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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어 어순재배치(scrambling) 문장의 이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뇌 활동을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이용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네 개의 어절로 구성된 표준 어
순 문장(일년만에 마님이 영감을 만났어요.)과 어순재배치 문장(일년만에 영감을 마님이 만났어요.)을 어절
별로 제시하고 첫 번째 명사구(NP1), 두 번째 명사구(NP2), 동사(Verb)의 시작점(onset)에서 측정한 뇌파
를 비교하였다. 뇌파의 분석은 대뇌 영역을 중심선(midline), 중앙(medial), 편측(lateral)로 나누어 전후 분
포(anterior-posterior distribution)와 정중선(midline)의 열에 의해 좌우 반구(hemisphere)로 분리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선 영역에서 표준 어순에 비해 뒤섞기 어순에서 300-500ms 시간 창(time 
window)에서 큰 부적 전위(negative potential)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어순재배치로 인한 N400효과로 해석
되며 P600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첫 번째 명사구에서 문장유형(표준 어순 vs. 어순재배치)의 차이
가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두 번째 명사구에서는 중앙에서 문장유형과 반구(좌우반구)의 상호작용이 관
찰되었고, 동사에서는 문장유형과 반구, 문장유형과 전극 위치의 전후 분포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관찰된 N400효과는 독일어와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어순재배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한국어 어순재배치 문장에 관한 사건관련 전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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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명사구(NP)가 자유롭게 
절 안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문두에 와도 문법성이나 용
인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a.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주었다.
    b. 철수가 사과를 영희에게 주었다.
    c. 영희에게 철수가 사과를 주었다.
    d. 사과를 철수가 영희에게 주었다.
    e. 영희에게 사과를 철수가 주었다.
    f. 사과를 영희에게 철수가 주었다.

   어순재배치(Scrambling)란 Ross(1967)가 위와 같이 비
교적 자유로운 어순 현상을 설명하기위하여 제안한 이동
규칙으로 문법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문체적(stylistic) 현상
으로 보았다[1]. 한편 Hale(1983)은 언어의 유형을 구조적
으로 영어와 같은 형상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와 
Walpiri어와 같은 비형상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로 나누고, 전자는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와 엄격한 어순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평면구
조(flat structure)와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2]. 이와 같은 설명은 한국어, 일본어, 힌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일반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2009-32A-A00138).

두어, 독일어, 터키어 등에 나타나는 어순재배치 현상을 
설명하는 기재로 사용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어나 한국어가 계층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진 형상언어라는 주장이 나
오게 되었다[3][4]. 한국어가 동사(V)와 별개로 굴절소
(INFL)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어가 굴절구(IP)
와 동사구(VP)를 가진 비대칭적인 계층을 가진 구조로 
상정되었고 그 이후 어순재배치가 일어난  목적어-주어-
동사(OSV) 어순에서 주어 앞으로 온 목적어는 표준어순
인 SOV에서 도출된 것으로 간주하였다[4]. 따라서 어순
재배치가 일어난 문장은 표준어순을 가진 어순보다 통사
적으로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논의 된 한국어 어순 재배치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볼 수 있다[5]-[10]. 

 (2) a. 어순재배치를 일으키는 요인은 초점(focus)과 관
계있다고 보는 연구가 다수이다.

     b. 선택적 이동으로 주장하는 연구도 있으나 필수
적 이동으로 보는 연구가 다수이다.

     c.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 어순재배치에는 의미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한국어문장의 어순재배치 현상에 대한 통사적 논의가 
많은 데 비하여 심리언어학적 연구와 신경언어학적 연구
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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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절차

배치가 일어난 문장이 표준어순(canonical order)보다 오
류율이 높고 반응시간이 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1]. 어순재배치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로는 독일어
와 일본어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뇌파도
(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측정하여 어순재배치에 
관련된 사건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를 보
고하였다[12]-[15].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순재배치와 
관련하여 LAN(left negaitvity), N400, P600 등의 컴포넌트
가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마다 해당 언어의 특성과 사용
된 문장의 종류, 실험 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컴포넌
트의 종류 및 분포 위치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LAN, N400, P600은 언어적 정보처리와 관
련된 뇌파 컴포넌트로 알려져 있다. LAN은 300-500ms에 
나타나며 주로 좌반구의 전두엽 쪽에 나타나는 부적 전
위(negativity)으로 통사적 처리를 반영하고 특히 형태-통
사적 위반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N400은 
Kutas & Hillyard(1980)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문장을 
읽거나 보는 과정에서 LAN과 비슷한 시간 창에서 나타
나지만 두정엽 쪽에서 크게 나타나는 부적 전위이다. 의
미와 세상 지식의 통합을 반영하며 의미상으로 모순된 
것이 나타나면 그 파형이 더 커진다[16]. P600은 
Osterhout & Holcomb(1992)이 처음 보고하였으며 보통 
500-700ms에서 두정엽 주위로 넓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중앙 후두엽 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정적 전위이다
[17]. 통사적 처리를 반영하며 통사적으로 예외적인 것이 
나오거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문장 구조가 복잡하
여 재분석이 일어나는 경우 나타나며 자동적이라기보다
는 의식적이고 통제된 구조 형성을 나타낸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독일어에서 주어가 처음에 나오
는 표준 어순(canonical order)과 달리, 목적어가 처음에 
나오는 어순에서는 LAN(left anterior negativity) 또는 
N400이 발생하며, 어순재배치로 인해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활동이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12]. 또
한 표준어순 문장의 경우 마지막 단어에서는 P600이 관
찰되지 않는데 어순재배치가 일어난 문장의 경우 마지막 
단어에서 후두엽 중앙에 P600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문법
적 관계가 문장의 말미에 가서 완전히 밝혀지는 것에 대
한 정보로 해석하였다. 또한 일본어 어순재배치 문장에 
대해 실험을 통해 어순재배치 문장에서 N400과 LAN이 
보고되었다[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독일어와 일본어의 어순
재배치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는 다수 발견되나 한국
어 어순재배치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는 발견되지 않
는다. 한국어의 어순재배치가 문장정보 처리과정에서 다
른 언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순재배치가 유발하는 사건유발전위 
컴포넌트와 그것이 분포하는 위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실험

2.1 참가자
본 연구를 위해 총 28명의 한국인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가운데 4명의 실험 데이터는 심한 전기
적 잡음이 관찰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는 
총 24명(남자: 17명, 평균 22.2세, 여자:7명 평균 20.7
세)이 포함되었다.

2.2 실험자극
본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부사-명사구1-명사구2-

동사>의 4어절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일 년 만
에 마님이 영감을 만났어요(표준 어순). vs. 일 년 만에 
영감을 마님이 만났어요(어순재배치) 이렇게 쌍을 이루
는 문장들을 1세트로 해서, 총 100세트의 실험 문장을 
만들었고, 또한 200개의 채우기(filler) 문장을 만들었
다. 

2.3 실험절차
실험문장들은 참가자가 동일한 문장틀을 한 번 이상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개의 실험문장을 2개의 리스
트로 나누었고, 한 피실험자는 하나의 리스트만 읽도록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피실험자들이 
실험절차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행을 실시했다. 실험
참가자는 실험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
하게 된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500ms동안 시선 고정(fixation)을 위한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고 실험 문장이 [부사구(일년만에)-명사구1(마님
이)-명사구2(영감을)-동사구(만났어요.)]로 어절 단위로
(phrase by phrase)로 300ms 동안 제시되었다. 그리고 나
서 제시된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질문
(comprehension questions)이 제시되고 실험참가자들은 
버튼박스를 눌러서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
는 아래 그림과 같다.

실험자극 제시에는 E-Prime 2.0(Psychology Software 
Tools)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자극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제시되었다. 

2.4 뇌파의 기록
뇌파(EEG)를 측정하기 위해 Ag-AgCl 전극이 10-20 체

계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Quick Cap이 사용되었다. 두피
에 부착된 전극 외에 안구의 움직임과 눈깜빡임을 측정
하기 위해 수평안구전도(horizontal 
electrooculogram:HEOG)와 수직안구전도(vertical 
electrooculogram:VEOG)를 적용하여 양쪽 눈 가장자리와 
왼쪽 눈 위 그리고 아래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기준전극
(reference)은 좌측과 우측의 유양돌기(mastoid)에 부착하
였으며, 전극저항은 5KΩ이하로 유지하였다. 두피 전위는 
전체 실험 과정 동안 연속적으로  Neuroscan SynAmp2 
amplifier(Compumedics USA, El Paso, TX, US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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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고 증폭되었다. 

2.5 뇌파 분석
측정된 뇌파는 분석프로그램인 EEGLAB (버전 

9.0.2.2b)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속적으로 측정된 뇌파
는 목표 자극 제시 전 200ms에서 자극제시 후 1000ms의 
시간폭(epoch)을 분석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과 관련한 필터링(filtering)으로 밴드패스(band pass)는 
0.3-30Hz Hz이고, 표집률(sampling rate)은 250Hz 이었다. 
수집된 시간창(time window)안의 안구전도(EOG)가 100μ
V 이상인 시행은 제거하였으며, 참가자별, 측정위치별 평
균 ERP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중에 심한 전기적 
잡음으로 4명이 제외되어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는 24명
의 데이터만이 포함되었다. 

   ERP 성분의 시간적 특성과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명사구1의 시작점, 명사
구2의 시작점, 동사의 시작점에서 각각 300-500ms로 시
간창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심 영역을 설정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을 실
시하였다. 그림 2은 분석에 사용된 전극의 몽타주이다. 
전극들은 대뇌 영역을 중심선(midline, Fz, FCz, Cz, CPz, 
Pz, Oz), 중앙(medial, left: FC3, C3, CP3, right: FC4, C4, 
CP4), 편측(lateral, left: F3, FT7, TP7, P3, right: F4, 
FT8, TP8, P4)로 나누어 전후 분포(anterior-posterior 
distribution)와 정중선(midline)의 열에 의해 좌우 반구
(hemisphere)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구형성의 가정 위
반을 보정하여 위해 Greenhouse-Geisser로 교정하였고 
교정된 확률값을 제시하였다[17]. 통계분석은 SPSS 20.0
을 사용하였다.

그림 2 전극 몽타주

3. 결과

3.1 명사구1에 대한 ERP (300-500msec)
명사구1에 시작점에서 중심선을 따라 세 개의 전극 

Fz, Cz, Pz에서 얻은 뇌파 그림2)은 그림 3-5와 같다. 세 

개의 전극 모두에서 표준 어순 문장에 비해서 어순재배
치 문장에서 뇌파 지속적인 부적 전위가 관찰되었다. 그
것도 Fz보다는 Cz에서, Cz보다는 Pz에서 어순재배치 문
장과 표준어순 문장간의 negativity의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명사구1에서 중심선에서 문장유형(표준 어
순 vs. 어순재배치 어순)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경향
성을 보였으나(F(1,23)=3.7, p=0.067) 상호작용(전후 분포
효과와 좌우반구요인)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중
앙, 편측 영역에서는 문장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
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 명사구1에서의 평균 ERP, FZ 

 

 

그림 4 명사구1에서의 평균 ERP, CZ  

  

그림 5 명사구1에서의 평균 ERP, PZ  

3.2 명사구2에 대한 ERP (300-500msec)
명사구2의 시작점에서 중심선을 따라 세 개의 전극 

Fz, Cz, Pz에서 얻은 뇌파 그림(그림 6-8)을 살펴보면 명
사구1의 그림과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즉, 세 개의 
전극 모두에서 역시 표준 어순 문장에 비해서 어순재배
치 문장에서 뇌파 지속적인 부적 전위가 관찰되었다. 그
것도 Fz보다는 Cz에서, Cz보다는 Pz에서 어순재배치 어

2) 중심선을 따라 세 개의 전극 Fz, Cz, Pz에서 얻은 뇌파 그림
은 아래와 같다. 표준 어순은 짙은 실선으로, 재배치된 어순은 
옅은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그림에서 수평선보다 위는 부적 전
위를 나타내고, 아래는 정적 전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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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과 표준 어순간의 부적 전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명사1과 비교해 보았을 때 Fz와 Cz에서 
표준 어순과 어순재배치 어순 간의 부적 전위의 차이가 
적게 관찰되었다. 명사구2에서 중심선, 중앙, 편측 영역
에서 모두 문장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에서 문장 유형과 반구 간의 
상호작용(F(1,23)=4.225, p=0.05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관찰되었으며, 편측에서는 문장 유형과 전후 효과의 
상호작용(F(3,69)=2.934, p=0.039)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
다. 

그림 6 명사구2에서의 평균 ERP, FZ  

  

그림 7 명사구2에서의 평균 ERP, CZ  

 

 

그림 8 명사구2에서의 평균 ERP, PZ  

3.3 동사에 대한 ERP (300-500msec)
동사의 시작점에서 중심선을 따라 세 개의 전극 Fz, 

Cz, Pz에서 얻은 뇌파 그림(그림 9-11)을 살펴보면 명사
구1, 2의 그림과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즉, 세 개의 
전극 모두에서 역시 표준 어순 문장에 비해서 어순재배
치 문장에서 뇌파 지속적인 부적 전위가 관찰되었다. 역
시 Fz보다는 Cz에서, Cz보다는 Pz에서 어순재배치 어순
과 표준어순간의 부적 전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동사에서 중심선, 중앙, 편측 영역에서 모두 문장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선에서 문장유형과 전후 효과의 상호작용

(F(5,115)=2.427, p=0.76)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고, 중앙에
서는 문장유형과 반구의 상호작용(F(1,23)=3.958, p=0.059)
과 문장유형과 전후의 상호작용((F(2,46)=6.617, p=0.003)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편측
에서도 문장유형과 전후효과(F(3,69)=5.256, p=0.003)의 상
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9 동사에서의 평균 ERP, FZ  

  

그림 10 동사에서의 평균 ERP, CZ  

 

그림 11 동사에서의 평균 ERP, PZ  

4. 논의 
  어순재배치에 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는 독일어 일본
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Matzke et al(2002)의 독일어 연구와 Wolf et al.(2008)의 
일본어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
슷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세 연구 모두 네 개의 어절로 
된 실험문장을 사용했다. 세 개의 어절은 주어, 동사, 목
적어이고 나머지 한 개의 어절은 작업기억에 대한 ERP 
효과를 더 잘 확인하기 위해 전치사구(독일어)나 부사구
(일본어와 한국어)를 문장에 삽입했다.
  이 세 언어의 명사구1의 시작점에서 측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3)의 경우, 전극들 대부분에서 어순재

3) 실험에서 남성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성명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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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
찰된다. 특히 400-600ms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의 부적 전
위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어도 역시 어순재배치 문장에
서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특히 360-500ms에서 전체 전극들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의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인 한국어에서도 역
시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된다. 그리고 한국어도 일본어처럼 350-450 ms 
구간에서 중심선에 있는 전극들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의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났다.
  명사구2의 시작점에서 측정한 경우, 독일어(남성명사를 
주어로 사용한 경우이며 독일어는 명사구2의 관사의 
onset에서 측정)는 전극들 대부분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특
히 800-1000ms 구간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의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어도 역시 전극들 대부분에서 어순
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특히 300-500ms에서 전체 전극들에서 어순
재배치 문장의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인 한
국어에서도 일본어 결과와 유사하게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동사의 시작점에서 측정한 경우, Matzke et al.(2002)는 
동사에서 측정한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독일어와는 비교
할 수가 없으나 일본어 연구에서는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특
히 350-550 ms에서 전체 전극들에서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인 한국어에서도 역시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
보다 부적전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어도 일
본어처럼 350-450 ms 구간에서 중심선에 있는 전극들에
서 어순재배치 문장의 부적전위가 크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건관련유발전위를 이용하여 한국어 어순
재배치 문장과 표준어순 문장의 처리과정과 이해과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독일어, 일본어, 한국
어 모두 어순재배치 문장이 표준어순 문장보다 더 진폭
이 큰 부적전위가 관찰되었다. 이는 어순재배치 어순이 
표준 어순에 비해서 작업기억의 활동이 더 많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네 개의 어절을 사용한 비교적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
하고 표준 어순 문장과 어순재배치 어순 간에 300-500ms 
시간 창에서 발생하는 부적 전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명사1에서 조건(문장유형)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순재배치 어순 
문장에서 부적 전위가 관찰되었다. 이는 Matzke et 
al.(2002)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어순재배치 어순
이 표준 어순에 비해서 작업기억의 활동이 더 많기 때문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P600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독일어 어순 어순재배치 문장에 관한 

경우 주어와 목적어의 관사가 같은 형태라서 변별력이 없기 때
문이다. 독일어는 관사가 격변화를 나타내므로 명사구1의 관사
의 시작점에서 측정하였다.

Matzke et al.(2002)의 실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이는 한국어와 독일어의 어순 어순재배치 현상에 따
른 언어 간 차이로 해석 될 수도 있고, 실험에 사용된 
문장이 짧아서 P600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즉, 아마도 독일어에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내는 
관사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짐작된다. 독일어의 경
우, 관사가 있어서 마지막 명사구 앞에 오는 관사를 보
면 그 명사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대한 문장의 문
법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명사구2의 관사가 나왔을 때 
P600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 관한 본 연구에서 어순재배치 어순의 문장은 
400ms 근처에서 표준 어순에 비해서 더 큰 부적전위를 
보여주며(N400효과), 이 부적 전위가 지속적으로 관찰된
다는 점에서 일본어 어순 어순재배치 문장에 관한 실험
결과[15]와 같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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