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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건 관련 전위 (event-related potential, ERP)나 사건 관련 장 

(event-related field, ERF)을 통한 최근의 연구들은 서양 조성 

음악의 화성 규칙에 어긋나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초기 우측 

전측 음성 (early right anterior negativity, ERAN 혹은 ERAN 의 

자기 대응인 ERANm)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에서는 조건 간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다. 멜로디는 음악 지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ERAN/ERANm 이 화성 진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멜로디 정보의 처리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멜로디의 차이를 통제한 채로 화성 진행이 

ERAN/ERANm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고, 멜로디 

차이가 ERAN/ERANm 에 교란 효과를 갖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 간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성 진행의 정규성에 따른 ERANm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멜로디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던 기존 실험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멜로디 

차이가 통제된 새 자극을 이용하여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실험의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화성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정규성을 갖는 세 가지 종류의 음악 종지를 들려주었고, 그 동안 

참가자들의 ERF 를 측정하였다. 두 실험의 신호원 활동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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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멜로디 차이가 있는 실험에서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에서 

정규적인 화성 진행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세기의 ERANm 반응이 

유발된 반면, 멜로디 차이가 통제된 실험에서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과 정규적인 화성 진행 간 유발된 ERANm 반응 세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 

자체는 ERANm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가 ERANm 에 교란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멜로디 차이의 존재 유무에 따라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ERANm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 자체는 음악적 통사 오류 처리와 관련된 ERANm 을 

유발시키지 않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멜로디 차이가 ERANm 에 

교란 효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 음악적 통사, 화성 진행, 멜로디, ERANm, 뇌자도 

 

학   번 : 201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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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음악적 통사 

 

언어의 통사 (syntax)와 유사하게 음악에도 통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Maess, Koelsch, Gunter, & Friederici, 2001). 

통사는 언어에서의 단어나 음악에서의 음과 같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문장이나 음악의 시퀀스 (sequence) 안에서 조합될 때 

나타나는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다 (Patel, 2003). 음악에서는 

화성이나 멜로디, 리듬, 음색 등 여러 요소들이 음악적 통사를 

구성하고 (Koelsch & Siebel, 2005), 그 동안 인간의 뇌에서 조성 

음악의 음악적 통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사건 관련 전위 

(event-related potential, ERP)나 사건 관련 장 (event-related 

field, ERF)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조성 음악에서의 화성 진행 규칙에 관한 음악적 통사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 연구들은 화성 진행의 규칙에 위배되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특별히 초기 우측 전측 음성 (early right 

anterior negativity, ERAN 혹은 ERAN 의 자기 대응인 

ERANm) 1 이라 불리는 뇌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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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ung, 2011; Koelsch, Gunter, Friederici, & Schroger, 

2000; Maess et al., 2001). 

 

1.1.1. 화성 진행의 정규성 

서양 음악 체계에서 12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반음계 

(chromatic scale)는 일곱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온음계 

(diatonic scale)로 조직화될 수 있다. 온음계 내에서 일곱 개의 

음은 순서에 따라 음도 1, 음도 2 와 같은 차례로 불린다. 각 음도 

위로 화음을 쌓으면 총 일곱 개의 다른 온음계 화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들은 각각 으뜸화음 (tonic), 윗으뜸화음 (supertonic), 

가온화음 (mediant), 버금딸림화음 (subdominant), 딸림화음 

(dominant), 버금가온화음 (submediant), 이끔화음 (leading 

tone)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일곱 개의 화성 중에서도 첫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음도 위에 쌓인 화성인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은 다른 화음보다 화성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Bigand & Pineau, 1997). 

일반적으로 화성학에서 통용되는 기본 논리에 따르면, 위의 세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화성 기능들도 세 화성과 동일한 기능으로 

범주화 할 수 있고, 이 범주들이 특정한 패턴을 따라 배열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딸림화음과 이끔화음은 동일한 

딸림화음 기능으로 범주화되며 으뜸화음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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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의 진행은 조성감을 강하게 확립한다. 

윗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은 동일한 중개화음 (predominant) 

기능으로 범주화되며 딸림화음으로 진행한다. 으뜸화음은 어느 

범주의 화성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세 화성 기능 범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음악의 끝부분에서 자주 쓰이며, 음악의 종결과 

완성의 느낌을 유발한다 (Temperley, 2011; Tillmann, Janata, 

Birk, & Bharucha, 2008) (그림 1). 

 

 

 

그림 1. 다장조에서의 화성 기능. 주요 3화음이 볼드체로 쓰여있다. 같은 기능으로 

범주화되는 화성들이 서로 묶여있다.  

 

 

화성 기능들 사이에 나타나는 특정한 배열 패턴에 따라 화성 

진행이 정규적인지, 비정규적인지를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림 

2 에서 으뜸화음 – 중개화음 – 딸림화음- 으뜸화음과 같은 화성 

진행은 정규적인 화성 진행, 딸림화음 - 중개화음과 같이 배열 

특징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화성 진행은 화성 진행의 정규성에 

위배되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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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능 화성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화성 기능의 배열. 화살표 방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성 진행 방향을 뜻한다 (Temperley, 2011). 

 

 

1.1.2. 다성부 음악에서의 주선율 

멜로디 (Melody)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음악적 소리를 음고 

측면에서 조직화한 것으로 (Tovey, 1956), 한 음악을 다른 음악과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음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Selfridge-Field, 1998). 서양 음악에서는 한 

성부 (voice)만 단독으로 연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성부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almer & Holleran, 

1994). 이러한 다성부 (multivoice) 음악에서는 수직적으로 함께 

울리는 화성과, 수평적으로 울리는 멜로디로부터 오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Crawley, Acker-Mills, Pastore, 

& Weil, 2002). 여러 성부의 선율 (melodic line) 중에서도 특정한 

선율은 주선율 (main melody)로 불리며 다른 선율에 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연주자들은 그들의 주선율을 동시에 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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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들보다 조금 더 크고 빠르게 연주함으로써 강조하고, 

청자들은 연주자가 강조한 주선율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Palmer, 1989). 

음악적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의 서양 

음악에서 주선율은 최상성부에 위치하고, 최상성부가 다른 성부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여러 행동 실험 연구 (Crawley et al., 

2002; Palmer & Holleran, 1994)와 신경생리학적 실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Fujioka, Trainor, Ross, Kakigi, & 

Pantev, 2005; Marie & Trainor, 2012). 

 

1.2. ERAN/ERANm 

 

ERAN/ERANm 은 비정규적인 진행의 화성 제시 이후 150 

밀리초에서 250 밀리초 부근에서 음성 정점 (peak negativity)을 

보이는 뇌 반응으로, 우반구 편재화 (localization)를 보이며, 그 

신호원 (source)이 양반구 하전두이랑 (inferior frontal gyri, 

IFG) 2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 반응은 듣는 사람이 

화성 진행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진폭 (amplitude)을 

보이고, 유의미한 편재화를 보이지 않는다 (Koelsch et al., 2001; 

Koelsch, Schroger, & Gunter, 2002).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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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N/ERANm 반응에서 유의미한 우반구 편재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반구 편재화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는 ERAN/ERANm 을 대신하여 초기 전측 음성 

(early anterior negativity, EAN)/EANm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Kim et al., 2011; Koelsch et al., 2003).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반구 편재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상징적인 의미로써 

ERAN/ERAN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RAN/ERANm 은 조성 밖 화성뿐만 아니라 조성 내 화성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Koelsch & Jentschke, 2008; Koelsch, 

Jentschke, Sammler, & Mietchen, 2007),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조성감과 무관하게 유발된다 (Leino, Brattico, 

Tervaniemi, & Vuust, 2007). 게다가, ERANm 반응의 세기는 

기대하기 힘든 화성 진행, 즉 낮은 조건부 확률을 갖는 화성 

진행일수록 더 크게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Kim et al., 2011).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음악적 통사에서 나타난 오류, 그 

중에서도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으로 인한 통사 오류의 처리가 

ERAN/ERANm 에 반영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화성 진행에 의한 음악적 통사를 다른 많은 음악적 

통사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음에도 ERAN/ERANm 이 화성 진행의 

통사적 처리를 반영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존 실험들에서 사용된 자극들은 조건들 간에 최상성부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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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최상성부의 멜로디는 음악 지각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ERAN/ERANm 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과 함께, 혹은 이와는 

무관하게 최상 성부의 멜로디를 처리함에 따라 유발되었을 수 있다. 

즉, ERAN/ERANm 반응에 멜로디가 교란 변수 (confounding 

factor)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 

(Koelsch & Jentschke, 2010)에서 ERAN 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에서 뽑아낸 최상성부 자체만으로도 유발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때에는 화성 진행을 통해 유발된 ERAN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폭과 더 짧은 반응시간 (latency)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단선율과 다성부 음악의 특징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결과가 

다성부 내에서 최상성부의 멜로디가 ERAN/ERANm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멜로디 

차이를 배제한 화성 진행의 통사적 처리가 ERAN/ERANm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ERAN/ERANm 이 멜로디 진행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의 ERAN/ERANm 이 화성 

진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멜로디 차이에 의해 유발된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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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지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를 통제하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에 

의해서도 ERANm 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기존 연구와 같이 멜로디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에 의해 ERANm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 멜로디 차이로 인한 

교란을 통제한 상황에서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만으로 이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실험 결과를 통해, ERANm 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에 의해 유발되는지, 

아니면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과는 관계없이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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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재료 및 방법 

 

 

2.1.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 차이가 있는 실험 1 과 멜로디 차이가 

없는 실험 2 의 두 가지 다른 실험을 구상하였다. 실험 1 은 새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신 2011 년 김승구 등의 연구 (Kim et al., 

2011)에서의 음악가 집단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였다 (음악가 9 명, 

평균 연령 23.5 ± 3.4 세, 평균 음악 훈련 기간: 18.67 ± 4 년, 

평균 에딘버러 (Edinburgh) 손잡이 계수: 88.6 ± 12.8 로 모두 

오른손잡이). 실험 2 에서는 7 명의 새로운 음악가를 모집하여 

데이터를 새로 획득하였다 (평균 연령: 23.2 ± 1 세, 평균 음악 

훈련 기간 16.7 ± 5.7 년, 평균 에딘버러 손잡이 계수: 89 ± 

11.8 로 모두 오른손잡이). 두 실험에서 모든 참가자는 여성이었고, 

모두 6 세 이전에 음악 훈련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대학에서 악기나 

음악 이론, 작곡 등을 전공하였거나 현재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실험에 앞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모두가 

화성 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연구소 (IRB 번호 H-1105-070-362)의 

기관 검토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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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극 

 

두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다섯 개의 화성으로 구성된 세 가지 

조건의 화성 시퀀스였다. 각 화성 시퀀스는 마지막 화성의 기능에 

따라 기대되는 (Expected), 중간의 (Intermediate), 기대치 못한 

(Unexpected) 세 가지 화성 조건3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3). 

 

 

 

그림 3. 화성 시퀀스의 악보. A. 실험 1 에서의 화성 시퀀스. Unexpected 화성 

조건의 최상성부가 다른 두 조건과 다르다 (TN = 으뜸화음, SM = 버금가온화음, 

ST = 윗으뜸화음, Dom = 딸림화음). 빨간색 화살표는 멜로디가 다른 음을 

지시하고 있다. B. 실험 2 에서의 화성 시퀀스. 최상성부가 세 조건에서 동일하다. 

버금딸림화음 (SD)이 윗으뜸화음 대신 사용되었다. 음영 처리된 부분이 두 

실험에서 주선율을 담당하는 화성 시퀀스의 최상성부이다. 

                                            
3
 이하 세 가지 자극 조건의 이름은 영문 기울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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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에서, 화성 시퀀스 중 앞의 네 화성은 ‚으뜸화음 - 

버금가온화음 – 윗으뜸화음 – 딸림화음‛으로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조건 간의 차이는 바흐 코랄 (Bach chorales)에서 

계산된 특정 화성이 딸림화음 뒤에 나올 조건부 확률에 따라 

결정되었다 (Kim et al., 2011; Rohrmeier & Cross, 2008). 

Expected 조건에서의 마지막 화성은 딸림화음 뒤에 자주 사용되며 

기대하기 쉬운 으뜸화음이었다. Intermediate 조건에서 마지막 

화성은 버금가온화음으로, 으뜸화음보다는 덜하지만 딸림화음 뒤에 

자주 사용되고, 화성 진행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Unexpected 

조건의 마지막 화성은 윗으뜸화음이었다. 음악 이론에서 

윗으뜸화음은 딸림화음의 뒤가 아닌 앞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개화음의 기능을 하므로, 딸림화음 뒤에 쓰이게 될 때에는 화성 

진행의 규칙을 위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진행은 다른 두 

조건에 비해 기대하기 어려운 진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실험 2 의 자극에서 사용된 화성 기능들은 윗으뜸화음이 

버금딸림화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험 1 의 화성 

시퀀스에서 사용된 것들과 동일했다. 실험 2 에서는 최상성부의 

멜로디를 세 조건에서 동일하게 통제하면서도 실험 1 과 유사하게 

세 가지 다른 정도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자극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Unexpected 조건의 

다섯 번째 화성 위치에 쓰일 화성 기능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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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능은 첫째, 으뜸화음, 버금가온화음과 공유하는 음이 있으며, 

둘째, 딸림화음 뒤에 제시될 때 비정규적인 화성진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적합한 화성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각 음도에서 쌓은 화성 기능들을 대상으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실험 1 에서 쓰인 윗으뜸화음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윗으뜸화음 구성음 중에는 으뜸화음, 버금가온화음과 공유되는 음이 

없어 최상성부를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윗으뜸화음 기능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극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가온화음의 경우, 음도 3 을 으뜸화음, 

버금가온화음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 화성이 갖는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딸림화음 뒤에 나왔을 때 이것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을 이루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Temperley, 2011). 

따라서 이 화성 기능은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했다. 

그 다음 버금딸림화음은 음도 1 을 으뜸화음, 버금가온화음과 

공유하고 있고, 중개화음 기능으로써 딸림화음 뒤에 제시될 때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어내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버금딸림화음은 실험 1 에서 쓰인 윗으뜸화음과 

유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흐 코랄 안에서 딸림화음 뒤에 

두 화성이 나타나는 빈도가 유사하고 (Rohrmeier, 2007), 또 음악 

이론에서 윗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을 같은 화성 집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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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화음으로 보기도 하여 (Temperley, 2011), 실험 2 의 

Unexpected 조건을 위한 마지막 화성 기능으로 버금딸림화음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양 음악에서는 최상성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네 성부의 선율 중 최상성부에서의 

선율을 주선율로 인지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두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건 간 이러한 주선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였다. 실험 1 에서는 세 조건 간 멜로디에 차이가 있었고, 실험 

2 에서는 멜로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실험 내에서 세 조건 

간의 멜로디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던 조건은 실험 1 에서의 

Unexpected 조건뿐이었다. 

한 시퀀스의 길이는 3600 밀리초였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위치의 화성 길이는 각각 600 밀리초, 마지막 화성은 600 밀리초 

길이의 쉼표를 포함한 1200 밀리초 길이로 제작되었다. Cubase 5 

(Steinberg,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시퀀스를 12 개의 

장조로 이조한 후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였고 (샘플링 레이트: 44.1 

킬로헤르츠; 16-비트; 스테레오; windows PCM), The Grand 3 

(Steinberg, Hamburg, Germany)의 피아노 음색 (Bösendorfer 

290 Imperial grand)으로 자극을 제작하였다. 자극은 MEG-

compatible tubal insert phones (Tip-300, Nicolet, Madison, WI, 

USA)을 이용해 65 dB 의 음압 레벨 (Sound Pressure Leve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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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2 시스템 (Neuroscan, Charlotte, NC, USA)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2.3. 절차 

 

각 실험은 뇌자도 (Magnetoencephalography, MEG) 4  측정 

세션 (session)과 행동 실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MEG 측정 

세션은 총 여섯 개 블록 (block)으로 구성되었고, 각 블록은 

100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졌다. 한 블록 안에서 각 시퀀스 종류는 

30 번씩 의사 무작위 (pseudorandom)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의 청각 자극에 대한 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10 개의 

‘스타카토 (staccato)’ 시퀀스도 제시하였다. 스타카토 

시퀀스에서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화성 중 한 

화성이 다른 화성의 길이보다 1/16 의 짧은 길이 (37.5 밀리초)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짧은 길이로 제시된 스타카토 화성을 

듣는 즉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스타카토 시퀀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들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MEG 측정 세션 후, 행동 실험 세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화성의 기능에 따라 미리 할당된 숫자판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Expected 화성은 1 번, Intermediate 화성은 

                                            
4
 이하 MEG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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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 Unexpected 화성 조건은 3 번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행동 

실험 세션에서는 충분한 연습 시간을 거친 후 짧은 쉬는 시간과 

함께 세 개의 실험 블록을 진행하였다. 한 블록 당 36 개의 화성 

시퀀스를 의사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이 때 쓰인 자극은 MEG 

측정 세션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했다. 행동 실험 세션 동안 각 

조건을 총 36 번씩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1). 

 

2.4. MEG 데이터 측정 

 

참가자들이 자기차폐실 내에 앉아 있는 동안, 306 채널의 

whole-head MEG (Vector View™ Elekta Neuromag Oy, 

Helsinki, Finland)를 이용하여 600.615 헤르츠 (0.1 - 200 

헤르츠의 온라인 대역통과 필터)로 자기장을 측정하였다. MEG 

측정 동안 수평과 수직 안전도 (electrooculograms, EOG)와 

심전도 (electrocardiograms, ECG)도 동시에 측정하였다. 모든 

시퀀스에서 각 화성의 시작점을 트리거 (trigger)로 표시하였다. 

 

2.5. MEG 데이터 처리 

 

외부와 내부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신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 (raw) MEG 신호에 MaxFilter 소프트웨어 (Elekta 

Neuromag Oy, Helsinki, Finland)의 temporal Signal-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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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tSSS)을 적용하였다 (S.  Taulu & Simola, 2006; S. 

Taulu & Hari, 2009). 

분석에서는 102 개 위치에 있는 204 개의 직교 평면 경도 

측정기 (orthogonal planar gradiometer)만을 사용했다. 화성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0 밀리초부터 600 밀리초까지를 하나의 

에포크 (epoch)로 정의하였다. 육안 검사 (visual inspection)를 

통해 눈 깜빡임이나 움직임에 의한 잡음 (artifact)이 포함된 

에포크는 제거하였다. 각 참가자마다 세 가지 조건 각각의 다섯 

번째 화성들에 대해 140 개 이상의 잡음이 없는 에포크를 평균 

(average)하였다. 또한 모든 조건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화성에 

대한 에포크 중 잡음이 없는 에포크를 (≥ 540 에포크) 참가자 

별로 평균하였다. 

Brain Electrical Source Analysis (BESA) 소프트웨어 5.1 

(MEGIS Software GmbH, Gräfelfing, Germany)을 통해 신호원을 

추정하였다. MEG 평균 신호에 1 - 20 헤르츠의 (영위상) 대역 

통과 필터 (bandpass-filter)를 사용했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각 

참가자들의 다수 등가 전류 쌍극자 (multiple equivalent current 

dipoles, multiple ECDs)를 추정하였다. 우선, 소리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을 계산하기 위해 첫 번째 화음 제시 후 180 밀리초에서 190 

밀리초의 시간 구간에 나타난 P2m 의 신호원 위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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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m 신호원은 양반구 헤쉴 이랑 (Heschl's gyri, HG) 5  부근의 

청각 피질에 국지화되었다 (Kim et al., 2011; Kuriki, Kanda, & 

Hirata, 2006). 다음으로 P2m 신호원을 유지시킨 상태로 다섯 

번째 Unexpected 화성이 제시된 후 140 밀리초에서 250 

밀리초의 시간 구간에 나타난 ERANm 신호원 위치를 양반구 

전두엽 부근에서 추정하였다. ERANm 신호원은 양반구 IFG 에 

국지화되었다. 모든 쌍극자 (dipole)의 적합성 (gooness of fit, 

GOF)이나 설명 분산 비율 (explained variance ratio)이 80%가 

넘는 등가 전류 쌍극자 (ECD) 6 만을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signal-space projection 방법 (Tesche et al., 

1995)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 대한 양반구 HG 와 IFG 위치에서 

일어난 신호원 활동 (source activity)을 추정하였다 (Kim et al., 

2011). 통계 분석을 위한 관심 시간 (time of interest)을 결정하기 

위해, 실험 별로 참가자들의 모든 시퀀스에 대한 평균 ECD 활동을 

구하였다. 각 IFG 쌍극자마다 평균 ECD 활동에서 정점을 두 개씩 

찾았고, 정점의 반응시간을 중심으로 -20 밀리초에서 +20 

밀리초의 시간 구간을 ERANm1 (앞의 정점)과 ERANm2 (뒤의 

정점)의 관심 시간 대역으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각 관심 시간 

대역의 평균 쌍극자 세기를 산출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5
 이하 HG로 표기 

6
 이하 ECD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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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 분석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몇몇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수적 통계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모수적 통계 방법을 대신 사용하였다. 첫째, 두 실험 

간에 네 쌍극자 위치의 그룹 간 차이는 분산 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대신 맨-휘트니 검정 (Mann-Whitney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한 참가자 내에서 P2m 와 ERANm 

쌍극자 위치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 대신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s)을 사용하였다. 좌반구와 우반구 IFG 쌍극자 

세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정이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사용; 실험 1, ERANm1, p = 0.248 와 

ERANm2, p = 0.305; 실험 2, ERANm1, p = 0.520 와 ERANm2, p 

= 0.986) 양반구 IFG 쌍극자 세기를 평균하였다. ERANm 의 

쌍극자 세기가 세 조건 간에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화성 기능 

(Expected 와 Intermediate, Unexpected)을 요소로 하여 반복 

측정 분산 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과 프리드만 검정 

(Friedman (F) test)을 시행하였다. 행동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화성 기능을 요소로 하여 프리드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조건 

간 비교를 위하여 정답률 (correct rate)과 응답 시간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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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을 순위 변수 (rank variables)로 변환한 후, 다중 비교를 

위한 본페로니 조정 (Bonferroni adjustment)과 함께 사후 대조 

(post-hoc contrasts)를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은 SPSS 

12.0.1 패키지 (SPSS Inc., an IBM Company, Chicago, IL, 

USA)를 통해 수행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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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MEG 측정 중 행동 반응 

 

허위 경보 (false alarms)나 반응을 놓친 경우 (misses)를 

포함해 여덟 번 이상의 틀린 반응을 보인 참가자는 없었다 (두 

실험 모두 오답률 < .013%). 

 

3.2. 신호원 추정 

 

각 실험 참가자들의 네 개의 쌍극자가 양반구의 HG 와 IFG 에 

위치했다 (표 1). 

 

 

표 1. Head coordinates 상 ECD 평균 위치 (실험 1 = 9 명; 실험 2 = 7 명) 

실험 ECD 평균 위치 x (mm) y (mm) z (mm) 

1 좌측 HG -43.5 (1.86) 11.53 (2.75) 55.6 (3.46) 

 
우측 HG 47.8 (2.63) 14.83 (2.93) 54.93 (2.18) 

 
좌측 IFG -43.78 (2.17) 40.16 (3.26) 67.49 (3.48) 

 
우측 IFG 45.71 (1.88) 40.71 (3.23) 68.61 (4.48) 

2 좌측 HG -46.91 (1.43) 14.33 (2.43) 55.93 (1.61) 

 
우측 HG 48.67 (1.17) 19.24 (2.91) 55.51 (2.51) 

 
좌측 IFG -42.43 (5.44) 39.1 (6.12) 68.2 (3.37) 

 
우측 IFG 42.69 (4.80) 38.84 (6.14) 68.2 (3.37) 

HG = 헤쉴 이랑, IFG = 하전두 이랑, () = 표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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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에서의 쌍극자 위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신호원들에서, p > .05). 따라서 두 실험 간에 추정된 쌍극자 

활동이 동일한 뇌 부위에서 비롯된 반응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실험 모두 HG 와 IFG 쌍극자 위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IFG 쌍극자는 HG 쌍극자에 비해 더 앞쪽 (anterior) 위쪽 

(superior)에 위치해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했다 (Kim et al., 2011; Maess et al., 2001). 

 

3.3. 멜로디 차이 유무에 따라 비정규적 화성 진행이 

ERANm에 미치는 효과 

 

표 2 는 각 실험에서 ERANm1 과 ERANm2 의 관심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두 시간 창 (time window)을 중심으로, 화성 

기능이 평균 ECD 세기에 미치는 주효과를 테스트하였다. 

먼저, 실험 1 의 ERANm1 과 ERANm2 에서 화성 기능에 따른 

쌍극자 세기 간 차이를 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을 수행했다. 예상과 같이, ERANm1 

(F(1.074,12.888) = 7.703, p = .021)과 ERANm2 (F(2,24) = 

11.785, p = .001)에 미치는 화성 기능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모클리 구형성 검정 (Mauchly's test of sphericity) 결과, 

ERANm1 데이터의 구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χ2(2) = 13.865, 

p = .001) 그린하우스-가이저 보정 (Greenhouse-Gei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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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을 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 Intermediate 와 

Unexpected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41). ERANm2 에서는 Expected 와 Unexpected 조건 간 (p 

= .016), Intermediate 와 Unexpected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p = .022). 

 

 

표 2. 신호원 활동의 전체 평균에서 정점 ERANm 의 반응시간 

실험 ECD 의 위치 정점 ERANm 의 반응시간 (밀리초) 시간 창 (밀리초) 

1 좌측 IFG 146.51 126.51 – 166.51 

  
218.11 198.11 – 238.11 

 
우측 IFG 129.86 109.86 – 149.86 

  
233.09 213.09 – 254.09 

2 좌측 IFG 141.52 121.52 – 161.52 

  
184.81 164.81 – 204.81 

 
우측 IFG 121.54 101.54 – 141.54 

  
254.74 234.74 – 274.74 

IFG = 하전두 이랑. 분석에 사용된 시간 창은 정점 ERANm 반응시간을 기준으로 

-20 밀리초부터 +20 밀리초까지였다. 각 ECD 위치에서 두 개의 정점 

ERANm 을 관찰하여 앞쪽 정점을 ERANm1, 뒤쪽 정점을 ERANm2 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2 에서의 ERANm1 과 ERANm2 에 미치는 화성 

기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리드만 검정을 수행했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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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는 달리 화성 기능에 따른 효과가 ERANm1 (χ2(2) = 3.429, 

p = 0.180) 과 ERANm2 (χ2(2) = 0.857, p = 0.651)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4). 

 

 

 

그림 4. 두 실험의 IFG ECD 활동 비교. A. 실험 1 에서 9 명 참가자의 양반구 IFG 

ECD 활동의 평균. Unexpected 화성 기능이 다른 두 조건보다 두 ERANm 시간 

창에서 더 큰 쌍극자 세기를 유발했다. B. 실험 2 에서는 세 조건 간 두 ERANm 

시간 창에서 쌍극자 세기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참가자 = 7 명). 음영 처리된 

부분이 ERANm 반응의 통계 분석에 사용된 시간 창이다. 다수의 ECD 가 양반구 

하전두이랑 (빨간색)과 양반구 헤쉴 이랑 (검정색)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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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동 실험 

 

3.4.1. 정답률 

멜로디 차이가 있을 때 (실험 1), 참가자들은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91%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평균 정답률 = 95.37%). 

정답률에 대한 화성 진행의 효과는 유의미했다 (χ2(2) = 18.6, p 

< .001). 사후 분석 결과, Expected 와 Intermediate 조건 (p 

= .002), Intermediate 와 Unexpected 조건 간 (p = .003)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조건 간 멜로디 차이가 통제되자 (실험 2), 참가자들은 

세 가지 조건에서 실험 1 보다 낮은 80%가 넘는 정답률만을 

보였다. 화성 기능 효과가 유의미했는데 (χ2(2) = 30.131, p 

< .001), 사후 분석 결과 모든 세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pected 와 Intermediate (p = .004), Expected 와 Unexpected 

(p < .001), Intermediate 와 Unexpected 조건 (p = .019) (그림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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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행동 실험 동안의 평균 정답률과 응답 시간. A. 두 실험에서의 정답률. 

왼쪽 그래프는 실험 1, 오른쪽 그래프는 실험 2 의 결과이다. B. 두 실험에서의 

응답 시간.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 실험 1 과 2 의 결과이다. 

 

 

3.4.2. 응답 시간 

각 실험에서 조건 간 응답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 1 에서, 응답 시간에 대한 화성 기능의 효과가 유의미했고 

(χ(2) = 484.874, p < .001), 사후 분석 결과 Expected 와 

Intermediate (p < .001), Expected 와 Unexpecte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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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와 Unexpected (p = .025)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2 에서도 응답 시간에 대한 화성 기능의 효과가 

유의미했는데 (χ2(2) = 58.783, p < .001), 사후분석 결과 

Expected 와 Intermediate (p < .001), Expected 와 Unexpected 

(p < .001)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림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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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4.1.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 차이가 ERANm 반응에 미치는 교란 

효과를 처음으로 관찰하였다. 멜로디 차이가 있고 없음에 따른 

ERANm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건 간 최상성부가 

통제되지 않은 자극을 이용했던 이전 실험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였다. 이 실험 자극에는 조건 간 멜로디 차이와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ERANm 반응에 교란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되는 멜로디 차이를 세 조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제한 새로운 자극을 이용하여 새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 

자극에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만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은 멜로디 차이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만 ERANm 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음악적 통사 오류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ERANm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주선율을 담당하는 최상성부 진행의 차이가 ERANm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멜로디 차이가 있을 때, 약 130 밀리초에서 240 밀리초 정도에 

나타난 정점 ERANm 반응은 Unexpected 조건일 때가 



 

28 

 

Expected 와 Intermediate 조건에서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이 

결과는 ERAN/ ERANm 반응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에 의해 

유발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던 기존 연구들과 일치했다 (Kim et al., 

2011; Koelsch et al., 2001; Koelsch et al., 2000; Koelsch & 

Jentschke, 2010; Koelsch et al., 2007; Koelsch & Mulder, 2002; 

Koelsch & Sammler, 2008; Koelsch, Schmidt, & Kansok, 2002; 

Koelsch, Schroger, et al., 2002; Leino et al., 2007; Maess et al., 

2001). 

반면, 멜로디 차이가 없을 때에는 유사한 비정규적인 화성 

기능을 자극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이 

ERANm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음악 이론에서 

버금딸림화음과 윗으뜸화음은 모두 딸림화음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중개화음의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Temperley, 2011), 

ERANm 반응이 사라진 것이 단순히 버금딸림화음과 윗으뜸화음 간 

기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의 

행동실험 데이터 역시 버금딸림화음에 대한 응답이 으뜸화음이나 

버금가온화음에 대한 응답보다 유의미하게 긴 응답 시간과 낮은 

정답률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기대하지 못한 화성 진행을 

분석하는 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미루어볼 때 (Bigand & Pineau, 1997; Schmuckler & Boltz, 

1994), 이 행동실험 데이터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버금딸림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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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기대치 못한 화성 기능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험 1 과는 반대로 실험 2 에서는 ERANm 반응이 

비정규적인 화성 진행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 

두 실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상성부 멜로디 차이의 유무였다. 

만약 ERANm 반응이 정말 화성 진행의 통사적 처리를 반영한다면, 

이 반응은 멜로디 차이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에 의해서 유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멜로디 

차이가 없을 때 화성 진행의 비정규성이 ERANm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성 

진행이 아니라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가 ERANm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멜로디 차이가 ERANm 반응에 교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2. 한계점 및 제언 

 

위와 같은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비록 두 실험 간에 분명한 ERANm 반응의 차이가 

보이긴 했지만, 실험에 참가한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실험 1 = 

9 명, 실험 2 = 7 명), 기존 연구와 반대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두 실험 간의 참가자가 나이나 음악 

훈련 기간과 같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긴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실험 참가자들의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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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참가자가 

비슷한 실험에 두 번 참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학습 효과의 

가능성은 배제되므로, 결과에 대한 오염 변인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본 결과를 더 분명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더 큰 표본과 두 실험에 같은 참가자를 

참가시킨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ERANm 

반응이 멜로디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지, 멜로디 차이와 화성 진행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원인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잘 정제된 자극 (예를 들면, 화성 진행은 

정규적인데 멜로디 차이가 두드러진 자극 등)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ERANm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음악적 통사와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뇌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떠한 뇌 반응이 화성 진행의 통사적 처리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거쳐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 차이와는 독립적으로 

비정규적인 화성진행이 ERANm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정규적인 화성진행 자체는 음악 통사 오류의 

처리와 관련된 ERANm 반응을 유발시키지 않고, 최상성부의 

멜로디 차이가 ERANm 반응을 유발시키는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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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ounding of Melody on 

ERANm: An MEG Study 

 

Soji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many evoked response potential (ERP) or evoked 

response field (ERF) studies have reported that early right 

anterior negativity (ERAN) and its magnetic counterpart 

(ERANm) are evoked by irregular chord progressions in 

Western tonal music.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controlled for melody differences in the highest voice parts. 

Melody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music 

perception. Thu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ERAN or 

ERANm results have arisen from the processing of melodic 

information. However, no study has explored the effect of 

harmonic progression without melody differences, and it 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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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ar whether melody differences have a confounding effect 

on ERAN or ERANm. I used 2 data sets, one with melody 

differences and one without. Participants in the two 

experiments were asked to listen to three types of musical 

cadences with different regularities based on the ending chord 

functions. ERFs were recorded while participants listened to 

the stimuli. I analyzed source activities in two experiments. In 

the experiment with melody differences, the irregular chord 

progressions elicited ERANm responses of significantly larger 

magnitude than the regular chord progressions did. However, in 

the experiment without melody differenc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gnitudes of the ERANm 

responses between the irregular and regular chord 

progres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rregular chord 

progression per se has little effect on ERANm, and melody 

differences may have a confounding effect on ERANm. I 

explored the effect of irregular chord progressions on ERANm 

responses independent of melody differen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rregular harmonic progressions per se do not 

elicit the ERANm respons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ing of 

musical syntactic error, and melody differences may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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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unding effect on ERANm. 

 

Keywords : Musical syntax, Chord progression, Melody, 

ERANm, Magnetoencepha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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