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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론 

수면이 기억강화에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 지고 있다. 기 연구들은 주로 차기억 역에서 수면의 기억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서술기억 역에서도 수면의 

기억강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한 기억 강화과정이 기억왜곡에 한 

연구와 목되면서 정기억 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기억 형성에 있어 수면이 하는 역할에 한 이해가 

요하지만 련 연구들이 많지 않고 상충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낮잠이 오기억과 정기억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여 수면이 

기억의 응  역할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법 

은 정상 성인 12명 (남자 9 명, 여자 3명, 19.4 ± 0.8 세)이 연구에 

참여하 다. 피험자는 교차설계에 따라 최소 일주일 간격을 두고 낮잠과 

각성 두 조건의 실험과정에 모두 참여하 다. 오기억과 정기억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비언어성 DRM (Deese-Roediger-McDermott) 패러다임 

과제를 이용하 다. 학습 시에 피험자들에게 16개 세트의 유색 추상 

도형들을 세트 별로 좌우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기억하도록 하 다. 각 

세트는 학습 시에 제시되지 않는 하나의 원형도형으로부터 유래된 10개의 

비슷한 추상도형으로 구성되었다. 재인 검사에서는 기학습 도형들의 

일부와 미학습 도형들, 그리고 원형도형 들을 무작 로 제시하면서 학습 

시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 다. 기억 반응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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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탐지이론으로 분석하 다. 

 

결과 

각성 조건에 비하여 낮잠 조건에서 오기억의 재인 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이 찰되었다. 정기억도 증가 경향을 보이기는 하 으나 통계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 다. 반응 편향도 두 조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간 출처 기억도 두 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낮잠을 수면다원검사해서 

산출한 변인들 가운데 렘수면 지속시간이 오기억의 증가와 양의 

상 계를 유의하게 보 다. 정기억의 증가는 총수면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 다.  

 

결론 

이 연구는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에서 낮잠에 의하여 오기억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인 최 의 연구로 단된다. 한 낮잠이 정기억보다 

오기억에 선택 인 향을 더 끼치고 있다는 도 시사한다. 렘수면 

지속시간과 오기억의 증가가 유의한 상 계를 보인 것은 시지각의 

기억강화가 렘수면에 의존한다는 견해에 지지 인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어 

수면, 낮잠, 오기억, 정기억, 기억강화, DRM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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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문헌고찰 

 

1. 기억과 수면 

 

1.1 수면의 기억 기능 

 

인간의 체 생애  약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을 

의학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기능  요성에 

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지 까지 수면의 기능에 

하여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항상성의 회복, 체온 유지, 조직의 

회복, 면역 조  등이 라고 할 수 있다(1, 2). 그 에서도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것이 기억에 한 수면의 역할이다.  

수면과 기억에 한 연구는 1994년 Karni와 Sagi 등의 연구자들이 

수면과 기억에 한 독창 인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까지만 해도 드문 

편이었으나(3), 그 이후로 폭발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역도 

분자수 에서부터 세포와 생리 수 을 거쳐 행동 수 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수면과 기억간의 연 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기억의 분류에 

한 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지 까지 밝 진 수면의 기억강화 

가설들을 정리해 기술할 것이다. 끝으로 최종 심 주제인 낮잠과 기억에 

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2 

 

1.2 기억의 분류 

 

‘기억’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 여러 기 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단 체이다. 기억은 흔히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과 

비서술기억(nondeclarative memory)으로 나 지만(4) 편의를 한 것으로 두 

가지 기억체계가 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언어학습만 보아도 발음과 

련해서는 비서술 기억이, 문법과 련해서는 서술기억이 동시에 

여한다. 

서술기억은 의식 으로 근이 가능한 기억이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일반  지식과 같이 주로 어떠한 ‘사실’에 기 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어 외 기억(explicit memory)이라고도 한다. 서술기억을 다시 

두 가지 하  범주로 나 면, 그  하나가 개인 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한 기억을 일컫는 일화기억(episodic memory) 는 사건기억이다. 를 

들면 어제 녁을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에 한 기억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기억(semantic memory)으로 과거에 있었던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국한하지 않는 일반 인 정보나 지식에 한 기억이다. 를 들어 

랑스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서술기억을 담당하는 

해부학  부 는 해마 등이 포함된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이다. 

이곳에서는 신피질에 장된 기억정보들에 하여 시간순서에 따른 

검색부호를 만든다(5).  

비서술기억은 의식 인 과정 없이 떠올려 질 수 있는 기억들이며 

암묵기억(implicit memory)이라고도 한다. 비서술기억을 나 었을 때 그  

하나가 행동, 습 , 기술 등의 학습과 련된 차기억(procedural 

memory)이다. 이러한 기억은 내측 측두엽과 연 성이 다. 비서술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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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들로는 화, 비연합학습, 조건화 등이 있다. 

기억의 생성은 복합 이어서 단일 단계에서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고 시간을 거치며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기억에 한 최근 

이론들은 부분 정보처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통 으로 

부호화(encoding), 장(storage), 인출(retrieval)로 이어지는 기억과정(memory 

process)을 가정한다. 외부의 자극이 지각되면서 부호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흔 (engram)은 강화 과정을 거쳐 장되었다가 나 에 

재인이나 회상 과정을 통하여 인출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강화는 일반 으로 기억이 어떠한 방해요소가 작용해도 

향을 받지 않을 만한 안정성을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습득된 기억이 더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고도 혼란  견제요인과 

같은 간섭인자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화(stabilization)되는 것을 의미한다(6). 

그리고 기억의 강화과정은 기억이 안정화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증진 

는 향상됨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억된 바를 수동 으로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 으로 보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정 단계는 

일반 으로 각성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증진단계는 수면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기억은 강화단계 이외에도 

부호화나 인출과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주로 

기억강화 단계에 집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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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억과 수면과 관련된 행동 및 기초 연구들 

 

1.3.1 절차기억(비서술기억) 행동 연구들 

 

비서술기억에 속하는 차기억은 수면에 의존 이다. 그러한 소견은 

아래와 같이 시지각, 운동지각, 청지각 등의 다양한 학습 역에 걸쳐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시지각 역에서 기에 이루어진 수면과 차기억간의 연구에는 

Karni와 Sagi 등이 개발한 시각무늬 분별과제(visual texture discrimination 

task)가 주로 용되었다(3, 8, 9). 이 과제의 수행능력은 정상인에서 훈련 

당일은 증진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야간수면 후에 향상되었다. 해마 

손상으로 외  지식의 습득이 불가능한 기억장애 환자에서도 수면 이후에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결과 으로, 수행능력 증진에서 훈련 첫날의 

정상 인 야간수면이 요하며, 장기 기억으로의 강화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한 때 렘수면이 박탈된 참여자가 

기억수행에서 증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렘수면 만이 기억에 향을 

다고 생각했지만(3) 후속 연구에서는 서 수면과 렘수면이 모두 기억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밝 졌다 (10).  

Gais 등(11)은 야간수면을 반으로 분할해 연구하 다. 그들은 

야간수면을 서 수면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부 3시간과 렘수면이 

우세한 후반부 3시간으로 분할한 후에, 이들 시간구역 각각 후로 

시각무늬 분별과제를 시행해서 과제의 수행능력 향상과 련된 

수면단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 다. 수행능력은 반부 3시간의 

수면만 취한 집단에서 보다 후반부 3시간이 추가되어 6시간의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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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면을 취한 집단에서 3배나 높게 향상되었다. 후반부 3시간의 수면만 

취한 집단의 수행능력은 오히려 반부 3시간의 수면만 취한 집단보다 

감퇴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지각 기억과제의 기억강화가 서 수면 

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인 향상은 렘수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을 시사한다.  

운동 역의 차기억 연구는 시지각 기억 역 연구에서 사용된 

시각무늬 분별과제가 매우 특수한 감각기억이라는 이유로 두되었다. 즉, 

시지각 연구에서 나타난 수면의 효과를 다른 차기억 역에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Smith와 MacNeill 등(12)은 회 추  

운동과제(rotary pursuit motor task)를 이용한 연구에서 2단계 수면을 

박탈하면 과제수행능력이 하됨을 보고했다. Walker 등(13)도 순차  

운지과제(sequential finger-tapping task)를 학습한 이후에 수면군에서 

각성군에서보다 재검사시 수행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2단계 

수면의 비율이 수행능력과 정비례로 향상되었다고 했다. Fisher 등(14)도 

동일한 과제를 사용하여 학습 후 첫날밤 수면이 수행능력향상에 

으로 요하다는 과 주간수면을 후로 실시한 수행능력의 

향상이 야간수면을 후로 시행한 과제의 수행능력 향상과 차이가 없다는 

을 증명하 다. Robertson 등(15)은 특정순서를 학습시켜 명시 으로 알고 

있을 때 운지과제 수행능력의 향상은 비렘수면과 상 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청각 역의 차기억 연구에서도 수면은 요한 역할을 한다. Gaab 

등(16)은 음조 기억과제(pitch memory task)를 이용한 연구에서 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수면을 취한 집단이 동일시간을 각성 상태로 보낸 집단에 

비하여 과제 수행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뇌 유발 (evoked 

potential) 검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련자극시 정상 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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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학습 후 수면박탈을 시행하 던 피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17, 18). Fenn 등(19)의 연구에서도 합성음색 인식과제(synthetic speech 

recognition task)를 시행하 더니 낮 시간에 하된 과제수행능력이 

야간수면 이후에 회복되었다. 

 

1.3.2 서술기억 행동 연구들 

 

수면과 서술기억과의 련성에 한 연구도 차기억에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각각의 수면단계들이 서술기억과 어떤 련을 

맺는가를 밝히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에는 주로 렘수면 단계와의 

연 성에 한 연구(20-22)가 이루어졌는데 새로 습득된 기억내용이 

꿈작업 동안에 재차 다 진다는 정신분석이론에 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렘수면과 서술기억의 연 성에 해서는 집 인 외국어 

학습 이후에 학습성 과 비례하여 렘수면이 증가한 결과를 보인 

연구(23)도 있었지만 반 로 언어 기억과제를 학습한 이후에 수면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연구(24)도 있어 논란이 지속되었다.  

와 같은 기 연구의 불일치 결과에 한 원인으로 방법론 인 

오류가 제기되었다. 이 의 연구들이 주로 사용하 던 렘수면 박탈이 

인지기능을 비특이 으로 하시키는 문제가 지 되어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연구방법에서는 렘수면 박탈 없이 수면시간을 

반부 3시간과 후반부 3시간 단 로 나 어 이들 구간 각각 후로 

기억과제를 실시하여 서 수면과 렘수면이 기억과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25). 이러한 연구설계를 용하여 Plihal과 Born 등(26)은 

렘수면보다는 서 수면이 서술기억에 더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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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그들은 일화기억을 평가하는 단어  회상 과제와 차기억을 

평가하는 거울상 따라 그리기 과제(mirror tracing task)의 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하 는데, 단어  회상은 서 수면이 우세한 반기 3시간 수면 후에, 

거울상 따라 그리기 과제는 후반기 3시간 수면 후에 더 향상되었다. 

야간수면 신에 낮잠을 용한 Tucker 등(27)의 연구에서는 

비렘수면으로만 이루어진 낮잠이 단어  회상은 증가시켰지만 

차기억에는 증가효과가 없었다.  

일화기억 강화 상을 90일 동안이나 지켜본 연구(28)가 있는데 

피험자들에게 360개의 풍경사진을 제시한 이후에 낮잠을 자게 하고 나서 

제시된 사진의 일부와 다른 사진을 혼합하여 재인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능성 자기공명 상을 같이 수행하 고 동일 피험자들을 2일, 

30일, 90일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 더니 처음 90분의 낮잠, 즉 

2단계 수면이 최근 기억과 먼 기억 모두와 상 계가 있었던 반면, 

서 수면은 먼 기억 항목하고만 상 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화기억이 짧은 기간 동안에 최 의 강화과정을 거친 이후에 서 수면에 

의하여 그 이후의 강화과정이 증진됨을 시사한다. 

서 수면이 서술기억을 향상시키는 기 은 다음의 기능  연구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상 미로 찾기 과제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훈련 

당시에 보 던 해마의 활성이 서 수면에서 특이 으로 재 이 되었고, 

재 의 정도에 비례해 다음날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29). 특정한 냄새를 

맡게 하면서 카드짝 맞추기 과제를 학습시키고 나서 나 에 야간수면 

에 특정 냄새를 수면 단계별로 각각 제시한 연구에서는 서 수면 

동안에 냄새를 제시한 집단에서만 유일하게 수면 에 해마의 활동과 

다음 날 카드짝 맞추기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30). 설치류 상의 

연구들에서도 각성 시에 길찾기 훈련 동안에 나타났던 해마의 치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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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양상이 나 에 서 수면에서 재 되는 결과를 보 다(31, 32). 

결론 으로, 서 수면은 기억강화의 재활성화 과정에 기여한다. 

 

1.3.3 기억과 수면에 대한 기초 연구들 

 

뇌 상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기억과제 수행능력이 변화할 때 연  

신경세포의 기능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신경세포 가소성(neural plasticity) 

개념과 합치된다. Maquet 등(33)은 기능  자기공명 상을 시각운동 

추 과제 (visuomotor pursuit task)에 용한 연구에서, 과제 훈련 첫날 

수면을 취하게 한 군에서 수면을 박탈시킨 군에 비해 3일 후 검사에서 

월등히 나은 수행성 과  상측두구(superior temporal sulcus)의 선택  

활성화 소견을 보 다. 시각무늬 식별과제를 연습시키고 24시간 이후에 

기능  자기공명 상의 변화를 기록한 Schwartz 등(34)의 연구에서도 훈련 

받은 망막시야와 연결된 후두엽의 특정부 가 활성을 보이는 결과를 

보 다. 양자방출단층촬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처음에 운동과제 훈련 

동안에 나타난 뇌의 활동양상이 당일 렘수면 동안에 비슷하게 재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35). 한 과제수행 향상의 정도와 렘수면  재활성화의 

정도가 비례한다는 연구도 있다(36). 이러한 수면  재활성화 상은 

특정회로망에서 신경세포 합부의 강도를 강화 내지 약화시키면서 

신경세포의 응  과정을 가능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수면 에 발생하는 수많은 기생리학 인 활동들도 부분이 

신경세포 합부의 강도를 변화시켜 신경세포 가소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37). 를 들어 수면 방추 (spindle waves)는 신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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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강화(long-term synaptic potentiation)를 실험 으로 유도하는데 쓰이는 

극 뭉치(spike trains)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38, 39). 렘수면 에 

해마에서 찰되는 세타 (theta waves)도 해마의 장기강화를 조장한다고 

알려져있다(40, 41). 연수슬상후두 (ponto-genito-occipital wave)는 렘수면 

동안에 세타 와 연 하여 상성 활동(phasic events)에 한정하여 

나타나는데(42), 세타  마루(peaks)에서 해마의 여러 부 를 자극하면 

신경연  장기강화를 조장하고 세타  골(troughs)에서 자극을 주면 

신경연  장기약화를 조장한다고 한다(40). 

고양이의 시각체계 발달 연구에서 세포수 의 연구가 

시작되었다(43). 정상 환경에서 발달의 주요시기에 한쪽 을 짧게 가리면 

피질세포로 달되는 신호가 약화되면서 피질의 감소로 이어졌다(44). 

Frank 등(45)은 6시간의 단안 박탈 이후에 같은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게 

한 집단과 암실에서 각성상태로 지내게 한 집단 간에 피질형성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을 찰해서 합부 가소성 변화가 수면을 통하여 바뀔 수 

있음을 밝혔다. 

수면 련 가소성은 분자 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렘수면 

동안에 단백질 합성 해제를 투여 받은 쥐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쥐들에 비해 향상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유  활성화로 합성된 단백질이 합부에서 가소성 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46). 유 자 련 연구에서도 략 100개나 

되는 유 자가 수면 에 상향 조 된다는 결과를 보 다(47). 한 zif-

268이라는 가소성 련 조기발 유 자(immediate early gene)가 각성 시에 

자극이 풍부한 환경을 경험한 쥐에서 수면도 에 상향 조 되는 반면에 

그러한 경험이 없는 쥐의 수면에서는 하향 조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48). 

자극이 풍부한 환경  경험은 쥐 뇌의 특정경로를 짧게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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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방법으로 체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자극을 가하면 첫날 

렘수면 시에 편측의 편도, 내비피질(entorhinal cortex),  청각피질에서 zif-

268의 발 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9). 이 듯이 특정 수면 

단계에 유 자가 발 된다는 사실은 행동연구에서 기억강화가 특정한 

수면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결과들과 연 된다고 볼 수 있다. 

 

1.3.4 수면의 기억강화 가설들 

 

이 처리가설(dual processes hypothesis)은 각각의 수면단계들마다 

서로 다른 범주의 기억 강화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50). 서 수면은 

서술기억을, 렘수면은 비서술기억을 강화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수면을 각각 반부, 후반부로 분할하여 서 수면과 

렘수면이 기억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가설이다.  

반부와 후반부, 양쪽에 모두 나타나는 2단계수면에 해서는 

단순운동과제에 여한다는 주장도 있고(51) 서술기억과정에 여한다는 

연구도 있어(52, 53) 아직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차가설(sequential hypothesis)은 서 수면(비렘수면)/에 뒤이어 

렘수면이 짝지어 나타나는 주기성의 상호 보완  역할이 기억형성에 

요하다는 가설이다(54). 이 가설에 잘 부합하는 는 시각무늬 

식별과제의 향상이 수면 반부 1/4의 서 수면 시간과 후반 1/4의 

렘수면의 시간을 곱한 값으로 가장 잘 측된다는 결과이다(10).  다른 

는 수면분 (sleep fragmentation)을 실험 으로 유도해서 수면주기에 

혼란을 주었더니 단어 회상력이 하되었다는 연구이다(55).  

극  시스템강화 가설(active system consolidation hypothesi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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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리가설과 순차가설을 히 통합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인 가정은 새로 부호화된 기억 표상들이 반복 으로 재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면  기억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면 에는 낮 

시간에 부호화된 기억들이 재조직되고 강화된다(56-59). 새롭게 습득된 

기억 흔 들은 각자의 개별 인 신경 회로의 합부 강도를 높여서 

단단해 질 뿐만 아니라 기억의 포  체계 안에서 다른 장기기억으로도 

재분포하기도 하고 기존의 장기 기억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시스템 강화라 일컫는다(60, 61). 극  시스템 강화 가설에서 

‘ 극 ’이라는 수식어는 수면이 단지 간섭시간을 여주는 수동  

기 만으로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앞서 언 된 두 

이론이 단지 수면단계의 차별성에 주안 을 둔 이론들이라면 이 이론은 

연 된 신경학  기 을 특정하고 통합하는데 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 

부호화와 인출 사이 동안에 새로운 기억표상들이 증진되는 

강화과정이 일어나는데(56, 59, 62, 63). 이러한 강화과정은 새롭게 습득된 

기억 흔 들을 재활성화하고 다른 부 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의 

지식연결망과 통합하게 된다(64, 65). 수면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기억의 

처리과정은 각성 시에 증가되었던 신경연 의 세기를 하향 조정하여 

연 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뿐 만 아니라(66) 두뇌 신경조직망의 

거시  재조직화도 수반한다(67-70). 

 

1.4 낮잠과 기억 연구 

 

낮잠과 기억에 한 연구가 야간수면과 기억에 한 연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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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 이 있는지 간략하게 개 한 이후에 낮잠과 서술기억 그리고 

차기억에 한 연구 결과들을 시하고자 한다. 그 후 낮잠과 기억의 

연구에 련된 여러 요인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수면이 기억강화에 정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71, 72) 낮잠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아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72, 73).  

재 낮잠은 수면의 기억강화 기 을 밝히는 연구모형으로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우선, 낮 시간에는 밤잠에 비해 실험이 여러 번 

가능해서 일주기 요인에 의한 향을 연구할 수 있다. 둘째, 낮에는 

졸리는 정도가 밤보다 상 으로 약하므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더욱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밤잠은 밤에 분비되는 코르티졸이나 

성장호르몬에 의해 기억력이 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낮잠은 그러한 

교란변수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74). 넷째, 낮잠의 수면구조가 

야간수면처럼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구성 요소를 유사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면구조와의 련성을 연구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55).  

 

1.4.1 낮잠과 비서술 절차기억 

 

낮잠 연구에서도 야간수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각무늬 

분별과제 수행능력의 회복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75). 즉, 과제학습 

후에 오후 2시에 낮잠을 잔 집단에서 각성상태로 있었던 집단에 비하여 

하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낮잠의 지속시간에 따라 수행력도 차이를 

보 는데, 30분 낮잠에서는 수행력이 유지되는 수 이었지만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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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에서는 수행력이 향상되었다. 30분 낮잠은 서 수면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60분의 낮잠은 렘수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 수면과 

렘수면의 비율 차이임을 고려한다면 이 두 수면단계의 역할이 기억강화 

과정에서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서 수면은 

기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렘수면은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순차  반응시간 과제를 용한 연구에서도 차기억의 강화에 

낮잠이 기여를 한다고 보고되었다(76). 손가락을 주어진 일련의 순서 로 

짚어가면서 학습하는 과제에서도 역순으로 학습을 방해하는 조작을 

추가하 을 때 야간 수면만을 취한 집단에서는 다소간 향을 받아 

기 보다는 떨어진 반응을 보 지만, 학습 후 90분 정도의 낮잠을 취한 

집단에서는 방해조작도 극복하고 두드러지게 향상된 결과를 보 다(77). 

최근에는 운동과제 기억강화의 향상이 수면 방추 의 도  운동기능 

련된 특정 뇌 부 의 활성도와 상 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78).  

 

1.4.2 낮잠과 서술기억 

 

서술기억에 한 낮잠효과도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의미 없는 

문장과 의미 충만한 사건일화를 학습시킨 후 아침 7시과 오후 3시에 각각 

2시간의 낮잠을 재운 후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의미 여부  

시간 와 상 없이 낮잠을 안 잔 집단보다는 회상능력이 월등히 

상승되었다(79). 렘수면이 많은 아침 7시 낮잠과 서 수면이 우세한 오후 

3시 수면 모두가 기억강화 과정에 기여함을 증명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단어  연상과제를 용한 연구에서는 오후 2시에 렘수면이 없는 6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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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게 하면서 서 수면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 어 비교를 

하 다(80). 서 수면이 포함된 집단에서 단어  연상과제의 수행능력이 

우수한 결과가 나왔고 세타  증가가 수행능력과 상 계가 있었다. 

연 성이 없는 단어  과제를 학습을 시킨 후에 오후 2시에 2시간 정도의 

낮잠을 재운 직후와   녁 7시에 회상 검사를 실시하 던 연구에서는 

각성군에 비해 기억내용을 망각하는 상의 방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81). 심지어 6분 정도의 아주 짧은 단기 낮잠에서도 조군에 

비해 언어성 과제의 회상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82). 단어  

연상과제를 난이도를 달리하 더니 어려운 연상과제 조건에 해서만 

주  방추  활성이 증가해 수면 변인의 변화를 래하는 결정인자가 

서술기억의 내용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83). 

 

1.4.3 낮잠과 인지수행능력 

  

낮잠이 졸음을 쫓아내는 효과가 커피나 다른 각성제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교  근무자들에서 방성 낮잠은 

카페인보다 더 수행력과 기분을 올리고, 각성 상태를 더 오래 

지속시켰다(84). 명시  언어 기억력의 향상효과도 카페인보다 낮잠에서 

더 컸다(85). 낮잠을 자고 카페인도 섭취하면 카페인 단독 조건보다 가상 

운  연구에서 사고 빈도가 3배나 어들었다(86). 낮잠을 자고 각성제인 

모다피닐(modafinil)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 다(87).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졸림  졸림으로 

인한 수행능력  각성도 하에 한 응책으로 기존에 흔하게 

사용되던 방법들에 비하여 낮잠이 더 나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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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낮잠 길이와 수면 관성(sleep inertia) 

 

낮잠의 길이에 따라 낮잠 후 수행능력, 주의력과 인지능력 등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88-90). 일반 으로 낮잠은 상기 기능들에 도움을 

주지만 낮잠 후 언제 기능과제를 측정하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진다. 낮잠 

직후에 나타나는 수행능력의 일시 인 하는 수면 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수면 성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과제수행능력이나 지남력 

등이 일시 으로 하된 상태를 일컫는다. 수면 성은 수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바 어 가는 환기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뇌 의 상태가 

각성 뇌 보다는 1단계 수면 뇌 에 더 가까운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91). 

를 들어 5분이나 10분 정도로 짧게 낮잠을 잔 직후에는 수행력이 

하되지 않고 기능이 향상되어서 3시간 정도 지속되었다(92). 그러나 

2시간 정도로 길게 낮잠을 자면 낮잠 직후에 얼마 동안은 수행능력이 

떨어져 있다가 차 증가하 고 최고조에 도달한 후에는 차 떨어지면서 

거의 24시간 정도까지도 지속되었다(93-95).  

 

1.4.1 수면관성 영향요인들 

 

수면 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각성 시 수면단계, 일주기 

시간 , 수면부채(sleep debt) 등이다(96).  

수면 성과 연 된 ‘각성 시 수면단계’로 가장 주목 받는 단계는 

깊은 수면단계에 해당되는 서 수면이다. 낮잠에 포함된 서 수면의 

비율은 신체 회복력  기억능력의 향상과 양의 상 계를 보이나(2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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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성의 길이와 세기도 서 수면의 양과 비례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잠이 길어지면서 서 수면의 활동도 차 최고조에 이른 시 에 

깨어나면 수면 성도 최고조에 이른 시 에 깨어나게 되므로 수행능력이 

하된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  

낮잠의 회복능력은 24시간의 일주기 시간 에서 언제 낮잠을 

자는가에 따라 향을 받는다. 심부 체온의 변화로 반 되는 일주기 

변동의 최 단계(nadir)에서 낮잠을 자게 되면 수면부채가 최고조에 이르고 

낮잠이 길고 깊어지면서 서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게 되어 수면 성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 심부 체온의 변동으로 표 되는 수면 취약성의 

일주기 변화를 찰해 보면 졸림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와 오후 1시부터 4시에 이르는 시간 이다(97). 자는 

밤잠을, 후자는 낮잠을 흔히 자는 시간 이다. 20분 정도의 낮잠을 

비교하 을 때 오후 2시에 낮잠을 잔 집단에서 정오에 잔 집단보다 기분, 

피로도, 수행능력 등의 지표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 다(98, 99). 심부 

체온이 최 로 떨어지는 일주기 바닥 시간 인 새벽 4시에 재운 잠은 

낮이나 아침에 재운 낮잠보다 회복능력이 조함을 알 수 있다. 교  

근무자들에게 30분이나 50분 동안 잠을 재워서 실험하 더니 새벽 4시에 

잠을 재운 집단에서 새벽 1시에 재운 집단에서보다 주의력이 덜 

향상되었다 주의력 향상의 정도가 새벽 1시 집단보다 게 나타났다(100). 

한 새벽 1시나 3시에 20분 정도를 자는 것이 3시나 4시에 1시간을 

재우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 다(101). 

낮잠을 자기 에 얼마나 오랜 시간 각성상태를 유지하 는가도 

낮잠의 주의력 향상효과에 향을 주었다(102). 오랜 시간을 못 자고 

있다가 낮잠을 잤을 때의 회복능력이 몇 시간 못 자다가 낮잠을 자고 

났을 때의 회복력보다 더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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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기억과 수면 

 

2.1 오기억과 DRM 패러다임 

 

오기억(false memory)이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거나 

실제 일어났던 것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103). 기억은 과거 

사건들이 그 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최 에 부호화된 내용과 인출 

시에 기억되는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난다(103, 104). 이는 다양한 

세부사항들이 추가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이다(105).  

오기억을 연구하는 표 인 방법은 Deese(106)가 최 로 시도하고 

이후에 Roediger와 McDermott(103)이 보완하여 리 이용되고 있는 Deese-

Roediger-McDermott paradigm(이하, DRM 패러다임)이다. Deese는 단어들을 

기억하는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단어를 회상하는 이상 상이 나타남을 

보고하 고, 이후 Roediger와 McDermott가 Deese의 연구를 확장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단어를 오재인하는 상을 

발견하 다. 이후 이러한 연구방법이 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세 연구자 

이름의 첫 자를 따서 DRM 패러다임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DRM 패러다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결정  유인 혹은 주제 

단어(critical lure or theme word)와 의미가 연 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목록 단어들을 학습 시에 제시할 때는 유인 단어와 연 성이 높은 

순서 로 하지만 유인 단어는 제시하지 않는다. 를 들어, “bed", "rest", 

"awake", "tired", “dream”, “wake”, “snooze”, “blanket” 등의 단어들로 짜여진 

목록의 유인 단어는 “sleep"이며 학습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유인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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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고 나머지 단어들로 나열된 목록을 제시 받는다. 나 에 회상검사나 

재인검사를 실시하는데, 재인 검사 시에 제시되는 단어들은 다음의 세가지 

분류의 단어를 무작 로 섞어서 제시한다. 첫째는 기제시 혹은 기학습 

단어들로써 학습단계에서 제시된 단어들 에서 목록당 처음과 간  

끝에 나오는 단어들 3개 정도를 임의로 추출한다. 둘째는 유인단어들로써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단어들과 연 된 유인단어들이다. 셋째는 

방해단어 혹은 혼동단어들(distractors)로써 결정  유인단어 혹은 

유인단어와는 련이 없고, 이 에 제시되지도 않은 단어들로 구성한다. 

이 게 재인검사를 시켰을 때 학습한 목록 단어들과 비슷한 수 으로 

유인 단어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103, 107). 그러므로 DRM 패러다임은 

연 된 단어 목록들을 학습한 이후에 회상 검사나 재인 검사를 하여 

경험한 이 없었던 유인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게 되는지, 즉 오기억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 으로 

오기억은 실제로 부호화된 사건과 의미론 으로 강하게 연 되어 

나타나고 자신들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게 만들어 실제기억이라고 

강하게 주장되기도 한다(103, 108-110). 

학습 시에 본 이 없는 단어를 보았다고 반응하는 오경보(false 

alarm)도 넓은 의미에서는 오기억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DRM 

패러다임에서는 유인단어에 한 오경보만을 오기억으로 정의한다. 즉,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유인단어들을 보았다고 틀리게 회상하는 

것을 오회상, 틀리게 재인하는 것은 오재인이라 하는데 이들을 모두 

오기억이라고 부른다.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았고 유인단어들과 

련도 없는 순수한 혼동단어들을 제시되었던 것으로 잘못 재인하는 것은 

오경보라고 하며, 회상검사의 경우에는 유인단어나 학습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떠올린 경우에 이를 침투오류(intrusion erro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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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보와 침투오류의 경우에는 오기억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2.2 오기억 이론 개관 

 

2.2.1 출처점검(source-monitoring) 이론 

 

출처 검 이론은 인출 단계에서 기억의 출처를 검하고 단하는 

과정에 을 둔 이론이다(111). 출처 검이란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고 추 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사물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에는 그 상의 지각 , 맥락 , 시공간 , 정서  특성들과 같은 

서로 다른 특성들이 기억 속에 함께 장된다. 출처 검 이론에 따르면, 

출처에 한 기억에 근하지 못하는 경우 기억의 지각 , 의미 , 맥락 , 

정서  세부 사항들의 질과 요성을 평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출처를 

추측하게 된다. 추측 과정에서 기억 표상의 특징들을 효과 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출처 검에 실패하면 오기억이 나타나게 된다. 즉,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기억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정보가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를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오기억이 발생할 수 있다. 

 

2.2.2 활성화/점검(activation/monitoring) 이론 

 

인출과정에 을 맞춘 출처 검 이론에 기억 상에 한 표상이 

형성되는 부호화 과정에 한 이론을 덧붙인 것이다. 활성화(activation)는 

상과 연 된 기억 표상이 정신 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지칭하는데 

기억 상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과 원활하게 연결되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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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억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과정은 실제 기억 상 

이외에 연 된 기억 상 표상의 일부가 부호화 과정에서 기억의 

내용으로 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검(monitoring)은 출처 검이론에서 설명하는 인출과정과 동일하다. 

활성화/ 검 이론은 활성화 과정이 오기억을 증진시키고, 

검과정이 오기억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112, 113). DRM 패러다임에서 

를 들자면 학습 시 제시된 단어목록들에 한 기억 표상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제시되지 않은 유인단어의 기억표상이 자동 으로 빠르게 활성화 

된다. 검 단계에서 활성화의 결과로 인해 친숙하게 느껴진 유인단어를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보았다고 반응을 하거나 잘못 기억을 하게 

되면 오기억이 발생한다. 그러나 학습단계에서 단어목록들을 반복 으로 

제시하게 되면 이미 학습된 단어와 유인단어의 기억 표상에 한 

활성화가 증진하게 되고, 단어들의 학습이 증가함과 아울러 제시되지 않은 

유인단어와 학습단어 간의 구별이 차 쉬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목록이 

여러 번 반복 으로 제시된다면 학습된 단어목록들에 한 정기억은 

증가하고 유인단어의 오기억은 어들게 된다(114). 

 

2.2.3 연합 활성화(associative activation) 이론 

 

연합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억이 습득될 때 기억 

표상들과 개념 으로 유사 이나 공통 을 가진 정보 상들 간에 연합이 

일어나는데, 공통되는 특성들이 더 많을 수록 이러한 연합의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 오기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115, 116). 

단어 기억 과제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은 모두 유인단어와 의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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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므로 목록 단어를 학습하면 유인단어가 활성화된다. 이와 같은 연합 

활성화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기억 수행 시 목록 단어에 한 정기억이 

증가될 뿐 아니라 유인단어에 한 보고도 늘어나 오기억 역시 

증가된다는 설명이다. 기억 표상과 연 된 항목들이 활성화되면 정기억과 

오기억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활성화/ 검 이론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한 통 인 연합주의 기억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단일처리 

가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117).  

 

2.2.4 모호흔적(fuzzy trace) 이론 

 

이 이론은 학습단계에서 축어흔 (verbatim trace)과 요지흔 (gist 

trace)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장된 기억표상에 근거하여 기억 단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118, 119). 축어흔 은 자 그 로의 흔 으로 자극에 

한 있는 그 로의 표면  기억흔 을 의미한다. 즉, 자극의 환경 이며 

맥락 인 세부사항과 표면  형태의 감각 특성들을 일컫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빨리 소실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요지흔 은 자극이 가지는 

의미, 개념, 주제 등을 표상하는 것으로 자극의 개 인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요지흔 은 자극이 가지고 있는 의미 , 개념 , 추상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상 으로 자동 으로 만들어져서 지속된다고 

한다. 부호화 과정에서 축어 흔 과 요  흔 은 병렬 으로 부호화된다. 

마찬가지로 회상 과정에서도 축어기억과 요 기억은 병렬 으로 회상된다. 

일반 으로 축어기억은 요 기억에 비해 더 빨리 소실되기 때문에 인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결과 으로 시간이 경과되어도 비교  오래 

지속되는 요 기억에 한 의존도가 높아진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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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서는 축어기억과 요 기억 각각의 기억 흔 의 정도에 

따라 기억 련 단을 하게 되고 두 가지 기억 종류 각각의 기억 흔 의 

상 인 작용에 따라 오기억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단어기억 과제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유인단어를 보았다고 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에 해 

모호흔 이론에서는 요 기억을 원인으로 본다. 즉 철자나 음운과 같은 

단어들의 표면  특징에 한 축어기억보다 단어들 간의 의미  계와 

련된 요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 유인단어를 기억하는 오기억이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121). 활성화/ 검 이론이 정기억이 나타나는 과정과 

오기억이 나타나는 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처럼 정기억과 오기억의 

기반을 나 어 기억의 이  처리과정을 주장한 이론에 해당된다. 

 

2.2.5 차별성 휴리스틱(distinctiveness heuristic) 

 

학습 시 제시되는 자극들을 차별 으로 지각하게 되면 오재인의 

가능성이 어드는데 인출 시 에서 제시된 자극들을 학습한 것으로 볼지 

아닐지 여부는 차별  정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학습 자극을 차별 이라고 지각하면 이후 인출단계에서 제시되는 자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어 오재인이 감소하게 된다. 오재인의 원인을 

차별성 휴리스틱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한다(122, 123). 

Dodson과 Schacter는 피험자들에게 학습 시 단어 목록들을 듣기만 

하게 지시한 집단과 듣고 나서 따라 하게 하는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 다. 단어를 듣기만 한 집단에 비해 듣고 나서 따라 한 집단에서 

오재인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단어 목록을 듣기만 하게 하는 

조건 보다는 따라서 말하도록 지시 받은 참가자들은 학습단계에서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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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보가 상 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인출 단계 시 사용 가능한 

정보가 많았다. 결국 부호화 시에 세부  정보 사항들을 얻을 수 없었던 

유인단어에 해서는 못 보았다는 단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기학습 단어와 미학습 단어들이 보다 더 차별화 으로 구분이 되어 

오기억이 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DRM 패러다임에서 단어 신 그림자극을 제시하게 되면 

유인단어에 한 오재인이 두드러지게 감소하 다(124). 이러한 이유는 

그림자극이 단어자극보다 차별 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 인 정보를 많이 가지는 그림자극은 차별성 휴리스틱에 근거하여 

재인검사 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차별  정보가 은 

단어자극은 이 휴리스틱에 근거한 단이 어렵게 된다. 

 

2.3 오기억과 수면 

 

부호화, 강화, 인출 등과 같은 기억의 처리과정 동안에 여러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아 오기억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125). 

각각의 처리 단계에서 오기억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호화 과정에서 수면이 오기억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 

과정에 비하여 비 이 크지 않다. 활성화/ 검 이론처럼 활성화 과정에서 

오기억에 여할 수 있고 연합 활성화 이론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표상들 간에 활성화 확산에 의하여 오기억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126). 부호화와 련된  다른 설명은 모호흔 이론의 요 기억과 

연 된 것이다. 제시된 단어로부터 세부 인 사항 이외에도 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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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기억한다. 요 표상은 제시된 단어들에 공통된 의미 인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으로 연 된 주제단어를 활성화하게 

된다(126). 

기억의 강화과정에서는 수면이 오기억에 미치는 역할 비 이 높다. 

기억강화는 기억이 충실하게 공고화되어 실제사건에 더 가깝게 

재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반 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상당히 많다(108, 127, 128). 

새롭게 습득된 기억들은 수면 에 극 으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기억 

흔 은 강해지고 장기 장된 다른 기억들과 새롭게 통합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125, 129, 130). 강화과정이 항상 실제와 련된 정기억표상에만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면은 정기억의 강화만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항목들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억표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호화된 내용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으로 바 는 상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19, 130, 131). 강화과정 

에 일어나는 수면의존  재배치가 기존에 기억표상의 질 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능동  구조조정과 재편성  재조직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오기억이 나타나거나 기억의 왜곡을 피할 수 없게 된다(60, 130-134).  

요약하면 기억강화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세부 인 기 과 과정을 

통하여 오기억이 생성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면의 기억강화기 이 오기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는 

반 로 수면의 기억강화과정을 통하여 오기억이 감소될 수도 있다. 수면의 

기억강화 효과에 의하여 정보가 공고화된다면 회상과정을 원활하게 

하거나(135, 136) 출처기억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하여(111) 오기억이 어 

들 수 있다. 몇몇 DRM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기학습 단어들이 

미학습 단어에 비하여 보다 항목특이  회상과 연 된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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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137, 138) 뇌 상 연구에서도 지지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139, 140). 이러한 항목특이  회상으로 인해 인출 시에 오기억이 

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면  기억강화의 기 으로 감각정보가 

부호화된 해마와 신피질 사이에 반복 인 활동을 하면서(141, 142) 

학습항목과 연 된 항목특이  세부사항들을 극 으로 강화함으로써 

회상에 근거한 출처 검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오기억이 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면은 학습된 정보의 지각  세부사항을 증진할 수도 

있고 부호화 시에 일어나는 내 인 인지과정에 한 기억을 증진하여 

인출과정을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수면의 기억강화 

기 을 수면이 후행간섭을 최소화한 결과로 본다면 결과 으로 

망각 상이 감소하면서 오기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오기억의 형성은 오기억 표상과는 무 하게 인출 과정의 혼란으로 

생길 수 있다. 앞서 수면이 오기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박탈되면 오기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실제로 수면 박탈이 주의력, 집 력, 작업기억, 확산  

사고, 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 수행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는 많다(143, 

144). 인지기능은 두엽의 상태에 따라 의존 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표이다(143-147). 한 두엽은 오재인에 있어서도 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8-150). 정기억에 비하여 오기억은 특히 

오른쪽 두엽에 높은 활성과 련을 보인다.  인출 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 동안에는 일부 생각들을 억제하거나 검해 보기도 하고 기 을 

설정하여 불확실한 것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인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 가 바로 이러한 노력  기능들과 연 되기도 하면서 

오재인과도 련되는 곳이다(151-154). 오재인을 피하거나 이기 해서는 

두엽의 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는데(155),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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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습항목과 미학습항목을 잘 구별해내는 고수행군과 잘 구별 못하는 

수행군으로 나 어 사건 련 를 비교하 다. 고수행군에서 

수행군에 비하여 오른쪽 두엽에 지연성 양성 가 나타나는 것이 

찰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고수행군의 인출 검 과정이 반 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수면 박탈에 의하여 출처 검, 실 검, 결정과정 

등이 방해를 받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 인출의 하가 래되어 

오기억 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143, 145, 146, 155-158). 수면박탈 

이후에 두엽 기능이 하되면 실 검 기능도 하되어 재인 

검사에 제시된 단어가 이 에 봤던 것인지 아니면 내 으로 생성된 

것인지 결정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111, 159).  

오기억과 수면단계와의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DRM 

패러다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DRM 패러다임은 다른 

기억범주의 패러다임들과는 다르며 서술기억의 요한 두 요소인 

일화기억(맥락특이  사건기억)과 의미기억(맥락무  개념지식) 모두에 

해당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제시되는 단어의 소리나 

화자의 목소리 특성과 같은 실험 맥락은 일화기억 요소에 해당되고 

제시된 목록 단어들이 의미가 서로 연 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기억 요소에 해당된다. 유인단어의 오기억은 으로 의미론  

과정에 의존하지만 기학습단어의 정기억은 일화기억과 의미기억 모두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DRM 패러다임의 오기억과 정기억 형성이 의미처리와 

련된 부 에 매우 의존 임을 보이는 신경 상연구는 이러한 사실과 

부합되며 좌측 복외측 두피질(left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과 좌외측 

측두피질이 의미처리와 련된 부 에 해당된다. 물론 정기억 형성은 내측 

측두부 (medial temporal regions)와 해마에도 의존 인 양상을 보인다(150, 

160, 161). 공간기억이나 일화기억 과제에 한 수행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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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면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DRM 패러다임의 수행능력은 

의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신경 자원을 이용해야 하므로 

해마 의존  과제보다는 다른 수면단계도 여할 것으로 상된다. 

 

2.4 이전 수면과 오기억 관련 연구 

 

수면과 무 한 일반 인 오기억 연구에서는 DRM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가 많지만 수면과 오기억과의 연 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으로 최근까지도 몇몇 연구만이 연구만이 보고된 바 있다.  

 

2.4.1 Diekelmann 등의 재인 연구 

 

DRM 패러다임을 이용한 수면과 오기억에 한 가장 최 의 

연구는 Diekelmann 등이 실시한 재인 연구이다(162). 이들은 4가지 

세부실험으로 나 어 수면과 오기억의 계를 탐색하 다. 

첫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야간각성군, 야간수면군, 주간각성군 등의 

세 군으로 나 어 DRM 단어목록을 학습시킨 이후 9시간이 지난 후에 

재인검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야간각성군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오기억이 증가하는 상을 찰하 다. 한편 학습과 재인 검사 시의 

수행상태 향요인을 자가보고식 평정척도로 조사하 더니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야간각성군에서만 졸림 척도는 증가하고 활성, 동기, 집  

항목의 척도는 하된 결과를 보 다.  

두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수면군과 각성군의 두 군으로 나 었고 

취침  학습을 하고 33시간이 지난 이틀 후 아침에 재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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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 다. 학습을 한 날의 야간수면은 두 군 모두 취침하도록 하 으나 

다음날 밤의 야간수면은 차이를 두어 수면군은 취침을 하게 하고 

각성군은 각상상태를 유지하게 하 다. 그 결과 각성군에서 오기억이 

유의한 증가를 보 고 수행상태 향요인 척도결과는 첫 번째 실험의 

야간각성군이 보인 척도결과와 동일하 다.  

세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취침  학습을 시행하고 44시간이 지난 

이틀 후 녁에 재인검사를 시행하 다. 수면군은 학습을 시행한 날 밤에 

야간수면을 취하도록 하 고 각성군은 각성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고 

이튿날 밤은 두 군 모두 수면을 취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두 군 모두 

오기억이 차이는 없었고 수행상태 향요인 척도에서도 차이를 없었다.  

네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카페인군과 조군으로 나 었다. 두 군 

모두에서 야간 수면을 박탈하 고 아침에 재인검사 에 카페인군은 

카페인을, 조군은 음료(placebo)를 섭취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조군에서 오기억이 증가하 다. 

자들은 의 결과들에 하여 학습 이후에 수면 강화에 의하여 

오기억이 형성되기보다는 수면박탈로 래되는 인출과정의 혼란으로 인해 

오기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2.4.2 Fenn 등의 재인연구 

 

Fenn 등은 야간수면이 오재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세 

가지 세부실험으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163).  

첫 번째 세부실험은 주간각성군, 야간수면군, 오 조군, 그리고 

오후 조군 모두 네 집단으로 나 어 진행되었다. 오 조군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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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오후 조군은 오후 10시에 DRM 패러다임의 학습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재인 검사를 시행하 다. 주간각성군은 오  10시에 

학습검사를 실시하고 12시간 동안 각성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지내다가 

오후 10시에 재인검사를 실시하 으며 야간수면군은 오후 10시에 

학습검사를 실시하고 야간 수면을 취한 이후에 다음날 아침 10시에 

재인검사를 시행하 다. 목록단어들은 청각자극으로 제시하 다. 그 결과 

결과는 네 군 모두에서 정재인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야간 

수면군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오기억이 감소하 다.  

두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목록단어를 청각이 아닌 시각자극으로 

제시하 다. 이 의 연구에서는 시각자극에서 청각자극에서보다 오재인이 

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시각자극에는 보다 많은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 검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맥락에 근거를 

둔 회상 략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164, 165). 그 결과 청각으로 

자극을 제시한 첫 번째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수면군의 오재인만 

감소하 다.  

앞의 두 세부실험에서 수면군에서 오재인만 특이하게 감소를 

보 고 정재인은 그러지 못하 다. 수면 후에 출처 검 능력이 향상되어 

오기억을 잘 걸러낸 것이라면 연  있는 유인단어의 오재인은 

물론이거니와 련이 없는 유인단어의 오재인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 어야 했다(124, 166). 그러나 경향성은 보 지만 유의성은 없었고 이에 

하여 자들은 바닥효과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목 으로 세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미학습 목록단어와 미학습 

유인단어 두 가지 행태의 방해단어들을 사용하 다. 결과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정재인은 수면군과 각성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오재인은 수면군에서 감소를 보 고 미학습 목록의 단어에 한 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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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3 Payne 등의 회상연구 

Payne 등의 연구에서는 앞에 설명한 두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체 연구를 세 개의 세부 실험으로 나 어 체 연구를 

진행하 다(134).  

첫 번째 세부실험은 야간수면군, 주간각성군, 아침 조군, 

녁 조군 모두 4집단으로 나 어 시행되었는데, 앞의 두 실험군은 오  

9시와 오후 9시를 기 으로 12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학습검사와 

회상검사를 실시하 고, 뒤의 두 조군은 앞에 제시된 각각의 시각에 

20분의 간격을 두고 학습검사와 회상검사를 시행하 다. 야간수면군이 

주간각성군에 비하여 체 회상단어수가 많았고 회상단어수에서 

침투단어수를 빼고 계산된 수정 회상단어수도 많은 결과를 보 다. 

유인단어의 회상도 야간수면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침투단어의 숫자가 유인단어의 숫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각의 

조군과 비교한 결과는 기학습단어의 회상은 조군에 비하여 

주간각성군과 야간수면군이 동일하게 회상단어의 감소를 보 고 각성군의 

감소가 수면군보다 하의 차이도 유의하 다. 유인단어 회상의 경우에는 

각성군은 조군에 비하여 감소를 보 으나 수면군은 조군의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세부실험에서는 수면군에서 보인 회상의 증가가 특정 

수면단계와 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피험자들에게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 다. 련 연구에서는 서술기억과제의 수행에 있어 

서 수면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67) 회상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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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면이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수면의 

비율과 회상은 상 성을 보 으나 2단계 수면시간과 회상수 은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세부실험은 낮잠을 용한 연구로서 연구로써 낮잠군과 

각성군으로 나 었고 학습과 재인검사 사이의 간격은 6시간으로 

설정하 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와 같이 오기억이 낮잠군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기억에 해당되는 기학습단어의 회상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 수면시간과 회상능력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2.4.4 Diekelmann 등의 회상연구 

 

Diekelmann 등은 앞서 기술한 재인연구에 뒤이어 후속으로 회상 

연구를 발표하 다(168). 재인검사를 사용하 던 첫 번째 연구(162)와는 

달리 회상검사를 사용하여 오기억을 비교하 다. 야간수면군, 야간각성군, 

주간각성군 모두 세 집단으로 나 어 회상검사를 진행하 다. 세 

집단간에는 오기억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회상검사의 

수행 수 에 따라 고수행군과 수행군으로 나 어 분석을 하 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수행군에서는 세 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행군에서는 주간각성군에 비하여 야간각성군과 

야간수면군의 오기억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고수행군과 수행군 모두에서 정기억의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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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Darsaud 와 Dehon 등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 

 

Darsaud와 Dehon 등은 기능  자기공명 상 방법을 이용하여 

오기억과 정기억과 련된 뇌 연 부 를 찾는 연구를 하 다(169). 

야간수면군과 수면박탈군으로 나뉜 피험자들은 녁에 DRM 패러다임의 

학습단계와 기능  자기공명 상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 다. 이후 첫 번째 

밤은 야간수면군에게는 야간수면을 하고 취하도록 하고 수면박탈군에게는 

체 야간수면박탈을 용하 다. 두 군 모두 2일째, 3일째 밤을 

정상 으로 수면을 취하게 한 이후에 4일째 오후에 재인 검사와 동시에 

기능  자기공명 상을 실시하 다. 재인검사에서는 

‘기억한다’/’안다’(remember/know) 응답방식을 용하 다. 

‘기억한다’와 ‘안다’를 합산한 체 재인수행 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기학습단어에 한 ‘기억한다’반응은 

야간수면군에서 향상되어 수면이 맥락 으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일화기억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 (67, 170)과 일치된 결과를 보 다. 

기학습단어에 한 ‘기억한다’ 반응은 야간수면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안다’ 반응은 수면박탈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유인단어에 한 ‘기억한다’ 반응은 야간수면군에서 증가되었으나 

유의성에는 조  못 미치는 값을 보 고 ‘안다’ 반응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능  자기공명 상 결과에서도 정기억과 련된 뇌반응 정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두 군간에 반응 부 는 차이를 보 는데, 

야간수면군에서만 활성을 보인 부 는 우측 해마곁이랑(parahippocampal 

gyrus), 좌복내측 두엽(medial prefrontal lobe),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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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팽 피질(retrosplenial cortices)이었고 수면박탈군에서만 뇌의 범 한 

부분에서 활성을 보 다. 오기억과 련된 뇌반응의 정도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야간수면군에서는 좌후방 해마와 

우측 후팽 에서 활성이 증가되었다. 해마와 팽  부 가 정기억과 

오기억에서 같이 반응을 보인 것은 두 기억의 인출과정이 동일한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야간수면군에서만 특이하게 좌측 

해마곁이랑, 좌하측 두정소엽(parietal lobule), 우측 방추형이랑(fusiform gyrus) 

부 에서 오기억보다는 정기억의 활성이 더 증가하 다. 반면 

수면박탈군에서는 오기억의 련부 가 뇌의 체 부 에 걸쳐 나타났다. 

 

3. 서론 요약 

 

수면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기억과 련된 주제는 수면의학 

분야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면이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은 오래 부터 있긴 하 으나 자세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련 연구의 창기에는 수면이 차기억을 강화한다는 결과가 

주로 나타났지만 이에 뒤이어 서술기억 분야에서도 수면이 정  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58, 167). 

수면과 기억과의 연 성에 한 연구는 기억강화 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기억 역으로도 확 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억이 왜곡되는 상은 오래 부터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108, 128). 이러한 사실은 기억의 강화과정 동안에는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이 단순히 안정화되는 것만이 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억연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오기억과 연 된 주제에 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148, 171).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장되고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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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응 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지를 

규명하는데 오기억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면이 오기억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것은 수면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기술한 바와 같이 수면과 오기억 련 연구들이 서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면이 오기억의 계는 아직 확정 인 

결론을 얻기에는 이른 시 이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한 야간수면과 오기억의 계는 몇몇 연구의 결과가 나와 있지만 

낮잠과 오기억의 계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편 정도만 나와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연 목적 및 연 가설 

 

이 연구의 목 은 낮잠 유무에 따라 오기억  정기억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을 통하여 규명하기 함이다. 

연구가설은, 수면이 기억강화를 향상시킨다는 이 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낮잠을 취한 조건이 각성 조건에 비하여 오기억과 정기억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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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상 및 방법 

 

1. 연 대상 

 

1.1 피험자수 산정 

 

연구에 요구되는 피험자수의 산정은 Cohen의 공식을 토 로 

산출하 다. 같은 설계와 조건으로 진행되었던 이  연구는 없지만 동일한 

오기억 과제를 사용한 Diekelmann의 연구(172)에서 약 조군이 보인 

오기억과 정기억의 재인지수 평균과 표 편차를 토 로 낮잠조건이 

조군과 재인지수 평균값이 30%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 을 

때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0.9로 설정하 다. 효과크기 0.9이면서 

유의수  α =0.05, 통계  검정력(1-β)을 0.8, 교차설계 연구방식으로 

보았을 때 요구되는 최소표본의 크기는 12명으로 산출하 고 

도탈락율을 25%로 상하여 피험자수를 16명(12/0.75)으로 정하 다. 

 

1.2 피험자 모집 

 

이 연구는 서울 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 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서울 학교 인터넷 사이트 게시 , 서울 학교병원 게시 , 그리고 

사회 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연구모집공고를 보고 자발 으로 지원한 일반 

성인남녀 가운데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아래의 포함기 과 제외기 을 

만족시키는 지원자를 피험자로 선택하 다. 피험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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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 고 연구가 끝나고 

소정의 비용을 지 하 다. 

연구모집공고에 기술된 피험자의 포함기 은 다음과 같았다. ①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성인 ② 비흡연자 ③ 수면에 향을  만한 병력이나 

약물복용이 없는 사람 ④ 불규칙한 수면양상이 없는 사람 

상기의 모집공고를 보고 연구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들 가운데 

포함기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지를 선별하기 하여 선별 설문지와 

일주일 정도의 수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피험자 

선정여부를 결정하 다. 선별설문지에 당뇨, 고 압, 심장 부정맥, 폐질환, 

갑상선질환, 비염, 편도선염, 아데노이드질환, 휘어진 비 격,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지원자는 수면에 향을 

 만한 병력이 있다고 보아 피험자 선정에서 제외하 다. 일주일 동안의 

수면일지를 검토하여 평균 취침시간이 새벽 3시를 넘긴 경우,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평균 수면잠복기가 30분 이상인 경우, 

평균 낮잠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수면의 질이 등도 미만인 경우 등은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하여 피험자 선정에서 

제외하 다.  

 

2. 연 방법  

 

2.1 연구설계  

 

피험자들은 검사실에 두 번 방문하여 낮잠과 각성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참여하는 교차설계로 실험을 진행하 다(Figure 1). 피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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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각성  기억과제목록 A형/B형 등과 같은 요인에 하여 역균형화한 

표에 의하여 균등하게 배치하 다(Table 1). 최종 통계분석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각 집단마다 3명씩으로 모두 12명이었다. 방문일 사이의 날짜 

간격은 경험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최소 1주 이상으로 하 다. 

 

Table 1. Assignment table for counterbalancing 

groups  1st experimental day  2nd experimental day 

1  List A memory task + Nap à List B memory task + Wake 

2  List A memory task + Wake à List B memory task + Nap 

3  List B memory task + Nap à List A memory task + Wake 

4  List B memory task + Wake à List A memory task + Nap 

Two false memory task lists (A/B) and two experimental conditions (nap/wake) were 
counterbalanced among the subjects. 

 

2.2 실험일 절차 

 

실험일의 시간 별 일정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았고, 각성일과 

낮잠일에 진행된 세부 일정은 낮잠 유무만을 제외하고는 두 조건 모두에 

공통으로 용하 다.  

수면  기억검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의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피험자에게는 약물, 술, 카페인을 포함하는 음식을 실험일 

일부터 복용하지 않도록 제한하 다. 실험일에 낮잠 경향을 증가시키기 

하여 일 야간수면에서 부분  수면박탈을 실험일 새벽 1시에 

취침하고 오  7시에 기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하 다. 피험자들이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수하는지 여부는 휴 화를 이용한 문자교환과 

화통화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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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오후 1시에 수면의학센터에 도착하 고 30분간 실험실 

소개를 받고 실험실 환경에 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에 

20분 정도 소요되는 오기억과제 학습 차를 시행하 다. 오후 2시부터 

수면다원검사 극들을 부착하 다. 낮잠일에 해당되는 피험자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검사방에 입장해 소등하고 취침하도록 했다. 수면단계를 

실시간으로 독해 수면시작부터 총수면시간이 90분을 넘긴 피험자들은 

최 의 렘수면이 끝나고 1단계나 2단계 수면단계에서 피험자들을 깨웠다. 

각성일에 해당되는 피험자들은 검사방에 머물도록 하 다. 검사방에 있는 

동안에 낮잠에 빠져들지 않고 각성상태를 잘 유지하는가를 보기 하여 

폐쇄회로 화면을 통하여 찰하 다. 오후 4시 후로 낮잠조건 피험자를 

깨우고 나서 재인검사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는 재인검사시 수면 성의 향을 최소화하기 한 목 이었고, 이 

시간 동안에 극들을 제거하고 세면 등의 생활동  검사실내 

개인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 다.  

 

Figure 1. Schedules on the experimental day 

 
Subjects participated in two experimental conditions (nap/wake) according to a crossov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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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기억 과제  

 

2.3.1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 기억과제 

 

기존에 표 으로 사용되어온 언어성 DRM과제 신에 Slotnick과 

Schacter가 고안한 비언어성(nonverbal) DRM 패러다임을 이용하 다(149). 

언어성 DRM과제는 의도 으로 연상 기호나 상징을 활용한 기억술을 

사용하여 학습시 제시된 단어들을 기억하는 략을 구사하여 재인 

검사시에 오기억  정기억 결과치에 향을  수 있는 단 이 있는 

반면에 비언어성 DRM과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173, 174).  

비언어성 DRM 과제의 기억목록은 단어가 아닌 추상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개의 추상도형이 한 세트가 된다. 각 세트를 구성하는 

추상도형 10개는 한 개의 원형도형(prototype shape)을 기 으로 베지어 

곡선(bezier curve)원리를 응용하여 원형도형과 비슷하게 생성된 

추상도형들이다. 도형들의 모양은 세트 간에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각각 다르게 생겼다. 도형 내부에는 특정한 색깔과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직선들을 삽입하여 기억이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언어성 DRM 

패러다임의 단어목록들과 마찬가지로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의 

도형목록들도 학습 시에는 순차 으로 제시하면서 모양을 기억하도록 

하지만 원형도형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인 검사에서는 학습도형들 일부와 

원형도형  다른 방해 도형들을 섞어서 제시한 후에 구별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교차설계 연구이기 때문에 방문일 마다 기억과제 

도형목록을 달리하여 학습효과를 배제하 다. 방문일 마다 제시될 과제 

목록은 두 가지(A목록/B목록)를 비하 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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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간 역균형화하 다.  

학습과 재인 검사 직 에 졸림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스탠포드 

졸림 척도(Stanford Sleepiness Scale)을 작성하도록 하 다(175).  

 

2.3.2 학습 차 

 

오기억 학습과제 목록은, 세트당 비슷한 10개의 추상도형들로 

구성된 도형세트가 16세트인, 160개의 추상도형으로 구성하 다. 자극 제시 

차는 검은 색의 배경에 한 세트의 도형들을 순차 으로 3 간 제시하되 

자극간 간격은 3 로 하 다. 한 세트의 도형들을 모두 제시하면 이어서 

다른 세트의 도형들을 제시하 다. 단, 세트마다 앙에 제시된 십자선을 

심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자극을 제시하면서 도형의 

좌우 치를 기억하도록 하 다. 좌우의 치는 동일한 세트의 도형끼리는 

같지만 세트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 다.  

 

2.3.3 재인검사 차 

 

재인 검사 시 제시한 도형들은 모두 80개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항목들로 구성하 다. 첫 번째 도형 항목은 학습과정 시에 제시되었던 

도형들 에서 세트당 2개를 선별하여 모두 32개로 이루어진 기학습 

도형들이었다. 두 번째 도형 항목은 학습 목록에 사용된 도형 세트와는 

다른 도형 세트 에서 16개 세트를 고른 후에 각 세트당 2개의 도형을 

선정하여 모두 32개로 이루어진 비학습 도형들로 구성하 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 시에 사용된 세트들의 원형도형들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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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 다.  

상기 도형들을 무작  순서로 컴퓨터 화면의 앙에 제시한 이후 

피험자들의 반응을 측정하 다. 피험자들에게 컴퓨터 자 의 방향 단추을 

이용하여 반응하도록 하 다. 제시된 도형이 이  학습 시에 오른쪽에 

제시된 것이었다고 단되면 오른쪽 방향 화살표 단추(→)를 러서 

반응하도록 하 다. 제시된 도형이 이  학습 시에 왼쪽에 제시된 

것이었다고 단되면 왼쪽 방향 화살표 단추(←)를 러서 반응하도록 

하 다. 제시된 도형이 학습과정에서 본 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고 

단되면 아래 방향 화살표 단추(↓)를 러 반응하도록 하 다.  

 

2.4 기억과제 수행지표 산출 

 

2.4.1 반응 분류 

 

재인검사에서 피험자들이 보이는 ‘기제시’와 ‘미제시’ 두 가지 

반응은 도형의 학습 차시 제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반응분류 

가운데 하나의 항목에 해당된다.  

① (hits)   à 올바른 기제시 반응 

② 탈루(misses)   à 틀린 기제시 반응  

③ 정기각(correct rejections) à 올바른 미제시 반응 

④ 오경보(false alarm)  à 틀린 미제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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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비율 수 산출 

 

상기의 반응 분류를 토 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지표의 

비율 수를 산출하 다.  

① 률 (hit rate) = 반응수 ÷32(기학습도형수) 

② 오경보율 (false alarm rate) = 탈루반응수 ÷32(미학습도형수) 

③ 오기억률 (false memory rate) 

  = 기제시 반응 원형도형수÷(18(원형도형수)) 

 

2.4.3 재인 지수(Recognition Index, d’) 산출 

 

신호탐지이론에 용하여 계산된 재인 지수를 산출하 다. 

재인지수는 재인검사 수행시 피험자 개인마다 자극신호를 받아들이는 

기본 성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편향을 보정하여 수행능력을 산출한 

수치이다(176). 비율 수를 정상분포모델에 근거한 가우스변환을 거쳐 

z값을 산출하 고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재인지수를 

계산하 다. 

① 정기억의 재인지수 = 률의 z 수 – 오경보율의 z 수 

② 오기억의 재인지수 = 오기억률의 z 수 – 오경보율의 z 수 

 

2.4.4 반응편향지수(Response Bias Index, C) 산출 

 

신호탐지이론에 근거하여 반응편향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① 정기억의 반응편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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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x( 률의 z 수 + 오경보율의 z 수) 

② 오기억의 반응편향지수  

   = -0.5x(오기억률의 z 수 + 오경보율의 z 수) 

 

2.4.5 공간출처 기억률 

 

출처기억은 두엽 기능상태에 의존인 기억으로 재인검사시에 

기억수행상태에 향을  수 있는 출처 검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하여 측정하 다. 오기억 과제와 동시에 실시한 공간출처 

기억과제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① 정기억의 공간출처 기억율  

= ((올바른 좌측 기제시 반응수) + (올바른 우측 기제시 반응수)) 

  ÷ (올바른 기제시 반응수)  

② 오기억의 공간출처 기억율  

= ((올바른 좌측 기제시 반응 원형도형수) + (올바른 우측 기제시 

반응 원형도형수))÷ (기제시 반응 원형도형수) 

 

 

2.5 주간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기는 Profusion PSG3(Compumedics Ltd., Abbotsville, 

Australia)을 사용하 다. 각종 극들과 감지기들을 상자에게 부착하여 

표 화된 방법으로 뇌 , 안 도, 하악 근 도 등을 측정하 다. 

뇌 극은 10-20체계에 근거하여 F1/F2, C3/C4, O1/O2 에 부착하고, 안 도 



44 

 

감지기는 외안각 외측 1cm 상하방에 각각 부착하 으며, 근 도 감지기는 

하악근 에 부착하 다. 수면다원기록은 500 Hz의 수집률(sampling rate)로 

처리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수면다원기록은 국제 독기 을 따라 이 연구와 무 한 

수면다원검사 독 문기사가 독하여 총취침시간(time in bed, TIB), 

총수면시간(total sleep time, TST), 입면 잠복 시간, 각 수면단계의 시간  

비율, 수면효율(TST/TIB), 렘수면 입면 잠복 시간 등 련변수들을 

산출하 다.  

 

2.6 통계분석  

 

SPSS 19.0 로그램(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성 기 은 양측검정 시 p < 0.05로 

하 다. 

낮잠유무 요인  기억종류 요인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분석에는 

이원분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 고, 독립변수 에는 낮잠/각성을 요인으로, 의존변수 에서는 

기억변수인 오기억/정기억을 요인으로 설정하 다. 구형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Greenhouse–Geisser의 보정통계량을 사용하 다. 

주효과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에는 사후검증으로 응 t 검정(paired t-

test)을 하 다. 오기억  정기억의 증가와 수면변인들과의 련성 

분석에는 상 분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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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인 학적 정보 

 

모두 15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 다. 이 에 세 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총 12명의 실험결과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 명은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시작 렘수면 상이 나타나 제외되었고 나머지 두 

명의 총수면시간은 각각 25.5분과 54분으로 60분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19.4 ± 0.23 세로 연령 범 는 18~20 세 다. 

여성은 3명이었다. 모두가 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험자들의 두 방문일 간의 간격은 두 명은 14일 간격, 한 명은 

13일 간격, 그 외 사람들은 7일 간격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 다. 

 

2. 기억과제 수행결과 

 

2.1 재인지수 

 

각성조건에 비해 낮잠조건에서 오기억에 한 재인지수가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Figure 2, 4) (0.87+0.16 vs. 0.55+0.09, t(11)=-2.3, p=0.043) 

낮잠조건에서 각성조건에 비해 오기억이 58% 증가한 상이 나타났다. 

오기억에 한 민감도가 낮잠조건에서 더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기억은 재인 지수가 증가 경향을 보이기는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2, 5). 정기억의 재인지수는 각성조건에서는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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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고 낮잠조건에서는 0.75 ± 0.13 이었다.[t(11) = -1.37,  p = .199] 

낮잠조건에서 각성조건에 비해 정기억이 32%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 다(Table 2). 

낮잠유무(각성/낮잠)와 기억종류(오기억/정기억)에 따른 상호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2원분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나 

낮잠유무와 기억종류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 = 0.468,  

p  =  0.508). 낮잠유무 요인에 한 구분 없이 정기억과 오기억 간의 

기억종류 요인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850, p  

= 0.376). 그러나 기억종류 요인에 구분 없이 낮잠과 각성 간에 낮잠유무 

요인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2)(F = 6.944, 

p  = 0.023). 

반응편향지수를 보정하지 않고 산출한 세 가지의 반응지표, 률, 

오기억률, 오경보율 등은 통계 으로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률은 두 조건간에 거의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오기억률은 

낮잠조건의 평균값은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 다. 

오경보율은 낮잠조건에서 오히려 평균값이 감소했으나 두 조건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2 반응편향지수 

 

반응편향 지수도 정기억과 오기억 모두 각성조건과 낮잠조건 간에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Figure 3)( p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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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gnition memory performances  

 Wake Nap p 

Proportion (P)(%)    

False memory rate 0.71 ± 0.05 0.77 ± 0.03 0.261 

Hit rate 0.71 ± 0.05 0.72 ± 0.04 0.784 

False alarm rate 

Recognition Index (d’) 

False memories 

True memories 

0.52 ± 0.06 

 

0.55 ± 0.09 

0.57 ± 0.11 

0.47 ± 0.06 

 

0.87 ± 0.16 

0.75 ± 0.13 

0.380 

 

 0.043* 

0.199 

Response Bias Index (C) 

False memories 

True memories 

 

-0.35 ± 0.16 

-0.36 ± 0.16 

 

-0.38 ± 0.16 

-0.32 ± 0.17 

 

0.853 

0.844 

Recognition memory performance is indicated by the mean proportion (P) of old responses to 
prototypes (= false memory rate), studied shapes (= hit rate), and new shapes (= false alarm rate) 
as well as the recognition index d’ for false memories (false memory rate with reference to false 
alarm rate) and correct memories (hit rate with reference to false alarm rate). The response bias 
index C is indicated separately for false memories and correct memories. Means ± SEM are 
shown. *p < .05. 

 

 

 

3. 과제수행 영향요인 결과 

 

3.1 공간 출처 기억 결과 

 

도형의 좌우 제시 치를 기억하는 공간 출처 기억도 정기억(기학습 

도형)과 오기억(원형도형) 모두에서 각성조건과 낮잠조건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p  >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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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탠포드 졸림척도 

 

학습단계 직 의 졸림척도 값은 낮잠조건과 각성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1) = -1.59, p = 0.139] 재인검사 직 의 졸림척도 값도 

낮잠조건과 각성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t(11) = 

1.48, p = 0.166]. 

학습시와 재인시 간에 졸림 정도를 응 t검정을 하 을 때는 두 

군마다 다른 결과를 보 다. 각성조건에서는 학습시 졸림척도 값이 재인시 

졸림척도보다 높기는 하 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1) = 1.77, 

p = 0.177] 그러나 낮잠조건에서는 학습시 졸림척도 값이 재인시 졸림척도 

값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 (11) = 3.75, p = 0.003]. 

 

Table 3. Spatial source memory performance and Stanford sleepiness 
scale ratings  

 Wake Nap p 

Spatial source memory (P)(%)    

False memories(prototype) 

True memories(studied shape) 

Stanford Sleepiness scale  

Learning  

Recognition  

60.48 ± 5.10 

67.41 ± 3.74 

 

2.33 ± 0.19 

2.00 ± 0.21 

66.99 ± 3.42 

69.34 ± 2.43 

 

2.83 ± 0.24 

1.50 ± 0.20 

0.328 

0.687 

 

0.139 

0.166 

Spatial source memory performance is indicated by the mean proportion (P) of (correct left old 
responses + correct right old responses) to correct old responses for studied shapes (=True 
memories (studied shape)) or prototypes (=False memories (prototype)). Stanford sleepiness 
scale ratings ranged from 1 = ‘‘Feeling active, vital, alert, or wide awake’’ to 7 = ‘‘No longer fighting 
sleep, sleep onset soon; having dream-lik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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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cognition index (d’) outcomes  

 

Nap condition after learning abstract shap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ccurrence of false 
memories, and showed increased performance tendency for true memorie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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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ponse bias index(C)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wake and nap conditions in both false and true 
mem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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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dividual recognition data of false memories 

Individual recognition data for each subject in the wake and nap conditions are depicted for false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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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dividual recognition data of true memories 

Individual recognition data for each subject in the Wake and Nap conditions are depicted for true 
memories. 

 

 

4. 수면다원검사 변인들과 기억수행 증가와의 상 성 분

석 

 

낮잠조건에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산출된 변인들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4). 피험자 한 명에서는 렘수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다원검사 변인들과 낮잠유무에 따른 오기억  정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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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의 증가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오기억의 증가와 

렘수면 지속시간 사이에는 양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났다(Figure 

6)[r(12)=0.755, p=0.005]. 정기억의 증가와 총수면시간 사이의 상 성은 

통계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Figure 7)[r(12)=0.501, p=0.097].  

 

Table 4. Polysomnography parameters 

Sleep parameters Mean ± s.e.m % total sleep time ± s.e.m 

Time in bed 

Sleep period time 

107.8 ± 3.1 

100.4 ± 3.0 

- 

- 

Total sleep time 90.0 ± 3.3 - 

Sleep efficiency (%) 84.8 ± 3.0  - 

Total wake time 10.4 ± 3.6 - 

Stage N1  16.6 ± 3.8 19.9 ± 5.1 

Stage N2  36.0 ± 5.2 39.0 ± 4.0 

Stage N3  24.2 ± 4.2 26.5 ± 4.4 

Stage REM 13.2 ± 2.9 14.6 ± 3.2 

Sleep latency 5.1 ± 0.7 - 

Slow wave sleep latency 31.5 ± 7.0 - 

REM latency 60.0 ± 6.9 - 

All measures in minutes. REM: rapid ey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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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leep parameters and performance 
increases of false or true memories 

 False memory Increase  True memory Increase 

Sleep parameters r p   r p  

Time in bed -.365 .244  .151 .640 

Sleep period time -.292 .357  .177 .581 

Total sleep time -.173 .590  .501 .097 

Sleep efficiency (%) .148 .646  .465 .128 

Total wake time -.084 .795  -.312 .324 

Stage N1  -.073 .821  -.087 .788 

Stage N2  -.396 .203  .325 .302 

Stage N3  -.025 .938  -.046 .888 

Stage REM  .755**
 .005  .251 .431 

Sleep latency -.451 .141  -.261 .413 

Slow wave sleep latency -.332 .291  -.011 .972 

REM latency -.275 .413  .038 .912 

** p < 0.01;  r: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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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M sleep duration and false 
memory increase 

 

A ver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REM sleep duration and false memory 
increase from Nap to Wake condition. r = 0.755,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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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rrelation between total sleep time and true memory increas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otal sleep time and true memory increase from 
Nap to Wake condition was found, but with some tendency. r = 0.501, p =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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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은 성인 피험자를 상으로, 각성과 낮잠 두 

조건의 교차설계로 진행된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을 통하여 낮잠이 

오기억을 뚜렷하게 증가시키고 정기억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찰하 다. 이러한 효과는 출처기억과 반응편향의 변화 없이도 

일어났으며, 오기억의 증가가 렘수면 지속시간과 강한 양의 상 계가 

강하게 있음을 확인하 고, 정기억의 증가도 총수면시간에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원래 가설에서는 오기억과 정기억 모두 낮잠에 의해 

증가할 것이라고 측하 으나 오기억만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 고 

정기억은 증가경향은 보 지만 통계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 다. 

 

2. 기존 낮잠과 오기억 연 와의 차이 및 해석 

 

2.1 기존 낮잠과 오기억 연구와의 차이 

 

이 연구를 기존의 련 연구와 비교할 때 가질 수 있는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DRM 패러다임을 이용한 오기억과 수면 연구 가운데 

낮잠의 향을 보는 연구로는 두 번째 연구이다. 둘째, DRM 패러다임을 

비언어성 역의 과제에 용한 방식으로는 첫 번째 연구이다.   

술한 바와 같이 야간수면이 DRM 패러다임 오기억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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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는 연구는 몇 편 있지만 모두가 야간수면과 언어성 DRM 

패러다임 연구들이었다(134, 162, 163, 168, 169). 이들 연구의 결과도 기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가 서로 상반된 불일치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처럼 낮잠과 오기억 연구는 Payne 등의 회상연구에서 세부 실험으로 

진행한 연구가 유일하다(134). 이들 연구가 낮잠조건에서 오기억이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것은 우리 연구와 비슷하지만 방법과 결과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 이 있다. 본 연구는 

교차설계로 진행된 비언어성 DRM 오기억과제 연구로 학습 후 3시간 

후에 인출 시 재인 검사로 평가하 으나, Payne 등의 낮잠 오기억연구는 

평행설계로 진행된 언어성 DRM 오기억과제로 학습 후 6시간 후에 인출 

시 회상검사로 평가하 다. 그러므로 실험설계, 오기억과제의 특성, 학습과 

인출 간의 시간 간격, 그리고 인출 시 검사방법 등에서 두 연구간에는 

차이가 있다.   

두 연구 간에 낮잠의 수면다원검사 변인들이 보이는 소견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Payne 등의 연구에서 낮잠군의 낮잠시간은 평균 88분으로 

이 연구의 낮잠조건에서 평균 90분이었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낮잠시간 외에 수면단계별 지속시간도. 1단계, 2단계, 서 수면, 그리고 

렘수면의 평균시간이 이들 연구에서는 9.2분, 42.2분, 21.2분, 15.5분이 고 

본 연구는 16.6분, 36.0분, 24.2분, 13.2분으로 낮잠구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두 연구 간에는 기억과제 수행결과에서 유사 과 차이 이 동시에 

나타났다. Payne 등의 결과에서도 낮잠군에서 오회상이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정회상의 차이는 없었고 수면다원검사 변인들과의 상 성 

분석에서는 서 수면시간과 정회상 능력이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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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낮잠조건에서 오재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으나 정재인은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면다원검사 변인들과의 

상  분석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오재인의 증가가 

렘수면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즉, Payne 등의 연구에서는 오회상과 

상 계를 보이는 수면단계가 없었다. 한 정회상 능력이 서 수면과 

음의 상 계를 보인 이들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의 정재인 증가는 

비록 유의성에 미치지는 못하 지만 총수면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2.2 차이  해석  함의 

 

첫째, 이 연구에서 도입해 탐색한 탐구한 오기억의 범주가 비언어성 

역이라는 이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별 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성 오기억 과제 범주에서는 이미 이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134) 비언어성 오기억 과제 

범주에서도 수면에 의한 오기억 증가효과가 나타난 것은 해당 기억과제 

범주에서는 이 연구가 최  보고이라는 에서 가치가 있겠다고 본다. 

수면에 의한 오기억 증가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도 

부수 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언어성 과제의 경우에는 기호와 상징, 단어의 조합 등을 이용한 

기억술을 이용하여 제시 단어들을 보다 잘 기억해 낼 수 있어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추상 도형을 

이용하여 그러한 향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들보다 더 

오기억 변화의 실체에 근 할 수 있었다는데 추가 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 언어성 과제는 제시된 단어 목록들과 유인단어와의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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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각 피험자의 경험 차이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오기억 정도의 

정확한 평가에 단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언어성 과제는 피험자가 

이 에 경험한 이 없는 추상도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험  연상 

강도의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오기억의 정도를 교란요인을 

배제하고 평가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둘째, 이  연구들은 주로 평행설계이어서 두 비교 집단 간에 

특성의 차이를 피할 수 없었고, 결과에 향을 만한 다른 요인들의 

통제가 제한 이었다. 이 연구는 교차 설계로 수행되었기에 집단간 특성의 

차이로 인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에서 차별 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학습효과, 이월효과, 순서효과 등과 같이 교차설계가 가질 수 있는 

제한 들이 있기는 하지만 역균형화 배정을 통하여 취약 을 상쇄할 수 

있었다. 한 기억수행능력을 측정해야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교란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험자들의 지  능력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요한 임을 고려한다면, 평행설계에 비하여 교차설계가 

가지는 지능변수 통제의 우월성은 매우 크다고 단된다.  

셋째, 학습과 인출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것도 이  연구와의 큰 

차별 이라 할 수 있다. 오기억 학습과 재인 검사까지의 시간이 이  

연구는 6시간 후인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3시간 내외로 반 정도 짧은 

간격이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인출검사까지의 시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요인도 인출검사 결과에 향을 다는 을 고려한다면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억이 각성  시간 경과에 

의한 간섭효과에 향을 받는다는 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는 낮잠과 

인출검사 사이에 간섭효과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른 교란요인들을 

최소화해 오로지 수면에 의한 기억효과를 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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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넷째, 기억연구에서 재인검사가 회상검사와 비교해 지닌 장 을 들 

수 있다. 오기억 연구에서 재인검사는 회상검사에 비해 덜 민감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오기억 형성 

가능성이 상 으로 작은 재인검사를 용하 다는 이다. 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긴 하 지만 둔감한 검사 방법을 용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더 민감한 회상검사를 이 연구에 용했다면 오기억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섯째, 방법 차이에 따른 장 들 외에도 기억과제 수행결과에서 

Payne 등의 연구와 비 을 찾아 볼 수 있다. 오기억의 유의한 증가를 

보인 기억과제 수행결과가 이  연구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기억이 증가 경향을 보인 것은 이  연구보다는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두 연구 모두에서 정기억의 변화가 통계  

유의성에는 미달하 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의수 에 

근 한 증가 경향을 보인 것은 의미가 다고 할 수 없다. 앞선 언 한 

연구방법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 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섯째,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기억이 정기억보다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결과는 두 기억 모두가 수면의 기억강화 과정에 

여하겠지만 여하는 정도가 오기억에서 더 선택 일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일곱째, 기억수행결과와 수면단계들 사이의 상 분석에서 렘수면 

지속시간이 오기억 증가와 매우 강한 양의 상 계를 강하게 보인 

결과는 이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른 이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시지각 차기억 강화과정이 렘수면에 의해 

향상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된다. 통계  유의수 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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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 지만 체수면시간과 정기억 증가 사이에 양의 상 계 

경향성을 보인 은 시지각 기억과제의 강화과정에 서 수면과 렘수면이 

같이 여한다는 기존 결과들에 근 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론 으로, Payne 등의 이  낮잠연구보다는 이 연구가 수면의 

오기억  정기억의 강화 효과를 더 명확하게 밝힌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3. 련 요인 세부 고찰 

 

3.1 낮잠박탈 및 인출시 상태와 관련된 요인 

 

이 연구의 낮잠조건에서 오재인이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것은 기존에 

야간수면과 오기억의 연구들이 서로 불일치 되는 결과를 보인 것에 해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련 연구 분야에서 반에 진행된 Diekelmann 등(162, 168)이나 

Fenn 등(163)의 연구가 야간수면 박탈군에서 오기억이 증가하고 

수면군에서는 오기억이 감소한 결과를 보인 것에 반하여, 이후에 진행된 

Payne 등(134)과 Darsaud와 Dehon 등(169)의 연구에서는 야간수면군에서 

오기억이 증가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의 

불일치는 실험결과에 향을  수 있는 요인과 기 이 매우 다양해 

이들에 한 통제가 연구들 간에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 오기억이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것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에서 후반 연구들의 견해, 오기억도 수면의 기억강화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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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해 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야간수면 체를 박탈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야간수면이 아닌, 낮잠만을 박탈하 다. 야간수면 박탈에 의한 

두엽 기능의 변화는 낮잠 박탈에 의한 두엽 기능 하와는 차이가 

클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수면의 양 , 질  상태 모두에서 야간수면과 

낮잠은 차이가 뚜렷하므로 박탈효과도 당연히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엽 기능의 정도를 객 으로 악하기 하여 공간 

출처 기억 평가를, 주 인 평가를 해서는 졸림 척도를 사용하 다. 그 

결과 공간 출처 기억 능력은 오기억과 정기억 모두에서, 낮잠과 각성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낮잠조건의 평균값이 각성조건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 다. 졸림 척도의 경우에도 낮잠과 각성 조건간에 

학습 시나 재인 시의 졸림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치 단순 

비교에서는 낮잠조건에서 재인 시 졸림척도 값이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 다. 그러므로, 객  지표나 주  척도를 살펴 보아도 

낮잠조건에서 두엽 기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개선된 상태로 나타난 

상태에서 오기억이 증가된 결과를 보 기에 오기억 증가를 출처 검 

기능 하로 설명하려는 이  연구들의 해석은 이 연구에 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낮잠 박탈은 야간수면 박탈에 비해 

두엽기능과 인지기능 하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출처 검 기능 하로 인한 오기억 증가 상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 출처 검 기능 요인의 향이 배제될수록 

상 으로 기억강화요인에 의한 오기억 변화의 정도를 더욱 잘 살펴볼 

수 있으므로 낮잠 박탈 조건은 수면의 기억강화 가설 검증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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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박탈로 인한 인지기능의 하와 오기억과의 계에 하여 

설명할 때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은 오기억률과 오경보율의 값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수면박탈이 특이 으로 미제시 도형과 기제시 도형을 

구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제한다면 오기억률 뿐만 아니라 의미 

연 이 없는 혼동도형에 한 오경보율도 박탈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기억률은 

낮잠박탈에 해당되는 각성조건에서 71%로 낮잠조건의 77%에 비해 

감소하 으나 오경보율은 각성조건에서 52%로 낮잠조건의 47%보다 

증가하 다. 낮잠박탈이 오기억률과 오경보율에 상반된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연구의 결과는 수면박탈이 두엽을 매개로 출처 검 

기능을 하시켜 오기억을 증가시킨다는 이  연구들의 주장에 반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제시 도형과 이들과 연 이 높은 

원형도형을 구별하는 것이 기제시 도형과 이들과 연 이 없는 혼동도형을 

분별해내는 작업보다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면 오기억은 수면박탈로 

인한 인지기능 하에 더 취약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에서 보듯이 낮잠박탈로 오기억이 취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박탈요인으로 오기억을 설명하기는 하지 않다고 단된다.  

두엽 기능변화만으로 수면박탈 후에 나타나는 오기억 상을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본다.. 다른 뇌 부 도 인지기능  

수면박탈과 강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이다(144, 177). 주의력과 각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기  뇌, 시상, 두엽-두정엽 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 들도 수면박탈로 인한 기능감소를 보이며 기억 기능에 

요한 역할을 한다(178-181). 각성과 주의력이 어떤 식으로 오기억 형성에 

여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어떤 연구에서는 인출 시에 주의력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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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면 오기억은 증가된다고 하고(182) 각성수 이 낮은 상태에서는 

오기억이 하되지만 정신사회  스트 스(183)나 감정  각성(184) 등과 

같이 높은 각성 상태에서는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스트 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증가가 오기억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183) 상반된 소견이나 

무 하다는 소견도 있어 수면박탈로 래된 스트 스와 오기억을 

연결시켜 단정짓기는 어렵다.  

 

3.2 낮잠박탈의 기타 관련요인 고찰 

 

수면박탈 외에도 검사에 한 동기와 순응도에 따라 기억과제 

수행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검사에 한 동기가 떨어진 상태라면 

확신보다는 추측하는 단이 더 많아지면서 오기억률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률과 오경보율도 비슷하게 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기억률은 떨어지고 률과 오경보율이 두 조건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기 부족이나 순응도에 의한 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 동기와 순응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동기와 졸림이 반비례 계일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 

연구에서는 재인 검사 시 졸림 정도가 낮은 상태로 평가되었으므로 

동기수 은 반 로 높은 상태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게 본다면 

동기 수 이 높은 상태에서 오기억이 늘어난 결과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동기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낮잠 유무에 따라서 재인 검사에서 개인의 반응 기 , 즉 

반응편향에 한 변화로 인하여 오기억이 향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야간 수면을 용한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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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던 Diekelmann이 재인 연구에서도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면박탈 여부와 무 하게 반응편향의 차이가 없었다. 그 연구에서 

수면박탈군이 높은 오기억률을 보인 이유가 반응기 의 변화와 무 했던 

것처럼 이 연구의 결과도 두 조건간에 반응기 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으므로 반응편향에는 두드러진 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3.3 일주기 요인 

 

일주기 요인도 기억에 향을 주는 요인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재인 검사의 실시 시간이 집단마다 같지 않았기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일주기 요인과의 연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은 성인은 일주기 변동 에서 아침보다는 녁에 최 의 상태가 되어 

서술기억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185). 유인단어에 한 오기억이 선호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166).  

Payne 등(134)의 연구에서는 아침과 녁에 각각 검사를 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시간에 부호화와 인출검사를 시행하여 두 군에 

동일하게 일주기 요인이 용하 기에 일주기 요인이 유의한 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 과 오후에 조군을 활용하여 일주기 변동이 

기억 변화에 향을 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Fenn 등(163)의 

보고를 감안한다면 이 연구에서 일주기가 미쳤을 향의 가능성은 크게 

고려할 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인단어가 야간 수면 

동안에 잘 유지된 것은 단순히 기억 보존에 한 밤시간의 일주기 

향만을 반 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의 결과에 일주기 요인이 향을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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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낮잠을 이용하여 일주기 

변동의 향을 이  연구보다는 최소화하 고 졸림에 한 주  

평가에서도 오기억의 수 과 연 이 없었음을 나타내었다. 

 

3.4 간섭요인 

 

이 연구에서 나타난 오재인의 증가가 간섭효과로 인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본다. 간섭효과가 작용할 시간이 상 으로 

었던 낮잠군에서 오기억이 증가한 것은 간섭 기 으로 가능한 설명과는 

정반 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낮잠조건에서 낮잠에서 깨어난 후 

재인검사까지의 시간 간격이 1시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섭효과가 

향을 끼질 만한 시간  틈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Payne 등(134)의 낮잠연구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간섭 가능한 

시간이 90분 정도나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유인단어의 회상이 50%나 

증가한 것은 간섭효과로 보기에 하지 않다고 본다. 오기억과 정기억이 

동일하게 향을 받지 않고 차별 인 효과가 나타난 것도 간섭의 

효과와는 거리를 두게 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Fenn 등(163)의 

연구에서는, 각성군 피험자들이 재인검사 에 수업도 듣고 다른 형태의 

기억과정을 추가 으로 하 기에 간섭을 더 많이 받아 오기억이 

증가하 고, 수면군은 잠자는 도 에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간섭을 

덜 받아 오기억의 증가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각성조건 

에도 검사실 안에 머물게 하여 간섭효과에 의한 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그들과 상반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설명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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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기억과 정기억의 비교 

 

이 연구에서는 낮잠에 의한 오기억의 증가효과가 정기억에서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면과 련된 연구는 아니었지만 DRM 

패러다임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오기억이 정기억보다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108, 110, 119, 127, 128). 항목 

특이  세부사항과 주로 련을 보이는 정기억이 일반정보나 요 기억과 

주로 련된 오기억보다 망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낮잠에 의한 효과가 정기억보다 오기억에 더 길게 작용함을 

찰하 다. 이 게 정기억보다 오기억이 수면에 의하여 더 선택 으로 

강화되는 것에 한 설명으로 기억의 응 인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방 한 정보들을 할 때 응  기억체계가 

작동하여 미래의 필요에 가장 련성이 높은 것들만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DRM 패러다임의 오기억에 해서는 이론  설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유인단어에 한 오기억은 요 기억, 연상단어의 활성화, 는 

둘의 조합으로부터 나온다는 설명이 지배 이다. 연상단어의 활성화는 

의미연결망에서의 활성화가 제시단어 기억표상으로부터 유인단어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인단어의 연상  활성화가 순차 으로 실제기억으로 

오재인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과정이든지 간에 

유인단어들은 상당량의 처리 차를 받는데 이것을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면의존  강화과정에서 단어에 한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39, 141). 이와 같이 오기억이 정기억보다 선택 인 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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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3.6 수면단계 변인과의 관련성 

 

이 연구에서는 렘수면 단계가 다른 단계들에 비해 비언어성 오기억 

증가와 양의 상 계를 강하게 보 다. 이러한 소견을 렘수면과의 계로, 

이 의 수면과 기억 련 연구들을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언어성 

DRM 패러다임은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서술기억과 

연 된 기억강화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술기억의 강화는 주로 

비렘수면 는 서 수면과 강하게 연 됨을 술하 다. 그런데 이 연구의 

과제인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비언어성 과제가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사건기억에 해당되며 크게는 

서술기억에 포함된다. 단어가 아닌 그림이나 도형과 같이 시각 자극에 

해당되는 상은 시지각 기억 역에서도 의존 인 처리과정을 밟게 된다. 

서론에 기술한 것처럼 시지각 분별과제는 차기억의 범주에 속한다. 한 

서 수면은 기억 강화의 개시  안정화에 기여하고, 렘수면은 추가 인 

향상 그리고 증진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밝 져 왔고 낮잠에서도 동일한 

상이 보고되었다(3, 8-11, 75, 186).  

이러한 련 연구 결과를 토 로 본다면 이 연구에서 오기억이 

증가한 결과와 렘수면과 상 계를 보인 상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기제시 추상도형뿐만 아니라 원형도형들도 렘수면 동안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기억강화 효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억 강화 효과로 인하여 오기억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오기억이 정기억보다 더 선택 인 향상을 보인 것에도 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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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학습단계에서 추상도형이 순차 으로 제시될 때마다 련된 

원형도형들도 연상  활성화를 통해 약한 정도이긴 하지만 반복 으로 

학습이 되는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제시 도형들은 부호화 시에 

한번만 활성화되지만 원형도형들은 약한 세기로 여러 차례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게 부호화된 기억표상이 수면 도 에 

재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향상되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렘수면 동안에 지각과 련된 뇌 역인 감각연합피질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형도형의 기억 증진 효과가 렘수면과 상 성이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기 으로 인해 렘수면이 

오기억에서 보다 두드러진 강화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Sterpenich 등의 최근 연구(187)에서 의 추론에 해 지지 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얼굴사진을 청각단서와 연 하여 

피험자들에게 학습을 시킨 후에 수면을 취하게 하면서 2단계수면과 

렘수면에서 각각 청각단서로 수면  재활성화가 되도록 조작하 고 그 

과정에서 기능  자기공명 상을 기록하 다.  2단계수면 수면 동안에 

제시된 청각단서는 기억과 뇌활성에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렘수면 동안 

제시된 청각단서에 해서는 인출 시에 시각 역과 시청각 감각피질에서 

활성반응이 나타났고 정재인과 오재인이 증가하 다. 렘수면 동안의 

재활성화 과정이 인출 시 피질 반응을 향상시키고 최근 기억의 융합을 

도모하여 기억정보의 통합과 일반화  도식화에 기여함을 있음을 잘 

보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시각자극의 오기억과 

정기억의 재활성화에 렘수면이 여하면서 기억강화가 일어남을 분명하게 

보여  에서 시지각 과제를 사용한 이 연구에서 찰된 오기억의 

증강이 렘수면 지속 시간과 강한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난 소견을 

지지해 다.  



71 

 

정기억 증가가 총수면시간과 유의한 정비례 상 계에 근 한 

결과를 보인 것도 이러한 기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시지각 기억과제는 서 수면과 렘수면 단계 모두에 의하여 증진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면이 모두 포함된 체수면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3.7 인출검사 방법간의 차이 비교  

 

이 연구에서는 오기억의 증가를 보는 방법으로 재인검사를 

사용하 지만 회상 혹은 재인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억수행에 미치는 향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서 용하는 것이 요하다. 수면과 오기억에 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인출검사는 재인검사와 회상검사가 표 이다. 반 

연구에서는 재인검사가 먼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회상검사도 도입되었다. 

재인검사를 이용하여 수면 후의 기억강화 효과를 밝힌 보인 연구도 

있지만(188), 자유회상이나 단서회상에 비해 재인 검사가 학습 후 수면의 

향을 덜 받는다는 보고들(136, 189)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유회상검사가 재인검사에 비해 수면이 기억강화에 미치는 향을 

더 민감하게 반 한다고 알려져 있다(136, 188). 재인검사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항목을 직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할 당시의 맥락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기학습 단어들과 연결된 세부  감각사항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된다(140). 이러한 맥락  세부 사항에 한 감각정보는 미학습 

단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수면이 이러한 기학습 항목의 감각  

세부사항을 특이 으로 증강시켜서 주제단어들이 오재인되는 것을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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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190). 반면에 자유회상은 인출 과정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억단서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 스스로의 단서, 즉 

자기단서(self-cueing)를 만들어서 기억을 인출해야만 한다. 자기단서를 

이용하게 되는 회상검사는 재인검사에 비하여 기존의 지식연결망과 

새로운 기억 표상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억체계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191, 192). 한 자기단서는 기억들에 근을 더 

해야지 가능해지므로 수면  새로운 기억이 기존기억에 통합되는 과정과 

공통된 특징의 추출과정에 이득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193). 

이 연구에서는 재인 검사를 이용하 기 때문에 회상검사를 이용한 

것보다는 오기억 형성의 가능성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억이 

증가했다. 단어를 이용한 언어성 과제를 사용하는 신에 도형을 이용한 

비언어성 기억과제를 이용한 것도 개인  기억술을 차용하여 략화할 수 

없게 한 것도 이  연구들보다 우월한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3.8 기억과제 수행수준에 따른 차이 

 

기억과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기억강화의 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앞서 Diekelmann 등(168)의 회상연구에서 수행군 고수행군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도 기억 흔 의 세기를 기반으로 설명 가능하다. 

일부 연구들(194, 195)에서는 수면이 강한 기억 흔 보다 약한 기억흔 을 

더 잘 기억강화한다고 보고하 다. 이를 근거로 설명하자면 수행군의 

회상력 하는 바로 기억흔 이 약하다는 뜻이므로 수면의존  

강화과정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이와는 반 로 고수행군이 

더 수면의존  이득을 더 많이 취한다는 Tucker 등의 연구(196)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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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 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란의 해결을 해서는 

각각 연구들의 수행능력 수를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Diekelmann 등(168)이 한 회상연구의 수행군은 앞 연구(196)의 

고수행군과 비슷한 수 이고 Payne 등(134)의 연구 참여자가 보인 

기억수행수 과도 비슷해서 사실상 보통 수 의 기억수행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억수행수 과 강화 련 

수면효과는 어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최 효과가 간범 의 

보통 기억수행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수행수 의 차이에 따른 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자면 

결과에 나타난 기억수행력의 정도가 재인 검사를 사용한 이  연구들에서 

보인 수행능력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약한 기억흔 의 경우처럼 

오기억 형성에 더 유리한 쪽으로 반 되었을 것이다.  

 

3.9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의 시사점 

  

Darsaud 와 Dehon의 기능  뇌 상 연구(169)에서도 수면군에서 

오기억이 증가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수면군에서 정기억과 오기억이 

모두 다 해마와 후팽 의 활성과 연 이 있었다. 수면군에서 이러한 

선택  반응을 보인 연구결과는 새로운 기억이 해마-신피질 연결망을 

통해 시스템 수 의 재조직화를 거치는데 수면이 여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도 부합된다(28, 67, 69). 한 DRM 

오재인이 내측두엽에 의존 으로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들(140, 151)이나 

내측두엽이 수면에 근거한 강화과정과 연 된 곳이라는 연구들(135, 

142)과도 서로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탈군이 넓은 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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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보다 어렵고 조작 인 인출 략을 쓰고 

있다는 을 시사한다(197).  

이들은 다소 특이하게도 수면군과 박탈군 간에 차이가 없음을 

근거로 오기억의 형성에 수면이 주요인은 아닐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오히려 부호화 시에 해마에서 보이는 활동반응의 차이가 오기억보다는 

정기억을 측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호화 시의 상태에 따라 인출 시에 

오기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주로 피상 인 부호화 과정인 

경우에 오기억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나 의미에 상반되는데 오기억 

형성에서 수면의 기억강화 역할과 수면의 인출과정에 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연구가 출처기억을 평가해서 인출과정 요인에 

해 일정 부분 통제를 하 으나 부호화 과정 요인에 해서는 주  

졸림 척도만으로 평가하 기에 이들의 견해에 반하는 근거를 제시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향후 연구에서는 부호화 과정의 요인에 

한 통제가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가설인, 수면의 기억강화 역할이 오기억과 정기억에서 모두 나타날 

것이라는 은 이들 연구 결과에서 두 종류 기억의 뇌활동부 가 같은 

곳이라는 결과로 인해 지지 인 근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다.  

 

4. 연 의 제한점 

 

첫째, 이 연구의 표본수가 작다는 이다. 평행설계로 진행된 

선행연구와는 달리 교차설계를 도입하여 역균형화 과정를 거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 숫자의 피험자를 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 

자료는 통계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성 수 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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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피험자 숫자를 늘려서 가설 검증 결과가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방문일 일의 야간 수면 그리고 방문  

주의사항에 한 통제에 제한 이었다. 낮잠을 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과 당일의 수면상태에 따라 낮잠의 양과 질이 향을 받을 가능성을 

있었으므로 활동기록기 등을 사용해 객 으로 피험자의 일  당일 

수면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셋째, 낮잠의 지속시간이 짧은 것은 상 으로 간섭요인의 

개입여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활동 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낮잠에서 깨어나서 재인검사까지의 시간 간격이 1시간 

미만으로 짧았던 은 앞서 언 한 것처럼 간섭요인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것에서는 장 이 되었지만 수면 성의 향이 남아있어 

기억수행의 결과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 측면에서는 단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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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는 은 성인 피험자를 상으로, 낮잠과 각성 두 조건의 

교차설계로 진행된 비언어성 DRM 패러다임을 통하여 낮잠이 오기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다. 기존의 언어성 범주에서 오기억이 

증가된다는 연구에 이어 비언어성 역에서도 오기억이 증가하는 것을 

보인 최 의 연구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방법론 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연구보다 수면의 기억강화 효과를 잘 드러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정기억은 통계  유의성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 경향성만을 보 지만 

오기억과 정기억 공통으로 증가를 하 다는 은 두 기억의 형성기 이 

수면의 기억강화 과정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겠다. 한 오기억이 정기억보다 더 선별 으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은 기억의 기능에 있어 오기억이 기여하는 부분이 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오기억의 증가와 렘수면 단계 간에 강한 

양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시지각 차기억의 

강화과정에 렘수면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기존 련 연구들과도 

부합되며 오기억도 정기억과 동일한 기억강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추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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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Sleep plays an important role in memory consolidation, depending on previous 

researches. While the early investigators found that the role of sleep was limited mostly 

to procedural forms of memory, the recent ones have shown that sleep also works for 

declarative forms of memory. Growing data on sleep and memory reveal that 

memories can be distort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time, and thus false memories 

as well as true memories are retrieved. Understanding the role of sleep in false memory 

produc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very limited number of researches have 

produced conflicting results.  

While studies on nocturnal sleep and memory consolidation have produced substantial 

amount of data, the role of nap on memory consolidation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nap on false and true memories to 

expand our knowledge on sleep’s contribution to memory consolidation. 

 

Methods:   

Twelve healthy subjects (9 males and 3 females, 19.4 ± 0.8 years old) were recruited to 

this study. All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wo conditions (‘Nap’ and ‘Wake’) separated 

by at least a week according to the randomized cross-over, counter-balanced design. To 

evaluate false memories, a nonverbal version of the DRM (Deese-Roediger-

McDermott) paradigm was applied. During the learning period, each subject studied 

16 sets of colored abstract shapes presented either on the left or right sid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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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reen. Each set consisted of 10 abstract shapes derived from one prototype 

shape that was not presented during the learning period. At recognition testing, each 

subject was presented with studied shapes, new shapes, and prototypes, and each had 

to indicate for each shape whether or not it had been presented during the learning 

period. Responses in memory task were analyzed, based on the signal detection theory. 

 

Results: 

‘Nap’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cognition index of false memories compared to 

‘Wake’. ‘Nap’ also tende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index of true memories, but they 

didn’t reach to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ponse bias C was not affected by 

‘Nap’ and was comparable between false memories and true memories. Between 

‘Nap’ and ‘Wak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either in spatial source 

memories or in Stanford sleepiness scale scores. Increased false memories after ‘Nap’ 

vs. ‘W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M sleep duration calculated 

polysomnographically. Increased true memories after ‘Nap’ vs. ‘Wake’ had moderate 

correlation with total sleep time calculated polysomnographically, but it did not reach 

to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To my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showing increased false memories by napping 

using nonverbal DRM paradigm.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false memories are 

preferentially enhanced by napping, compared to true memories.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creased false memories and REM sleep duration in napping 

suggests that memory consolidation in visual perception depend on REM slee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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