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G 기반 뇌기능 분석을 이용한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에서의 인지 학습 특성
*

이충연○, 김은솔, 이상우, 고봉경, 김준식, 장병탁

{cylee, eskim, slee, bkko, jskim, btzhang} @ bi.snu.ac.kr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바이오지능연구실

Properties of Human Cognitive Learning in a Movie Scene-Dialogue 

Memory Game Using EEG-Based Brain Function Analysis

Chung-Yeon Lee○, Eun-Sol Kim, Sangwoo Lee, Bongkyung Ko, Joon Shik Kim, Byoung-Tak Zhang

Biointelligence Lab,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기억 인출 단서는 학습을 통해 장기기억 공간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며, 서로 다른 
종류의 기억 인출 단서에 따른 기억 인출 결과 및 이에 대한 인지 학습적 특성 규명은 교육, 범죄 수사, 
그리고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기계학습 연구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각각 인출 단서로서 기억 
인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억 정보 및 시각 정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의 뇌전도 분석
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기억 인출을 위해 이미지-텍스트를 제시할 경우 전전두
엽의 기억인출 관련 부위와 시각 피질이 위치한 후두엽의 인터랙션이 높게 이루어지면서 암묵적인 시각적 
기억 표상의 인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인간의 장기기억은 무제한에 가까운 저장 공간을 가지
고 있으며, 저장된 정보는 거의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살아가면
서 접하게 되는 무수한 정보들 중 대부분을 망각하고, 
일부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에서는 
이것이 우리 뇌의 기억 인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1, 2].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기억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
들여 내적인 표상(representation) 을 형성, 부호화하여 저
장한 후 필요시 인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3]. 이때 부호
화는 학습이나 자극을 통한 정보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
으로, 다양한 정보의 형태를 뇌의 기억체계에서 사용 가
능하도록 변환하는 작업이다. 저장은 이렇게 변환된 정
보를 기억 공간에 유지하는 과정이며, 인출은 저장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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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검색 및 사용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의 기억 인출은 환경에 따라 그 
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동적인 처리 과정으로서, 
단순히 기억 공간에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인출 단서(retrieval 
cues) 들에 근거하여 관련된 정보를 장기기억에서 탐색, 
확인, 그리고 재구성하여 출력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
라서 저장된 정보는 장기기억의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정보
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저장된 기억 정보의 특성에 알맞은 인출 단서를 선택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기억 인출 효과를 냄으로써 학습, 
범죄수사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기계학습 연구에도 기억 인출과 관련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비디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과 기억의 메커니즘을 뇌 정보처리 기반의 관점에서 
규명해내기 위한 프로젝트 연구 [5] 의 일환으로, 기억 인출
과 관련된 사람의 인지 학습적 특성에 대해 실험하였다. 
또한 여기서 측정된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m)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뇌 영역에서 발견되는 신경 
과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억 인출 단서를 크게 텍스트와 이미
지로 범주화하고, 두 인출 단서가 기억 인출 결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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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때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
하여 습득한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을 인출해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을 개발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억 정보와 시각 정보 처리에 
각각 관련된 뇌 영역들의 활성화 여부 및 정도의 차이에 
기반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EEG의 파워스펙트
럼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기억 인출시의 인지 학습적 특성을 위한 실험은 비디
오 학습,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 수행, EEG 측정의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피험자는 비디오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학습하며, 이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화 기
억에 대한 상황 인지를 위해 외화 시트콤(Friends, 1부 
21화) 을 비디오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텍스트와 이
미지를 교차로 제시하여 인출 단서로 활용함으로써 피험
자의 기억 인출을 유도하기 위해, 장면-대사 기억게임을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장면-대사 기억게임은 대사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해
당 대사에 맞는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 이미지를 선택하
는 Text-to-Image 세션, 그리고 주어진 장면 이미지에 대
한 상황에 맞는 대사 텍스트를 선택하는 Image-to-Text 
세션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세션은 3개의 하위 세션으
로 나뉘는데, 한 개의 주어진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1개, 2개, 4개의 보기가 주어진다. 이때 1개의 보기
가 주어지는 세션은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맞히는 
방식이다. 그림 1 은 4개의 보기가 주어진 각 세션의 예
시 화면이다.
  피험자는 만 22 ~ 39세(평균 29.29±7.63) 의 대학원생 
및 연구원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외부 
환경의 방해나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통제한 전용 실험
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가 느낄 수 있는 실험에 대
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LCD TV와 소파 등이 
구비된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EEG 획득을 위해 사용된 장비는 무선 헤드셋 형태의 
Emotiv Epoc Neuro-headset (Emotiv Systems Inc., San 
Francisco, CA, USA) 을 사용함으로써 피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해당 장비는 국제 표준인 10-20 System
[6] 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위치에 전극이 부착되어 있고, 
접지전극과 기준전극이 각각 양쪽 유양돌기(mastoid 
process) 에 위치하도록 제작되었다.
  비디오 시청과 장면-대사 기억게임 수행 중 획득한 피
험자별 EEG는 먼저 측정 도중 발생한 shift 현상을 제거
하여 채널간의 zero level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저선 제
거(baseline removal) 를 수행하였다. 이후 근육운동 및 
전극이탈 등으로 발생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4.0 ~ 50.0
Hz 로 대역통과 필터링(bandpass filtering) 한 후, 쎄타파
(theta wave, 4.0~7.99Hz), 알파파(alpha wave, 
8.0~12.99Hz), 베타파(beta wave, 13.0~29.99Hz), 감마파
(gamma wave, 30.0~50.0Hz)의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FFT를 이용한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절대값 [7] 을 도출하였다.

3. 실험 결과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을 이용한 각 세션별 피험자 
기억 인출 능력 실험 결과는 표 1 과 같다. Text-to-Image
와 Image-to-Text 세션 모두에서 보기 수가 2개일 때의 정
답율이 높았으며, 보기 수가 4개일 때의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다. 그리고 보기 수가 1개인 경우는 두 세션의 정답율
이 동일하지만, 다른 두 하위 세션에서는 Image-to-Text 에
서의 정답율이 높은 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 보기 수
가 1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을 
수행한 결과, Text-to-Image와 Image-to-Text에서의 정답
율 및 수행시간은 유의확률(p-value) 이 각각 0.047, 0.03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1.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 수행 화면
(위: Text-to-Image, 아래: Image-to-Text)

그림 2. EEG 전극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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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보기 수 정답율 소요시간(초)

Text-to-Image

1 개 74.29 % 141.955

2 개 79.29 % 120.939

4 개 60.00 % 199.174

Image-to-Text

1 개 74.29 % 129.902

2 개 89.29 % 166.711

4 개 70.71 % 270.499

표 1.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 수행 결과

Ch. Theta Alpha Beta Gamma

Text
to

Image

AF3 0.825005 0.760923 0.703323 0.636246

F7 0.573119 0.519610 0.522753 0.490357

F3 0.457574 0.511358 0.356415 0.287917

FC5 0.318236 0.379884 0.404166 0.405270

T7 0.013055 0.010721 0.009548 0.021614

P7 0.164710 0.223302 0.252288 0.283091

O1 0.253190 0.389419 0.391440 0.497546

O2 0.266211 0.498167 0.405033 0.447457

P8 0.309987 0.558461 0.445253 0.449869

T8 0.008514 0.019781 0.013503 0.014508

FC6 0.511555 0.734681 0.556376 0.503632

F4 0.499294 0.660992 0.417393 0.317641

F8 0.807069 0.918955 0.711253 0.623142

AF4 0.867773 0.885793 0.772592 0.708960

Image
to

Text

AF3 0.857909 0.745196 0.598382 0.522618

F7 0.543089 0.490453 0.428608 0.398894

F3 0.469108 0.488470 0.315648 0.246878

FC5 0.295128 0.347260 0.365196 0.363069

T7 0.003307 0.004368 0.008051 0.017206

P7 0.174576 0.195294 0.203560 0.212796

O1 0.223983 0.355527 0.386737 0.450193

O2 0.251009 0.461097 0.407296 0.424706

P8 0.328973 0.596607 0.492566 0.458023

T8 0.009919 0.023915 0.019487 0.020889

FC6 0.530423 0.730453 0.519368 0.417858

F4 0.505213 0.661133 0.411641 0.294908

F8 0.756982 0.860138 0.683512 0.587650

AF4 0.899232 0.859348 0.713609 0.624654

표 2. 세션별 EEG 파워스펙트럼밀도 절대값

  표 2와 그림 3은 게임 수행중 측정한 피험자들의 EEG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파워스펙트럼밀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후 평균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알

파, 베타, 감마파에서 전체적으로 Text-to-Image에서의 
값이 높은 반면, 우측 후두엽 및 측두엽 부분인 P8과 T8
에서는 Image-to-Text의 값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t-test 결과, p-value : 0.000). 단, 쎄타파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test 결과, p-value : 0.361).
  그림 4는 세션별로 각각 1개, 2개, 4개의 보기를 제시
한 경우와 이들의 평균에 대하여 베타파의 토포그래프를 
EEGLAB [8]을 이용하여 출력한 결과이다. 표 2에서 확인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측 후두엽 및 측두엽에서 
Image-to-Text의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
히 보기 4개인 경우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세션별 EEG 파워스펙트럼밀도 절대값 평균

그림 4. 세션 및 보기 개수에 따른 베타파 토포그래프

4. 고  찰

  베르나르 보스드롱 [9] 은 텍스트가 직접적인 의미 전달
을 해주는 반면 이미지는 수용자가 그 의미를 유추함으
로써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따
라서 피험자들의 영화 장면-대사 게임 수행 결과에서 보
이는 Image-to-Text 세션의 높은 정답율 및 느린 수행 
시간은 이러한 이미지의 속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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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보기가 텍스트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기
억 표상의 인출로 인하여 피험자는 주어진 하나의 장면
에 대하여 알맞은 대사를 찾기 위해 각 대사에 맞는 장
면을 암묵적으로 출력시키며, 따라서 수행 속도가 느린 
반면, 텍스트가 전달하는 직접적 의미를 통해 정확한 장
면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게임 수행 중 측정한 피험자들의 EEG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두뇌에서 가
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대뇌 반구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
는데, 이 중에서 시각 중추가 있는 후두엽은 시각피질이
라고도 불리며, 눈으로 본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기억 메커니즘
에 관한 기존 기능 영상 연구들에서는 좌측 전전두 영역
이 부호화에, 우측 전전두엽이 인출에 각각 관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10].
  먼저 영화 장면-대사 기억 게임을 이용하여 유도한 피
험자들의 기억 인출시의 EEG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전체
적으로 전전두엽, 특히 우측 전전두엽에서 높은 활성화
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세
션에서 장면 이미지로 인한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후두
엽에서의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Image-to-Text 세션의 경우 Text-to-Image 세션
보다 적은 수의 이미지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더 높은 후두엽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억 인출시 암묵적인 시각적 기억 표상의 인출
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1]. 즉, 이
미지를 인출 단서로 하는 기억 인출 시 전전두엽의 기억
인출 관련 부위와 후두엽의 시각 피질 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를 이용한 학습 이후 기억 인출시 
인출 단서에 따른 기억 인출 정확도 및 속도에 대한 차
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인지 학습 특성을 EEG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실험 결과는 이미지를 기억 인출 단
서로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를 기억 인출 단서로 사용하
는 것보다 수행 속도가 느린 반면, 정확도는 높아지며, 
우측 후두엽 및 측두엽에서의 EEG 활성화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는 이미지를 기억 인출 단서로 사용할 경
우 뇌의 기억 인출 과정에서 시각피질이 활용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실
험을 통해 기억 인출과 관련된 구조적인 뇌 기능 분석 
즉, 기억 인출과 관련된 우측 전전두엽과 시각 피질이 
위치한 후두엽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 및 기계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은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유의 확률이 낮으며, 향후 지속적
인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의 여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기 수에 따라 정답율과 수

행 속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
한 심도 있는 해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최근 기계학습 연구를 위해 컴퓨터과학, 수리과학, 인
지과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들의 학제적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기억 메커
니즘에 대한 인지과학적 ․생물정보학적 실험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팀은 향후 인간의 학습 패
턴을 닮은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위해 보다 폭넓은 분야
의 연구 및 실험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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