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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Hangeul is a phonographic script, and it is written with adequate arrangements
of vowel(s) and consonant(s). This study use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to
show the brain areas involved in the grapheme-phoneme conversion system. Methods: Images
were acquired using a 1.5 T scanner from twelve right-handed normal participants (M:F=10:2)
while they performed two kinds of visual decision-making task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27.6±3.1 yr. In the first condition, two one-syllable words that had no meaning but could be
read were displayed. In the second condition two arrangements of vowel(s) and consonant(s)
that could not be read were displayed on a scre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termine whether
the two were the same or different. All participants responded by pushing buttons, and all reaction times and errors were recorded for every participant.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based
on a general linear model. Results: Areas showing greater activation under the second condition
than under the first included the bilateral lateral occipital cortices and the right parietal cortex (FDR
corrected p<0.05). However, none of the activated areas showed more significant activation under
the first condition than under the second.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nown
grapheme-phoneme conversion system for Hangeul words might be located in both the posterior temporo-occipital and right parietal cortices.
Key Words: Hangeul, fMRI, Orthography, Grapheme-phoneme conversion

서 론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단어에 있는 각각의 자소(grapheme)
를 음소(phoneme)로 변환하여 읽게 되는 과정이다[3]. 이는 주

19세기 후반부터 특정 부위에 뇌 손상을 가진 환자를 통한 고

로 영어 단어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으나, 한글에서도

찰을 통하여 Paul Broca와 Carl Wernicke 등이 아래이마이랑

이와 비슷한 과정이 존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자 분석의 병

과 후위관자이랑을 중심으로 언어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렬적인 2가지 과정 가운데 자소-음소 변환과정에 특이적으로 관

밝혀냈다[1, 2].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뇌 영역이 독립적으

련된 뇌 영역을 찾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4, 5]. 이는 영어를 이용

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언어 정

하거나,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이용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을 때

보를 처리한다. 입력되는 정보가 시각적인 문자, 혹은 청각적인

event-related potential (ERP)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이었다.

음성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작동하는 뇌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

특히 시각적인 문자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후두엽의 일차시각피

기능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한글 글자를 인식하는 과제를 수행

질로 전달된 정보가 연합영역 등을 거쳐서 그 형태 및 의미에 대

하도록 하여, 이때 활성화되는 전체 뇌 영역을 확인하고, 특별

한 이해가 된 후에,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있다. 언어 심리학적으

히 한글 자소-음소 변환 시스템과 관련되는 뇌 영역을 확인하

로는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력하는 과정은 2가지 경로가 병

고자 하였다.

렬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단어 수준에서 심
성어휘집(lexicon)에 직접 접속하여 단어 전체를 한꺼번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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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다르면 왼손 엄지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기능적 뇌자기공
명영상 촬영 후에 각각의 반응시간 및 정답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상인 12명(남자 10명, 여자 2명)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들은 후 자발적 동의하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신경학적으로 정상이었고, 오른손잡이였으며, 나이는 22세
에서 28세까지였다(평균연령 27.5±3.1세).

모든 피험자는 뇌자기공명영상 본 실험을 하기 전에 과제 제시에
따른 반응을 충분히 연습하였다.
영상 획득은 반향평면 영상법(Echoplanar imaging)이 가능
한 1.5T GE Signa MRI를 이용하였다. 시상면을 따라 정중앙 부

참가자들은 MRI 영상을 획득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

위를 촬영한 표지 영상에서 전교련(anterior commissure)과 후

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과제(과제 1, readable syllable con-

교련(posterior commissure)을 잇는 가상의 선에 평행하게 20

dition)는 읽을 수 있는 한글 음절 2개가 서로 같은지 여부를 판

개 영상 촬영단면을 설정하고, T1 강조 영상을 얻은 뒤, 같은 위

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과제 2, un-readable syllable

치에서 T2* 강조 EPI 영상을 다음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얻었

condition)는 한글 자음, 혹은 모음을 조합하여 그 형태는 읽을

다. TR 2 sec, TE 50 msec, flip angle 90。
, FOV 22 cm, matrix

수 있는 음절과 비슷하나, 실제로는 읽을 수 없는 비음절 두 개

size 128×128, slice thickness 5 mm with no gap. 얻어진 영

를 제시하여 같거나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과제 조건

상자료를 SPM99 (Wellcome Department of Cognitive Neu-

에 사용된 자극의 예는 Fig. 1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각 오

rology, University College London)를 사용하여 재정렬, 표준

른손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제시된 음절 혹은 비

화 하였고,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하여 가우스 커널(Gaus-

음절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자극제시

sian kernel, FWHM=8 mm)로 처리하였다. 과제 조건에 의한

조건에서는 2초에 하나씩의 자극판이 제시되어 이에 각각 반응

뇌활성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조건을 설정하여

하도록 하였다. 2가지 과제 조건과 함께 십자가 그림을 보는 시

각 부피점(voxel)에 대한 확률변수지도를 얻었다. 1) 과제 1 대비

각 주시 조건을 기저조건으로 하였으며, 한 시행(session) 동안

기저조건, 2) 과제 2 대비 기저 조건, 3) 과제 1 대비 과제 2, 4) 과

기저 조건은 9번, 두 가지 과제 조건은 각각 8번씩 반복되도록

제 2 대비 과제 1. 각각의 비교 조건에 대하여 random effect

의사난수적(pseudorandomly)으로 배열하였고, 이러한 세션을

analysis를 통하여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

A와 B의 두 가지로 다르게 만들어 A-B 혹은 B-A의 순서로 제

개 이상의 연속된 부피점의 활성화가 있는 영역만을 보고하였다

시하였다.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오른손과 왼손의 엄지손가

( 1), 2); p<0.05 corrected for multiple comparison, extent

락으로 부착되어 있는 버튼장치의 버튼을 눌러서 하도록 하였

threshold k=10; 3), 4) p<0.05 FDR-corrected for multiple

다. 예를 들어, 제시된 2문자가 같으면 오른손 엄지의 버튼을,

comparison).

결 과
자원자들의 과제 수행 동안의 반응 시간은 과제 1 조건은 775.7
±111.1 ms, 과제 2 조건은 740.0±113 ms이었으며, 과제 1 조
A

건이 유의하게 반응시간이 길었다(student t-test p<0.05). 정
답률은 과제 1 조건은 87.5±3.5%, 과제 2 조건은 96.6±2.3%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tudent t-test p<0.05).
과제 1과 과제 2 조건을 각각 기저 조건과 비교했을 때 활성화
되는 영역은 Fig. 2와 같다. 과제 1 조건과 과제 2 조건 모두 우
측 섬(insula), 좌우 쐐기(cuneus), 전보조운동영역(pre-supplementary motor area), 이마앞엽(prefrontal), 마루엽, 뒤

B

Fig. 1. Examples of experimental stimuli used in the first and the
second task. (A) Readable syllable. (B) Un-readable syllable.

통수엽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과제 2 조건에서 과제 1 조건에
비해 활성도가 증가된 부위는 Fig. 3 및 Table 1에 제시된 대로
양측 쐐기와 우측 위마루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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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ble syllable > base

A

Un-readable syllable > base

B

Fig. 2. Brain areas activated in each task, rendered onto a standard 3D anatomical template. (A) Readable syllable experiment. (B) Un-readable syllable experiment.

Table 1. Brain regions showing significant activations in the unreadable syllable condition than readable syllable condition
Region

Fig. 3. Brain areas more activated in un-readable syllable
condition than readable syllable condition.

고 찰

Superior parietal
lobule
R Cuneus
L Cuneus

Brodmann
area

Talairach coordinate
t score

Cluster
size

48

9.41

60

38
3

8.34
8.68

18
10

x

y

z

BA 7

24

-68

BA 19
BA 18

28
-26

-60
-87

[9, 10], 의미나 단어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전 아래이마이랑
(anterior inferior frontal gyrus)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언어

최근 기능적 뇌 영상 기법의 발달로 병변이 있는 환자가 아닌

의 처리 과정 중에 특히 문자를 읽어내는 과정은 두 가지 경로

정상인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데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을 직접 확

가 평행하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3]. 첫 번째는 여러 자소를

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병변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가진 문자 전체(orthographic input lexicon)를 한꺼번에 인식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전섬(anterior insula)은 발

해서 직접 phonological output lexicon 으로 변환하는 경로이

화할 때 활성화되고[6-8], 음운학적(phonology) 과제에서는 후

고, 두 번째 경로는 문자에 포함된 각각의 자소(grapheme)를 일

아래이마이랑(posterior inferior frontal gyrus)이 활성화되며

대 일로 음소(phoneme)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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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지만, 한글에서도 비슷한 기전이 작

영어 비단어를 이용한 자극 과제를 통해 단어 인지 과정에서 각

동할 것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을 음절에 따라

자소에 해당하는 다수의 음소가 여러 수준으로 각기 다른 강도

모아쓰는 특성이 있다. 한글을 읽을 때는, 한 낱자에 대해 각각

의 연관성을 보이며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19]. 이를 뒷받침하

의 음소가 대응되면서 한편으로, 각 문자군에 일정한 음절을 대

는 연구로 기능자기공명영상 실험을 통해 발음이 불명확한(ambi-

응시키는 형태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른 문자체계

guous) 자소를 발음하는 경우에 우측 중간이마이랑(middle fro-

와 달리 낱자의 수준과 단어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ntal gyrus)과 우측 위마루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의 활

해당되는 음절 수준에서도 음운적인 단위를 분석할 수 있다.

성화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20]. 이는 자소-음소 대응관

본 연구에서는 두 과제 모두에서 뒤통수엽, 마루엽, 이마엽에

계가 약한 경우에 한 자소에 대한 여러 음소의 활성화가 일어나

서 공통적인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좌측후중심이랑(left post-

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뇌 영역이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entral gyrus)과 안쪽위이마이랑(medial superior frontal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의 낱자 조합은

gyrus), 소뇌, 시상의 활성화는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이 과제를

발음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각각이 자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행하면서 버튼을 누르므로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관찰되는 것

각각의 자소들과 연관된 음소들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첫 번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측 이마엽 및 마루엽, 뒤통수엽의 활성화

째 과제보다 그 활성화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는 과제에 수반되는 시각운동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본 연구에서 발음 가능한 음절 및 불가능 음절 과제 모두에서 섬

의 시각운동 활성화 양상은 시각운동과제를 이용한 집중력 및 방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향목적 연구 방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다[11, 12].

두 번째 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의 경우에 비해 양측 후 관자-뒤

좌측관자-마루엽피질(left temporo-parietal cortex)과 좌

통수 영역과 우측 마루엽의 활성화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측아래이마이랑(left inferior frontal gyrus)은 음운학적인 정

이는 자소-음소변환 과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광

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위이다[10, 13, 14]. 본 연구

범위하고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측 관자-뒤통수 영역의 강

에 있어서도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일정한 활성화가 나타났다.

한 활성은 영어 및 아랍어와 프랑스어 과제를 수행하여 사건관

한글은 영어와는 다르게 모아쓰기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각

련전위를 측정했던 기존연구의 결과와 부합된다고 생각된다[4,

적 인식 및 음운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유

5]. 우측 마루엽의 활성화가 나타난 이유는 영어, 아랍어, 프랑

추해 볼 수 있으나, 음운인식에 있어서는 비교적 동일한 신경기

스어와 달리 한글은 한 음절의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는 특성이

질(neuronal substrate)을 동원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있고, 이 자음, 모음의 위치를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었기 때

에서 좌측 대뇌 반구의 중간 이마엽 부위는 한글이나 다른 표음

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글을 이용하여 문자 인식과정과

문자를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다[15,

관련된 뇌 영역, 특히 자소-음소 변환과 관련된 부위를 확인하

16].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한글 음절을 보고 이를 발음과 철자인

고자 시도한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영어와

식의 형태로 파악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각 과제의 음절은 특

다른 한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

정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좌측 중간 이마엽 부위

으로 생각된다.

의 활성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어의해석 과정(semantic processing)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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