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의 기전 

기억의기전 
오병훈/연세의대 정신과 

m 
뾰
 

o m 
뻐
 

i k u £ M 

Byoung Hoon Oh, M.D., Ph.D./ 
Dept. 이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어1cine, Seoul, Korea 

흐 로 -----------
_i- -, 

기억의 과정은 입력(encoding), 저장(storage), 회상(retrieval)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단계들은 각 

각독립적인 과정을가지기도 하나 서로 연관되어 복합적인 작용을 나타내기도한다. 이들 기억은한개인의 심 

리적인 상태에 따라 입력, 저장, 회상이 되는 정도나 과정이 변하기도 하며 측두엽을 포함한 뇌의 많은 영역이 

기억에 관여하고 있다.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과 연관된 뇌의 구조물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 구조물들은 기억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펼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도 기억의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으나 최 

근 인지과학의 발전과 함께 기억의 기전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반적인 기억의 기 

전에 대해, 이론적 측면과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JI자 한다. 

중심단어 ; 기억, 기전, 신경생물학 

I. 기 억의 이론 (The Theory of Memoη) 

1. 기억과정의 단계(Stages of Memory Processing) 

기억의 과정은 입력(encoding), 저장(storage), 회상(retrieval)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입력은 학습, 

혹은 기억해야 할 정보가 처음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이며 단기기억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들(예; mad, map, man)은 그렇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된 단어들보다 회상이 어려운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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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소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비슷한 소리의 단어들은 분별성이 익h하기 때문에 회상이 어려운 

것이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조합(여l : large, big, huge, long, tall)의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데, 이로 미루어 입력이란 의미(meaning)가 아니라 음성적(phonologica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 

기기억(long-term learning)의 경우는 소리가 비슷한 단어보다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더 분별해 내지 못 

하게 된다. 또한기억은 입력이 잘되어 있을수록회상하기가용이해진다. 즉그냥한단어를쳐다보게 한후회 

상시키는 것보다는 읽어보게 한 후 회상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하며 읽어보는 것보다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semantic coding)이 가장 회상이 잘 된다고 한다. 1. 21 

저장(storage)이란 입력된 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이며, 망각(forgetting)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손실 

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뇌를 다친 사람이 사고 이전의 몇일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다는 사실은 기억의 자취(memory trace)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뇌를 다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역행성 

기억상실(retrograde amnesia)은 훈련을 통해 회복이 되는데 더욱 오래된 기억 순으로 점차 회복이 되며, 결 

국 최근 몇 달혹은 몇 일의 기억은 영구히 회복하지 못한다. 이는최근 기억일수록기억의 자취가강화되어 있 

지 않고, 저장도 잘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1 또한 서로 연관이 없는 많은 단어들을 제시한 후 순서에 관 

계없이 다시 떠올리게 하는 회상(free recall) 이라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회상의 과정이 학습을 증진시킨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31 즉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나 자유회상 보다는 retriev외 cue(예; 우 

유, 고기를 핵심단어로 해서 소를 연상시키는 것)를 이용하는 경우 회상이 잘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의 특이성(encoding specificity)이 있어야 히는데, 이는 학습 시기에 특이한 단서(specific cue)가 입력되어야 

만회상과정이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 4. 51 

입력, 저장, 회상을 각각 다른 단계로 기억해야 하나 이들이 서로 상호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들면 여러 단어를주고 이들을 categoη에 따라분류하는작업을시킨 경우, 단순히 암기시킨 것과같은 

정도의 회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잉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억법도 이런 조직화{organization)에 의한 것 

이다. 조직화의 효과는 입력된 과정이 중요하다. 잘 입력이 된 기억은 저장이 잘 되어 있으며, 적절한 단서가 주 

어지면 회상도잘된다. 이것은잘입력된 기억은잘통합되어진자취를형성하고 여러 방면으로정보를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 6.끼 

2. 기억의 분류(Classification of Memory) 

1940년대까지 기억은 일반적으로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장기기억(long-term 

memory), 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l라고 하였 

다.에 그 후 1960년대부터 기억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많은 단어를 보여주고 회상을 시 

키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반부에 본 단어들을 더 잘 회상하는데, 이런 효과는 회상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시키면 없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한가지 해석은 후반부에 본 단어들은 단기 기억상에 

존재하며, 처음에 본 단어들은 장기 기억내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단기, 장기기억에 대한 가장 명 

확한 근거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을 망각하는 반면에 digit 

span, free recall은 잘 보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후군은 측두엽(temporal lobe) 혹은 해마부위 

(hippocampal area)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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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기억(Working Memory) 

작동기억(working memory)은 최소한 3개의 subsystem으로 분류된다. Central executive는 attentional 

controller로 작용하고, 장기기억과 2개 혹은 그이상의 종속기괜slave system)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종속 

기관으로 Visuospatial scratchpad or sketchpad와 phonological or 하ticulatorγ loop이 있는데 이는 단기 

기억을 담당한다. Central executive는 전두엽의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전두엽의 손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Central executive를 Norman 과 Sh머lice는 supervisoη attentional system(SAS)으로 정의하였다. 이 모 

텔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은 well- learned habit structure or schemata에 의해 제어되나 새로운 행동이나 예 

기치 못한 상황에 닥칠 경우 schema떠 대신에 SAS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Working memoη는 개인 

차가 크며 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되며 글을 잘 읽기는 하나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central executive function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central executive는 정보의 통 

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4. 장기기억(Long Term Memory) 

장기기억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의 경향은 서술적 기억( declarative 

memoη)과 비서술적 기억(non-declarative memoη)로 나누는 관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서술적 기억 (Declarative Memory)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은 삽화적 기 억(episodic memory)과 어의론적 기 억(semantic memory) 

로 구분된다. 삽화적 기억은 특별한 경험 혹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작년 휴가 때 무엇을 

했는지? 히는 것들이다. 반면 어의론적 기억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자동차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프랑스의 

수도가 어딘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삽화적 기억은 attention, organization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뇌 손상 후 즉각적으로 손상되는 기억구 

조이며, 기억상실의 주된 증상을 이루는 부분이다. 삽화적 기억은 측두엽(temporal lobe), 해마(hippocampus), 
전두엽(frontal lobe}을 연결하는 회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해마가 학습에 가 

장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이란 결과적으로 semantic memory의 습득이라고볼수 있다. w 

어의론적 기억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70년대까지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후로 computer 

system의 개발과 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알쓰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의 경우 병의 후기 

가 되면 어의론적 기억의 퇴행이 특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Tulving은 두 가지 기억을 서로 다른 분리된 

구조로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다만 다른 환경에서 같은 구조물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 

다. 어의론적 기억은 개인이 더 이상 회상할 수 없는 경험에 의거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삽화 

적 기억이 없는상태에서는어의론적 기억으로새로운정보를추7)-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한다. 12.13) 

2) 비서술적 기억 (Nondeclarative Memory) 

삽화적 기억(Episodic memory)과는 상관이 없는 학습체계의 집합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할 능력은 

있으나, 특수한 상황을 꿀어내거나, 분별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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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정신분열병과 관련된 단어를 미리 보여주고 정신, 혹은 정분증을 제시했을 경우, 정신분열병을 연상 

할 가능성이 단어를 미리 보지 못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단 뇌신경의 구조물이 시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neural residue가 남아있게 되어서 강화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priming이라 한다ID 

Procedural Learning이란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운전하는 등의 인지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기술의 습득은 기억상실증 환자에서는 보존이 되나, Hun tin윌on’s 병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된다. 이러한 

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Continuous는 운전같이 한가지 skill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며, 

discontinuous는 타이프를 치는것처럼 서로 연관이 없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continuous skill은 망각되지 

않으나, discontinuous skill은 잘 망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IL 기 억의 신경생물학적 이론(만ie Neurobiology of Memory) 

1. 기억에 대한 분자학적, 서|포학적 이론 
(Molecular and Cellular Basis of Memory) 

기억에 대한세포학적 이론은세포의 firing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와근접한다른세포의 성장, 

대사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혔졌다. 14) 그 후 전연접세포(presynaptic cell)에 고주파수의 자 

극을 줄 경우 후연접세포(postsynaptic cell)의 활성도가 몇 시간에서 심지어는 몇 주까지 지속되는 현상이 발 

견되었다 특히 해마의 dentate granule cell의 직접적인 구심성 신경(primary afferent)이 강한 자극을 받았 

을 경우 후연접세포의 탈분극 치수(dep이alization potential)가 강화되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것이 기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현상은 long-term potentiation(LTP)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기억의 세포학적인 기초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15.161 

해마가 공간적인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억의 신경생물학적 

이론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서 보면 살아있는 쥐를 가지고 “water maze test(혼탁한 물 속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는 실험)”을 한 경우, AP5라는 LTP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었을 경우 쥐들은 공간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 

고 길을 찾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약의 용량과 비례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AP5가 해마에 도달할수록 학습이 더 안 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에 있어서 LTP의 중요성을 제 

시하는중요한증거이다. 17) 학습과기억을분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또하나의 중요한연구는 B밍ley등이 

Aplysia(조개류의 일종)를 가지고 한 연구이다 때 Aplysia는 10,000개의 단순하고 쉽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구가 용이하다. 학습에 있어서 연접부위의 효용성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으며, 습관화{habituation) 과정에 전기생리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연접부위의 형태적인 변화가 동반됨을 

확인했다. 고전적 조건화(classic conditioning)에도 신경세포의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난다. Adenyla te 

cyclase가 연관이 있는데 G protein은 비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i)과, calcium-calmodulin은 조건 

자극(conditioned stimuli)과 연관이 있다. 

해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중의 하나인 glutamate는 3개의 다른 수용체를 가지는데 그중 NMDA 수용체 

는 glutamate와 glycine모두가 결합할 수 있는 접합부위를 가진다. C따 pyramidal cell에서 미P을 억제히는 

물질인 AP5가 glutamate의 길항제로 작용하여 NMDA 수용체의 접합부위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NMDA 수용체가 LTP과 조합적인 학습(associative learning)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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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의 기억체계 (Memory Systems in the Human Body) 

1) 측두엽 (Temporal Lobes) 

기억의기전 

해마와 이에 연관된 뇌의 구조물들은 기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들이 모여있는 장소이다. 이 구조물 

은 시각적(띠sual), 청각적(auditoη), 체지각적(somatosensoη)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억의 경험들을 통 

합해서 기억을 창조하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해마의 주된 기능은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지식의 습득이다. 뿐 

만 아니라 개체와 외부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계된 기록을 계획하‘는데도 펼 

수적인장소이다. 

해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부학적인 차이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왼쪽은 언어적인 능력, 오 

른쪽은 비언어적인 능력을 담당하게 된다.%) 

해마는 서술적인 기억(declarative memoη)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 비서술적인 기억(non

declarative memoη)과 회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동작성 기술(motor skill), 습관(habit)등의 학습과는 연 

관이 없다. 해마는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지식의 습득(anterograde memoη)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회 

상(retrograde memoty)과는 연관이 없다. 양쪽 해마가 완전히 따손된 경우에도 회상은 가능하다고한다. 해마 

의 파손이 심한 알쓰하이머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 대한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많은 경우에 기억이 오래된 것일수록 생각해 내는 것이 더 용이하다. 

해미를 포함한 측두엽의 중앙부(medial portion)을 제외한 부위(non-medial temporal region)는 과거에 배 

운 지식을 회상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부위도 뇌의 일반적인 원칙, 즉 왼쪽은 언어적인, 오른쪽 

은 비언어적인 정보를 관장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측두엽의 중앙부를 제외한 부위(Non-medial 

temporal region)내에서 지식을 단일한(unique), 그리고 단일하지 않은(non unique)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하지 않은 지식(non-unique knowledge)은 많은 단어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적인 범주(Conceptual 

categories)의 단어들이다(예; 연장이라는 단어에는 망치, 드라이버, 가위 등의 여러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지식의 경우에는 주로 후방(posterior)에 위치한 뇌의 구조물들이 작용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한 

지식(unique knowledge)은 단 하나의 개념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전방(없terior)에 위치한 뇌의 구 

조물들이작용한다. 

측두엽의 아래쪽에 위치한 구조물(infero-temporal region, IT)은 고위기능의 시각적으로 연관된 기억제계 

(비gher-order 띠sually related memory process)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두부의 중앙 

을 제외한 부위(nonmedial temporal region)의 전방부위(anterior part)는 단일한 개념적인 정보(unique 

conceptual information)의 회상에 관여한다. 

따라서 이 부위에 양측성 손상을 입게 되면 친숙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prosopagnosia), 단일한 수 

준(unique level)에서 인식되는 시각적인 자극(예.시청, 독립문)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부위에도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왼쪽-오른쪽의 분돼Lt-Rt specialization)가 존재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 

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반구는 통합적인 방법에 의해(holistic, gestalt-based method), 좌반구는 순 

차적인, 형태에 기초한(sequential, feature based method)방법을 통해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한쪽 반구만 

손상을 입은 경우는 얼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으나 양쪽 모두 손상을 입은 경우에 

는 안면 실인증(prosopagnosia)의 가장 심한 경우를 보인다. 2U 

단어를 회상 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한 왼쪽-오른쪽의 특화{Lt-Rt specialization)가 있다. 좌반구의 경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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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회상과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나우반구의 경우는단어의 회상과는무관하다. 그러나우반구의 전방부위 

는 단일한 개인적인 지식(unique personal knowledge)의 회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 

업식, 결혼, 첫 아이가 태어날 당시를 회상히는 등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2) 전두엽 (Frontal Lobes) 

복내측(Ventromedial)과 배외측(dors이ateral) 전두엽이 기억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하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몇몇 연구가들은 기억에 있어서 전두엽의 역할은 간접적인 것이며 각성, 입력, 문제해 

결의 과정에 있어서 이차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복내측 전두엽은 전두엽의 복측(ventral)과 하내측(lower mesial) 부위에 위치한 orbital cortices를 의미하 

며 Brodmann areas 10 11 12 32 가 포함된다‘ 이 부위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든 감각기관(띠sion 

audition, touch)과 연관이 되어있다. 21 특히 해마(hippocampus), 편도(때ygd머a)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감정(두려움, 분노, 행복감, 놀라움 등)에 연관되는 띠sceral and musculoskeletal activity에 있어서 주된 기 

능을 한다, 이 부위는 또한 기억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 학습의 과정 중 많은 부분이 특정 

한 감정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특정 감정은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불이 뜨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는 불에 의한 고통이라는 강력한 신체적인 표식(somatic marker)이 동반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이에 의한 학습은 아이의 뇌 속에 일생동안 남아있게 된다. 복내 

측 전두엽(ventromedial frontal lobe)에 있는 회로(circuit)는 자극과 감정상태를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 회로에 소상이 있는 경우 비 적응적인 행동과 판단(maladaptive social behavior & decision making)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이 부위의 회로가 부적절하게 일찍 발달된 경우에는 자극과 감정반응 사이의 연계를 확 

립할 적절한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생동안 지속되는 정신병리가 생길 수도 있다 

어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복내측 전두엽은 미래에 대한 기억(prospective memory)에도 중요한 역 

할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면 점심시간에 부인에게 전화해야한다는사실을 기억하거나 집에 갈 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7싸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등 소위 ”remembering in the future”에 중요한 
역할을한다는 것이다. 21.22) 

배외측 전두엽은 중요한사건이 몇 번이나일어났는지를기억하는 frequency judgement, 얼마나f오래 전 

에 그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recency judgem없빠 같은 특이한 형태의 기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working memoη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기저 전뇌(Basal Forebrain) 

주된 기능으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해마와 대뇌 피질로 운반하는 역할이 있으며 그 외 도파민, 세로 

토닌, 노에피네프린도 운반을 한다 따라서 이 부위의 손상은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르나 연 

관이 된 기억 정보를 하나의 기억정보(memory ”set”)로 결합하여 같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예 

를 들어 우리가 TV에서 과거의 윤리적인 정책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정책만을 추진히는 과격한 시장에 

대한 드라마를 보았다고 생각하자. 이때 우리는 첫째, 그 시장의 얼굴과 일반적인 생김새, 둘째, 그의 이름, 셋 

째, 말하는 억양, 넷째, 그의 정책에 관한여러 가지 정보등을기억하게 된다. 이러한기본적인 학습은내측측 

두부(medial temporal system)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기저 전뇌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b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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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하는 기농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시장을 연상할 때 그의 행동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회상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기저 전뇌에 이상이 있다면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Modal 

mismatching。l라는 것으로 한 사람이 자신이 과거 10년 간 가졌던 직업들에 대해 생각할 때, 과거의 직업과 

했던 일, 사무실의 위치, 회사의 이름 등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띠 기저핵과 소뇌 (Basal ganglia and Cerebellum) 

기저핵은 caudate nucleus, pu없men, globus pallidus, subthalamic nuclei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 

된 기능은 운동기능이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었다. 기저핵 

은 비서술적 기억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학습에 있어서 운동기능이 펼요한 경우, 즉 procedural memoη 와 
밀접한연관이 있다.16) 

소뇌도 기저핵과 함께 여러 종류의 기억과 연관이 있다. 기저핵과 소뇌의 procedural memory에 대한 기농 

과 내측 측두부의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η)에 대한 기능은 매우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알쓰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내측 측두부에서 심한 신경병리 소션을 보이나 기저핵과 소뇌는 손상이 없으 

므로 춤을 춘다거나, 운동, 놀이 등의 복합적인 운동이 가능하며, 일부의 환지들은 새로운 운동 기능의 습득도 가 

능하다. 반대로 파킨슨씨병이나 헌팅턴씨병의 경우 기저핵과 소뇌에서 신경병리 소견을 보이므로 심한 운동기능 

의 실조를 보이나 서술적 기억에 대한 농력은 유지가 된다, Caudate nucleus 와 putamen은 기저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비서술적 기억(nondeclarative memory)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들의 기능은 매일 집 

으로 갈 때 별 다른 생각 없이 같은 길을 찾아 가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기억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1이 

5) 시상 (Thalamus) 

시상의 기농은 주된 기억의 기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시상에서 기억과 연관된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첫 

째, Dorsomedial and anterior nuclei of the thalamus, 둘째, M없nmill없γ bodies, 셋째, two related 

fiber tracts7} 있다. 이들 구조물들의 기억에 대한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된 기 

억 장치인 내측 측두부(medial temporal system)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식의 

습득에 기여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회상과는 연관이 적으며, 비서술적 기억(nondeclarative memoη)과는 무 

관한것으로보인다. 

시상의 앞부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를 기억해 내는 기억의 시간적인 부분( temporal sequencing)에 중 

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 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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