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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상에서 획득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경험적 지식들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고 인출되는 과정 및 구조는 기억 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비침습적 뇌영상 기법들이 발달

됨에 따라 기억 처리와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의 기능적 역할들이 밝혀지

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접하는 대다수의 자연적 감각 자극들이 동

적이고 멀티모달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들에서는

조건적이고 정적인 실험 자극이 제시되는 다소 통제적인 실험 프로토콜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실과 유사한 경험이 반영되는 일화

기억 과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술적 요소가 포함된 비디오

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고, 각각 자율적/강제적인 기억 인출을 유도하

는 실험 과제를 통해 일화기억 처리과정과 이때 측정된 뇌영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제시된 자극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에서의 피험자 뇌전도를 측정하고, 파워 스펙트

럼 분석을 통해 주파수 대역별 특징들을 추출하여 비교하였으며, 인출

단계에서 피험자의 응답 시간을 기록하여 행동 요소를 고려한 분석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실험 결과에서는 비디오와 같이 멀티모달한 실험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반응시간과 같은 행동 요소를 통해 기억 과정과 관련된

뇌전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일화기억, 기억인출, 멀티모달자극, 뇌전도, 반응시간

학 번 : 201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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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억 처리는 인간의 인지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이

다. 특히 일상에서 획득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경험적 지식들이 장기기

억으로 저장되고 인출되는 과정 및 구조는 기억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일화기억 과정은 여러 뇌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이 연관된 복잡한 과정

으로, 개별적 사건들과 관련된 시공간적 문맥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의미기억 과정은

문맥과 독립적인 단편적 지식을 처리한다.

인간의 기억 체계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신경과학, 인지과학, 심

리학 전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뇌손상 환자들을 통한 실험을 통

해 기억 과정과 구조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왔다 (Milner,

Squire & Kandel, 1998; Squire, 2004). 최근에는 다양한 비침습적 뇌영

상 기법들이 발달됨에 따라 기억 처리와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의 기능적

역할들이 밝혀지고 있다 (Spaniol et al., 2009; Freeman et al., 2010).

일화기억 과정과 관련하여 뇌영상 실험을 수행하는 대다수 연구들은

조건적이고 정적인 실험 자극 (e.g. 단어 조합, 정지 영상)을 제시되는 통

제적인 실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Schacter & Addis, 2007;

Vissers et al., 2008). 하지만 이러한 실험 환경은 일반적으로 실제 인간

의 뇌가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과는 크게 다르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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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자극들은 동적이고 멀티모달 (multimodal) 하기 때문이다 (Bartlett,

1932; Tulving, 2002; Jacobs & Shams, 2010). 따라서 실제 환경과 유사

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일화기억 관련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조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 내에서 일화기억 과정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술적 요소가 포함된 동영상(narrative

movie)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는 기억 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영상은 멀티모달한 감각적 정보와 감정적, 인지적 느낌을 융합해내

면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적인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isenstein,

1947; Morin, 2005; Hasson et al., 2007). 약 100년 전에 이미 동영상을

이용하여 기억 연구를 한 사례 (Boring, 1916)가 있지만, 최근에는 몇몇

연구들에서만 비디오나 게임을 이용한 일화기억 연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Ben-Yakov et al., 2011; Furman et al., 2007; Green et al.,

2011; Hasson et al., 2007; Milton et al., 2011; Sestieri et al., 2011).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반응시간 (reaction time, RT)과 같은 행동

요소를 고려하여 기억 인출 과정과 뇌영상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실험 과제 수행과 관련된 활동 외에 다양한 외

부 요인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획득한 뇌영상 데이터가 실험 과제만

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신적

요소와 행동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기억 과정과 관련된 뇌영상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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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인 실험 환경 내에서 일화기억 과정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서술적 요소가 포함된 동영상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는 기억 과제를 개발하고, 다음으로 행동 요소가 고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억 인출 과정과 뇌영상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디오와 같이 멀티모달한 실험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일화기억 과정 관련 실험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둘째, 일화기억 저장과 인출 과정에 따른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EEG) 활성화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EEG 활성화 차이가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에서 발견되는가?

넷째, 피험자 RT에 따른 EEG 활성화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연구의 제약 사항

3.1. EEG 측정의 제약

EEG 측정은 측정 장소, 환경, 피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동일하지 않

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김대식&최장욱, 2001). 본 연구에서는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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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뇌파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피험자를 동시

에 같은 시간에 측정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널 개수는 128개로, 그 이

하 또는 이상의 채널을 사용한 측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2. 실험 대상의 제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자원한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

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EEG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

지만, 피험자 확보의 어려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한 제약이 있었

다. 교육 수준의 차이,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Klimesch, 1999; Gerlic& Jausovec, 1999) 실험 대상에 따른 제

약이 따른다.

3.3. EEG 주파수 대역의 제약

본 연구에서는 EEG 주파수 대역 중 세타파 (4.0∼ 7.9 Hz)와 감마파

(30.0∼ 50.0 Hz)만을 사용하고, 다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일화기억 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의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Doppelmayr et al., 1998; Milner et al.,

1998; Klimesch et al., 2001, 2008; Osipova et al., 2006; Nyhus &

Curran, 2010), 다른 주파수 대역의 경우 일관성 있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화기억뿐만이 아니라 의미기억 과정과도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Düzel et al., 2005; Hanslmayr, Spitzer & Bauml, 2009; Weiss

& Rappelsberger, 2000), 의미기억 과정에 독립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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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억의 구조

1.1. 기억의 정의와 종류

기억 현상은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384∼322 B.C.)의 저서인 'De

Memoria et Reminiscentia'를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론이 개진

되어 왔으며, 특히 1885년, Ebbinghaus가 그 자신을 피험자로 삼아 학습

과 망각 효과를 실험한 것을 시작으로 기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

작되었다 (Ebbinghaus, 1985). 이후 20세기 중반부터는 정보처리적인 접

근 방식을 취하는 인지심리학이 태동하면서, 단순한 연합이나 연상의 개

념으로 설명되어지던 기억에 대한 설명이 정보처리 과정과 구조의 개념

을 도입한 설명으로 대치되었다. 컴퓨터 구조를 모방한 기억의 정보처리

모형(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은 기억을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라

는 구조적으로 다른 저장고들로 구분하고, 정보의 저장과 인출 과정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Waugh & Norman, 1965;

Atkinson & Shiffrin, 1968). 20세기 말에는 기억이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이 하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기억들

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Squire의 기억모형(그림 1)과 Schacter와

Tulving의 기억모형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Squire, 1987; Schacter &

Tulvi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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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quire의 기억 모형 (Squire, 1994)

Schacter와 Tulving은 인간 기억이 일차기억(primary memory), 지각

표상 체계(perceptual representation system: PRS),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 의미기억(semantic memory), 그리고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정

모 외, 2008). 일차기억은 단기기억을 가리키는 말로, 감각수용기(sensory

receptor)를 통해 획득되는 자극 정보를 그 자극의 지속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동안 그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

억이다. 지각 표상 체계는 어떤 물체에 대한 지각 경험을 통해 그 물체

나 유사한 물체의 지각을 점화 또는 촉진하는 지각점화(perceptual

priming)를 담당한다. 즉, 하나의 단어나 물체를 한 번 이상 보거나 들은

경우, 이후에는 좀 더 쉽게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

다. 의미기억은 개인적 경험이 배제된 단순한 지식적인 기억으로 특정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일반적이고 개념적 내용으로 저장되는 부분이

다. 반면에 일화기억은 개인의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일화 경험에 대

한 의식적 기억으로 특정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즉, 여행을 간 것처럼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일화기억이고,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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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기억이다. 절차기억은 의미기

억이나 일화기억 같은 서술적 지식의 기억(declarative memory)과는 다

른 형태로 저장되며,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자동적으로 인출된다. 컴퓨터

자판기를 보지 않고 두드리는 기술,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콘을 사용하

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1.2. 정보 획득과 인출의 뇌 구조적 차이

Schacter와 Tulving의 기억모형(Schacter & Tulving, 1994)은 인간의

뇌에서 정보의 획득과 인출이 서로 구조적으로 다른 과정이며, 정보의

획득과 관련된 뇌의 구조는 변연계(limbic system)라고 설명한다.

정보의 획득과 인출 과정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학습과 인출에 대한 특정 약물의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로토닌(Serotonin)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s)의 투여는 새로운 의미, 일화

정보의 학습은 차단하지만 이미 학습된 정보의 인출은 차단하지 않았다

(Ghoneim&Mewaldt, 1990).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히스타민(Histamine)

을 방해하는 이미프라민(Imipramine) 투여는 즉각적 기억에는 영향을 끼

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에 대한 장기 기억에 장애를 가져왔으며, 약물

투여 이전에 학습한 기억 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alev et al.,

1989). 이상의 실험 결과들은 학습과 인출이 서로 다른 생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지지하며, 망각의 원인이 인출의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실패에도 기인함을 보여준다.

변연계가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은 변연계 손상

환자인 HM의 사례를 통해 지지된다. 새로운 학습은 할 수 없지만 이전

에 획득한 정보의 인출이 가능한 HM의 사례와 같이 (Milner et al.,



8

1968), 변연계의 손상은 정보의 획득에만 영향을 줄 뿐 이전에 획득한

정보의 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Schacter와 Tulving의 주

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뇌영상 연구 결과는 정보의 부호화와 인출에 개

입되는 뇌 영역이 구분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문장과 그림의 부호화

와 인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을 PET으로 촬영한 실험 결과는 입

력 정보의 형태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부호화와 인

출이 각각 다른 반구 영역에 의해 처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Nyberg et al., 2000; Tulving, 2002).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화정보의

부호화는 주로 좌측 전두엽에서, 인출은 우측 전두엽에서 일어나며, 해마

(hippocampus) 내에서도 부호화는 주로 문측(rostral portion)에서, 인출

은 미측(caudal portion)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기억과정이 뇌

영역이나 구조에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생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이

러한 주장은 기억이 국지적 신경생리 활동이 아닌, 분산된 활동에 기반

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기억의 기능적 망

모형(functional network model)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모 외, 2008).

2. 뇌영상 기술

2.1. 기능적 뇌영상 기술의 종류

기능적 뇌영상(functional neuroimaging) 기술은 단순히 기억이나 회상

결과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의식 수준에

서 일어나는 기억 처리 과정 또한 해부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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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적 뇌영상

기술들 중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뇌자도(magnetoencephalography, MEG), 근적외선 분광법(near

infrared reflectance spectroscopy, NIRS), 양자방출 단층촬영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단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법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phy, SPECT), 그리고 기

능적 자기공명 영상진단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등이 있다.

이 중에서 EEG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뉴런들의 전기적 활동을

두피상의 전극들을 통해 비침습적(non-invasive)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다른 종류의 뇌영상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Debener et al., 2006; Pizzagalli et al., 2003;

Pfurtscheller & Lopes da Silva, 1999; Horwitz & Poeppel, 2002).

2.2. EEG 측정의 원리와 분류

한 개의 전극을 두피 위에, 다른 전극(불관전극, indifferent electrode)

을 귓바퀴 또는 유양돌기(mastoid process)에 붙이면 두 전극 사이의 전

압차가 기록되는데, EEG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기록되는 뇌의 전기

적 활동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측정방법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 EEG와 단일피질 신경원(피질신경교세포)의 활동을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두 전압과 전파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EEG는 피

질신경원 막전압의 느린 변화, 특히 흥분성 연접후전압(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EPSP)과 억제성 연접후전압(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 IPSP)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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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는 주로 다수의 신경세포에 동시에 발생하는 전압변화를 반영하

며, 피질의 표면에 직접 접촉되는 경우 면적 1mm2의 전극은 0.5mm 깊

이에서 약 100,000개의 신경원 활동을 반영한다. 또한 기록이 두피 상에

서 이루어질 때에는 그보다 약 10배의 신경원이 EEG의 진폭에 관여한

다. 따라서 EEG에 큰 진폭의 파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극 주위에서

다수의 신경원의 동시적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0∼ 50㎐의 주파수와 약 10∼ 100㎶ 의 진폭을 가지며,

그림 2와 같이 주파수 대역에 따라 델타파 (delta wave, 0.1∼3.9Hz), 세

타파 (theta wave, 4.0∼7.9Hz), 알파파 (alpha wave, 8.0∼12.9Hz), 베타

파 (beta wave, 13.0∼30.0Hz), 감마파 (gamma wave, 30.0Hz∼)로 분류

된다. 대부분의 기록 부위에서 거의 같은 파형(진폭, 주파수, 위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동기화 뇌파(synchronized EEG)라고 한다. 반대로 특

정 자극에 의해 뇌파의 파형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며, 기록 부위에 따라

진폭, 주파수, 위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뇌파의 탈동기

(desynchronization)라고 한다 (함기선 등, 1997).

[그림 2] 뇌파 주파수 대역과 파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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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 관련 연구

3.1. 기억 연구의 방법과 특징

기억 연구는 크게 기억 과정 연구와 기억 구조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

저, 기억 과정 연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내용을 정보화하여 기억

저장고에 넣는 부호화 과정(encoding), 이렇게 기록된 정보를 유지하는

저장 과정(storing),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저장고에서 찾아내어 우리가

의식하거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출 과정(retrieval) 등 기억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 구

조 연구는 정보가 표출되는 형태, 표상의 지속 시간, 기억의 조직화 패턴

등 기억 구조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그 형태와 성질에 대해 연구하는 것

이다 (이정모, 1996).

기억 연구는 또한 실험 방법, 측정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에 따라 분

류할 수 있다 (최성현, 2011). 먼저 실험 방법에 따른 기억 연구로는 공

간적 주의에 따른 기억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 단어의 관련성과 그 길이

에 따른 기억의 차이를 보는 연구 등이 있다. Khader et al. (2007)은 피

험자에게 5 × 5 크기로 배열된 자극들 중에서 하나의 위치만 기억하게

한 뒤, 수일 후 제시된 공간을 맞출 때에 fMRI로 촬영한 뇌영상을 이

용하여 위치 정보를 저장할 때의 특정 뇌 영역에서의 활성화를 연구하였

다. Curtis& D’Esposito (2003)은 짧은 꼬리 원숭이(macaque monkey)와

사람을 대상으로 화면에 위치가 다른 몇 개의 붉은 원을 보여주고 20초

가 지난 후 그 위치를 찾게 하는 실험을 통해, 기억하는 과정에서 배외

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Brier et al. (2008)은 관련성이 있는 두 단어를 제시한

후 피험자가 두 단어의 의미를 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추론하게 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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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사물의 의미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왼쪽 측두엽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측정 방법에 따른 기억 연구의 구분은 앞에서 언급된 EEG (Krause

et al., 1996; Doppelmayr et al., 1998; Klimesch, 1999; Gevins & Simth,

2000; Stipacek et al., 2003; Neubauer et al., 2004; Meltzer et al., 2008;

Gruber et al., 2008; Kirov et al., 2009; Khader & Rösler, 2011), MEG

(Martin et al., 2007; Staudigl et al., 2010), fMRI (Cairo et al., 2004;

Friedman et al., 2007; Gilboa et al., 2009) 등을 각각 이용하거나, 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EEG와 fMRI를 함께 측정한 Bledowski et

al. (2006)의 연구와 EEG와 MEG를 같이 이용한 Düzel et al. (2010)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EEG, fMRI, PET를 모두 사용한 McDonald et al.

(2010)의 기억 연구도 있다.

분석 방법에 따른 기억 연구는 ERP를 이용한 연구와 스펙트럼 분석

(spectrum analysis)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ERP를 이

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Brier et al., 2008; Friedman et al.,

2007; Gilboa et al., 2009), ERP를 통해서는 단순히 EEG의 전압 변화만

관측할 수 있고, 잡음(noise)에 취약하며, 한 가지 타입의 신호 특성에만

의존하게 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반면 스펙트럼 분석 방법은 시간에 따

른 다양한 주파수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뇌파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며, 주파수 대역별로 뇌의 동적 변화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Fan et al., 2007; Axmacher et

al., 2008; Grub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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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억 과제 관련 EEG 연구

기억 과제와 관련된 EEG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Krause et

al.(1996)은 청각 기억 과제를 통한 EEG의 Event-Related

Desynchronization (ERD)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청각 자극을 통한 인지과

제를 수행하는 동안 알파파의 ERD가 높아지는 현상을 밝혔으며,

Doppelmayr et al.(1998)은 의미기억 인출을 배제할 수 있게 특수 설계

된 일화기억 재인 실험을 통해 세타파의 ERS가 재인 정도와 관계가 있

음을 보였으며, 높은 재인률을 나타낸 피험자군의 경우 기억 인출시 우

측반구를 주로 사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limesch(1999)는 알파파

(9.5～11.5Hz)의 상위 일부에 대한 ERD가 장기기억 수행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한편, 세타파의 Event-Related Synchronization (ERS)는 새

로운 정보의 부호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Gevins& Simth(2000)는

알파파의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ntial, ERP)와 스펙트럼 분석

을 통해, ‘n-back’ 형식의 공간적 작동기억 과제 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의

피험자군이 통계적으로 측두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인 피험자군은 전두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Stipacek et al.(2003)은 단기기억 과제와 작업기억(working

memory) 과제를 5단계의 난이도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난이도가 증

가할수록 알파파의 ERD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Neubauer et al.(2004)

의 연구에서도 기억 과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상위 알파파(9.81～

11.81Hz)의 감소량이 커지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Meltzer et al.(2007)은

스텐버그 작업기억 과제(Sternberg working memory task)를 수행할 때

의 Intracranial EEG와 fMRI를 각각 측정한 결과, 세타파가 내측 전전두

엽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에서 증가하였으며, BOLD

(blood-oxygen level dependent) 신호와는 부적 상관관계(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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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Khader & Rösler (2011)은 유사비단어(pseudo word)와 사진을 이용한

사물/공간 정보에 대한 장기기억 과제 검사를 통해 사물에 대한 기억 회

상에서는 전두 영역이, 공간에 대해서는 두정 영역이 활성화되며, 알파파

가 저장된 정보의 인출과 기능적으로 관련되고, 세타파는 인출 과정과

관련된 조절 작업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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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실험 대상

실험을 위해 서울 소재의 3개 대학교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EEG 측

정 및 과제 수행에 동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명 (남자 3명, 여자 7

명)을 선발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4.0세 (Std. = 2.7)였으며,

사전 설문을 통해 뇌 손상이나 질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피험자들의 평균 교정시력은 좌우 각각 0.87, 0.80으로 과제 수

행시 화면에 나타나는 자극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실험 내용 및 절차가 기술된 설명서를 포함하여,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 부록 1-3)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피험자에

게 제공되었다.

2. 실험 자극

멀티모달 기억 회상 과제를 위해 사용된 실험 자극은 27분 길이의 외

화 시트콤(Friends, Season 10, Episode 5)으로, 배우들의 대사나 효과음

등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막은 출력되지 않는다. 내용 전개와 장

소 변화를 고려하여 이 비디오를 다시 20개의 다른 장면으로 나누고, 여

기서 각각 5초 길이의 비디오 클립과,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2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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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상을 추출한다. 각 비디오 클립은 기억 회상 과제의 인출 단계

(retrieval session)에서 인출 단서(retrieval cue)로 사용되며, 정지 영상

들은 질의 단계(query session)에서 선택지로 사용된다.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각 자극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출력하

고, 각 단계에 대한 타임스탬프(time stamp) 및 질의 단계에서의 피험자

응답 시간(reaction time, RT)을 밀리초(millisecond, ms) 단위로 기록하

는 실험용 S/W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 상에서 모든 실험 자극은 130 × 100mm의 크기로 검정

배경의 중앙부에 출력된다. 피험자는 실험 자극이 출력되는 15인치 크기

의 CRT 모니터와 50 cm의 거리를 두고 앉게 되며, 음성은 피험자로부

터 약 1m 앞에 놓인 좌우 2개의 스피커를 통해 적절한 크기로 출력된

다. 또한 질의 응답을 위해 ‘O’와 ‘X’ 버튼이 있는 작은 키패드가 피험자

가 앉는 의자의 팔걸이와 같은 높이에 놓인다.

3. 실험 절차

실험 프로그램은 피험자가 실험 절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전체 실험 단계를 축약한 예시 과제를 출력한다. 예시 과제 수행을

마친 피험자는 본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버튼을 눌

러 본 과제 수행을 시작한다. 전체 실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 저장 단계로, 피험자가 실험 자극 비디오를 시청

하며, 이때 피험자가 따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없다.

다음은 기억 인출 단계로, 먼저 피험자가 인출 단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회상을 5초 간 수행한다. 이때 모니터 상에는



17

실험 자극과 크기가 동일한 하얀 테두리와 검정 배경의 상자가 출력되어

피험자가 회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질의 단계에서는 인출 단서로 출력된 내용에서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2개의 정지영상들이 임의의 순서로 좌우로 나뉘어 출력된

다. 피험자는 이 두 정지영상의 순서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결정하여, 올

바르다고 생각하면 ‘O’ 버튼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X’ 버튼을 누른다. 피

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피험자가 실

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단계와 달리 강제적으로 기억을 회상

하도록 하며, 기억 회상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

억 인출 단계는 총 20회 수행된 후 종료되며, 약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

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EEG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에 의해 기록된 타임스탬프를 고려하여 EEG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 멀티모달 일화기억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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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EG 측정 및 분석

4.1. EEG 측정 방법

실험 과제 수행시의 피험자 EEG는 은/염화은 (Ag/AgCl) 전극이 부착

된 128채널의 Quik-cap과 Neuroscan SynAmps amplifier (Neuroscan,

El Paso, TX)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각 채널의 위치와 명칭은 그림 4와

같이 국제표준인 10-20 체계를 따른다.

[그림 4] EEG 전극 부착 위치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FZ 채널 기준 10% 전방의 전전두 영역

에,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좌우 유양돌기(mastoid proce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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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한다. 안구의 움직임과 눈 깜박임을 측정하기 위해 수직 안전도

(horizontal electrooculogram, hEOG)는 Bi-polar 방식으로 좌측 안구의

아래와 위 부분에서 측정하고, 수평 안전도(vertical electrooculogram,

vEOG)는 양안의 외안각(outer canthi)에서 측정한다. 1,000 Hz/channel

로 샘플링 된 EEG 신호는 0.01∼ 100 Hz의 대역을 갖는 대역통과필터

(band-pass filter)를 거쳐, 32-bit AD 변환에 의해 컴퓨터로 저장된다.

모든 실험은 EEG 신호가 소음이나 전기적 잡음에 노출되지 않고, 피

험자가 실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음/방전 장치가 설치된 실험실

에서 10∼16시 사이의 낮 시간에 조명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또한 EEG

측정 중 모든 전극의 임피던스가 5∼ 10 kΩ 또는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한다.

4.2. 전처리 과정

측정된 EEG 데이터는 실제 분석에 앞서 눈 깜빡임, 몸 움직임 등의

각종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거친다.

잡음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잡음이 섞여 있는 데이터 자체를 제

거하거나 잡음이 섞인 데이터로부터 잡음 성분만을 추출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잡음 성분이라고 여겨지는 신호의 크기가

±75 μV를 벗어나는 채널을 찾고, 그런 채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해당

하는 시행은 제거하였다. 좀 더 정밀한 잡음 성분 제거를 위해서 독립성

분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을 이용하여 각 채널을 구

성하는 성분을 추출한다. 이때, 효과적으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각

시행의 채널별로 평균값을 구한 뒤 신호 전체에 대해 빼주는 정규화 과

정(zero-mean normalization)을 통해 신호의 크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

들어 준다. 구한 성분들 중 눈 움직임과 몸 움직임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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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제거하는데, 이때 눈 움직임에 의한 잡음은 눈 주변의 채널들

(hEOG, vEOG)의 최대 성분 값이 나머지 채널들의 최대 성분값보다 더

클 때로 정의되고, 몸 움직임에 의한 잡음은 측두 영역(FT7/8, FC5/6,

T7/8, C5/6, TP7/8, CP5/6)의 최대 성분값이 나머지 채널들의 최대 성분

값보다 더 클 때로 정의된다 (Jung et al., 1998).

잡음 처리를 거친 EEG 데이터는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된 타임스

탬프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추출한다. 즉, 기억 저장 단계와, 인출 단

서 제시, 회상, 질의의 총 3개 단계씩 20구간으로 구성되는 기억 인출 단

계에 대한 각각의 단위구간(epoch)을 모든 EEG 데이터로부터 추출한다.

4.3. EEG 분석 방법

시계열데이터인 EEG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식 (1)과 같이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이 필요

하다.

  







(1)

FFT를 통해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그리고 감마파 대역의 주파수 영

역으로 변환된 데이터로부터 각 주파수에 따른 절대적인 크기를 추출하

여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워 스펙트럼 분석(spectrum analysis)을

통해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추출한다. 파

워 스펙트럼 분석은 각 시간대에서 주파수 별로 파워 값을 계산하는 방

법으로, 시간-주파수 분석 (time-frequency analysis)이라고도 불리며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 과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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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 변화를 살펴보는데 적합하다 (Axmacher et al., 2008; Gruber et

al., 2008).

PSD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푸리에 역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식 (2)의 양변에 절대값을 취하고 제곱한 후 모든 값을 합하면 식 (3)

이 유도된다. 여기서 원 신호(original signal)의 제곱의 합과 푸리에 변

환을 거친 신호의 제곱의 합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원 신호

제곱의 합 또는 푸리에 변환의 합을 총 파워값(total power)이라고 한다.

즉, 신호의 총 파워값은 시간 공간이나 주파수 공간에서 모두 같음을 의

미하며 이를 Parseval 정리라고 한다.

  





  

 







(3)

이 정리를 만족하는 PSD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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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기억 저장과 인출 단계에서의 뇌 반응 차이

기억의 저장 단계와 인출 단계에서의 뇌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가 비디오를 시청할 때 측정된 EEG와 인출 단서 기반의 회상 단

계에서 측정된 EEG로부터 각각 PSD를 구한 결과, 세타파와 감마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림 5는 세타파와 감마파 주파수 대역에서

의 PSD를 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뇌 영역에 2차원 맵핑한 결과이다. 그

림을 보면 먼저 전전두 영역(FP1, FPZ, FP2, AF7, AF8)과 좌측 두정

영역(C3, CP1)에서 세타파와 감마파가 기억 저장과 인출 단계 모두에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억 과정에 따른 전전두 영역과 좌측

두정 영역의 활성화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먼저 PET과

fMRI를 함께 사용한 Nolde et al. (1998)의 연구에서는 일화기억의 저장

과 인출 과정 모두에서 전전두 영역이 활성화됨을 보였으며, Jacobs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Old-New 과제 수행 결과 고득점을 얻은 피험

자들의 좌측 두정 영역에서 세타파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두정 영역

활성화가 공간 정보에 대한 기억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Khader & Rösler, 2011)를 고려한다면 피험자들이 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공간 정보가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5의 세 번째 열은 기억 저장 단계에 대한 인출 단계에서의 증감

률을 나타낸 것이며, 네 번째 열은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기억 저장과 인출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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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억 저장/인출 단계에서의 세타파/감마파 PS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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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T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유의확률 0.05 이하를 만족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x’ 표시로 표기하였으며, 다중비교검정(multiple comparison

correction)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을 통해 먼저 세타파가 좌측 전두 영역(AF3, F1, F5), 우측 전두

영역 일부(F2, F6), 두정 영역(C2, CPZ, CP2, CP3, CP4, CP6), 좌측 후

두 영역(P5, PO5)에서 인출 과정시 더 크게 활성화됨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우측 전두 영역 일부(AF4)와 좌우 측두 영역(T7, C5, C6), 우측

후두 영역(O2) 부분에서 세타파와 감마파가 저장 과정에서 더 활성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두엽의 경우 좌측이 기억 저장에

우측이 기억 인출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좌측 전두엽

일부와 두정엽이 기억 인출의 전단계인 출처 기억(source memory) 인출

과 관련되어 있다는 Dobbins et al. (200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경우

출처 기억 인출과 관련하여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억 인출에 비해 저장 과정에서 좌우 측두 영역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

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 일차 청각피질을 고려할

경우 비디오와 함께 출력된 음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

억기능을 담당하는 해마가 측두엽 내측에 위치하고, 장기기억이 측두엽

신피질(temporal neocortex)에 저장됨을 고려했을 때 장기기억 저장고로

부터 정보가 저장됨에 따라 해당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Gazzaniga, 2004). 이와 같이 본 실험 결과는 기억 과정에 대한 기

존 뇌영상 연구 결과들을 잘 반영함으로써, 비디오와 같은 복합적인 멀

티모달 데이터를 자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억 과정과 관련

된 뇌 반응의 특징이 EEG를 통해 잘 드러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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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 시간을 고려한 분석

기억 인출에 의한 EEG 활성화와 질의 단계에서 피험자가 응답한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질의 단계에서의 기억 인출 과정에 따

른 피험자당 20개 응답에 대한 EEG를 느린 응답(slow RT)과 일반 응답

(normal RT)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림 6에서와 같이, 피험자

별로 응답 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시간보다

느린 경우에는 느린 응답으로, 빠른 경우에는 일반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 기억 인출시의 EEG로부터 PSD를 구하여 비

교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기억 회상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단

계도 기억 인출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주 모두에서 기억 회

상 단계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좌측 두정 영역과 전두

영역에서 세타파와 감마파가 활성화 정도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피험자 1명에 대한 RT 히스토그램 예 (파란

선은 평균을 나타내며 값은 3754ms이고, 빨간 선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을 나타내며 값은 5053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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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응답과 느린응답에 대한 기억 인출 과정에서의 PS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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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응답시간과 PSD간 모수적 상관관계 검증 결과

기억 인출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세타파 활성화 정도는 흥미롭게도 느

린 응답보다 일반 응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 응답에서의 세

타파 파워는 좌측 전두 영역(F3)과 우측 전두 및 두정 영역 일부(FC2,

FC6, C2)에서 더 크고, 우측 전전두 영역(AF4), 좌우 측두 영역(FC5,

C6), 좌측 후두 영역(PO3)에서 더 낮게 나타나면서 기억 저장과 비교하

여 인출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영역들이 일반 응답에서 유사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감마파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RT를 두 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모수적인 방법으로 RT와 PSD 두 요

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실험 결과 세타파

PSD는 좌측 측두 영역, 좌측 두정 영역과 우측 후두 영역에서 약한 양

적 선형관계를, 전두 영역, 우측 두정 영역, 그리고 좌측 후두 영역에서

뚜렷한 음적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감마파에서는 우측 전두 영역에서

약한 양적 선형 관계를, 좌측 측두 영역과 우측 두정 영역에서 약한 음

적 선형 관계를 보였다. 여기서 양적 선형관계의 경우 RT가 느려질수록

PSD가 커지는 관계이고, 음적 선형관계는 RT가 빨라질수록 PSD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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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관계임을 고려해본다면, 모수적 상관관계 분석 결과들이 일반응답

과 느린응답에 대한 기억 인출 과정에서의 PSD 비교 분석 결과와 유사

한 영역들에서 RT와 EEG 간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먼저 응

답 시간에 따른 세타파 활성화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억 인출에 필요한 단서로부

터 필요한 정보, 즉 출처 기억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출처 기억 인출과 관련된 좌측 전두 영역 및 두정 영

역의 활성화가 일반 응답에 비해 저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정

확한 인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억 인출과 관련된 나머지 뇌 영

역의 활성화 또한 일반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실험 결과로 Klimesch et al. (1996)은 인간의 정보처리 속도를

RT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EEG 신호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알파파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기억의 인출 과정에 따른

RT와 EEG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기억 인출 결과의 정확도(피험자 응

답 정확률)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로는 사용된 실험 자극이

다르고,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의 인출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단어나 이미지 같은 단순한 자극을 사용하여

의미기억의 저장 및 인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실험에서

는 다소 복합적인 실험 자극인 비디오를 사용하여 일화기억의 저장 및

인출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일화기억에서는 의미기억과 달리 기억 저장이나 인출의 실패가 뚜렷

이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인출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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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논의사항

질의-응답 단계에서 기록된 기타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평균 응답 정확도는 69.4%로, 전체 20개의 질의 중에서 평균 14개

를 맞추었다. 질의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은 약 7.1초 (표준편차 3.3초)이

다. 하지만 응답의 정답 유무, 피험자 정답률의 차이, 제시된 질의에서

이미지 시간 순서 등의 요소들과 EEG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

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과 피험자 RT 간의 상관관계에도 유

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영상 실험 자극에 대해서 개인 편차

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전 설문을

통해 피험자들이 실험 자극으로 사용한 영상을 기존에 시청한 적이 없다

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밖에도 영상 내 특정 인물이나, 물건, 장소, 사

건 등에 대하여 피험자별로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술적 요소가 들어간 동영상 자극으로 실험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피험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Hasson et al., 2008; Wilson, Molnar-Szakacs & Iacobon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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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은 멀티모달의 비디오 데이터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여 실제

환경에서 인간의 뇌가 접하는 자극들을 가상으로 제시하고, 이후 각각

자율적/강제적인 기억 인출을 유도하는 실험 과제를 통해 일화기억 처리

과정과 EEG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제시된 자극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에

서 피험자의 EEG를 측정하고,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주파수 대역

별 특징들을 추출하여 비교하였으며, 인출 단계에서 피험자의 응답 시간

을 기록하여 행동 요소를 고려한 분석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실험 결과, 전전두 영역과 좌측 두정 영역에서 세타파와 감마파가 기

억 저장과 인출 단계 모두에서 크게 활성화되며, 기억 저장과 인출 단계

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영역으로는 좌측 전두 영역, 우측 전두 영역

일부, 두정 영역, 좌측 후두 영역이 인출 단계에서, 우측 전두 영역 일부,

좌우 측두 영역, 우측 후두 영역이 저장 단계에서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의를 통한 인출 과정에서 측정한 EEG를 일반

응답과 느린 응답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기억 저장에 비해 인출 과정

에서 더 활성화되었던 영역들이 일반 응답에 비해 느린 응답에서 낮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위 실험 결과는 비디오와 같이 멀티모달한 실험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

에도 기존 일화기억 과정 관련 실험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반응시간과 같은 행동 요소를 통해 기억 과정과 관련된 뇌전

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앞으로 멀티모

달 실험 자극, 뇌영상, 행동요소를 함께 고려한 일화기억 연구를 수행하

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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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ic Memor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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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episodic memory formation of real-world events is essential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cognition. Most studies have stressed on 

delimiting the upper boundaries of this memory by using memorization tasks 

with conditional experimental paradigms,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everyday tasks. However, naturally occurring sensory stimuli are multimodal 

and dynamic. In an effort to investigate the encoding and retrieval of 

episodic memory under more naturalistic and ecological conditions, we here 

demonstrate a memory experiment that employs audio-visual movies as 

naturalistic stimuli. Electroencephalography measurements wer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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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neural activations during memory formation. We found that 

oscillatory activities in the theta and gamma frequency bands on the left 

parietal lobe and the prefrontal lobes are related to overall memory 

formation. Theta power of the left frontal lobe, the parietal lobe, the left 

occipital lobe were increased, and the right frontal lobe, the temporal lobes, 

the right occipital lobe were decreased during retrieval tasks. Furthermore, 

subjects’ memory retrieval performance on the query task was used to 

clarify our experimental results. Correlation between behavioral differences 

and neural activation was observed in the same regions. Our results extend 

the previous results of neurocognitive studies on memory formation via 

naturalistic stimuli, neural oscillations, and behavioral analysis combined.

Keywords: Episodic Memory; Multimodal Cue; Memory Retrieval; 

Electroencephalogram;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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