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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음이론 능력 측정 과제의 하나인 헛디딤 탐지를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신경

상관 영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헛디딤 이야기 문

장과 헛디딤을 포함하지 않는 통제 이야기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 영역

을 비교하였다. 양 반구의 상전두회(BA 6/9)와 설전소엽(BA 7), 좌반구의 내전두회(BA 9), 상

측두회(BA 38), 하측두회(BA 20)와 우반구의 하두정소엽(BA 40), 중심후회(BA 1), 설회(BA

18), 횡전두회(BA 41) 등의 영역에서 활성화가 나타났다. 헛디딤 탐지를 하는 동안 안와전두

피질과 편도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마음이론과 관련된 뇌 활성화는 과

제가 이끌어내는 마음상태의 유형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마음이론, 헛디딤 과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상전두회, 측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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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인의 목적, 바람, 믿음 등과 같은 마음상태와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을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 능력이라고 한다(박민, 이승복, 김혜리, 윤효운,

2007; Gallagher & Frith, 2003).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타인의 마음상

태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고도로 진화된 심리적 능력이다(Brüne

& Brüne-Cohrs, 2006). 또한 마음이론 능력은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발달이 완료되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

이며, 여러 추론 능력들이 집합되어있는 것이다(Baron-Cohen 1995/2000).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과는 다른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

음을 파악하는 샐리-앤 검사, 타인이 세상에 대해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믿음에 대한 이차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가를 알아보

는 이차 틀린 믿음 과제, 마음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은유를 이해하는가를 알아보

는 과제, 말하는 사람의 실제 의도를 추론하여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상을 이해하

는가를 측정하는 풍자 과제, 다른 사람이 속임수를 시도하는 것을 추론해내는 속

임수 과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마음이론 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왔다(Brüne &

Brüne-Cohrs, 2006; Gallagher & Frith, 2003; Siegal & Varley, 2002).

여러 가지 신경영상 기법들을 이용하여 마음이론 능력의 신경생물학적 토대를

밝히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마음이론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

는 영역은 내측 전두회(medial frontal gyrus)와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 gyrus), 후

측 상측두구(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와 측두-두정 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allagher & Frith, 2003; Saxe, Carey, &

Kanwisher, 2004).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들에서는 측두-두정 접합부, 내측 전전두 피질, 후측 대상

피질, 상측 측두 피질 이외에 편도 또한 타인의 마음에 대한 추론에 관여하는 영

역으로 나타났다(Baron-Cohen, Ring, et al., 1999; German et al., 2004; Grèzes, Frith, &

Passingham, 2004; Kobayashi, Glover, & Temple, 2007; Mitchell, Banaji, & Macrae, 2005).

예를 들어, Mitchell 등(2005)은 얼굴 사진을 제시하고 참가자에게 사진 속의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와(마음이론 과제) 얼굴이 얼마나 대칭적으로 보이는가를

(비마음이론 과제) 질문하고 fMRI로 뇌 영상을 촬영하였다. 얼굴 대칭성 판단 과제

와 비교하였을 때,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양 반구의 배내측 전전두 피질과 측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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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접합부, 우반구의 상측두구와 함께 좌반구의 편도 영역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였

다. Kobayashi 등(2007)은 틀린 믿음 과제를 아동과 성인에게 실시하고 fMRI로 촬영

한 결과, 유사한 영역에서 뇌 활성화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아동은 성인보다 우반

구의 복내측 전전두 피질, 상측두회, 측두극, 설소엽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보였지

만, 성인은 아동에 비해 좌반구 편도의 뇌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편도가 손상된 환자들은 타인의 마음상태와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론 능력의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aw et al., 2004; Stone,

Baron-Cohen, Calder, Keane, & Young, 2003).

마음이론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들 중에서 특히 편도 영역이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과제가 헛디딤(faux pas) 탐지이다(Baron-Cohen, O'Riordan, Stone,

Jones, & Plaisted, 1999). 헛디딤 상황이란 무언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버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과학자인 스티브는 자기 아내와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다. 갑자기 다른 과학자

가 스티브의 어깨를 쳤다. 스티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보다가 “아 안녕!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내 아내 베치를 소개하지. 베치, 이 친

구는 하버드 대학 시절의 내 친구인 제프리야.”라고 말한다. 베치는 “오, 안녕하세

요 제프리,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저어, 내 이름은 제프리가

아니고, 마이크인데요.”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처럼 헛디딤 상황은 말하는 사람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무언가를, 듣는 사람이 듣거

나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해버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라는 후회, 당황,

듣는 사람에게 미안함과 같은 혼합된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에 따르면, 헛디딤 탐지 과제는 9～11세의 정상

아동은 능숙하게 수행하지만, Asperger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과제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이 개발한

이 과제는 다양한 성인 참가자 집단의 마음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왔

다. 노인(Wang & Su, 2006)이나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Torralva et al., 2007) 뿐만 아

니라, 내측두엽 간질(Schacher et al., 2006)과 정신분열(Zhu et al., 2007) 환자를 대상

으로 헛디딤 탐지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이런 참가자 집단들에서는 헛디딤 탐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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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헛디딤 상황을 탐지하고 이해하려면 헛디딤을 저지르는 사람의 관점과 불쾌해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상태를 동시에 표상해야 하므로 상당히 발달된 마음

이론 능력이 필요하다(Baron-Cohen, O'Riordan et al., 1999). 위의 예에서 헛디딤의 탐

지는 베치의 실수가 베치의 틀린 믿음에 의한 것이고(마이크가 제프리라고 믿음)

베치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더라도 마이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음을 이해해야 한

다(베치는 당황의 감정을 느낌). 결국 헛디딤 탐지 과제는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

와 누군가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공감적 추론,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서 처리

등이 모두 다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Berthoz, Armony, Blair, 및 Dolan(2002)의 연구에서 사회적 규범을 의도적

으로 위반하는 상황과 비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하고 사

건-관련 fMRI로 촬영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비의도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위

반하여 당황하게 하는 상황을 담은 이야기는 그 성질상 헛디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였다. 헛디딤을 포함한 이야기 문장을 제시한 조건에서 좌반구의 중전두회

(BA 6/9), 배외측 전전두 피질(BA 44/45), 외측 안와전두 피질(BA 47)과 우반구의 내

전두회(BA 9), 상전두회(BA 8)와 함께 양 반구의 상측두회(BA 38), 중측두회(BA 21),

설소엽(BA 17) 등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편도 영역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Berthoz 등(2002)은 편도는 주로 분노나 공포와 같은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화되고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요구되

는 과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편도는 안와전두 피질과 함께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서적 처리에 관여하는 신경

해부학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Olson, Plotzker, & Ezzyat, 2007), 사회-정서적 자극과

정서적 공감 처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olphs, 2003; Völlm et al.,

2006). 이런 편도의 기능과 마음이론 과제에의 관여 등을 고려해보면, 헛디딤 탐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편도 영역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편도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추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라는 주장과(Saxe,

2006),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마음이론 과제를 이용한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들에

서 편도의 활성화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 Berthoz 등(2002)이 수행한 헛디딤 탐지

과제에서는 편도의 활성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연구결과들을 고려한 예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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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한 가지 가능성은 Berthoz 등(2002)이 제시한 이야기 자

극은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Berthoz 등이 자체적

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마음이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이 개발한 헛디딤 탐지 이야기와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연구 참가자들의 언어적 배경에 따라 마음이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

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Kobayashi 등은 이차 틀린 믿음 과제

를 이용한 일련의 신경영상 연구들을 통하여 일본어-영어 후기 이중언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내측전전두 피질과

전대상 피질과 같은 공통 영역 이외에, 언어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하전두회

(inferior frontal gyrus)와 같은 다른 뇌 영역이 관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중언어

를 사용하는 일본인 성인은 일본어로 구성된 틀린 믿음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양

측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지만, 영어로 구성된 일본어 틀린 믿음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좌반구의 중심전회와 미상핵이 더 활성화되었다. 이 결과는 과제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틀린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

다(Kobayashi et al., 2006). Kobayashi 등(2008)은 영어를 평균 4세부터 사용하기 시작

한 12명의 초기 이중언어 사용 아동과 영어를 평균 19세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16

명의 후기 이중언어 사용 성인에게 이차 틀린 믿음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은 두

언어 모두에서 내측 전전두 피질 영역에서의 뇌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성인은 과제의 언어에 따라 뇌 활동이 달라졌다. Kobayashi와 동료들은 이런 결

과를 이중언어 사용자는 과제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틀린 믿음 이해에 서로 다른

뇌 영역을 동원하고, 이런 차이는 성인기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마음이론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가 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건

강한 성인 참가자들에게 한국어로 구성된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이 개발

한 헛디딤 탐지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

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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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실험 참가자는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17명이었다(남 8명, 여 9

명). 참가자는 모두 신경정신과적 질병의 병력이 없고 정기적인 복용 약물이 없는

오른손잡이였다. 실험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20～27세였고,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실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재료와 절차

실험의 자극으로 헛디딤 이야기 문장(부록의 1)과 헛디딤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통제 이야기 문장(부록의 2) 등 총 2가지 유형의 문장이 제시되었다. 자극 문

장은 Baron-Cohen과 O'Riordan 등 (1999)의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문장이었다. 각 이

야기 문장은 한 문장을 7초씩 총 4개의 화면으로 나뉘어 총 28초 동안 화면에 제

시하였고 자극 문장이 사라진 이후에 문장과 관련된 질문 문장 하나가 11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야기와 질문 문장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화면에 제시하였다.

자극은 같은 유형의 문장이 연이어 제시되지 않도록 의사-무선(pseudo-random)의 순

서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질문에 답하였다. 참가자들에

게는 질문에 대한 맞는 응답을 판단하여 정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마우스의 왼

쪽 버튼을, 2번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하였다. 1번과 2번의 정답

비율은 1:1이었다. 스캐너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였고 각 조

건마다 2개의 시행으로 구성된 연습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이야

기 문장을 보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실험

설계는 각 문장 유형별로 각 6블록씩 총 12개 블록으로 구성된 블록 디자인이었

고, 한 블록이 끝나면 십자 표시의 응시점이 18초 동안 제시되는 휴식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자극은 RF 코일 내에 설치된 LCD 프로젝터 (IFIS)로 제시되었고

참가자의 반응은 마우스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E-Prim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과제를 제시하였고 반응시간 및 각 시행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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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획득과 분석

전체 실험 자료는 3 테슬라 세기의 MR 기기(Oxford magnet, Varian console, ISOL)

를 통해 이루어졌고, Echo planar imaging (EPI) sequence가 사용되었다. 각 영상 슬라

이스의 두께는 5mm였고, 그 사이의 간격은 주어지지 않았다. 다른 자기공명 변수

(MR parameter)는 TR = 3000ms, TE = 35ms, flip angle = 80°, Field of View = 220×

220mm, matrix = 64×64이었고, 축 방향 횡단면(axial section image)으로 30장의 슬라

이스를 얻었다.

얻어진 자료는 SPM2(Wellcome Department of Cognitive Neurology, London, UK)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얻어진 자료들을 움직임에 대한 교정(motion

correction)과 동시기록(coregistration), 기능적 영상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

해 표준 뇌 좌표와 실험에서 얻은 영상 자료를 일치시키는 표준화(normalization)와

편평화(smoothing)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였다. 편평화 커널의 크기는 7mm였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각 조건들에 대한 차이 검증(t-test)을 하였으며, 집단분석

시에는 각 개인의 통계결과들을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한 부피소(voxel) 수준에서 p<.05, uncorrected의 역치를 넘는, 20

개 부피소의 범위를 넘는 활성화 영역을 보고하였다.

결과와 논의

17명의 자료를 집단 분석하였다. 접속 분석(conjunction analysis)을 하여 헛디딤 이

야기를 담은 문장과 헛디딤을 포함하지 않는 통제 이야기 문장을 비교하였을 때,

양 반구의 상전두회(BA 6/9)와 설전소엽(BA 7), 좌반구의 내전두회(BA 9), 상측두회

(BA 38), 하측두회(BA 20)와 우반구의 하두정소엽(BA 40), 중심후회(BA 1), 설회(BA

18), 횡측두회(BA 41) 등의 영역에서 활성화가 나타났다(표 1과 그림 1).

본 연구에서 활성화가 나타난 상전두회(superior frontal gyrus)는 마음이론을 포

함하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과제에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고

(Calarge, Andreasen, & O'Leary, 2003), 설전소엽(precuneus)도 틀린 믿음과 같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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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제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서 마음이론 능력이 요구되는

이야기 문장을 이해할 때 심상을 이용한 일화적 기억이 작용하면서 활성화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Fletcher et al., 1995; Gallagher et al., 2000; Saxe & Kanwisher, 2003).

또한 타인의 믿음과 의도 추론(Ruby, & Decety, 2001) 및 정서를 타인과 자기에게

귀인할 때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하다(Ochsner et al., 2004).

내측 전전두 피질 영역인 내전두회(medial frontal gyrus)는 틀린 믿음 과제를 이용

한 뇌 영상 연구들에서 성인의 마음이론 능력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다(Fletcher et al., 1995; Gallagher et al., 2000).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은 타

인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관여하는 영역이고(Gobbini et al., 2007),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도 시선 응시(Baron-Cohen, Ring et al., 1999)나 행위 가장(German et al.,

2004)과 같은 마음상태 추론 과제 수행 시에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 두 영역은 측

두-두정 인접부에 속한다. 이 영역은 타인의 믿음 및 마음상태를 추측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rner et al., 2006; Saxe &

Kanwisher, 2003). 설회(lingual gyrus) 역시 마음상태 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영역이다(Rilling et al., 2004; Völl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들에서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관여하는 것

으로 뇌 영역으로 제안되어온 편도의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헛디딤 탐

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 활성화를 알아보았다.

헛디딤 탐지 과제는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 타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실수의 영

향에 대한 공감적 추론,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서 처리 등이 모두 다 필요한 과제

이므로 기존에 알려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관련된 뇌 영역 이외에 사회적 상황

에서의 정서적 처리에도 관여하는 편도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

었다. 또한 Kobayashi와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제기한 마음이론 과제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뇌 영역이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한국어로

구성된 마음이론 과제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 패턴을 기존 연구결과

와 비교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헛디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그런 헛

디딤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 문장에 비해 양 반구의 상전두회, 설전

소엽과 좌반구의 내전두회, 상측두회, 하측두회, 및 우반구의 하두정소엽, 중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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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 활성화 영역 BA
Talairach 좌표

Z
# of

voxelsx y z

좌 Superior Frontal Gyrus 6 -24 0 64 2.81 -

좌 Medial Frontal Gyrus 9 -28 50 36 2.31 52

좌 Precuneus 7 -4 -56 50 2.05 50

좌 Superior Temporal Gyrus 38 -26 4 -36 2.04 59

좌 Inferior Temporal Gyrus 20 -42 -8 -32 1.83 -

우 Inferior Parietal Lobule 40 58 -24 30 2.65 164

우 Superior Frontal Gyrus 9 10 50 40 2.63 -

우 Postcentral Gyrus 1 46 -26 62 2.61 89

우 Lingual Gyrus 18 18 -66 -6 2.49 168

우 Transverse Temporal Gyrus 41 34 -26 12 2.11 53

우 Precuneus 7 4 -56 48 1.91 -

p < .05, uncorrected, cluster = 20

표 1. 헛디딤 탐지 과제 수행 시의 뇌 활성화 영역

그림 1. 내전두회, 상전두회, 설전소엽의 활성화

회, 설회, 횡측두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Berthoz 등(2002)의 연구에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당황하게 하는 상황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

하였던 조건에서 활성화되었던 뇌 영역들과 비교하여 보면 내측 전전두 피질과 측

두 피질 영역의 활성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편도 영역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



인지과학, 제21권 제1호

- 86 -

은 것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Berthoz 등(2002)의 연구에서는 외측 안와전두 피질(BA

47)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와전두 피질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측 전전두 피질과 안와전두 피질 영역은 대다수의 마음이론 연구들에서 활성

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부 저자들은 이 영역이 마음이론 능력 사용에 결정적

으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Gallagh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내측

전전두 피질 영역에서의 뇌 활동은 관찰되었으나, Berthoz 등(2002)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헛디딤 탐지를 하는 동안 안와전두 피질 영역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MRI 기법의 특성상 안와전두 피질 영역이 비강에 근접한 영역이어서 생기는 자기

장 불균일 때문에 BOLD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Deichmann et al.,

2003)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으나, 마음이론 과제를 이용한 다수의 신경영상 연구들

에서 안와전두 피질 영역의 활성화를 보고하였으므로, 이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다른 가능성은 비록 Berthoz 등(2002)이 제시한 비의도적 사회적 규범 위반에 따

른 당황하는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가 그 성질상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이

작성한 헛디딤 탐지 이야기와 유사해보이지만,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Berthoz 등(2002)의 이야기 자극과 마음이론 능력 사용을 측정

하기 위한 Baron-Cohen과 O'Riordan 등(1999)의 헛디딤 탐지 이야기 자극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Berthoz 등(2002)은 안와전두 피질 영역이 분노 유발 상황이나 타인의 분노 표현

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논의하였으나, 헛디딤 상황에서 생겨나는 당황

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실험 참가

자들은 Berthoz 등(2002)의 실험 참가자들과는 달리 안와전두 피질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 뇌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헛디딤 탐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헛디딤 탐지를 하는 동안 편도의 활성화도 발견하지 못하

였다. 마음이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신경영상 기법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개관한

최근의 연구(Carrington & Bailey, 2009)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약 13%의 연구(40편의 연구들 중에서 5편)에서만 편도 활성화가 관찰된다고 지적

하면서, 편도 영역은 전전두 피질 및 상측두 피질 영역과 같은 마음이론 추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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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또한 Berthoz 등(2002)이 지적한 바처럼 편도가

주로 분노나 공포와 같은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

적 인지적인 과제인 헛디딤 탐지 과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마음이론 능력이 발휘될 때 일어나는 정서 및 인지적 통제 과정에 어떤

뇌 영역이 관여하는지(Ochsner & Lieberman, 2001)와 마음이론 능력과 정서 인식과

같은 다른 사회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Brüne, 2005)의 문제는 앞으로 더

욱 다양한 자극과 과제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마음상태 추론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

지적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뇌 기능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인지적 과정들이 복합

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마음이론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 활성화 패턴이 단순한 마음이론 과제 구분이 아니라 각각

의 과제가 이끌어내는 마음상태의 유형과 그와 관련된 인지적 하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음이론 과제 구성에 사용되는 언어가 뇌 기능이 발휘되는 장소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는 Kobayashi 등의 연구결과들(Kobayashi et al., 2006, 2007, 2008)을

바탕으로 마음이론의 신경 기초가 성인 실험 참가자의 경우에 마음이론 과제의 언

어에 의존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erner & Aichhorn, 2008). 비록 본 연

구의 참가자에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사용자나 이중언어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

았으므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과제의 요구특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

는 안와전두 피질 및 편도 영역의 활성화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와 Berthoz 등

(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뇌 활성화 패턴이 차이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마음이론 과제 작성에 사용된 언어가 마음이론 과제 수행 시의 뇌 활성화 양상

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다양한 참가자 집단을 대상으

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음이론 능력에 관여하는 몇몇 핵심적인 뇌 영역들이 확인되어왔으나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마음이론 과제 수행 시의 뇌 활성화 패턴의 변산성

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론적 요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arrington & Bailey, 2009; Perner & Aichhorn, 2008). 더욱 다양한 참가자 집단과 과

제 패러다임을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마음이론 능력과 관련된 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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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 간의 기능적 및 구조적 연결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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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Correlates of Faux Pas Detection:

An fMR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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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eural correlates underlying the detection of faux

pas, a test of theory of mind (ToM), in Korean healthy adults.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we compared the brain activities associated with faux pas stories and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control stories. Faux pas stories compared with the control

stories produced activations bilaterally in the superior frontal gyrus (BA 9) and in the

precuneus (BA 7). The left medial frontal gyrus (BA 9), the left superior temporal gyrus

(BA 38), the left inferior temporal gyrus (BA 20) and the right inferior parietal lobule (BA

40), the right postcentral gyrus (BA 1), the right lingual gyrus (BA 18), the right

transverse temporal gyrus (BA 41) were also activated. The orbitofrontal cortex and the

amygdala were not found to be involved in the detection of faux pas. This result suggests

that brain activations associated with ToM are dependent on the type of mental state

drawn by the task.

Keywords : Theory of Mind, Faux Pas Task, fMRI, Superior Frontal Gyrus, Tempor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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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야기 문장 자극과 질문의 예

1. 헛디딤 문장과 질문

은영이는 학교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꼭 상을 받고 싶었다.

은영이가 학교에 없을 때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혜정이가 상을 받았다.

다음날, 혜정이가 “미안해”라고 하자,

은영이는 “무슨 말이야?”라고 말했다.

혜정이는

“아,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말했다.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1) 혜정 (2) 은영

2. 통제 이야기 문장과 질문

자영이는 학교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꼭 상을 받고 싶었다.

자영이가 학교에 없을 때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문희가 상을 받았다.

그 다음날, 자영이가 문희와 부딪쳤다.

문희가 “괜찮니?”라고 말했다.

자영이는 “괜찮아, 고마워”라고 말했고,

문희는 “아, 잘됐네”라고 말했다.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1) 문희 (2) 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