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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의 기

능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주

목을 받는 것이 기억에 대한 수면의 역할이다. 정보를 저장

하고 회상하는 기억 능력은 인간 지식 체계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면과 기억에 대한 연구는 20여 년 

전부터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연구 분야로써 분자 

수준에서부터 세포와 생리 수준을 거쳐 행동 수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

들을 토대로 수면 의존적 기억 강화 현상(sleep-dependent 

memory consolidation)은 논란의 여지 없이 정설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면 중 기억 강화 현상을 증명하는 단순 연구

의 영역을 넘어서 수면 중 기억 강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수면 중에 기억 

강화 과정을 증진하거나 조절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중요

하게 자리매김한 표적 기억 재활성화(Targeted Memory 

Reactivation, 이하 TMR)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TMR은 기억 과제 학습 시 함께 연관되었던 

단서 자극을 사용하여 현재 학습의 재활성화를 유도하는 

절차적 방법을 일컫는다. 수면 중 기억 강화 관련 연구에서

는 기억 과제를 학습 하는 과정에서 소리나 냄새 등의 단서 

자극을 함께 노출하여 조건화 형성을 조장한 이후에 나중

에 피험자가 잠자는 동안에 앞서 노출하였던 단서 자극을 

은밀하게 다시 제시하여 특정 기억의 재활성화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종설에서는 이러

한 TMR을 적용한 수면과 기억 관련 연구를 개략적으로 정

리하고 향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수면 중 기억 강화

기억은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한두 단계에 걸쳐 형성되지

는 않고 시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기억은 습

득 단계를 거친 이후에 강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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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기억 강화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혼란 시키

는 간섭 효과를 극복하고 저항력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훈

련을 하지 않고도 습득된 기억이 더욱 안정화되는 것을 일

컫는다(McGaugh 2000). 정보의 습득이나 인출 과정이 일

어나는 각성 상태에서만 뇌의 기억 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안정화 상태를 획득하게 되는 기억 강화 과

정은 각성 상태보다는 수면 상태에 더욱 의존적으로 일어

나고 있다. 주간 각성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과 사건을 접하

면서 획득된 정보들은 이후 수면 상태 중에 재연이 되면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연결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한 연결과정의 결과로 기억 저장과 관련된 대

뇌 피질 신경망 연결에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새로운 정보

가 더 안정되고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수면 의존적 기억 강화라 일컫는다(Stickgold 2005 ; Cyn 

2005 ; Diekelmann과 Born 2010). 

기억도 여러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복합 단위

체로써 흔히 서술 기억(declarative memory)과 비서술 기억

(nondeclarative memory)으로 나눈다(Squire과 Zola 1996). 

서술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억으로 사건이나 

지식과 같이 주로 어떠한 사실에 기초한 정보와 관련된 기

억을 일컫고, 비서술기억은 의식적인 과정 없이 떠올려 질 

수 있는 기억들로 행동, 습관, 기술 등의 학습과 관련된 기억

으로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이라고도 한다. 이들 세

부 기억체계들도 모두 수면에 의존적인 기억 강화 과정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Cyn 2005 ; Diekel-

mann과 Born 2010). 비서술적 절차 기억에 속하는 시지각, 

운동지각, 청지각 등의 학습 과제들도 수면 의존적 기억 강

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서술 기

억의 향상과 서파수면과의 관련성에 연구도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다(Cyn 2005 ; Diekelmann과 Born 2010).

2. 수면 중 재활성화가 기억 강화로 이어지는 신경생리적 기전

앞서 언급한 수면 의존적 기억 강화 현상이 수면 중에 일

어나는 신경 세포의 재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다음에 제시하는 다양한 동물 및 인간 연구들을 통

하여 점차로 확인되고 있다. 

재활성화 주장에 근거를 제시한 초창기 연구들은 주로 

설치류들의 해마에 존재하는 장소 세포(place-cell) 활동을 

관찰하여 이루어졌다(Pavlides과 Winson 1989). 설치류들에

게 실험실에 설치된 경로를 탐색하게 하고 나중에 수면 중에 

해마 장소 세포의 활동 양상을 기록해 보았더니 이전 각성 

상태에서 돌아다닐 때 보였던 뇌 활동과 비슷한 순서대로 반

복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Skaggs와 McNaughton 1996; 

Lee와 Wilson 2002).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수면 중에 기

억이 재연될 것이라는 잠정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면 중 재활성화 과정을 통한 기역 재연의 신경생리적 

기전도 동물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장소 세포 재활성

화는 수면 단계 중에서도 서파수면 단계에서 우선으로 발생

하였는데(Sutherland와 McNaughton 2000), SWR (Sharp 

Wave Ripples)파로 알려진 해마 고유의 뇌파 전위와 함께 

나타난다(Buzsaki 등 1992). 해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뇌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면 중 재활성화는 

관찰되었고(Ji와 Wilson 2007 ; Peyrache 등 2009), 다른 종

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였다(Dave와 Margoliash 2000). 해

마의 재활성화는 서파수면 동안 나타나는 서파 진동(slow 

neural oscillations)에 의해 신피질 수준에서 조율되는 것으

로 보인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면, 서파 진동의 탈분극 상

향 위상(depolarizing up-phases)에서는 spindle-ripple 

events 현상(방추파 의 골짜기에 시간상으로 겹쳐서 나타나

는 SWR파)이 유도되는 반면, 서파 진동의 과분극 하향 위

상 위상(hyperpolarizing down-phases)에는 신경활동이 억

제 정지된다. 서파 진동의 주기에 맞추어 집단으로 연동되

어 나타나는 spindle-ripple events 현상은 수면 중 일어나

는 해마와 신피질 간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대화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rota 등 2003 ; 

Steriade 2006 ; Molle과 Born 2011). 두 부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해마와 대뇌 피질 모두에 의존

적이었던 기억들이 나중에는 신피질 저장에 더 의존적인 방

향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억 강화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후에 해마 SWR파를 증가시키면 기억 과제 수행

력이 향상되고(Ramadan 등 2009) SWR 파를 선택적으로 억

제하면 기억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연구(Girardeau 등 2009) 

결과는 해마 장소 세포의 재활성화 양상이 기억 강화에 기여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대상 연구들에서도 수면 중 재활성화가 기억 강화

로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운동 능력 학

습과 공간 탐색에 관련된 뇌 활동은 학습 후 수면 중에 재활

성화되고 기억력 향상 정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뇌 영상학 

연구들도 있다(Maquet 등 2000 ; Peigneux 등 2004) 뇌전증 

환자의 개두술 도중에 신경세포 내 전극을 설치하여 뇌파를 

기록한 연구에서도 해마 SWR파가 낮잠 동안이나 조용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발견되었고 인접 피질의 SWR 활동이 

기억 과제 회상 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결과는 기억 강화와

의 관계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Axmacher 등 2008). 재

활성화를 통한 기억 재연의 더욱 구체적이고 특이적인 근

거는 몽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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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diette 등 2011). 이 연구에서는 대상 몽유병 환자들에게 

일련의 운동 동작을 각성 중에 학습을 시키고 수면 중에 행

동을 촬영해 보았더니 이전 각성 중에 학습한 일련의 동작

들을 반복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를 보였다. 

3. 선택적 재활성화 관련 요인들 

재활성화 과정이 단순히 자연발생적이고 무작위로 이루

어지는지 아니면 특정 요인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

는 대한 의문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개체에 더욱 유리

한 쪽의 기억을 위해 강화 기전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주어지는 쪽의 정보가 그렇지 않은 쪽보다 더 잘 재

활성화되었다(Lansink 등 2009). 익숙한 장소보다 새로 접

한 장소에서의 활동이 더 잘 활성화되었고 목표와 관련된 

재활성화의 정도에 비례하여 기억 수행능력이 상관관계를 

보였다(Dupret 등 2010). 더욱이 수면 중에 해마의 SWR파

와 함께 발생하는 전두엽 활동은 경로 탐색 훈련 중에 특히 

주요 결정 지점에서 보인 신경 활동 양상이 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Peyrache 등 2009). 그러므로 재활성화는 무작위

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짐작

해 볼 수 있다. 

인간 대상의 연구도 수면 중 재연과 관련된 방향성을 드

러내 보이는 사례는 부족하다. 그러나 기억의 부호화 단계에 

관여되는 여러 요인이 수면 의존적 강화 과정을 증강할 수 

있다는 몇몇 연구들로 보자면 무작위적 재활성화보다는 선

택적 재활성화에 무게가 더 실려있는 편이다. 학습 시 정서

적으로 현저한 자극이 주어지면 기억 강화의 확률이 더 높

았다(Hu 등 2006 ; Sterpenich 등 2009). 또한, 나중에 시험

을 볼 거라고 알려주어 기억의도를 유발한 집단에서 재인 검

사의 수행능력이 보다 우월하였다(Wilhelm 등 2011). 물론 

미래의 보상에 대해 기대를 심어주면서 학습을 시킨 경우에

도 기억 강화의 효과가 좋았다(Fischer와 Born 2009). 한편

으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일부 항목을 잊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항목을 잊으라는 명시적 지시한 다음 조사를 해 보니 

잊지 말라고 한 항목들이 오래 기억에 남은 결과를 보인 연

구들도 있다(Rauchs 등 2011 ; Saletin 등 2011). 결과적으로 

사람의 경우도 기억 재활성화는 개인의 미래 필요에 따라 

편향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4. TMR 관련 연구의 태동

앞서 선택적 재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사실 수면 중 재활성화 현상을 발견되기 훨

씬 전부터 TMR 기법에서처럼 학습 시에 노출되었던 단서 

자극을 수면 도중 제공하여 기억 강화 현상이 변화될 수 있

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더러 있었다(Mollen 1998).

초기의 시도들도 동물 연구가 먼저 시행되었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전기 충격을 사용하여 고전적 조건화 실험 절차를 

적용한 연구들이었다. 발에 불쾌한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귀에다 미세한 전류를 먼저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귀 미세전류 단독으로도 발에 전기충격을 가했을 때의 공포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는 조건화 상황을 먼저 준비하였다. 이

후에 렘수면 도중에 귀에 미세전류를 다시 주고 나서 나중

에 발에 전기 충격을 주고 나서 공포 반응을 측정하여 보니 

훨씬 증폭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Hars 등 1985). 반면

에 귀에 미세전류를 서파 수면 중에 제시하면 나중에 조건

화 공포 반응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Hars와 Hennevin 

1987). 

인간 대상 연구도 오래전에 진행된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하였지만, 최근까지 주목받지는 못했다. 아마도 당시는 수

면의 전기생리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단서로 주어지는 신호

를 잡음 신호로 간주하여 무시하였기에 후속 연구로 이어지

지는 못하였다(Emmons와 Simon 1956 ; D. Mollen 1998). 

초기 연구의 예를 들자면, 복잡한 논리 과제를 똑딱 소리가 

나는 시계가 있는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렘수면 중에 

안구 운동이 나타날 때 똑딱 소리를 제시하였더니 1주일 후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고(Smith와 Weeden 

1990) 모스 부호 학습 과제를 위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한 연

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Guerrien 등 1989). 그

보다 더 이전 연구(Tilley 1979)에서는 참가자들에게 20개의 

물건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이후에 잠자는 동안에 이전에 

보여주었던 물건의 이름을 소리로 제시하는 절차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렘수면 중에 소리를 들려준 집단에서는 

기억 증진 효과가 없었지만 2단계 수면 중에 적용되었을 때

는 소리를 들려준 물건이 더 잘 기억되는 효과를 보였다.

5. TMR 관련 연구의 전환점 

위와 같이 초기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뚫고 2007년에 후

각 자극을 이용하여 기억의 재활성화와 관련된 기념비적인 

연구를 선보인 것은 Rasch 등(2007)에 의해서였다. 참가자

들은 처음에 장미 냄새를 맡으면서 카드 짝 찾기 과제를 학

습하였다. 이후 수면 중 서파 수면이 나타나는 시간 동안에 

장미 향을 잠자는 방 안에 주입하였다. 깨어나서 회상 능력

을 조사해 보니 서파 수면 시간에 장미 향이 뿌려지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참가자

들의 뇌 영상 검사에서는 학습 후 수면 중에 냄새 단서로 해

마 활성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냄새 자극이 이전에 학습한 

기억 내용을 수면 중 재활성화시켜서 해당하는 공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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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저자들은 지적하였다. 

Rudoy 등은 후각이 아닌 청각 자극 신호를 적용하여 수

면 중 기억력 처리가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했다(Rudoy 등 2009). 참가자들에게 먼저 

사물 위치 관련 기억을 학습을 시키면서 동시에 각 물체에 

특징적인 소리도 함께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문을 보여 줄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려주고 개를 보여줄 때는 개 짖

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학습 이후 낮잠을 자는 동안에 학습 

단계에서 들려주었던 소리 중 절반 정도를 수면 교란이 생

기지 않을 정도의 매우 작은 강도로 다시 들려주었다. 나중

에 검사해 보니 참가자들은 수면 중에 소리를 들려준 물체

에 대해 위치를 더 정확하게 위치를 회상하였다. 

6. 수면 중 감각 처리

잠자는 동안에는 감각이 대부분 차단되어 가장 강한 자극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과

연 위 연구들과 같이 수면 중에 제시되는 특정 감각 자극이 

정말로 감각이 거의 차단된 수면 중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

억 강화 현상이 초래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이해는 수면 중 감각 처리 분

야도 감각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면 중에 후각 자극은 거의 각성 현상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arskadon과 Herz 2004). 해로운 냄

새를 풍겨도 자율 신경계 반응과 같은 가벼운 미세 각성조

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깨어 있는 동안에 집중 수준

이 높은 상태에 제시하더라도 후각 자극은 추가적인 뇌파 

활성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냄새 자극이 

각성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일부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연

구들은 있다. 라벤더 냄새가 여성의 수면의 질 향상을 초래

한다는 연구(Goel 등 2005)도 있고, 수면 중 뇌파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든다는 보고(Stuck 등 2006)도 있으며, 일시적으

로 호흡 양상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연구(Arzi 등 2010)가 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각 자극은 일반적으로 후각보다는 수면 중 각성을 더 

유발한다. 각성 역치는 서파 수면 단계에서 제일 높고 2단계 

또는 렘수면에서는 낮아 진다(Williams 등 1964 ; Busby 등 

1994).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의미 있는 

자극에 대해서는 낮은 역치를 보이기도 한다(Oswald 등 

1960). 수면 중 소리 자극에 대하여 일부 부위에서는 뇌 전

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뇌간 수준에서는 뇌파 반응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과 Bartoli 1986). 그러

나 인지 자극에 대한 사건 관련 전위는 렘수면 중에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자극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단계에서도 그런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Bastuji과 Garcia-

Larrea 1999 ; Colrain과 Campbell 2007). 원숭이를 조사해

보니 청각 피질의 신경 세포 발화율은 수면 중에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반면 전반적인 신경 세포 활동은 각성 시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Issa와 Wang 2008). 그러나 각성 시와 비

교하여 서파 수면 동안 조용한 소리에 대한 반응은 약하듯

이 일차 청각 피질에서 민감도는 확실히 감소하여 있다(Issa

와 Wang 2011).

뇌 영상 연구는 비렘수면과 각성 시에 상당한 수준의 활

성화를 보고하였다. 경고음을 제시하면 청각 피질, 미상 및 

시상 등이 활성화되었다. 참가자 자신의 이름이 들려주면 별

도로 언어 영역까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Portas 등 2000). 

그러나 수면 중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음악을 틀어 주면 청각 

피질 응답은 각성과 비교하면 감소하였다(Czisch 등 2002). 

수면 중 소리가 발생하면 시상과 청각 부위에서는 방추파가 

없는 경우에만 반응이 나타났고, 대뇌 피질의 경우에는 서

파 진동의 상향 하향 시기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Dang-Vu 등 2011 ; Schabus 등 2012).

7. TMR 연구의 최근 현황

앞서 소개한 기념비적인 연구에 힘입어 이후에 다양한 기

억과제 영역에서 위와 같은 특정 기억 재활성화를 유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서술 기억 영역과 관련된 TMR 연구들이 가장 많이 수행

되고 있다(Schouten 등 2017). 40분간의 수면 동안 냄새 신

호로 재활성화시킨 후 기억력이 향상되는 정도가 냄새 단서 

자극 과정 없이 90분간의 수면 이후에 보인 기억력 향상의 

정도와 비슷했다는 연구 결과를 놓고 보자면 단서 신호를 통

한 재활성화 과정이 기억 강화의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킨다

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Diekelmann 등 2012). 수면 중 소

리 단서 자극이 제시되면 외국어 단어 기억이 더 잘 되는 연

구 결과로 보아 고차원적인 서술 기억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는 외국어 학습에서도 TMR 효과가 입증되었다(Schreiner 

등 2015 ; Schreiner와 Rasch 2015).

비서술 기억인 절차 기억 영역에서도 TMR 적용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다. 절차 기억 

영역에 속하는 손가락 운동 순서 학습 과제를 후각 자극 단

서와 연결한 초창기 연구(Rasch 등 2007)에서는 기억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동 행위로 

음악 선율을 배울 수 있는 음악 관련 비디오 게임과 유사한 

실험 절차를 차용한 연구에서는 소리 단서 자극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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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 효과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Antony 등 2012). 참

가자들에게 한 목록에 12개의 유사한 선율 항목들로 짜인 음

악 학습 목록들을 화면의 음표를 움직이면서 학습한 이후에 

낮잠을 자는 동안에 한가지 선율을 들려주고 나서 나중에 재

인출 검사를 해 보니 단서로 쓰인 선율이 포함된 선율 목록

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

(Schonauer 등 2014)에서는 손가락으로 눌러 가면서 여러 피

아노 선율을 공부하는 학습을 받은 이후에 낮잠을 자는 동안

에 일부 선율을 들려주는 단서 자극을 주게 되면 나중에 단

서로 제공된 선율을 더욱 더 잘 기억하는 결과를 보였다.

감정 기억 과제에서 TMR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아직 일

관된 결과가 없는 상태다(Schouten 등 2017).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서로 상충하는 효과를 보이며 일부에서는 기

억의 흔적이 오히려 약화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고 하였다. 

통찰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인지 과제에 있어

서도 수면은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냄새 

단서로 수면 중에 자극을 주었더니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

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 연구(Ritter 

등 2012)도 한차례 진행되었다. 사회 인지와 관련된 기능도 

소리 단서 자극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최근에 있었다(Hu 등 2015)

8. TMR의 신경 기전 

TMR은 기억 강화 증진을 유발하는 기전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억 재활성화 자체가 반드시 이전 기억 저

장의 증진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인출을 향상하기에 충분하

다고 보는 설명이다. 재활성화 자체가 제대로 정확하게 재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 구조에 

왜곡을 초래하여 재인출 검사에서도 왜곡된 결과를 보인 연

구(Bridge와 Paller 2012)에 의하면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더 오래 자면 더 많은 기억의 재활성

화가 일어나므로 기억 강화 이점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냄새 단서를 적용한 40분의 수면과 냄새 단서 없이 보낸 90

분의 수면으로 인한 기억 증진 효과가 유사한 현상은 위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Diekelmann 등 2012). 

결국, 서파 수면 지속 시간과 기억 재활성화의 양이 기억 강

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재활성화는 기억 저장을 향상하는 일련의 사

건들의 시작뿐이라는 설명도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정

서적으로 부정적인 그림에 대한 올바른 기억 판단은 서파

수면 동안 관련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만 더 빨리 이루어지

는 결과를 보였지만 서파수면 지속 시간이 분석에서 공변량

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그러하였다. 아마도 소리 자극 제시 

이후의 서파수면에서 일련의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기억 재활성화 연구의 

성공 여부는 해마곁 피질(parahippocampal cortex)의 활성과 

연결성의 조절 여부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다(van Dongen 

등 2012). 특정 물체 위치와 연결된 소리를 서파수면 시 제시

되었을 때 우측 해마곁 피질 활성이 증가했다. 서파수면에서

의 소리 신호는 이 연구에서 기억 증진 효과를 내지 못했지

만, 양측 시상, 소뇌 및 내측 측두엽의 단서 자극 관련 활성

뿐만 아니라 설상엽(cuneus)와 해마곁 피질 사이의 연관성 

등이 기억 보존 정도를 예측하게 하는 결과를 보였다. 

9. 미래 적용 가능성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TMR이 기억 강화를 증진하는 도구 

일 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 창의력 및 문제 해결과 같은 다

른 인지 기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식 체계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MR은 

원치 않는 불쾌한 기억들을 지우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TMR이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성적을 향상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Sigman 등 2014). TMR이 자연 수면과 비교하면 

약 20%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보고(Diekelmann 등 2011)

도 있다. 노인 수면의 특징은 서파 수면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인데, 서파 수면의 감소가 수면 의존적 기억 강화 현상이 

약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Backhaus 등 2007). 따라서 

TMR은 노화 또는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기억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 장애

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에 응용할 수 있다. 위 

환자들은 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꾸 회상되는 것이 문

제이므로 TMR을 사용하여 기억을 우회시키거나 약화하는 

시도를 적용해 볼 수 있다(He 등 2015). 

결      론

TMR은 이전 학습 과제와 연관되었던 단서 자극을 사용

하여 현재 학습의 재활성화를 유도하는 절차적 방법을 일컫

는다. 여러 동물 및 인간 연구들에서 TMR이 수면 중 기억 

강화를 증진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히 

서술 기억 영역에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청각 혹은 후각 단

서 자극을 은밀히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한 수면 중 신경인



수면 중 표적 기억 재활성화

84 

지 처리 과정을 통하여 기억 강화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증진 효과는 기억 강화와 관련된 뇌 부위의 활성

과 연관되어있다. 이 종설을 통하여 TMR을 적용한 수면 중 

기억 강화 연구들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중심 단어：수면·기억·기억 강화·기억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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