 이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wh-섬 제약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절에서의 의문사 구(또는 동

일 형태의 wh-부정 대명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래 두 가지 

면에서 동남 방언 wh-섬 제약 문장의 의문사 작용역 구분에서

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1

Adapted from Yun et al. (2020: 49) with permission of author.

그림 1. 작용역에 따른 의문사 어구, 내포문 동사, 모문 동사의 F0 
정점과 끝 지점 F0의 표준화된 변동 폭에 대한 평균과 ±1 표준 편차. 
Figure 1. Means and ±1 standard deviation of normalized F0 difference 

between F0 at the end of the three words and the peak F0 of the word in the 
embedded and matrix wh-scope sentences.

첫째, 운율 경계의 해지란 의문사 구 이후의 강세구(accentual 
phrase)에 확연한 강세구 운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여주는 음향 단서는 의문사 구 이후의 어절에서 구해지

는 F0 변동 폭이 강세구가 확연한 문장에서 구해지는 F0 변동 

폭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Yun(2019)은 운율 경계 해지

의 범위가 Richards(2010)에서 주장하듯이 해당 의문사 구와 상

응하는 보문소까지로 보았으므로 만약 의문사 구가 모문 작용

역을 갖는다면 운율 경계의 해지는 모문 동사와 의문 종결어미

를 포함한 문장의 마지막 어절의 F0 변동 폭도 강세구(이 경우

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에 나타나는 변동 폭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문 작용역일 경우 돋들림 현상은 그것이 wh-부정 대

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모문 

작용역인 의문사 구의 F0 변동 폭은 내포문 작용역 의문사 구의 

F0 변동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관되게 관찰되기 때문

1 실험에 사용된 자극 문장은 ‘이 약에 뭐가 들어가면 위험해’이며 ‘뭐’는 조건절에 위치하여 섬 제약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Yun, 20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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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두 가지 공통점은 내포문 작용역 문장 ‘니는 영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나?’와 모문 작용역 문장 ‘니는 영미

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노?’를 녹음한 자료에서 F0 변동 

폭을 구하여 나타낸 그림 1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의문사 

구에서의 F0 변동 폭은 모문 작용역 문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내포문 동사와 모문 동사가 있는 각각의 어절에서 구해지는 F0 
변동 폭은 운율 경계 해지가 있는 모문 작용역 문장에서 더 작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Yun et al., 2020: 49).
두 연구 결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문장

이 상이함은 차치하고라도 Yun(2019)은 서울말을 Yun et 
al.(2020)은 동남 방언(경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며, 동남 방

언에서 발견된 서울말과의 동질성이 정작 서울말 화자들의 동

남 방언 실험 문장에 대응하는 서울말 문장 발화 실험에서 발견

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Yun et al., 2020: 
50). 주지하듯이, 동남 방언과는 달리 서울말에는 의문 종결어

미가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

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동남 방언에서와 같이 모문 작용역 해석

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이해되었고 여러 연구에서 이

러한 문장의 비문법성을 지적하였다(Choe, 1995; Chung, 1996; 
Hong, 2004). 

그러나 동남 방언에서와 같이 서울말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운율 구조로 자극을 만들어 청취 지각 실험을 한다면 모문 작용

역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Hwang(2007)과 

Yoon(2010)은 서울말에서도 적절한 운율로 읽힌 문장의 지각 

실험에서 모문 작용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러나 Hwang(2007)은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의 실험이었으며, Yoon(2010)은 4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나 피험자들이 청취와 동시에 자극 문장의 스크립트를 읽

도록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고 실험 

설계가 청취 지각 실험에서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을 따르지 않

는 취약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실험의 결과를 신뢰하는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문 작용역의 운율 특징을 

단지 의문 종결 어미의 피치 패턴으로만 해석하는 등의 오류도 

발견된다. 실험 결과 측면에서도 Yoon(2010)이 주장하듯 모문 

작용역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극에 대하여 단지 33.8%만의 피

험자가 모문 작용역으로 이해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어의 wh-섬 제약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서(66.2%) 여전히 

제약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극 문장에 나타

난 운율 구조가 정말로 모문 작용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운율 

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적절한 규모의 피험자를 선정, 지각 

실험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3회 반복하는 일반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자극 문

장의 운율 구조를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말에서 모문 작용역 해석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가

능하다면 내포문 작용역 해석이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피험자들이 모문 작용역으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각 자극

에 대한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모문 작용역 판단에 얼마나 많은 

부하(load)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

적으로 서울말에서 wh-섬 제약이 실재하는지 또는 약화되는지 

등 wh-섬 제약에 대한 전반적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2

3. 실험 방법

3.1. 실험 참가자 및 자극 문장

이 연구는 동남 방언(경북)과 서울말을 대상으로 한 Park et 
al.(2020)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서울말 실험에 대한 분석이므로 전체 실험 방

법 기술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기

술하고자 한다. 먼저 피험자는 총 50명이며 부모님 포함 모두 

서울, 인천, 경기권 출신으로 실험 당시(2018년) 나이는 평균 

25.14세, 표준편차는 3.25이다. 피험자 중 80년대 출생(84, 85, 
86, 89) 4명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피험자 79년생 1명이 포함

되었다. 피험자는 모두 실험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청각, 말장애가 보고된 바 없다.

궁금하다
모문 작용역 너는 영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니?

내포문 작용역 너는 영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니?
부정 대명사 너는 영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니?

명사 너는 영미가 민호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니?

표 1. 청취 실험 자극 문장과 의문사 구 해석 형태
Table 1. Sentences for stimuli and interpretations of wh-phrases 

청취 실험은 OpenSesame(Mathôt et al., 2012)를 사용하였으

며, 표 1과 같이 네 개의 문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동사 ‘생
각하다’로 이루어진 세 개의 문장, 즉 부정 대명사로 그리고 모

문의 작용역으로 사용되는 ‘너는 영미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

각하니?’와, 명사구를 포함한 ‘너는 영미가 민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를 자극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생각하다’는 교량 동

사(bridge verb)이므로 내포문 작용역 해석이 불가하여 총 7개 

문장의 목표 자극 문장과 채움 문장(filler sentence) 32개 문장, 
전체 39개 문장이 청취 실험 1회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

을 3회 반복하였다. 채움 문장은 단순 판정 의문문과 누구, 왜, 
어디, 무엇, 몇 등의 의문사가 들어간 설명 의문문으로 이루어

져 있다.

2 물론 이러한 원인이 통사적 제약의 재분석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으며 섬 제약 약화에 대한 통사적 재해석은 Yun et al.(2020)의 발화 실험을 통사

적으로 해석한 Um & Kim(2020)과 Kim & Um(2020)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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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극 문장의 녹음과 피치 특성

자극 문장은 서울 출신의 50대 남성이 녹음하였다. 주지하다

시피, 명사구가 포함된 문장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문장 발음

열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의 구분은 오직 피치의 변화 등 음성에

서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포문 작

용역과 모문 작용역이 모두 가능한 ‘궁금하다’를 이용한 세 문

장의 피치 변화를 프랏(Boersma & Weenink, 2021)으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궁금하다’ 자극 문장의 피치 곡선(A: 부정 대명사, B: 내포문 

작용역, C: 모문 작용역) 
Figure 2. Pitch contours of sentences with the verb '궁금하다(wonder)'(A: 

indefinite, B: embedded wh-scope, C: matrix wh-scope) 

Jun (1993)에서 주장하듯, 유성음화가 일어나는 운율 단위는 

강세구 내부이므로, ‘좋아하는지’의 좌우 경계에서 모두 유성음

화를 찾을 수 있는 그림 2의 C는 결과적으로 강세구 경계가 해

지되어 ‘누구를’에서 시작된 강세구 왼쪽 경계는 문장이 끝나는 

곳의 억양구 경계와 오른쪽 경계를 일치시키게 된다. 이는 의문

사 구임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Richards(2010)에서 주장하듯이, 
작용역이 모문이 되도록 모문 동사 ‘궁금하니’의 왼쪽 강세구

(또는 ‘좋아하는지’의 오른쪽) 경계도 해지되어 연속적으로 두 

개의 강세구 경계가 해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문 작

용역의 ‘누구를’에 나타난 F0는 부정 대명사와 내포문 작용역

에서의 F0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명백히 의문사 구임

과 동시에 모문 작용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림 2의 A는 모든 어절에서 강세구 경계가 나

타나며 B는 ‘좋아하는지’의 오른쪽 강세구 경계에 Ha 경계 피

치가 보이고, ‘궁금하니’의 첫 연구개 폐쇄 연음(lax)이 유성화

되지 않아 분명히 강세구 경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누구를’의 오른쪽 경계는 ‘좋아하는지’의 첫 자음이 유성화되

어 강세구 경계 해지를 보이고 있다.
모문 동사의 억양구 경계에 나타나는 경계 톤에서도 설명 의

문문에서 나타나는 HL%로 그림 2의 C는 모문 작용역이 설명 

의문문임을 잘 나타내는 전형적인 억양 곡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un & Oh(1996)은 설명 의문문의 전형적인 경계 

톤이 HL%가 아닌 H% 그리고 주로 LH%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Kim et al.(2000)은 낮게 형성된 H% 그리고 주로 HL%가 

설명 의문문의 억양구 경계 톤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두 연구 중 첫 번째인 Hwang 
(2007)의 자극 문장 운율 구조에서도 모문 작용역일 경우 예외 

없이 모두 HL%의 억양구 경계 톤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

로 Yoon(2010)은 ‘Rising’으로 표현된 억양구 경계 톤으로 만들

어진 자극에 피험자 모두 판정 의문문으로 해석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억양구 경계 톤 HL%는 모문 작용

역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자극 문장의 운율 구조는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

를 정확히 알려주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발화되었다.

3.3. 청취 실험 절차

피험자들은 먼저 실험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청취

하였다. 즉, 문장이 발화되면 그 발화를 듣고 그것이 ‘네, 아니

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설명 의문문’인지 오

른쪽과 왼쪽의 ‘shift’ 키를 통해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실험 

설명에서 설명 의문문의 의미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목표 자극 문장 7개와 채움 문장 32개 총 39개의 청취 자극을 

3회에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 전에 10개의 채움 문장

으로 연습 기회가 주어졌다. 한 회 청취 실험이 끝나면 각자 5분
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휴식시간이 끝나면 피험자에게 휴식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열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며, 준비되는 대로 ‘Enter’를 눌러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피험자의 각 자극 문장에 대한 의문문 종류 선택의 대답을 기

록, 엑셀 파일에 저장하고, 그와 함께 자극이 끝날 때부터 대답

을 선택하는데 걸리는 반응 시간도 기록, 저장하였다. 실험은 

5~6명씩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모두 동일 기종의 노트북을 사용

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동일 기종의 밀폐형 헤드폰(AKG사 

K271MKII)을 착용하고 실험에 임했다. 실험 장소는 서울권 대

학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에 방해받을만한 생활 소음 없이 진행

되었으며, 피험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3.4. 분석 대상 및 통계처리

7개의 자극 문장 중 분석의 대상은 ‘궁금하다’로 이루어진 4 
종류의 문장이다. 따라서 피험자 1명 당 총 3회에 걸쳐 12개의 

분석 대상 자극 문장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며 총 600개(12개×50
명), 각 문장 당 150개(600개/4 문장)의 대답과 반응 속도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600개의 반응 중 피험자 1명의 반응시간이 자극이 끝나기 전

에 키보드를 선택한 경우가 2회로 나타나 이 피험자의 의문문 

판단과 그것의 반응 시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여 최종 분석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분석 대상은 

600개에서 1명의 반응 12개가 줄어든 588개 이다. 
먼저 각 자극 문장의 의문문 종류를 선택하는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본 후, 반응 시간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각 실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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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반응 시간이 변하는지와,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반응 

시간이 달라지는지, 두 가지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

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계 

프로그램인 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R Core Team, 2020).

4. 실험 결과 및 논의

4.1. 의문문 종류 선택의 오류 분석

‘궁금하다’로 이루어진 각 문장의 의문문 종류 선택에 대하

여 기대하는 대답과 일치한 의문문 종류를 선택한 수와 그렇지 

못한 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문장 종류 기대 대답 정답 오답 합계
모문 작용역 설명 의문문 127 (86.3%) 20 (13.6%) 147

내포문작용역 판정 의문문 146 1 147
부정 대명사 판정 의문문 144 3 147

명사 판정 의문문 146 1 147
합계 563(95.7%) 25 (4.25%) 588

표 2. 문장 종류에 따른 기대 대답과 정오 답변 수
Table 2. The expected answers and the correct number of answers 

depending on the sentence types 

전체 정답 비율은 문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95.7%에 이른다. 
눈에 띄는 오답 비율은 모문 작용역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나타

난다. 부정 대명사에서의 오답에 비하면 약 7배의 오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오답 20개가 피험자 20명에게서 3회의 실험 

중 한 번씩 잘못된 판정을 했다면 49명 중 20명(40.8%)이 모문 

작용역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40.8%에 이르는 피험자의 모문 작용역 해석이 지금까지 

알려진 운율 구조 조건, 즉 강세구 경계 해지와 의문사 구 돋들

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wh-섬 제

약이 약화되어 모문 작용역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험에 

사용된 자극 문장의 운율 구조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록 40.8%의 피험자가 자극의 운율 구조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약 60%의 피험자들은 동일 구조

를 wh-섬 제약 약화에 필요한 운율 구조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자극 문장의 운율 구조와 관계없이 40.8%의 사람들이 

wh-섬 제약의 영향력에 지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서울말에서 다수라고 할 수 없지만 적지 않

은 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wh-섬 제약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방언에서 wh-섬 제약이 활성화할 수 있으나, 동일 

방언 내에서 제약의 활성화와 약화가 약 40 대 60의 비율로 나

타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 방언 화자에 내

재된 동일 제약이 어느 한 쪽, 즉 발현하거나 그렇지 않는, 어느 

한 방향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보

인다는 것은 문법의 완결성(integrity)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이에 20개의 오답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피험자 별, 실험 회차별 오답 현황을 표 3
에 나타내었다.

피험자 1회 2회 3회 오류합계
A1 ✓ 1
A2 ✓ 1
A3 ✓ 1
A4 ✓ 1
A5 ✓ 1
A6 ✓ 1
A7 ✓ 1
A8 ✓ ✓ 2
A9 ✓ ✓ 2
A10 ✓ ✓ 2
A11 ✓ ✓ 2
A12 ✓ ✓ 2
A13 ✓ ✓ ✓ 3

오류합계 9 7 4 20

표 3. 피험자 별 모문 작용역 오류 발견 실험 회차와 오류 합계
Table 3. Errors in the matrix scope interpretation depending on 

subjects and trials, and a total number of errors for each of the subjects 

3회의 실험 중 오류가 한 번씩 발견된 피험자는 모두 7명이며 

2회의 오류는 5명, 모든 회차에서 판정 의문문으로 대답한 피험

자는 한 명으로 실제 오류가 발견된 피험자의 수는 총 13명으로, 
실험 참가자 49명의 26.5%에 그치고 있다. 또한 3회 중 어느 한 

회차에 오류가 있는 피험자도 대부분 첫 번째 실험 회차에서 오

류가 발견된다(7명 중 5명). 결과적으로 20개의 오답을 낸 피험

자는 총 13명, 그 중 1회차에 한하여 1회 오답을 낸 5명을 제외

한 8명에게서 wh-섬이 여전히 제약으로 작용하여 wh-섬 제약 

활성화 비율이 16.3%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Yoon(2010)에서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볼 만 하다.
Yoon(2010: 633)은 두 개의 모문 작용역 설명 의문문으로 진

행한 청취 실험에서 첫 번째 문장은 40명(1명 답변 제외) 중 14
명만이 모문 작용역 설명 의문문으로 이해하였고, 두 번째 문장

은 13명만이 모문 작용역으로 이해했다고 보고하였다. 평균적

으로 26.5명(33.8%)에게서 제약이 약화되었으며 wh-섬 제약 활

성화 비율은 66.2%에 이른다. 이는 위에서 20개의 오답을 모두 

각기 다른 피험자가 생산했을 경우보다도 월등히 더 큰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일 방언의 문법에서 동일 제

약이 경쟁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실험에 따라 wh-섬 제약 활성화가 더 높거나 또는 약화가 더 높

게 나타나는 모순적 결과를 보인다는 면에서 Yoon(2010)의 실

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의문사 억양’으로 

wh-섬 제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와 배치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제 20개의 오답이 20명이 아닌 

13명에게서, 또한 일 회차의 오답을 제외하면 8명에게서만 나

타난 현상으로, 기존 연구의 ‘의문사 억양’을 통한 wh-섬 제약 

약화가 83.7%라는 다수의 피험자에게서 나타나고, 비교적 적은 

수의 피험자에게서 wh-섬 제약이 활성화되어 동일 문법에서 동

일 제약에 대한 반응이 어느 한 방향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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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표 3에서는 실험이 반복될수록 오류 수도 감소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실험에서는 총 9회의 오류, 다시 말해서 

9명에게서 오류가 나타났으나, 2회, 3회를 거듭하면서 7명, 4명
에게서 오류가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wh-섬 제약이 활성화 되는 

피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험 횟수

가 증가하면서 피험자들이 설명 의문문 운율 구조를 이해하여 

모문 작용역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wh-섬 제약이 활성화 되어 문법성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제약의 약화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말에서 

wh-섬 제약 약화가 기본 값(default value)으로 맞춰져 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

종합하면, 이 실험의 오류 분석을 통해 다수의 피험자가 wh-
섬 제약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비교적 소수의 피험자에

게서 wh-섬 제약의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말도 동남 방

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운율 구조로 발화된다면 모문 작용역 

해석이 가능한 wh-섬 제약 약화 방언으로 볼 수 있다.

4.2. 반응 시간과 오류 반응 분석

자극 문장을 듣고 판정 또는 설명 의문문을 선택하는데 걸린 

반응 시간을 자연로그(natural log)로 변환 후 다시 표준화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문장 종류별 상자 그림

(box plot)을 살펴보면 모문 작용역을 판단하는데 걸린 반응 시

간이 다른 어느 유형의 문장 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의문문의 종류 중에 명사가 사용

된 문장에서의 반응 시간이 가장 빠르고 모문 작용역 판단이 가

장 늦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포문 작용역과 부정 대명사의 판

단에는 반응 시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각 실험 회차별 반응 시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회가 거듭할수록 반응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학습 효과도 찾

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차이를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을 때, 의문문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효

한 것으로[F(2.39, 74.24)=41.778, p<0.001], 실험 횟수에 따른 차

이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2, 62)=10.011, p<0.001], 두 

요인에 대한 교호 효과는 유효하지 않았다[F(6, 186)=0.977, 
p=0.44].

두 가지 주요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뒤이어 사후검

증(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방법은 ‘paired 
Bonferroni t-test’를 사용하였다. 예상대로 내포문 작용역과 부

정 대명사 의문문 문장에서의 반응 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고 그 외의 모든 짝에서 신뢰 수준 0.01 이하의 통계적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 횟수를 대상으

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회와 3회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은 반면 1회와 2회, 그리고 1회와 3회 사이는 모두 

p<0.001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문장과 실험 횟수에 따른 반응 시간
Figure 3. Normalized log response time depending on sentence types and trials

모문 작용역 판단에서 오류가 나타난 피험자의 각 실험 횟수 

별 반응 시간을 표 3의 오류 위치와 함께 표시하여 표 4에 나타

내었다. 이를 통해 오류가 줄어들면 반응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피험자 별 정답과 오답 사이의 일관된 반

응 시간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피험자에 따라 오답에 대

한 반응 시간이 정답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러나 오류가 줄어들면 평균 반응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반

적으로 오류에 소요되는 반응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그림 3을 통해 보았지만, 모문 작용역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또 오류의 반응 시간이 대체로 길다는 것은 모문 

작용역 판단에 ‘필요한 처리’가 다른 문장들에 비하여 더 시간

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문 작용역 해석에 필요한 조건

은 강세구 해지가 두 번(‘좋아하는지’의 좌, 우 경계) 일어나고, 
의문사 구의 돋들림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비록 모문 

해석에 필요한 조건으로 검토되지 않았으나 그림 2의 C에서 확

연히 나타나는 의문 종결어미의 억양구 경계 톤인 HL%도 모문 

작용역 판단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강세구 발현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모문 작용역 판단에 소요되는 ‘필요 처

리’ 시간만 보더라도, 모든 강세구 발현(그림 2의 A: 명사, 부정 

대명사), 하나의 강세구 경계 해지(그림 2의 B: 내포문 작용역)
의 경우보다 수적으로 더 많은 요소를 처리해야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한 통사적 해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만 위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만을 열어두고자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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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1회 2회 3회
A1 0.5266 1.0970 –1.2746
A2 1.6882 0.9015 0.9221
A3 2.2459 2.2567 0.2509
A4 1.2638 1.5146 –0.2108
A5 2.2298 1.4767 0.6587
A6 –0.4917 0.7315 –0.4242
A7 1.1437 1.6091 0.2897
A8 –0.9289 0.7326 0.6707
A9 0.3737 0.6252 1.1157

A10 3.5484 2.5057 –0.9850
A11 1.6940 2.6137 2.6905
A12 1.3138 –0.4735 1.1549
A13 1.0769 –0.0239 1.0709

반응 시간 평균 1.2064 1.1965 0.6815

표 4. 모문 작용역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한 피험자의 회차 별 반응 

속도와 평균(오류 발견 회차에 그림자 표시)
Table 4. Normalized log response time for subjects having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a matrix wh-scope sentence and the mean values of each 
trial (Shades represent errors found) 

비록 모문 작용역 문장에 대하여 잘못된 대답을 했다고 하더

라도 그에 대한 반응 시간은 판정 의문문에 비하여 월등히 길다

고 할 수 있다. 모문 작용역 판단에 걸린 시간과 유사한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험자들은 모문 

작용역으로 해석하는 반면 16.3%의 피험자들은 모문 작용역 해

석을 회피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응 시간으로 판단해 볼 때, 
wh-섬 제약의 영향을 받는 피험자들은 적극적으로 판정 의문문

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모문 작용역 자극이 적어도 설명 의문문

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판정 의문문을 선택한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부연하자면, 적극적인 판정 

의문문 선택은 다른 판정 의문문에 나타난 반응 시간과 유사한 

반응 시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소극적 선택, 즉 설명 의문문(모문 작용역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 시간 분석을 통하여 모문 작용역 판단에는 많은 부하가 

들어가는 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처리 시간에도 모문 

작용역으로 판단하는 피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말에서의 wh-섬 제약은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피험자들

은 wh-섬 제약이 타인에 비해 더 활발히 작동하는 문법을 내재

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wh-섬 제약의 실재에 대하여 청취 실험을 통해 서울말도 동

남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의문사 억양’이 주어지면 

wh-섬 제약이 약화되는 방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서 모문 작용역으로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서울말 청자가 그렇

지 않은 청자에 비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실험의 회

차가 증가할수록 오답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판단하건데 

대부분의 청자들은 wh-섬 제약이 약화되는 문법을 내재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응 시간 분석을 통해 모문 작용역 문장에 대한 판단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의
문사 억양’을 통해 실현되는 강세구 경계 해지, 의문사구 돋들

림 등, 처리해야할 요소가 다른 의문문 종류에 비해 더 많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이며, wh-섬 제약이 활성화 되어 있는 청자의 경

우 그러한 운율 구조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wh-섬 제약이 

작동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 모문 작용

역 문장의 억양구 경계 톤으로 사용된 HL%가 실제 모문 작용역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Yun et al.(2020)은 서울말 화자가 내포문과 모문 작용역 문장을 

서로 다른 운율 구조를 사용하여 발화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였다. 그렇다면 wh-섬 제약이 청취와 발화에서 다른 양상, 
즉 청취에서는 약화되는 반면 발화에서는 활성화되는 방식으

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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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울말의 wh-섬 제약 지각 연구

윤 원 희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wh-섬 구조는 내포문에 있는 의문사 구가 모문의 작용역을 갖을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다. 서울말에서 내포문 의문

사 구가 모문의 작용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의문사 억양으로 발화될 경우 모문 작용역 해석도 가

능하다고 보고되었다. 청취 실험을 통하여 서울말에서 의문사 구의 모문 작용역 해석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내
포문에 ‘누구를’을 넣어 만든 세 종류의 의문문, 즉 부정 대명사와 내포문 작용역을 갖는 판정 의문문과 의문사 억

양으로 발화된 모문 작용역 해석이 가능한 설명 의문문을 자극으로 준비하고 비교를 위해 일반 명사를 사용한 판

정 의문문 문장도 함께 실험하였다. 피험자는 자극 문장을 듣고 ‘네/아니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설명 의문문을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의 대답과 함께 선택에 소요된 반응 시간을 함께 기록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3.7%의 피험자가 모문 작용역 해석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반응 시간에서 모문 작용역 문장에 대

한 선택이 정답과 오답을 포함하여 가장 긴 소요 시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서울말은 약한 wh-섬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통사-음운 접합면, 의문사 억양, 의문사 작용역, 반응 시간, wh-섬 제약, 지각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