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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행동 기반 멀티모달 

단편 기억처리 분석
(Brain-Behavior Analysis of 

Multimodal Episodic 

Memory Formation)

이 충 연 †     장 병 탁 ††

    (Chung-Yeon Lee)   (Byoung-Tak Zhang)

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구  래스나 갤럭시 기어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 에서, 고차원의 빅데이터 

처리나 Life-long 학습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다

양한 센서들을 통해 획득한 멀티모달 데이터의 실시간 처

리는 매우 요하며, 이를 해서 뇌의 기억 처리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하는 자연  감

각 자극들이 동 이고 멀티모달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 연구들에서는 조건 이고 정 인 실험 자극이 

제시되는 다소 통제 인 실험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실 인 실험 환경 내에서 일화기억 

과정에 한 실험을 수행하기 해, 먼  서술  요소가 포

함된 동 상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는 기억 과제를 개발

하고, 다음으로 행동 요소가 고려되는 경우에 해서 기억 

인출 과정과 뇌 상 데이터 간 상 계를 분석하 다. 실

험 결과에서는 비디오와 같이 멀티모달한 실험 자극을 사

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으며, 반응시간과 같은 행동 요소를 통해 기

억 과정과 련된 뇌 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일화기억, 기억인출, 멀티모달자극, 뇌 도, 반응시간

Abstract High-dimensional big data processing and 

life-long learning have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field as mobile device usage is rapidly increasing and 

further wearable computers are being featured nowadays. 

Multimodal data piling up from various sensors attached 

to mobile devices are needed to process in real time and 

thus memory processing mechanisms of the brain are 

required to investigate.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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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n effort to study the encoding and 

retrieval of episodic memory under more naturalistic and 

ecological conditions, we here demonstrate a memory 

experiment that employs audio-visual narrative movies 

as naturalistic stimuli. Electroencephalography measure-

ments were used to analyze neural activations during 

memory formation. Our results extend the previous 

results of neurocognitive studies on memory formation 

via naturalistic stimuli, neural oscillations, and behavioral 

factor analysis combined.

Keywords: episodic memory, memory retrieval, EEG, 

multimodal cue, reaction time

1. 서 론

기억 처리는 인간의 인지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

징들  하나이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획득되는 멀티모

달한 경험  지식들이 장기기억으로 장되고 다시 빠

르게 인출되는 과정과 구조는 기억 연구들 에서도 가

장 핵심 인 주제이며, 앞으로 컴퓨터를 통한 빅데이터 

처리나 Life-long 학습에 도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구  래스나 갤럭시 기어와 같은 웨어러

블 컴퓨터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 에서, 다양한 센

서들을 통해 획득되는 멀티모달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는 매우 요하며, 이를 해서 뇌의 기억 처리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화기억 과정과 련하여 뇌 상 실험을 수행

하는 다수 연구들은 단어 조합이나 정지 상과 같은 

조건 이고 정 인 실험 자극이 제시되는 통제 인 실

험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환경

은 일반 으로 실제 인간의 뇌가 일상에서 하는 환경

과는 크게 다르다. 자연 으로 발생되는 감각 자극들은 

동 이고 멀티모달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실제 환경

과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일화기억 련 

연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조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 내에

서 일화기억 과정에 한 실험을 수행하기 해, 서술  

요소가 포함된 동 상(narrative movie)을 실험 자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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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기억 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 은 반응시간(reaction time, 

RT)과 같은 행동 요소를 고려하여 기억 인출 과정과 

뇌 상 데이터 간 상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실험 과제 수행과 련된 활동 외에 다양한 외부 

요인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획득한 뇌 상 데이터가 

실험 과제만을 반 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해서, 정신  요소와 행동 요소를 모두 고

려하여 기억 과정과 련된 뇌 상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내용  방법

2.1 실험 방법

멀티모달 기억 회상 과제를 해 사용된 실험 자극은 

27분 길이의 외화 시트콤(Friends, Season 10, Episode 

5)으로, 내용 개와 장소 변화를 고려하여 이 비디오를 

다시 20개의 다른 장면으로 나 고, 여기서 각각 5  길

이의 비디오 클립과,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2개의 정

지 상을 추출한다. 각 비디오 클립은 기억 회상 과제

의 인출 단계에서 인출 단서로 사용되며, 정지 상들은 

질의 단계에서 선택지로 사용된다.

보다 정확한 실험을 해 각 자극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출력하고, 각 단계에 한 타임스탬   질의 

단계에서의 피험자 응답 시간을 리  단 로 기록하

는 실험용 S/W 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실험 과제 수행시의 피험자 EEG는 은/염화은(Ag/AgCl) 

극이 부착된 128채 의 Quik-cap과 Neuroscan SynAmps 

amplifier (Neuroscan, El Paso, TX)를 이용하여 측정

한다. 이때 1,000Hz/Ch로 샘 링 된 EEG 신호는 0.0

1～100Hz의 역을 갖는 역통과필터를 거쳐, 32-bit 

AD 변환에 의해 컴퓨터로 장된다.

2.2 실험 차

체 실험 차는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Video)

는 기억 장 단계로, 피험자가 실험 자극 비디오를 시

청하며, 이때 피험자가 따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없다. 

다음은 기억 인출 단계로, 먼  피험자가 인출 단서 비

디오(Cue)를 시청한 후 이어지는 내용에 한 회상

(Free Recall)을 5  간 수행한다. 이때 모니터 상에는 

실험 자극과 크기가 동일한 하얀 테두리와 검정 배경의 

상자가 출력되어 피험자가 회상에 집 할 수 있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질의 단계(Query Task)에서는 인출 단

서로 출력된 내용에서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2개의 

정지 상들이 임의의 순서로 좌우로 나뉘어 출력된다. 

피험자는 이 두 정지 상의 순서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결정하여,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O’ 버튼을, 틀리다고 생

각하면 ‘X’ 버튼을 른다. 피험자가 버튼을 르면 다

그림 1 멀티모달 일화기억 실험 차

Fig. 1 Experimental paradigm

음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피험자가 실험에 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계와 달리 강제 으로 기억

을 회상하도록 하며, 기억 회상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억 인출 단계는 총 20회 수행된 

후 종료되며, 약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3 처리 과정

측정된 EEG 데이터는 실제 분석에 앞서  깜빡임, 

몸 움직임 등의 각종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한 처

리 과정을 거친다. 먼  잡음 성분이라고 여겨지는 신호

의 크기가 ±75μV를 벗어나는 채 을 찾고, 그런 채 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해당되는 시행 데이터는 제거한다.

이후 보다 정 한 잡음 성분 제거를 해 독립성분분

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을 이용하여 

각 채 을 구성하는 성분을 추출한다. 구한 성분들  

 움직임과 몸 움직임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찾아 제거

하는데, 이때  움직임에 의한 잡음은  주변의 채

들(hEOG, vEOG)의 최  성분 값이 나머지 채 들의 

최  성분값보다 더 클 때로 정의되고, 몸 움직임에 의한 

잡음은 측두 역(FT7/8, FC5/6, T7/8, C5/6, TP7/8, 

CP5/6)의 최  성분값이 나머지 채 들의 최  성분 값

보다 더 클 때로 정의된다[3].

잡음 처리를 거친 EEG 데이터는 실험 로그램을 통

해 기록된 타임스탬 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추출한

다. 즉, 기억 장 단계와, 인출 단서 제시, 회상, 질의의 

총 3개 단계씩 20구간으로 구성되는 기억 인출 단계에 

한 각각의 단 구간(epoch)을 모든 EEG 데이터로부

터 추출한다.

2.4 EEG 데이터 분석 방법

시계열데이터인 EEG를 세타 , 알 , 베타 , 그리

고 감마  역의 주 수 역으로 변환하고, 각 주 수 

역에 따른 인 크기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기 

해 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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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추출한다[4,5].

PSD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푸리에 역변환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식 (1)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1)

식 (1)의 양변에 값을 취하고 제곱한 후 모든 값

을 합하면 식 (2)가 유도된다. 여기서 원 신호(original 

signal)의 제곱의 합과 푸리에 변환을 거친 신호의 제곱

의 합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원 신호 제곱

의 합 는 푸리에 변환의 합을 총 워값(Total 

Power)이라고 한다. 즉, 신호의 총 워값은 시간 공간

이나 주 수 공간에서 모두 같음을 의미하며 이를 

Parseval 정리라고 한다.

         
 

 


  



  

 


  (2)

이 정리를 만족하는 PSD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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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분석

3.1 기억 장과 인출 단계에서의 뇌 반응 차이

기억의 장 단계와 인출 단계에서의 뇌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해 피험자가 비디오를 시청할 때 측정된 

EEG와 인출 단서 기반의 회상 단계에서 측정된 EEG

로부터 각각 PSD를 구한 결과, 세타 와 감마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림 2는 세타 와 감마  

주 수 역에서의 PSD를 의 두 단계로 나 어 뇌 

역에 2차원 맵핑한 결과이다. 먼  두 역과 좌

측 두정 역에서 세타 와 감마 가 기억 장과 인출 

단계 모두에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MRI와 PET을 사용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인 일화 

기억 과정에서의 두 역과 좌측 두정 역 활성화

와 일치한다[6,7]. 한 두정 역 활성화가 공간 정보에 

한 기억 과정과 련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한

다면 피험자들이 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공간 정보가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8].

그림 2의 세 번째 열은 기억 장 단계에 한 인출 

단계에서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며, 네 번째 열은 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기억 

장과 인출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역을 T값으

그림 2 기억 장/인출 단계에서의 세타/감마  비교

Fig. 2 Theta and gamma oscillatory activation during 

memory storing and retrieval

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유의확률 0.05 이하를 만족하는 

역에 해서는 ‘x’ 표시로 표기하 으며, 다 비교검정

(multiple comparison correction)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을 통해 세타 가 좌측 두 역, 우측 두 

역 일부, 두정 역, 좌측 후두 역에서 인출 과정시 

더 크게 활성화됨을 볼 수 있으며, 반 로 우측 두 

역 일부와 좌우 측두 역, 우측 후두 역 부분에서 세

타 와 감마 가 장 과정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두엽의 경우 좌측이 기억 

장에 우측이 기억 인출에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좌측 두엽 일부와 두정엽이 기억 인출의 단

계인 출처 기억(source memory) 인출과 련되어 있다

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할 경우 출처 기억 인출과 

련하여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3.2 응답 시간을 고려한 분석 결과

기억 인출에 의한 EEG 활성화와 질의 단계에서의 피

험자 응답 시간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질의 

단계에서의 기억 인출 과정에 따른 피험자당 20개 응답에 

한 EEG를 느린 응답(slow RT)과 일반 응답(normal 

RT)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 이때 피험자별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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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응답/느린응답에 한 기억 인출과정 비교

Fig. 3 Theta and gamma oscillatory activation during 

query task, classified according to RT

답 시간의 평균과 표 편차의 합을 기 으로 하여 기  

시간보다 느린 경우에는 느린 응답으로, 빠른 경우에는 

일반 응답으로 분류하 다.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 기억 

인출시의 EEG로부터 PSD를 구하여 비교한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기억 회상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단계도 기억 

인출 과정을 반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주 모두에서 

기억 회상 단계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좌측 두정 역과 두 역에서 세타 와 감마 의 

활성화 정도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해당 역에서의 세타  활성화 정도는 흥미롭게

도 느린 응답보다 일반 응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 응답에서의 세타  워는 좌측 두 역과 우측 

두  두정 역 일부에서 더 크고, 우측 두 역, 

좌우 측두 역, 좌측 후두 역에서 더 낮게 나타나면

서 기억 장과 비교하여 인출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

는 역들이 일반 응답에서 유사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감마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RT를 두 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모수 인 방법으로 

RT와 PSD 두 요인 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 4 응답시간과 EEG 활성화의 모수  상 계

Fig. 4 Parametric correlation between EEG activation 

and RT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

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실험 결과 세타  PSD는 좌

측 측두 역, 좌측 두정 역과 우측 후두 역에서 약

한 양  선형 계를, 두 역, 우측 두정 역, 그리고 

좌측 후두 역에서 뚜렷한 음  선형 계를 나타내었

다. 감마 에서는 우측 두 역에서 약한 양  선형 

계를, 좌측 측두 역과 우측 두정 역에서 약한 음

 선형 계를 보 다. 여기서 양  선형 계의 경우 

RT가 느려질수록 PSD가 커지는 계이고, 음  선형

계는 RT가 빨라질수록 PSD가 커지는 계임을 고려

해본다면, 모수  상 계 분석 결과들이 일반응답과 

느린응답에 한 기억 인출 과정에서의 PSD 비교 분석 

결과와 유사한 역들에서 RT와 EEG 간의 상 계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고찰

본 논문은 멀티모달의 비디오 데이터를 실험 자극으

로 사용하여 실제 환경에서 인간의 뇌가 하는 자극들

을 가상으로 제시하고, 이후 각각 자율 /강제 인 기억 

인출을 유도하는 실험 과제를 통해 일화기억 처리과정

과 EEG 데이터 간의 상 계에 해 알아보았다.

본 실험 결과에 해서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먼  응답 시간에 따른 세타  활성화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응답 시간

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억 인출에 필요한 단서로부터 필

요한 정보, 즉 출처 기억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출처 기억 인출과 련된 

좌측 두 역  두정 역의 활성화가 일반 응답에 

비해 조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경우 정확한 인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억 인출과 련된 나머지 

뇌 역의 활성화 한 일반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이와 유사한 실험 결과로 Klimesch 

et al. [10]은 인간의 정보처리 속도를 RT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EEG 신호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알

에서 유의미한 상 계를 발견하 다. 하지만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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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과정에 따른 RT와 EEG 간 상 계에 해서는 

언 된 바가 없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기억 인출 결과의 

정확도(피험자 응답 정확률)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는데, 그 이유로는 사용된 실험 자극이 다르고, 의미

기억과 일화기억의 인출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단어나 이미지 같은 단순

한 자극을 사용하여 의미기억의 장  인출에 한 

실험을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복합 인 실험 

자극인 비디오를 사용하여 일화기억의 장  인출 과

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일화기억에서는 의미기억과 달리 기억 

장이나 인출의 실패가 뚜렷이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인출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비디오와 같이 멀티모달한 실험 자극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일화기억 과정 련 실험들

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반응시간과 

같은 행동 요소를 통해 기억 과정과 련된 뇌 도 데

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앞

으로 멀티모달 실험 자극, 뇌 상, 행동요소를 함께 고

려한 일화기억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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