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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출처감찰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는지를 구별하는 정신적

처리과정을 말한다. 출처감찰에서의 도식편향은 한 개인의 사전 지식이나 자기

도식이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여러 실험들을 통해 검증

되어왔다. 도식편향 현상은 이론적으로 잘 확립된 개념임에도 임상적 목적으로

는 잘 활용되지 못했는데, 실험적, 측정적 패러다임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한 도식편향 측정법을 개발

하고 이를 우울증에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연구 1은 자기도식을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 1-1에서는 일반 대학생 집단에게 사전에 NEO-PI-R의 성격 특질 질

문지를 실시하고, 사후에 NEO-PI-R 문항 중 일부를 선발하여 자기도식을 내용

으로 한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이 사전 설문

지에 동의한 정도가 강할수록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참으로 응답하는 경

향성이 있었고 참 범주의 응답 정확성이 상승하였다. 이는 친숙성으로 인해 도

식 출처감찰의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Johnson 등(1993)의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

였다. 하지만,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 증상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 1-2에서는 심리장애와 보다 관련이 높은 도식 문항을 선발하기 위해

Young 도식 질문지(YSQ)를 사용하여 출처감찰과제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1-1에서 측정된 도식편향이 자기도식에 의한 고유한 효과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도식 문항 외에 중립적 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 중립적 진술문인 잡

학상식 문항에서는 사전 설문지 점수에 의한 도식편향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

나, 사전에 응답한 YSQ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동일한 문항이 출

처감찰과제에서 거짓 범주로 제시되었을 때 수행의 정확성이 저하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추측가설(Bayen, 2000)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연구 1-2에서

도 우울 증상과 출처감찰과제 수행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 1-3에서는 도식편향 현상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출처감찰과

제 문항을 YSQ의 하위 요인인 완벽주의와 정서지지결여의 두 범주로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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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우울 증상 외에 우울관련 인지인 반추,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

부정적 자동적 사고 믿는 정도도 측정하여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와의 관련성

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설문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던 정서지지결

여 도식에서는 도식편향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던

완벽주의 도식에서는 과제 수행에 따른 유의미한 도식편향 현상이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는 완벽주의 사전 설문지 점수가 높을수록 참 범주로 제시된 출처감찰

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상승하였던 반면, 거짓 범주의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정확

도는 저하되었다. 즉, 자기도식과 일치하는 문항은 과제 수행 정확성이 상승하

는 정적 편향이, 불일치하는 문항은 과제 수행 정확성이 저하되는 부적 편향이

모두 관찰되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지표와 우울 증상 및 반추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1-3에서의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과제 구성

시 도식 문항의 동질성이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있다.

연구 2에서는 우울과 보다 관련이 높은 문항으로 도식편향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N) 문항을 활용한 출처감찰과제를 개발

하여 부정적 사고 빈도가 높은 집단(상 집단)과 낮은 집단(하 집단)의 수행 점

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은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부정적 자기 진술문에 대해 “참 범주”로 응답하는 비율

이 더 높고 “참 범주”로 제시된 문항에 대한 출처변별이 더 정확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자기관련 도식이 출처감찰과제 수행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정적

편향을 유발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우울 관련 변인과 과제 수

행 지표 간 상관분석에서는 반추와 부정적 사고의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출처

감찰과제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거짓 범주”로 답하는 비율이 낮았고, 부정적 사

고를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 자기 진술문이 “거짓 범주”로 제시되었을

때 출처감찰 정확성이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연구 3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인지 재구조화 처치가 자기도식 출처감

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주효

과 분석에서는 집단과 무관하게 처치 후의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참 반응 비율

은 감소하고 거짓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은 증가했으며, 반추, 부정적 자동적 사

고 빈도, 부정적 사고 믿는 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추가로 처치 집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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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인지재구조화 처치 집단에서는 출처

감찰과제 수행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에서는 과제

수행 시 부정적 자기 진술문의 출처를 “참 범주”로 응답하는 경향성이 감소하

고, “거짓 범주”로 제시된 문항의 출처감찰 정확성은 증가했다. 자기보고형 질

문지에서는 인지적 재구조화 처치와 인지적 탈융합 처치 두 집단 모두 반추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가 감소했고 부정적 사고의 믿는 정도는 인지적 탈융

합 처치 집단에서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처감찰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한

도식편향 현상 측정법을 개발하여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측정방식의 타당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이론적/임상적 함의와 제한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우울, 출처감찰, 도식편향, 인지적 탈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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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 기억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와 관련된 기억 정보를 다양한 방식

으로 세분화하는데, 그 중 자기가 경험한 개별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일화 기억

(episodic memory)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일화 기억들이 장기간 충분히 누

적되고 비슷한 내용들이 요약되면 일종의 자기 관련 의미 기억인 자서전적 기

억(autobiographical memory)이 형성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일반적으로 자서전적 기억은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적 지식에서부터, 구체적이고

경험에 가까운 개념적 지식을 아우르는 위계적 지식 구조로 조직화 되어 있다

(Barsalou, 1988; Burt, Kemp, & Conway, 2003; Conway, 1996; Conway &

Bekerian, 1987; Lancaster & Barsalou, 1997).

일화 기억은 사진처럼 개별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 정보의 다양

한 요소들이 나뉘어 의미 정보들은 개념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인출되어

야 하는 순간이 오면 결합되어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이러

한 방식의 기억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에는 구성적 기억 이론이 있다(Bartlett &

Burt, 1933). 이렇게 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데는 자서전적 기억 외에도 정보들 간의 안내 역할

을 하는 또 다른 기억 정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자서전적 기억이 다

른 기억과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 간의 유기적 관계를 결속하는 또 다른

기억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기억이 어떤 맥락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밝히는 부가된 정보들이 출처 기억(source memory; Johnson,

Hashtroudi, & Lindsay, 1993; Schacter, Harbluk, & McLachlen, 1984)이다. 출

처 기억은 어떤 기억이 획득된 조건이나 그 기억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기억된 의미 정보들에 동반될 수 있는 모든 맥락 정보를 포괄한다(Johnson et

al., 1993). 이러한 방식으로 출처기억은 일화기억의 부호화(encoding)와 인출

(retrieval)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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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는 심리학 실험 중 문항을 기억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과제 문항을

학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기억 회상 또

는 재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출처정보(source

information) 혹은 출처기억(source memory)은 기억에 따른 정확한 반응을 하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출처 기억은 다양한 맥락의 패러다임에 의해 측정

이 가능한데, 어떤 항목을 기억하도록 하고 동반된 정보로서 글자체(Kausler &

Puckett, 1980), 색(Doerkson & Shimamura, 2001; Macken, 2002), 정보원

(Craik, Morris, Morris, & Loewen, 1990; Shimamura & Squire, 1987), 소리

(Dodson, Holland, & Shimamura, 1998; Hicks & Marsh, 1999)뿐만 아니라, 행

동이 일어난 형식(Cohen & Faulkner, 1989), 도형의 위치(Cansino, Maquet,

Dolan, & Rugg, 2002) 등의 다양한 맥락을 묻는 절차가 포함된다.

출처감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고, 1993년에 통합적인 이론 체

계가 완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출처감찰 이론이 국내에 도입된 당시에는 일

부 연구자들이 실험과제를 소개하고 연구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후

20여년 간 서구에서는 응용 분야인 임상심리학에서의 연구도 활발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여러 정신 장애와 관련한 출처감찰 연구들이 활발했음에도, 한국에

서는 출처기억과 관련된 과제 및 측정 패러다임이 크게 활용되지 않았다. 그 결

과 국내에서는 출처감찰이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 되었고 최근에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이준득, 이훈진, 2017). 한국에서도 출처감찰과제의

이론적 발전 과정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만큼, 이제 임상적 연구에서 출처감찰과

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출처감찰과제의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대

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출처감찰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출처기억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정보처리과정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출처감찰

(source monitoring)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출처감찰은 기억이 형성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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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특징들을 포괄한 정보인 출처기억을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의

된다(Johnson et al., 1993). 출처에 대한 정확한 식별은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함

께 결속되어 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기억이론의 관점에

서 보면, 출처감찰은 기억의 인출이 단순히 사진과 같은 지각 정보만을 인출하

는 것과 다르다는 구성적 기억 이론에 근거한다(Bartlett & Burt, 1933). 구성적

기억 이론에서 기억은 단순히 지각 정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유추

(inference), 상상(imagination), 사고(thought)를 포함하여 재구성된 것으로 간주

한다(Alba & Hasher, 1983; Bransford & Johnson, 1973; Johnson & Sherman,

1990). 출처 기억도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들이며,

출처 판단에도 정보의 재구성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적 처

리과정으로서 출처기억의 변별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정보의 입력,

부호화, 인출 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정보 입력 단계에서의 오류이든, 정

보의 인출과정에서의 오류이든, 출처에 대해서 정확한 식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출처감찰에 실패하게 된다.

출처감찰틀 이론(source monitoring framework, 이하 SMF; Johnson et al.,

1993)은 출처감찰 처리 과정에 대한 최초의 통합적 이론으로 개념적 정의, 경험

적 연구 결과에 대해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한다. SMF의 가장 큰 특징은 출처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SMF에 따른 출처감찰

의 하위 유형은 한 개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외부 출처감찰(external source

monitoring)’, ‘내부 출처감찰(internal source monitoring)’, ‘현실감찰(reality

monitoring)’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표1 참고). 외부 출처감찰은 개인의 외부에

서 유래된 기억 출처에 대한 변별 과정을 말하고, 내부 출처감찰은 개인 내적으

로 생성된 기억 출처에 대한 변별을 말한다. 현실감찰은 개인 내적으로 생성된

기억과 외부에서 유래된 기억의 출처를 변별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출처감찰과

차이가 있다. 실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과제에서 출처정보는 서로 다른 화자, 서

로 다른 미디어, 혹은 감각 양태(modalities) 및 제시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맥

락 혹은 정보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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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출처감찰틀 이론에 따른 하위 유형 구분 및 질문 예시

외부 출처감찰

(external source
monitoring)

내부 출처감찰

(internal source
monitoring)

현실감찰

(reality monitoring)

어떤 진술에 대한 기억이

A라는 사람이 말한 것인가,

B라는 사람이 말한 것인

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 마음속으로만 떠올

린 생각인가, 실제로 말한

것인가?

A라는 사람이 재인해 낸

어떤 기억이 내적으로 생

성된 것인가, 외부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실생활에서 출처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출처기억 특징들(features)에 대

한 평균적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

은 상상한 사건 기억에 비해 더 많은 지각적, 공간적, 의미적, 정서적 정보를 포

함하고 있고, 더 적은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친다. 그러한 특징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서 사람들은 하나의 기억을 외부 출처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출처감찰 과정에는 기억의 특성 정보가 특정한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과

부합하는 지도 고려된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기억하고 있는 내일 일정에 결

합되어 있는 음성 정보가 선생님의 목소리라는 사전 지식에 일치한다면, 학생은

그 일정을 선생님에게서 들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처럼 출처감찰에는 지각

적 정보와 개인의 사전 지식이 모두 활용된다.

출처감찰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드물게 체계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기도 하

는데, 체계적인 의사결정은 더 느리고 더 자발적이며, 더 많은 기억 정보에 의

존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정보처리 방식은 크게 휴리스틱(heuristic) 의사결정과

체계적(systematic) 의사결정 과정으로 불린다(Chaiken & Eagly, 1989).

Johnson과 Raye(1981)는 두 정보처리 과정을 출처감찰 이론에 접목하여 하나는

활성화된 정보들의 질적 특성에 의한 판단, 또 하나는 확장된 추론에 의한 판단

으로 구분한 바 있다. 출처감찰의 휴리스틱 처리과정에서 질적 특성에 의한 판

단은 지각된 정보의 양이나 도식에 부합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며, 체계적 처리과

정은 능동적 추론에 의해 추가정보를 인출하거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들 간의 불일치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Johnson & R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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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실제 정보처리과정에서 휴리스틱적 의사결정은 “만일 일정 수준 이상으

로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 거야.” 혹은 “만일 지각

적 세부정보가 충분히 많다고 느껴지면 그 사건은 실제로 지각된 일일 거야.”와

같이 기술된다. 반면, 체계적 처리과정은 “내가 이 사실에 대해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기억하고 있는 세부정보 사이의 불일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건

실제로 경험 한 것이 아닐 거야”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Johnson et al., 1993).

기능적으로 두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수한 것은 아니다. 휴리스틱 판단

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체계적 판단이 활용되어 출처감찰의 정확성을 지지하고,

반대로 체계적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휴리스틱 판단이 그 정확성을 보환하

기도 하여, 실제로 두 판단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Johnson, 1988, 1991).

다만 일반적으로 출처감찰에 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에는 주로 휴리스틱 처리

과정이 활용되고, 보다 조심스럽게 출처감찰에 임할 때에는 휴리스틱 처리과정

과 체계적 처리과정이 모두 활용되는 경향성이 있다(Johnson et al., 1993).

출처감찰의 신경학적 기제

출처감찰틀 이론(SMF)이 제안되기 이전에도 출처 기억상실(source amnesia)

과 관련된 신경학적 연구는 많았다. 신경심리학 연구의 시작이 뇌손상 환자의

인지기능 수행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였던 역사적 흐름과 유사하게, 출처감찰

에 대한 초기 연구들도 특정 뇌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보이는 출처변별

기능 결손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Damasio, Graff-Radford, Eslinger,

Damasio, & Kassell, 1985; Huppert & Piercy, 1976; Janowsky, Shimamura, &

Squire, 1989; Whitty & Lewin, 1957; Whitty & Lewin, 1960). 1993년 SMF 이

론 발표 이후, fMRI 등 뇌영상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출처감찰의 정보처리과정

과 관련된 뇌영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졌다.

출처감찰에서 기억된 정보의 친숙성과 재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뇌 영역은 해

마(hippocampus)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으로 알려져 있

다. 출처기억의 정보처리과정에는 연관된 정보들을 결속하는 과정과 부호화, 인

출, 정보에 대한 평가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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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내측 측두엽은 출처감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부위로 간주된다

(Eichenbaum, Yonelinas, & Ranganath, 2007; Hannula, Tranel, & Cohen,

2006; Mayes, Montaldi, & Migo, 2007). 내측 측두엽은 기억 기능 전반에 걸쳐

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므로 출처감찰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도 출처감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여러 기억 정보들을 결속하고 기억의 인출과정에서 출처

정보를 능동적으로 평가하는 동기화 과정과 관련이 깊다(Shimamura, 1995). 또

한 fMRI 연구 결과에서 우측 전전두엽 피질은 출처감찰의 휴리스틱적 처리과

정과 관련이 높고, 좌측 혹은 양측 전전두엽 피질은 체계적 처리과정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obbins & Han, 2006; Nolde, Johnson, &

D'Esposito, 1998). 일반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이 출처감찰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은 항목 정보(item information)와 맥락 정보(context information) 간의 결속

(binding)에 있다. 전전두엽 피질과 관련된 항목 기억과 맥락 기억의 연합 기

능을 통해서 정확한 일화 기억의 회상이 촉진된다(Ceraso, Kourtzi, & Ray,

1998; Johnson, Nolde, & DeLeonardis, 1996; Mather, Johnson, & DeLeonardis,

1999).

출처감찰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뇌 영역은 주로 출처 자극의 특성을 지각하

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보들의 부호화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얼굴 자극을

처리하는 방추상회(fusiform gyrus) 피질(Kuskowski & Pardo, 1999), 공간적

자극을 처리하는 해마방회(parahippocampal gyrus) 피질(Epstein & Kanwisher,

1998), 시각적 단어 자극을 처리하는 좌측 후두측두구(left occipito-temporal

sulcus) 피질(McCandliss, Cohen, & Dehaene, 2003), 색채 자극을 처리하는 후

측 하부 측두엽(posterior inferior temporal) 피질(Uncapher, Otten, & Rugg,

2006)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출처감찰과제의 측정 패러다임

일반적으로 출처감찰 실험은 학습, 지연, 출처판단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학습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유래된 여러 항목들에 노출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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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약 5∼10분 정도의 지연 시간을 둔다. 출처 판단 단계에서는 특정 출처에

서 나온 목표 항목을 간섭 항목(distracter items)과 함께 보게 되고, 어떤 항목

이 학습 단계에서 제시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출처에서 유래된 것

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

온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된 다수의 문항을 참가자가 보거나 듣는다. 이 경우 출

처는 서로 다른 사람, 매체, 학습 목록, 감각적 양태 등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지연을 위해 5∼10분 정도 퍼즐이나 다른 과제를 실시한 후, 참가자들은 각 실

험 문항에 대해 세 가지 선택지가 마련된 응답지를 받게 된다. 각각의 선택지는

최초 학습 단계에서 A 출처에서 나온 것, B 출처에서 나온 것, 학습 단계에서

제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응답은 수기 혹은 컴퓨터로

기록한다.

실험절차의 구성도 어렵지만, 수집된 과제의 수행 결과를 분석해서 출처감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출처감찰

과제의 수행에는 항목에 대한 기억과 출처에 대한 기억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

이다. 즉, 어떤 문항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항 자체에 대한 기억과 출처

기억을 모두 요구하므로, 어떤 응답에서 오답이 나온 경우 그것이 문항에 대한

기억력 때문인지 출처감찰의 문제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출처감찰에

대한 측정 이론에서는 두 유형의 기억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수학적 모형이 필

요하다.

또한 전형적인 출처 감찰 과제에서는 자극 노출 단계에서 제시되는 항목들이

둘 이상의 출처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사전에 어떤 문장을 들었다면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들은 적이 없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경우 출처 정보는 3가지 유목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문항 노출 단계 이후

에 진행되는 출처 응답 단계에서 정확한 응답을 하려면 둘 이상의 출처 정보

및 항목 정보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출처에 대한 구분된 측정 지표를 필요로 한다.

Johnson 등(1993)이 출처감찰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지만, 처음 발표되었

을 당시에는 출처감찰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모형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Batchelder와 동료들(1994)은 출처감찰과제를 통해 얻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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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형적인 출처감찰 실험에서 산출되는 자료

Source
Response

A B N

A YAA YAB YAN

B YBA YBB YBN

N YNA YNB YNN

주. A=출처 A, B=출처 B, N=간섭 문항, Yij=i유형의 문항에 대한 j유형의 응답빈도

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출처감찰의 다항 처리과정 모형(multinomial

process tree model of source monitoring, 이하 MPT 모형)’을 발표했다

(Batchelder, Hu, & Riefer, 1994; Batchelder & Riefer, 1990). MPT　모형에서

는 참가자가 출처감찰 과제를 수행한 모든 응답은 반응 빈도로 기록되고, 각각

의 반응 빈도는 3(문항의 출처)×3(참가자의 반응)의 행렬로 정리된다(표2 참고).

이 표에서 각각의 빈도는 Yij의 형태로 표시되는데, i는 문항의 유형이고 j는 반

응의 유형을 나타낸다(Batchelder & Riefer, 1990). 현재 대부분의 출처감찰 연

구들이 이 빈도표에 의해 반응 정확도를 분석한다. 하지만 하나의 실험에서 동

일한 빈도표를 사용하더라도 분석을 위한 측정 지표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두 가지 패러다임이 활용되는데, 하나는

단일 탐지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다항 모형 패러다임이다.

단일 탐지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에 대한 단일 차원의 측정법이다. 단일 탐지

패러다임은 신호탐지이론(Macmillan & Creelman, 2004)의 민감도 지수 d'에 근

거하여 적중률과 오경보율을 구분하고 각각의 반응 편파를 분석한다(Batchelder

& Riefer, 1990). 출처 감찰 실험에서 d'은 이전에 본 것인지 혹은 새로 나온 것

인지를 구분하는 현실 감찰(reality monitoring)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표2의 반

응 빈도를 활용하여 이전에 본 것인지를 판단하는 적중율(HR: hit rate)과 오경

보율(FAR: false alarm rate)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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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HR과 FAR를 활용한 민감도 지수 d'과 반응편향 지수 C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다.

′      (3)

      (4)

단일 탐지 패러다임은 단순하지만 일반적인 측정치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정/오(true/false)의 단일 차원만 고려하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재인

과 출처감찰능력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d'의 계산에 가정되는 것

중 하나는 목표 자극과 간섭 자극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둘 이상의 출처

가 존재하는 표준적인 출처감찰 실험 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출처감찰과 같은 다차원적 자극에 대한 재인

패러다임에는 d'이 적합한 측정치가 아닐 수 있다(Batchelder et al., 1994). 게다

가 d'은 2개 이상의 출처항목과 간섭항목을 변별해야 하는 동시적인 탐지에 있

어 편향된 측정치라는 문제도 있다(Thomas & Olzak, 1992).

단일 탐지 패러다임과 달리 MPT 모형은 항목에 대한 재인 능력과 출처감찰

능력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MPT 모형에서는 반응 양상을 세분화하여 항

목에 대한 재인능력을 배제한 고유한 출처감찰능력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MPT 모형에서 출처감찰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주로 CSIM(single-source

conditional source identification measure)이 사용된다. CSIM은 문항변별과 출

처변별능력을 비교적 우수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검증된 바 있다(Bayen,

Murnane, & Erdfelder, 1996). CSIM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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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SIMA는 A 출처에 대한 고유한 출처감찰능력의 지표이고, CSIMB는 B 출처

에 대한 고유한 출처감찰능력의 지표이다. 그리고 두 가지 출처 모두에 대한 평

균적인 출처변별능력은 ACSIM(Average conditional source identification

measure)을 지표로 사용한다. ACSIM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7)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CSIM과 ACSIM은 안정적인 출처감찰능력의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세부적인 반응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다른 지표

들도 활용된다. Bayen과 동료들(1996)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2HTSM(Two-high threshold multinomial model of source monitoring)이라는

측정 변인의 조합을 확립했다. 현재 출처감찰 연구에서는 여기서 추출된 측정

지표들이 과제 수행 결과의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특히 2HTSM의 경우

에는 응답 중에서 실제로 알고 답을 한 것과 추측으로 답을 한 것을 구분하여

지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Bayen, Nakamura, Dupuis, &

Yang, 2000). 2HTSM에서 과제 수행 분석을 위해 산출되는 이론적 변인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1: 어떤 문항의 출처를 A로 응답한 확률

2) D2: 어떤 문항의 출처를 B로 응답한 확률

3) d1: 어떤 문항의 출처를 정확하게 A로 변별한 확률

4) d2: 어떤 문항의 출처를 정확하게 B로 변별한 확률

5) a: 어떤 문항의 출처를 A로 추측한 확률

6) b: 어떤 문항을 이전에 본 것으로 추측한 확률

7) g: 본 적이 없는 어떤 문항의 출처를 A로 추측한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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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표들은 응답자들의 반응 경향성 분석에 활용되며, d1은 수식 (5)

CSIMA와, d2는 수식 (6) CSIMB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b는 수식 (1) FAR

과 동일한 지표이다. 2HTSM에서 a는 A 범주를 A범주로 추측한 결과 정답을

한 확률을 의미하나, 실제 A범주의 정답 반응에서 추측한 빈도를 분리하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항목을 A범주로 추정하여 오반응한 g를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지표들이 다항 모형에서의 출처감찰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며, 모든

지표들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기술된다.

출처감찰과 정신병리

출처감찰은 정상적인 인지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출처 정보

처리가 불완전하면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Johnson et al., 1993). 출처감찰

에서의 모든 오류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심리적, 사

회적 기능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출처감찰의 오류는 왜곡된 기억을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감찰연구 영역은 노

화(Hashtroudi, et al., 1989), 자기관련 기억의 처리(McDonough & Gallo, 2010),

아동의 인지 발달(Roberts & Blades, 2000), 법정 내 진술 정확성(Foley, et al.,

1983)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임상적으로는 정신분열증(Brébion et

al., 2000), 치매(El Haj, Fasotti, & Allain, 2012), 자폐증(O'Shea, Fein,

Cillessen, Klin, & Schultz, 2005)의 주요 증상들이 출처감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Drakeford et al., 2010), 강박장

애(Cougle, Salkovskis, & Thorpe, 2008), 신체변형장애(Reese, McNa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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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helm, 20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McNally, 2006; McNally, Clancy,

Barrett, & Parker, 2005) 등의 장애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출처감찰틀 이론(SMF)에서는 출처감찰 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병리 현상도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와 동일한 차원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은 정신병리에서 출처감찰 오류에도 동

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정보 요소들의 결합, 기억의

응고화(consolidation) 및 인출(retrieval) 과정에서의 혼란, 구성적/재구성적 정교

화, 연상을 통해 유입된 정보, 상황적으로 적합하게 정보에 대한 가중치나 기준

을 적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 출처 판단을 지지하는 정보 인출에 도움이 되는

자기 단서의 부족, 부적절하거나 기괴한 사고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 등이 있다(Johnson, 1988, 1991; Johnson &

Raye, 2000). 거기에 더해 출처감찰의 정확성에는 동기(motivation)나 성격

(personality), 기타 개인차 변인도 영향을 미친다(Fotopoulou, Conway, &

Solms, 2007).

여러 정신장애 중 출처감찰 연구가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은 분야는 정신분열

증이다. 정신분열증의 신경인지기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출처감찰의 손상

과 기억-주의 기능의 손상이며(Nelson, Whitford, Lavoie, & Sass, 2014), 정신

분열증 연구자들은 환청을 내적인 정보와 외적인 정보의 출처 구분에 실패한

것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이용승, 1993; Bentall, Baker, & Havers,

1991; Brookwell, Bentall, & Varese, 2013; Ditman & Kuperberg, 2005;

Woodward, Menon, & Whitman, 2007). 그리고 망상은 이론적으로 내적인 공상

이 외적인 현실 정보들과 혼재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Bentall,

1990; Kaney & Bentall, 1989; Turner & Coltheart, 2010).

정신분열증 환자의 현실감찰 오류는 주로 두뇌의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와 관련되는데, 이 부위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신이 지각한 말의 출처가

외부에서 온 것인지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를 혼동하는 환청 증상과 관련된다

(McGuire et al., 1995; Woodruff et al., 1997).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현실감찰에

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감찰 자체의 일차적인 손상의 결과인지, 혹은 출처

정보와 내용정보를 적절히 결속(binding)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지는 분명치



- 13 -

않다. 분명한 결론은 없지만 최근에는 정보 결속의 어려움이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Allen, Larøi, McGuire, & Aleman, 2008). 이 외에

도 정신분열증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뇌영상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현재도 활발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도 출

처감찰에 연구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분야다. PTSD의 핵심 증상과 관련하여

일화기억의 회상 및 재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출처감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PTSD에서 외상 기억은 침투적이고 생생하게 회상되는 반

면, 기타 사건들에 대한 일화기억은 회상에 어려움을 나타낸다(Bremner, 2007;

Brewin, Kleiner, Vasterling, & Field, 2007; Liberzon & Sripada, 2007;

McNally, 2006). 이러한 일화기억 회상 문제의 연장선에서, PTSD로 진단받은

환자(Bremner, Shobe, & Kihlstrom, 2000)와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Zoellner, Foa, Brigidi, & Przeworski, 2000)는 출처감찰이 부정확하다는

보고가 있다. PTSD 환자들은 정서적 정보에서 선택적으로 출처감찰의 정확도

가 저하되며, 그 과정에서 출처감찰을 포함한 기억의 부호화 처리에 문제가 있

음이 시사되었다(Brennen, Dybdahl, & Kapidžić, 2007; Golier, Harvey, Steiner,

& Yehuda, 1997).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PTSD 증상보다는 우울증상의 영향

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어(Bremner et al., 2000; Zoellner et al., 2000), 아직은

PTSD와 출처감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울증에서 출처감찰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탐색된 분야다. 보통 우울증 환

자들의 인지는 기억이 모호하고 과잉 일반화되어 있으며, 출처감찰이 저조하다

는 보고가 있다(Degl'Innocenti & Bäckman, 1999; Hertel, 2000; Williams et

al., 2007).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각성은 관련된 일화기억 자체의 회상 정

확도는 높이지만(Reisberg & Heuer, 2004), 사건의 세부요소나 관련된 맥락 정

보들의 회상을 부정확하게 한다(Christianson & Loftus, 1991). 이와 같은 관점

에서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 정서 관련 문항에서 항목 기억은 수행이 양호하

더라도 출처감찰은 저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Mather, 2007). 그 한

예로,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 우울증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출처감찰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Math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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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후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지 않았고, 우울증과

관련된 출처감찰 연구가 많지 않아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다. 우울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다른 장애에 비해 더욱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강박장애(Cougle et al., 2008), 경계선 성격장애(Minzenberg,

Fisher-Irving, Poole, & Vinogradov, 2006), 신체변형장애(Reese et al., 2011)

등에 대한 연구들이 탐색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

히 국내에서는 SMF 이론이 제안된 초기에 일부 임상연구들이 있었으나(이민

규, 1991a; 이용승, 1993b; 정정화, 1993), 최근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출처감찰과제에서 도식편향 현상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의 모색

지금까지 출처감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임상적으로 활용된 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출처감찰에 대한 임상적 연구들은 주로 정신증, 치매, 자폐증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이 두드러지는 장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상당수

의 정신장애에서 인지기능의 신경학적 손상은 주요 증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처감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이나 특수한 조건에서만 관찰되는 미

묘한 기능저하는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

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심리적 장애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심리학에서 잘 연구되어 있는 자기관여 효

과와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도식편향 효과가 여러 심리장애의 인지적 문제와 관

련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출처감찰 연

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식편향 현상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이 현

상을 우울증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울증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자신의 내적 표상과 지각된 자기, 그리고 이

상적인 자기 사이의 괴리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Duval &

Wicklund, 1972; Higgins, 1999; Pyczsinski & Greenberg, 1987).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자극에 더 쉽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부정적인 기억을 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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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회상한다(Gotlib, Kasch, Traill, Joormann, Arnow, & Johnson, 2004;

Williams et al., 1996). 우울증 환자들의 기억 과정에서 나타내는 부정적 편향

(negative bias)은 의식하 영역에서의 신경학적 반응으로도 검증되었다(Victor,

Furey, Fromm, Öhman, & Drevets, 2010). 기억에서의 부정적 편향은 환자들에

게 부정적인 인생 사건을 더 두드러지게 해석하여 자신의 약점을 더 크게 지각

하고 몰두하게 만든다(Teasdale, 1985).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 정보에 쉽게 몰두되는 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은 자

기가 관련된 정보처리를 할 때 사건을 더 정확하게 회상한다(Rogers, Kuiper,

& Kirker, 1977; Symons & Johnson, 1997).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단어의 일반적

인 뜻을 물어볼 때보다 그 단어가 나를 기술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할 때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자기 관여된 정보처리를 촉진하고자 하는 실험 절차

에서는 단어의 의미적 판단과 더불어서 자기도식(self-schema) 정보 처리를 촉

진하는 절차를 포함시킨다(Keenan, Golding, & Brown, 1992; Klein, 2012;

Klein & Loftus, 1988; Klein & Nelson, 2014; Symons & Johnson, 1997). 예를

들면, 출처감찰시 자기를 기술하는 단어나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을 부호화하도록 하는 과제가 활용된다(Klein & Nelson, 2014).

자기 관련 정보처리과정에서는 자극의 정서적 속성도 정보를 조직화하고 자

기 지식구조에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기상에 대한 위협으로부

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 처

리에 더 동기화되고, 그 결과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D'argembeau, Comblain, & Linden, 2005; D'argembeau & Van der Linden,

2008; Sedikides & Green, 2000). 긍정적 자기 관련 정보는 더 쉽게 활성화되도

록 준비되어 있고 획득된 정보는 자기도식에 통합하도록 동기화 된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자기 관여 효과의 크기는 정서적 밸런스에 의해서 달라지지

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어(D'argembeau et al., 2005; Gutchess, Kensinger,

Yoon, & Schacter, 2007; Pauly, Finkelmeyer, Schneider, & Habel, 2012; Yang,

Truong, Fuss, & Bislimovic, 2012; Yoshimura et al., 2009), 자기와 관련된 정

보처리에서 정서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아직 없다. 또한

자기 관여 정도에 따른 과제 수행 차이는 주로 항목 기억(item memory)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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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회상과 관련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야 출처 기억과 같은 맥

락 정보를 활용한 기억과제로 연구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Kahan & Johnson,

1992; Kim & Johnson, 2010; Leshikar & Duarte, 2012, 2014; Serbun, Shih, &

Gutchess, 2011). 하지만 자기 관련 기억 연구에서 특정한 기억의 출처에 대한

정보인 출처기억(source memory)을 활용한 실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출처감찰이론에서 항목 재인과 출처 기억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과

출처에 대한 자기 관여 효과도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Cook, Hicks, & Marsh, 2007; Johnson et al., 1993). 자기 관여적인 정보처리

과정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항목의 맥락 정보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증가

시키고, 그 결과로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출처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 예

로, 특질 형용사를 사용한 한 출처감찰 연구(Serbun et al., 2011)에서는 특질 형

용사가 자기를 기술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형용사인지, 대문자로 제시된 것인지

에 대한 판단을 부호화 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다른 부호화 조건에서보다

자기 관여된 부호화 조건에서 출처를 더 잘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이 단어를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부호화했을 때 출처를 더 잘 기억한다

는 주장을 지지한다.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도식편향 현상

일반적인 출처감찰 실험은 참가자들의 사전 지식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깊

게 설계된다. 예를 들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두 명의 화자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지만, 보통 그 화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격, 의견 등에 대한 어떠한 단

서도 제공 받지 않는다(Bornstein & LeCompte, 1995; Glisky, Polster, &

Routhieaux, 1995; Johnson, De Leonardis, Hashtroudi, & Ferguson, 1995;

Keefe, Arnold, Bayen, & Harvey, 1999). 또한 학습단계의 문항들은 무작위 순

서로 제시되어 출처와 제시된 항목들 간에 어떠한 의미적 관계도 형성하지 않

도록 한다. 항목은 거의 연관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Bornstein & LeCompte,

1995; Keefe et al., 1999)이나 잡학상식 진술문(Erngrund, Mántylá, & Nil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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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Schacter, et al., 1994)을 사용하는 등, 출처 추정과 관련해서는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출처감찰 연구들은 사전 지식보다는 출처감찰의 정

보 처리 과정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출처와 관련된 배경지식은 통제 변인으

로만 고려된다.

실험실과는 달리, 실생활에서 배경 지식은 출처감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로 활용된다. 왜냐하면 화자나 매체 같은 출처 정보는 그 역할이나 사회적 맥락

과 부합할 때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처 정보와 메

시지 내용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의미적 관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

신에게 의약품 처방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의 주치의는 변호사

나 자동차 수리공에 비해 더 신뢰로운 출처라고 할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특

정한 정보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고, 그런 지식에 기반한 추정

은 출처판단을 더 정확하게 한다.

SMF에서는 사람들이 출처 혹은 맥락 기억을 식별하는 데 있어 두 종류의

일반적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한다(Johnson et al., 1993; Mitchell & Johnson,

2000). 하나는 사건을 경험할 때 생성된 일화기억에 결합된 질적인 특성들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감각적/지각적 세부요소, 정서적 세부요소, 시공간적 세부요소,

의미적 세부요소, 인지적 조작의 기록들과 같은 정보를 인출하여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요소의 존재와 그 양적인 풍부함은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기억의 출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출처 판단에 사용하는 두 번

째 정보는 사건을 경험할 당시의 사건 자체의 정보가 아닌 한 개인이 기존에

가진 지식체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는 일반적 지식

(general knowledges), 도식(schemas), 고정관념(stereotypes), 유목 지식

(category knowledges), 신념(beliefs), 개연성(plausibility) 등이 있다(Bayen,

Nakamura, Dupuis, & Yang, 2000; Hicks & Cockman, 2003; Mather et al.,

1999; Spaniol & Bayen, 2002). 개인의 욕구나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영향도 받는다고 검증된 바 있다(Gordon, Franklin, & Beck,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화기억에 결속된 세부 요소에 근거한 판단을 더 자주 한다. 하지만

가끔은 기억의 세부 요소를 분석하는 대신 배경 지식들에 의지한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농담을 특정한 동료에게 들었다고 믿을 때,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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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농담을 그 동료와 자주 어울렸던 회사 휴게실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억의 시공간적 세부 정보는 매우 부족하지만 그 동

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추론은 대체로 정확한 판

단이 된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사전 지식에서 얻은 정보로 인해 출처감찰에서

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출처를 더 신

뢰하기 때문에, 그와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출처판단을 부정확하게 하는 경향

성이 있다(Mather et al., 1999).

SMF가 발표되던 당시에 Johnson 등(1993)은 사전 지식이 출처 판단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기술하면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인지적 기제를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후 Bayen과 동료들(2000)은 이 현상을 “출처감찰의 도

식1) 편향”이라고 명명하였고, 도식편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추측 가

설(guessing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추측 가설에서는 출처에 대한 사전 지

식 혹은 도식에 기반한 추측이 출처 판단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정

확한 출처 판단은 특정한 지각적, 공간적 세부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세부정

보에 대한 가용한 기억 정보가 불충분할 때 추측에 의한 출처변별이 일어난다

고 보았다. 예를 들어, 누군가 두통에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의 화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청자는 그 진술의 출처를 의

사로 추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식에 기반한 추측이 사실인지에 따라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 도식에 기반한 추측이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라면

수행의 정확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실제 출처가 사전 지식과 불일치한다

면, 도식에 기반한 추측은 정확한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출처가 도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추측에 의한 출처 변별은 수행에 도

움을 주지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출처감찰에서 도식편향의 측정은 주로 MPT 모형에 의한 지표를 활용한다.

Bayen 등(2000)은 자신들의 실험에서 출처감찰의 다항모형 중 하나인 2HTSM

을 통해서 출처감찰의 도식편향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d는 도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측정 변인, g는 도식의 영향을 받는 측정 변인으로 가정하여 그와 일치하

1) 여기서의 도식은 “사전 경험에 기반하여 구성적으로 연상된 개념에 대한 모든 지식 구조(Alba &

Hasher, 1983)”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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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산출해 낸 바 있다. 하지만 다양한 후속 연구들은 추측 가설에 의한

도식편향 현상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도식은 추측 지표 외에도

반응 경향성, 출처감찰 정확성 등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

되었다(Bayen & Kuhlmann, 2011; Bayen et al., 2000; Cook, Marsh, & Hicks,

2003; Hicks & Cockman, 2003; Marsh, Cook, & Hicks, 2006; Spaniol &

Bayen, 2002).

추측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편향 현상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Marsh 등(2006)은 “이른 선택-늦은 수정(early selection-late correction)” 가설

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이른 선택은 습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이 선택되는 처

리과정을 의미한다(Jacoby, Kelly, & McElree, 1999). 늦은 수정은 이른 선택 이

후의 반성적 처리와 관련되는데, 출처기억에 대한 주의 깊고 재구성적인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sh et al., 2006). 이른 선택은 자동적

이고 휴리스틱적인 빠른 처리 과정(automatic and heuristic process; Divine,

1989)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른 선택의 처리과정이 활성화되면 도식에 의한 판

단이 기억 전체 혹은 기억에 대한 세부정보 인출을 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빠

르고 자동적인 의사결정은 실제 기억이나 그 기억의 세부 요소들을 활용할 가

능성을 줄이며, 결국 습관이나 의미적 지식(semantic knowledge)에 의한 반응

을 하게 한다(Jacoby et al., 1999). 이처럼 사전 지식이 갖는 기억의 친숙성

(familiarity)2)은 반응 편향을 유도하며 출처감찰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추측 가설과 이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추측 가설은 반응 과정에서 도식에 근거해 추론하는 반성적인 과정만이

강조되는 반면, 이른 선택, 늦은 수정 가설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실

제 출처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는 자동적인 정보처리과정도 강조된다. 다만,

Bayen 등(2000)이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할 때 사용했던 2HTSM 모형의 추측지

표 g만을 도식편향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른

2) 출처감찰연구 초반에는 기억이 쉽다는 의미에서 ‘memorabili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

으나(Johnson Raye, Foley, & Foley, 1981; Marsh & Bower, 1993), 이후 ‘familiarity’라

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이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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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별 반응 경향성 지표인 D, 범주별 반응정확성

인 d도 도식편향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측가

설은 상당부분 과제 수행 조건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다. 추측가

설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은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하다. Hicks와

Cockman(2003)의 연구에서는 추측가설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과제의

인지적인 부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거나 인지적 처리 용량이 제한되는 노

인 집단에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표본 집단의 상대적인 인

지적 처리 효율에 따라서 추측에 의한 출처감찰 정확성의 저하와 친숙성에 의

한 출처감찰 정확성의 증가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른 선

택-늦은 수정 가설과 추측가설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실제 실험 결과

에서는 다양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도식편향 현상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 우울증에 대해서

출처감찰 과제의 임상적 활용이 국내에서는 많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희

소한 연구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출처감찰에 대한 임상연구의 범위

는 제한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임상연구는 뇌손상, 치매, 자폐

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신경학적 기전이 뚜렷한 정신장애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신경학적 기전이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우울증,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증, 신체변형 장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

구가 진행되어 있고 그나마도 불일치하는 결과나 유의미하지 않은 실험 결과가

많다. 결국 현재까지 출처감찰의 임상 연구는 연구 분야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

고 있다.

출처감찰 연구 패러다임이 보다 넓은 임상 영역에 적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증과 비정신증, 그리고 장애가 없는 일반 피험자의 병리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감찰의 임상 연구에서는 주로 출

처 판단의 근본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하

지만 정신분열증과 자폐증, 치매 등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신장애에



- 21 -

서 인지기능의 ‘지속적인 손상’은 주요 증상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신경학적인

문제가 현저한 장애에서는 쉽게 출처감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인지장

해가 미묘하거나 기능장애의 발현이 특수한 조건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과제 수

행에서의 문제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

서는 정서적 상태(emotional state)에 따른 일시적인 인지적 변화나 자기 개념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주의 편향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인지기능이 더 중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Doerksen & Shimamura, 2001; Mather et al., 2006).

현재 임상연구가 아닌 일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출처감찰 과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고 관련 이론도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감찰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도 최신 이론이 반영된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출처감찰 분야에서는 도식편향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

고 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예외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출처감찰 연구에서 일반적 기술이 아

닌 자기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고유하게 수행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

나(Minzenberg et al., 2006), 엄밀히 살펴보면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연구도 아

니고 2HTSM과 같은 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지도 않아서, 현재 임상 연구에서

도식편향 현상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개인의 부적응

적 도식 내용을 사전 지식으로 간주하고 그 도식 수준에 따른 출처감찰 편향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면,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던 비정신증적

장애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 영역이 개척될 수 있다.

출처감찰과제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

한 장애는 우울증이다. 심각한 우울증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의 편향을

일으키며, 이러한 편향은 정서적 정보의 처리과정과 관련된 편도체의 기능과 관

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egle, Steinhauer, Thase, Stenger, & Carter, 2002;

Siegle, Thompson, Carter, Steinhauer, & Thase, 2007). fMRI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 단어에 노출되었을 때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더 오래

지속되었고,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좌측 복외측 전전두엽 피질은 덜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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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성이 있었다(Siegle et al., 2002). 행동 측정치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 관여적 정보처리를 하고 반추를 많이 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 정보처리를 더 많이 하기 때문

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항목을 더 잘 기억한다는 보고도

있었다(Hamilton & Gotlib, 2008; Siegle et al., 2007).

현재까지 우울증에 대한 출처감찰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항목기억과 출처

기억에 정서적 각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만이 있는 수준이다. 우울증 점

수와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는 출처감찰 과제 수행 정확도 간의 역 상관이 보고

되기도 하였는데(Mather et al., 2006), 이 결과만 가지고 실제로 우울증이 출처

감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Mather(2007)는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 출처 정보를 접했을

때, 더 많은 정보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의 각성이 출처정보와 같

은 맥락 정보의 기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학적 손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비정신증적 정

신장애에 대한 출처감찰 연구는 아직 많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분야다. 특히,

신경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형식의 출처감찰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형식의 출처감찰과제

를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 부적응적

자기도식 관련 자기 진술문으로 구성된 새로운 출처감찰 과제를 개발해야한다.

둘째, Bayen(2000)의 MPT 모형에 근거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도식편향을 일반

적인 출처감찰 능력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성역할, 직업 같

은 기존의 단순한 자기도식이 아닌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자기도식에 의한 도

식편향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

증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들은 대처능력의 결여, 무기력함, 자기 비하와 같은

추상적이고 개인차가 심한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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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도식에 의한 편향 현상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임상 연구 분야로

서 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식편향을 측정하는 기존의 출처감

찰 과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감찰에서 도식편향을 측정한 다수의

연구에서 직업적 전형성(Bayen et al., 2000; Hicks & Cockman, 2003), 성역할

(Marsh et al, 2006)과 같은 하나의 자기도식을 기술하는 복수의 문항이 사용된

바 있다. 즉, 하나의 자기도식을 반영하는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는 절차가 표준

적이기 때문에, 부적응적 자기 진술문을 활용한 출처감찰 과제 개발이라는 첫

번째 문제의 해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그 과제

를 분석할 때 단일탐지 패러다임보다는 2HTSM의 a나 d, g 지표와 같은 MPT

모형에 근거한 방식으로 분석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들 대부분이

MPT 모형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된 만큼, 임상 연구에서도 동일한 측정 방식

이 활용될 수 있다. 부적응적 자기 진술문이 유발하는 도식편향 정도는 한 개인

의 병리적 도식이 출처 정보 및 맥락 정보의 판단을 부정확하게 하는 정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측정 패러다임이 적절히 기능한다면, 개인의

부적응적 도식이 기억의 왜곡된 인출 및 사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측정 패러다

임이 필요하다. 임상심리학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구성개념들은 완벽주의, 정

서적 결핍, 무능력함과 같은 추상적인 자기개념이 많다. 이들 개념들은 한 개인

을 범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차에 따라 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

하다. 예를 들면, NEO-PI-R(Costa & McCrae, 1992)이나 Young 도식 질문지

(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 Young & Brown, 1994)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YSQ에서는 자기희생, 정서적 지지결여,

완벽주의와 같은 자기도식과 그 도식의 강도에 있어 개인차를 측정한다. 그런데

실제 도식편향 연구에서 YSQ와 같은 척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YSQ 문항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YSQ 문항의 측정

을 통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도식의 범주와 그 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얻게 되는 두 측정치인 사전 도식 점수와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차원적으로 측정한 도식의 강도에 대한 출처감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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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행 편향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시도된 바 없는 측정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절차가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되면 보다 많은 연구

분야에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출처감찰과제의 개발이라는 연구의 목적과 더불어, 개발된 과제를 어

떻게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앞선 개관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출처감찰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우울증 환자들의 부정적 사고가 일으키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출처감찰과제와 같이 자기도식에 부가된 맥락 정보에 대한 기억 인출과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험과

제를 활용하여 한 개인이 가진 우울한 사고에 대한 도식 편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우울성향 젊은 성인들이 자기 관련 정보에 대해 갖는 인지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병리적이지 않은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개발 절차가 병리적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상관모형에 근거한 연구 설계를 따르는데, 실험적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는 실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 성향 집단과 비

우울 성향 집단을 구분한 실험 절차는 부정적 자기도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

의 차이가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울증에서의 치료적 처치가 인지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는 최근의 CBT 이론에 따라, 인지적 처치 기법이 도식 편향을 측정하는 실험

과제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실제로

치료적 효과를 검증해 낼 수 있다면 우울증의 인지적 편향 중 맥락 정보에서의

부정적 편향을 바로잡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측정해낸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임상적 의의를 요약하기 위해 도식 치료의 Young

이 남긴 기술을 언급하고자 한다. Young은 부적응적 도식 변화의 어려움과 자

기도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내담자의 태도에 주목하고, 그들이 자신의 심

리 도식을 우선적인 진실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2005). 부적응적 도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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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성을 인지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진술문

을 일관되게 참의 범주로 판단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높은 출

처기억 측정 과제는 어떤 진술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는 형식이 있다

(Rahhal, May, & Hasher, 2002; Siedlecki, Salthouse, & Berish, 2005). 예를 들

어, 우울증의 경우처럼 부정적 핵심 도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도식을 표현하

는 진술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참이라는 출처범주로 분류하기가 더 쉬울 것으

로 보인다. 자신의 부정적 자기 개념을 진실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을 출처감찰 이론에서의 용어로 변환하여 다시 기술하

면, 개인이 보유한 사전 지식으로 인해 학습한 어떤 항목(items)에 대한 참/거

짓 출처 정보(true/false source information)를 항상 참으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

한 현상이다. 이는 Bayen 등(2000)의 추측가설이나 Marsh 등(2006)의 “이른 선

택, 늦은 수정” 가설이 도식편향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출처

감찰 과제에서 병리적 자기도식에 대한 경직된 편향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반복

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반응 및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진행되었다.

전체 연구는 도식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한 측정

방식과 개발된 도구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울 성향자 집단의 인지적

특성을 밝히고, 치료적 처치가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지를

검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구 1은 첫 번째 목표인 새로운

출처감찰과제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로 진행되었다. 연구 1-1과 1-2에서는

자기 진술문을 활용한 도식 출처감찰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사전 설문지

를 활용한 도식편향 측정 패러다임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가 검토되었으며, 연

구 1-3에서는 개발된 과제와 도식편향의 측정 방식이 세분화된 하위 요인에 따

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고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우울 관련 인지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연구 2와 3은 우울 성향자 집단에

서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가 인지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지와 치료적 처치에

의한 맥락 기억에서의 편향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 2에서는 출

처감찰과제의 내용을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으로 수정하고, 그 도식

에 대한 사전 동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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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부적응적 사고 빈도가 높은 집단

에서 나타난 도식편향 현상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지적 탈

융합 및 인지재구조화 치료법에 따른 단기적 처치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검토하

였다. 이를 통해 출처감찰의 도식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

발과 그 과제의 임상적 적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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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개발 연구

연구 1은 임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형태의 출처감찰과제 및 새로

운 도식편향 측정방식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출처감

찰과제는 대부분 단어를 자극으로 사용했다(이민규, 1991; 이용승, 1993; 정정화,

박태진, 1993). 반면, 도식편향을 측정하는 출처감찰과제의 상당수는 문장을 읽

거나 듣는 형식의 자극을 주로 사용한다(Bayen et al., 2000; Cook et al., 2003;

Hicks & Cockman, 2003).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장을 활용한 출처감찰과제는

거의 사용된 바 없다. 영어권에서 문장을 활용한 과제 자체는 드물지는 않지만,

자기관련 진술문을 활용한 도식편향 측정에는 언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한국어로 개발된 과제가 도식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필

요하다. 그리고 심리학적 구성개념으로 정의되는 자기도식을 사전 설문지로 측

정하여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연

구 1은 새로 개발된 측정 절차가 적절히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해 낼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1에서는 도식을 측정하는 사전 설문지 점수가 한국어로 제작된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

수행 점수가 우울증상과 관련되는 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1-2에서는 연구 1-1과 같은 측정 방식을 사용하되, 사전 설문지에 의한

도식편향이 자기 관련 진술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잡학상식을 묻는 중립 문항을 추가였다. 이를 통해 도식편향이 도식 문항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연구 1-3에서는 여러 도식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연구 1-1, 1-2와는 달리

과제에서 사용된 도식의 내용을 정서지지결여,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하위 요인

별 도식편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자기도식의

내용이 도식편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울 증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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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우울관련 인지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추가하여 출처감찰과제의 임상적 활

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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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1.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개발

연구 1-1은 자기도식을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 제작하고 사전 설문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식편향 현상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반 대학

생 집단에게 출처감찰과제를 실시하여 한 개인의 심리도식이 출처감찰과제 수

행에 편향을 일으키는 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금까지 출처감찰능력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3년에 출처감찰틀

이론이 제안된 이후 국내 심리학계에서도 잠시 관심을 받은 적은 있으나(이민

규, 1991; 이용승, 1993; 정정화, 1993; 정정화, 박태진, 1993), 이후 20여 년간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고 경험적인 연구는 더욱 부족했다(이미현, 2002; 이

민규, 1991; 이승진, 2005; 이승진, 곽금주, 2009; 이용승, 1993; 정정화, 1993). 그

사이 서구권에서는 출처감찰능력의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Batchelder, Hu, & Riefer, 1994; Batchelder & Riefer, 1990),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다(Bayen & Kuhlmann,

2011; Bayen et al., 2000; Cook et al., 2003; Hicks & Cockman, 2003; Marsh,

Cook, & Hicks, 2006; Spaniol & Bayen, 2002). 출처감찰 연구에 대한 관심에

있어 국내와 해외의 격차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

운 실험과제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

안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출처감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어 문장 형태

의 출처감찰과제를 개발하여 이 과제가 실제로 한국인의 인지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실증적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새로운 과제 개발을 위

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제 개발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과제는 출처감찰과제의 보편적인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출처감찰의

도식편향 현상을 위한 연구는 Bayen 등(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의 연

구에서는 주로 하나의 도식을 서술하는 복수의 문항을 출처감찰과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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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전에 형성된 개인의 도식에 따른 수행 차이를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도 그

러한 연구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도식을 직업적 전형성(Bayen et al., 2000; Hicks

& Cockman, 2003), 성역할(Marsh, Cook, & Hicks, 2006) 등의 단순한 범주로

정의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전 설문지를 실시하여 그 점수로 개인의 도식을

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측정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주요한 심리적 도식 중 상당수는 단순한 범주로만 구분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나 자기희생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이

분형 범주로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많은 심리적

구성개념들은 단일 문항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그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속성은 하나의 요인을 여러 문항을 활용

하여 측정하는 척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의 도식은

일정한 범위를 갖는 수치화된 점수로 측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

단 구분에 따른 실험이 아닌 상관에 기초한 새로운 측정절차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 따라 사전 설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관찰되는 두 가

지 도식편향현상이 있다. 우선 친숙성에 따라 자신의 도식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성과 변별 정확성이 상승하는 정적 편향이 있다(Johnson Raye,

Foley, & Foley, 1981; Marsh & Bower, 1993). 보통 출처감찰 실험 참가자들은

친숙성 효과에 의해 자기도식과 일치하는 문항을 더 정확하게 변별하는 경향성

이 있다(Mather et al., 1999; Spaniol & Bayen, 2002). 하지만 인지적 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조건 하에서는 자기도식이 정확한 출처감찰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처감찰과제 문항을 기억하기 위한 과제의 인지적 부하가 일

정 수준을 넘어서 기억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지는 현상

이 일어난다(Mather et al., 1999). 이러한 현상에 Bayen 등(2000)은 기억력의

제한이 있어 답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에 따라 추측하여

답을 하여 정답률이 낮아진다는 추측 가설(guessing hypothesis)을 제안하였고

Hicks와 Cockman(2003)은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와는 달리, M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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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6)은 “이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이라는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이른 선택

은 사전 지식이나 자기도식이 진술문에 대한 자동적이고 휴리스틱적인 정보처

리를 유발하고 그 결과 실제 기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도식과 일치하는 경우 기존의

믿음에 따라 답하는 편향이 발생한다. 추측 가설과 이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른 선택-늦은 수정 이론은 편향의 원인을 세부정보

인출을 차단하는 자동적인 처리과정이 더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고, 추측 가

설은 가용한 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추정은 반성적 판단에 더 가까운 것으로 가

정한다. 따라서 추측으로 인한 편향이 발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과제가

정보의 기억에 한계를 갖게 하는 충분한 인지적 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지만 연구 1-1에서 새로 개발되는 과제가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지

적인 부하를 유발하는 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전 도식 설문지에서의 점수

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하되 도식편향

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연구 1-1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진술문을 선발하기 위해, 한국판

NEO-PI-R(안창규, 채준호, 1997)에서 선별한 자기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장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자기관련 진술문을 선발할 질문지로 NEO-PI-R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낮은 도식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였다. 본 연구가 임상적 적용 가능성의 확인을 최종 목표로 하나, 새로운 출처

감찰과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식편향 현상이 유도되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따라서 연구 1-1에서는 임상적 함의가 있는 자기도

식보다는 병리적 속성과 거리가 있는 자기 진술문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도식편

향 현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제에 사용된 문항들도 여러 하위 요인에

서 추출하였는데, 복수의 하위 요인에서 문항을 선발한 것은 단일 내용이 가진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서였다.

가설 설정을 위한 다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은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울증 환자 혹은 우울점수가 높은 대학생 집단의 출처 정

보에 대한 변별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연구가 일부 있으나(Doerksen &

Shimamura, 2001; Mather et al., 2006), 후속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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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수준의 이론만이 발표되어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다. 따라서 출처감찰

과제 수행 지표와 우울증상과의 관계 역시 구체적인 방향과 수행지표에 대한

가설보다는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 1-1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전 설문지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문항을 사용한 자

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에서 도식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우울 증상 수준과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은 부적 상관을 나타

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가자 모집이 진

행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수강생 총 95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가 47명, 여자가 4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

령은 21.39세(SD=2.35)였다.

절차

심리학과 연구 참여시스템을 통해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이

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인 NEO-PI-R-OAC와 CES-D에 응답하

였고, 이때 응답 방식은 일반적 설문과 동일하게 태도를 묻는 응답에 4점 혹은

5점 척도로 답하는 것이었다. 그 후 5∼9일 내에 실험실에 방문하여 사전 설문

지와 동일한 내용의 자기도식으로 구성된 문항을 여자(참)와 남자(거짓)의 목소

리로 각각 8문항씩 나누어 들려주는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실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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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세로 4m 규모의 방이었으며, 1개의 책상과 2개의 의자 및 공기조절기가 구

비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그리고 헤드폰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

험실 내 모든 과제 수행 절차는 태블릿 PC 화면에 제시되는 지시문으로 진행되

었다.

도구

자기도식 출처감찰 과제(Source Monitoring Task on Self-schema

version 1.0: SMT-SS ver. 1.0). 출처감찰과제는 기억에 따라 붙는 출처정보

를 묻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들었던 이야기가 누가 말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

서 들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처감찰과

제는 단어 재인, 문장 재인, 시각적 도형 재인, 청각적 자극 재인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제는 문장을 듣는 방식의 출처감

찰과제(Rahhal et al., 2002; Siedlecki et al., 2005)를 변형하여 개발하였다. 문장

을 활용한 출처감찰과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참가자에게

잡학상식문항으로 구성된 문장을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주

는데, 이 때 여성의 목소리는 모두 참(true), 남성의 목소리는 모두 거짓(false)

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준다. 그 후 약 5분간의 지연시간을 두고 2단계에서는 서

면으로 원래 들었던 문장이 여자인지(참인지), 남자인지(거짓인지), 혹은 들은

적이 없는 것인지(새로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출처감찰과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잡학 상식으로

구성된 문장 대신에 한국판 5요인 성격 척도인 NEO-PI-R(안창규, 채준호,

1997)에서 선별한 자기의 특성을 기술하는 30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로 개방성에서 15문항, 성실성에서 11문항, 친화성에서 4문항을 선정하였다

(부록 1). 복수의 하위 요인에서 문항을 선발한 것은 단일 하위요인이 가진 영

향력을 상쇄하고 비교적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낮은 도식으로 문항을 구성하

기 위해서였다. 또한 각 문항은 문장의 전반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길이

와 세부 표현은 일부 수정하였다. 중간 지연을 위한 과제는 숫자 바로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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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digit span forward)과제가 16문항 제공되었고 총 5분 정도의 지연이 가능

하였다. 2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에서 제공한 30문항 한국판 NEO-PI-R(Costa

& McCrae, 1992; 안창규, 채준호, 1997)의 신경증 척도에서 선발한 자기도식 관

련 15문항을 추가하여(부록 2), 화면에 제시된 45문항을 읽고 참/거짓/새로운 것

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모든 듣기 문항과 출처 변별 문항은 매 시행마다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실험과제 지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하게 되실 실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로 문장을 읽은 여러 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들으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니 주의 깊게 듣고 잘 기억해 주

세요.

하게 되실 실험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로 문장을 듣게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은 늘 “참”만 말하고 남성은 늘 “거짓”만 말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께서는 문장을 읽은 목소리가 남성/여성이었는지를 듣고, 그 내용

이 참/거짓인지를 판단하여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을 눌러 주십시오.’

지시문을 읽고 나면 연습시행이 제시된다. 본 시행 전에 규칙을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여성-참, 남성-거짓 규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

다.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녹음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여성(참), 남성(거짓)을 잘 판단해 아래 선택지에 터치해 주세

요.

[목소리 듣기 버튼 클릭] “나는 아침밥을 먹고 다닌다”

들으신 문장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해 주세요.

●참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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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장은 남성과 여성의 음성으로만 제시될 것이며,

화면에는 참/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선택지만 나올 것입니다.

들려드리는 문장의 내용과 여성의 목소리는 모두 참, 남성의 목소리는 모두 거짓이라

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의 [다음]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이후 본 시행에서는 참가자들이 그림 1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음성으로 제시

되는 문장을 들었다. [다음] 버튼을 터치할 때마다 새로운 문장을 듣게 되며, 그

문장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단하여 아래 선택지에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문장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매 참가자마다 다르게 하였으며, 음성은 1회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출처감찰과제 문장 듣기 실제 화면>

중간 지연 과제로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digit span forward)가 시행되었

다.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과제는 화면에 있는 [문항 듣기] 버튼을 터치한 뒤

읽어주는 숫자를 듣고서, 태블릿 PC에 있는 숫자 패드를 터치하여 숫자를 입력

하도록 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시 문항 이후에 본 시행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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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시행에서는 16문항이 실시되었으며 평균적으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다.

<그림 2. 숫자 외우기 실제 화면>

2단계에서는 참/거짓/새로운 것의 출처 정보를 변별하는 과제가 진행되었다.

모든 문항은 한글 문장으로 제시되었고 총 45문항(1단계 30문항, 새로 추가된

15문항)을 읽고 출처 정보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시간제한은 없었고 문장 제시

순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제공되었다. 각각의 문항에서 해당되는 범

주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터치하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2단계 출처 정보 변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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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처감찰 실험에서 산출되는 반응빈도표

Source
Response

T F N

T YTT YTF YTN

F YBT YFF YFN

N YNT YNF YNN

주. T=출처 참, F=출처 거짓, N=간섭 문항, Yij=i유형의 문항에 대한 j유형의응답빈도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종료 메시지가 화면에 제시되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진행 버튼이 사라졌다. 모든 응답은 개별 파일로 저장되어

참가자별 출처감찰과제 수행 점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처감찰능력과 항목(items) 재인능력을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

해, 참가자의 반응을 2HTSM(Bayen et al., 2000)의 모형에 따라 반응빈도표를

구성하였으며(표3 참고), 반응빈도표에 따라 반응경향성(DT, DF), 출처감찰능력

(CSIMT, CSIMF),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 추측(g)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에

더해 단일탐지패러다임(Macmillan & Creelman, 2004)에 따라서는 d’ 지표를 산

출하였다. 상세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참 범주 반응 경향성

 


: 거짓 범주 반응 경향성

 


: 참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

 


: 거짓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










: 평균 출처감찰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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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범주로 추측하는 경향성




: 이전에 들은 문항 적중률




: 새로 추가된 문항에 대한 오답률

′     : 현실감찰 정확성

실험과제용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OAC).

Costa와 McCrae(1992)에 의해 제작된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안창규, 채준호

(1997)가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원 설문지는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가지 성격특성(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을 5점 척도로 측정

하는 검사이다. 5요인은 신경증(N: Neuroticism), 외향성(E: Extraversion), 경험

에 대한 개방성(O: 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 Conscientiousness), 친

화성(A: Agreeableness)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개방성 15문항, 성실성 차원

에서 11문항, 친화성 차원에서 4문항, 신경증 15문항을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과

제의 인지적 부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문장의 길이를 최대한 유사하게 하였

고, 모든 진술문은 ‘나는-’으로 시작되는 자기관련 문항으로 선별하였다. 선발된

문항에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모두 높은 점수일수록 해당 성격특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우울증 역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척도로

Radloff (1977)가개발했으며, 본 연구는 최상진, 전겸구, 양병창 (2001)이 번안타

당화한 한국판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들

에 대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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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연구 1-1에서는 도식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 지표점수를 종속변인으로, 같

은 내용의 사전 설문지의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사용 통계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version 23)이다.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별 기술통계량과 출처감찰과제 반응빈도표

연구 1-1에서는 성별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출처감찰과제 개발 시 성별에 따른 목소리로 출처정보를 참/거짓 정보

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참가자의 성차가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더불어 평균비교 결과도 표 4에 제시하였다. 분

석결과, 연령과 나머지 대부분의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고, d′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다, t(93)=2.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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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1-1 출처감찰과제 반응빈도표 (N=95)

출처
반응

참 거짓 새로운 것

참 924 274 227

거짓 312 914 199

새로운 것 133 123 1169

표 4. 연구 1-1 사전 설문지 및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기술통계량

남(N=47) 여(N=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1.74 2.52 21.04 2.14 1.47

사전 설문지

NEO-PI-R 총점 103.66 6.94 102.94 8.27 .46

NEO-PI-R 참 53.21 4.65 53.33 4.99 .12

NEO-PI-R 거짓 50.45 5.03 49.60 4.77 .84

CES-D 33.53 9.50 34.85 10.37 .65

과제 수행지표

DT .31 .11 .33 .09 .87

DF .30 .09 .31 .08 .71

CSIMT .76 .19 .78 .18 .49

CSIMF .73 .18 .76 .17 .79

ACSIM .75 .15 .77 .15 .77

g .10 .15 .09 .14 .30

d′ -.18 1.06 .28 .99 2.17*

주. CES-D: 우울증 척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

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그리고 선행연구(Batchelder & Riefer, 1990)에 따라 출처감찰과제의 지표 산

출을 위한 반응 빈도표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반응 빈도는 이후의 분석

에 사용되는 분석지표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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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1-1 사전 도식 질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

(N=95)

DT DF CSIMT CSIMF ACSIM g d′

사전 도식 총점 -.01 -.21* .15 -.02 .08 -.07 .07

사전 도식 참 .10 -.18 .21* .02 .14 -.05 .16

사전 도식 거짓 -.11 -.15 .03 -.05 -.02 -.07 -.05

주. CES-D: 우울증 척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

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도식 질문지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관계

도식 질문지 점수 총점, 참 문항 합산, 거짓 문항 합산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인 반응 경향성(DT, DF), 출처감찰능력(CSIMT, CSIMF), 평균 출처감

찰능력(ACSIM), 추측(g), 현실감찰능력(d′)의 상관분석을 시행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6에 제시했다.

도식 질문지 총점은 거짓 반응 경향성(DF)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95)=-.21, p<.05. 반면, 도식 질문지 중 참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는 참 문항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T)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95)=.21,

p<.05. 따라서 도식 질문지 참 문항 점수는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정확성에서 강

하지는 않지만 정적 편향을 일으키고 있음이 시사된다.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증상의 관계

연구 1-1에서 개발된 출처감찰과제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했다. 분석 결

과, 모든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는 우울 증상과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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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1-1 우울증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 (N=95)

DT DF CSIMT CSIMF ACSIM g d′

CES-D -.14 -.07 -.13 -.13 -.16 -.04 -.15

주. CES-D: 우울증 척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

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논 의

연구 1-1은 도식을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의 개발과 그 과제를 활용한

도식편향측정의 절차적 타당성 검증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

안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출처감찰에 대한 이론을 재조명하고, 사

전설문지를 활용한 검증을 통해 도식편향 현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사전 설문지와 출처감찰 수행 지표간의 유의미한 상

관이 관찰되었으나, 상관계수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

며 따라서 탐색적 수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사전 설문지 총점과 참 문항 점수가

높아질수록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거짓 반응 비율(DF)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

었다. 일반적인 도식편향은 친숙성 효과에 의해 자기도식에 부합하도록 답하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자기도식이 강할수록 거짓 범주로 답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이른 선택, 늦은 수정 가설(Marsh et al., 2006)이나 추측

효과(Bayen et al., 2000)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결과이다. 반면, 거짓 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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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감찰 정확도(CSIMF)는 사전 설문지 점수와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대

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참 범주와 거짓 범주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짓 범주로 답하는 과정에서 거짓 보다는 참이나 새로운

것으로 답하는 비율을 증가시켰을 수는 있다. 하지만 추측 지표(g)는 사전설문

지 문항과 상관이 높지 않아, 자신에게 익숙한 도식 범주대로 답을 하려고 하는

추측 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 도식에 따른 거짓 범주 응답률의

감소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른 선택 가설이 더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사전 설문지 참 문항 점수는 참 범주의 출처감찰 정확도(CSIMT)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친숙성으로 인해 자신의

도식과 부합하는 문항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도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Cook et al., 2003; Johnson et al., 1981; Marsh & Bower,

1993). 따라서 사전 설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유의미한 상

관을 나타낸 것은 연구 1-1에서 개발된 도식 출처감찰과제가 정적인 방향의 도

식편향 현상을 측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 범주의 항목 기억에 의한 반응 경

향성과 별개로 출처감찰의 정확성은 증가하여, 친숙성에 의한 도식편향 효과도

어느 정도는 측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우울 증상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증 환자들의 인지는 기억이 모호하고 과잉 일반화되어 있으며,

출처감찰이 저조하다는 보고가 있다(Degl'Innocenti & Bäckman, 1999; Hertel,

2000; Williams et al., 2007).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도 우울증 점수가 높아질수

록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출처감찰이 부정확해지는 경향

성이 있었다(Mather et al., 2006). 이에 따라 연구 1-1에서는 우울 증상이 출처

감찰의 도식편향과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

히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울증상과 출처감찰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은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1-1은 사전 설문지와 출처감찰 지표들 간의 상관분석을 활용한 도식편

향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몇 가

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사전 설문지에 의한 도식편향 현상이 같은

내용의 도식관련 진술문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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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하지는 못했다. 2HTSM(Bayen et al., 2000)의 다항 모형에 근거한 지표들

을 활용하여 출처감찰능력과 항목 기억력을 구분했지만, 이러한 도식편향 현상

이 출처감찰과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자기도식에만 고유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기 관련

문항을 선발한 질문지로 NEO-PI-R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성격과 특질을 반영

하는 NEO-PI-R이 자기도식 문항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도식을 선발하기 위해 NEO-PI-R을

사용했음에도, 출처감찰과제의 새로운 것 범주의 문항은 신경증 하위 요인에서

선발되었다. 신경증 요인은 과제 수행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문항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우울증상과 과제 수행 지표의 상관이 낮았던 것도 한계점이다. 하지만 우

울증과 출처감찰 수행 지표와의 관련성은 정서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높은 문

항으로 구성되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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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와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비교

연구 1-2의 목적은 연구 1-1에서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하여 측정한 도식편향

이 자기 관여된 문항 내용에 의한 고유한 현상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1-1에서는 한 개인의 자기도식을 하나의 차원으로 가정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쉽게 범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자기도식이 아닌 보다 추상적인 자

기도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측정 방식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엄밀한

해석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2에서는 자기도식 문항 외에

일반적인 출처감찰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잡학상식 문항(Rahhal et al., 2002;

Siedlecki et al., 2005)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도식편향 현상이 자기 관여되지

않은 중립적인 문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도식 문항에서만 일어나는 고유

한 현상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1-2에서는 연구 1-1에서 개발한 과제를 수정하여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를 임상 연구에 더 적합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1-1에서

자기도식 문항을 선발하는데 활용한 NEO-PI-R은 성격 특질을 묻는 질문지이

다. NEO-PI-R은 실험적인 측면에서 병리적 특성을 배제한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문항들은 정신병리나 심리적

부적응과는 직접적 연관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임상 증상과의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울증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개발을 목

적으로 하므로 부적응적 자기도식 내용으로 과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 1-1의 과제 수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자기도식 문항을 Young 도

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 Young & Brown, 1994)에서 선

별한 것으로 대체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YSQ는 우울증 등 다앙한 심리장애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조성호, 2001, 2002), 이론적으로도 심리도식치료

의 구성개념인 핵심 도식(core schema)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임상적 함의가



- 46 -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Young et al., 2003). 이를 통해 우울증과 관련된 변

인으로서 출처감찰과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구 1-1에서는 사전 도식 질문지 총점이 상승할수록 도식 출처감찰과제에

서 거짓 범주(DF)로 답할 비율이 감소했고, 참 문항 합산 점수가 상승할수록 참

문항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T)이 상승하는 정적 편향 현상이 관찰되었

다. 이에 따라 연구 1-2에서는 참 범주 출처감찰과제에 대한 정적 편향 현상을

가설에 반영하였다. 동시에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에서는 편향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1-1에서 우울 증상은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

표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연구 1-2는 심리적 부적응과 보다 관련이 높은

과제 내용으로 문항을 수정하였으므로 연구 1-1과 같이 일반적인 상관관계의

강도에 대한 가설을 유지하였다. 연구 1-2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이

달라질 것이다.

1-1. 자기도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도식 출처감찰과제 참 반응 비율

(DT)도 높아질 것이다.

1-2. 자기도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도식 출처감찰과제 거짓 반응 비

율(DF)은 낮아질 것이다.

1-3. 자기도식 중 참으로 분류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도식 출처

감찰과제 참 범주 정확성(CSIMT)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와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은 관

련이 없을 것이다.

가설 3.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이 저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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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수강생으로 총 171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가 96명, 여자가 7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18세(SD=2.18)였다.

절차

심리학과 연구 참여시스템을 통해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이

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인 YSQ-16과 CES-D,에 응답하였고, 이

때 응답 방식은 일반적 설문과 동일하게 태도를 묻는 응답에 4점 혹은 5점 척

도로 답하는 것이었다. 그 후 5∼9일 내에 실험실에 방문하여 사전 설문지와 동

일한 내용의 자기도식으로 구성된 문항을 여자(참)와 남자(거짓)의 목소리로 각

각 8문항씩 나누어 들려주는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실은 가로 2m, 세

로 4m 규모의 방이었으며, 1개의 책상과 2개의 의자 및 공기조절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그리고 헤드폰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험실 내

모든 과제 수행 절차는 태블릿 PC 화면에 제시되는 지시문으로 진행되었다.

도구

자기도식 출처감찰 과제(Source Monitoring Task on Self-Schema

version 2.0: SMT-SS ver 2.0). 연구 1-2에서는 이전 과제의 큰 틀은 유지하

되, 보다 임상적인 측면의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NEO-PI-R 대신 Young 도식

질문지(YSQ; Young & Brown, 1994)에서 선발한 문장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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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내용 할당

절대기준/

완벽

나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감시한다. 참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편하게 쉴 틈이 없다. 거짓

나는 내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만 한다. 참

나는 항상 일에 대한 성취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거짓

나는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다. 참

나는 돈과 지위에 많은 중요성을 둔다. 거짓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 참

자기희생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거의 없다. 거짓

나는 남에게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거짓

나는 항상 누군가의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참

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려를 안 하는 편이다. 거짓

정서지지

결여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 참

리 집은 다른 집들과 항상 달랐다. 거짓

내게 중요한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없다. 거짓

특권의식 나는 누가 내 부탁을 거절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

자기도식 문항의 편향 현상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잡학상식을 내용

으로 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문항 구성은 1단계에서 들려주는 문장이 총 32문항

이었으며, 그 중 16문항은 YSQ에서 선발한 문항, 나머지 16문항은 잡학 상식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절반씩 남/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표 8 참고). 중간

지연을 위한 과제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과제(digit span forward)가 16문항

제공되었고 총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에서 제

공한 32문항 외에 잡학상식 16문항, 한국판 NEO-PI-R(안창규, 채준호, 1997;

Costa & McCrae, 1992)의 신경증 척도에서 선발한 자기도식 16문항을 추가하

여, 화면에 하나씩 제시되는 64문항을 읽고 참/거짓/새로운 것을 변별하도록 하

였다. 연구 1-1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관련성으로 인해 이질적일 수 있었던 신경

증 척도는 YSQ의 사용으로 인해 부적응적 차원에서 유사성이 높아졌다. 따라

서 연구 1-1에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외 실험과제 지시문과 진

행방식 및 분석을 위한 지표의 구성과 계산법은 연구 1-1과 동일했다.

표 8. 연구 1-2 하위 요인별 사전 도식 설문지 문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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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용 16문항 한국판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16: YSQ-16). Young(Young & Brown, 1994)이 205문항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조성호(2001)가 번안하여

173문항, 16요인으로 표준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16문항을 선별하

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선발기준은 연구 1-1과 동일하게 문장의 길이와 “나는-”

으로 시작하는 자기 진술문인지 여부였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전적으로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식 특성이 더 많이 반영

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우울증 역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척도로

Radloff(1977)가개발했으며, 본 연구는 최상진, 전겸구, 양병창(2001)이 번안 타

당화한 한국판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들

에 대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76이었다.

    

결과

기술통계량과 출처감찰과제 반응빈도표

연구 1-2에서는 연구 1-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성차가 출처감찰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평균비교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대부분의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ACSIM에서만 성차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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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였다, t(168)=2.02, p<.05. 따라서 이후 상관분석에서 잡학상식 출처감찰과

제의 ACSIM은 성차의 효과를 통제한 부분상관계수 제시하였다.

표 9. 연구 1-2 사전 설문지 및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기술통계량

남(N=96) 여(N=7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39 2.41 19.91 1.82 1.48

사전 설문지

사전 도식 총점 48.57 5.98 47.95 6.61 .65

사전 도식 참 24.39 3.58 24.32 3.82 .12

사전 도식 거짓 24.19 3.13 23.63 3.45 1.11

CES-D 17.46 7.42 17.61 6.74 .14

도식 출처감찰

DT .28 .12 .29 .13 .28

DF .26 .11 .27 .10 .85

CSIMT .78 .22 .77 .20 .31

CSIMF .71 .21 .76 .21 1.69

ACSIM .74 .14 .77 .14 1.03

g .11 .15 .13 .18 .56

d’ -2.06 2.03 -1.76 2.26 .91

잡학상식 출처감찰

DT .25 .08 .26 .08 .50

DF .23 .08 .23 .07 .36

CSIMT .86 .19 .89 .15 1.39

CSIMF .81 .21 .86 .20 1.33

ACSIM .83 .16 .87 .13 2.02*

g .01 .03 .03 .10 1.68

d’ .09 1.27 -.10 1.65 1.16
주. CES-D: 우울증 척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

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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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식 및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지표 산출을 위한 반응 빈도

표를 표 10과 11에 제시하였다.

표 10. 연구 1-2 출처감찰과제 도식 문항 반응빈도표 (N=171)

출처
반응

참 거짓 새로운 것

참 905 251 212

거짓 315 882 171

새로운 것 325 324 2087

표 11. 연구 1-2 출처감찰과제 잡학상식 문항 반응빈도표 (N=171)

출처
반응

참 거짓 새로운 것

참 1115 146 107

거짓 208 1043 117

새로운 것 58 59 2619

도식 질문지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관계

도식 질문지 점수 총점, 참 문항 합산, 거짓 문항 합산 점수와 도식 및 잡학

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인 반응 경향성(DT, DF), 출처감찰능력(CSIMT,

CSIMF),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 추측(g), 현실감찰능력(d’)의 상관분석을 하

였다. 도식 및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와 사전 설문지 간의 상관계수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평균 비교에서 성차가 있었던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ACSIM은

부분상관계수도 제시하였다.

도식 질문지 총점은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참 반응 비율(DT)과 정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으나, r(171)=.15, p<.10,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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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과는 부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171)=-.19,

p<.10, r(171)=-.15, p<.10. 즉, 사전 설문지 총점이 참 반응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있었다. 반면, 도식 질문지 중 참 문항 점수는 참 범주에 대한 추측(g)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71)=.15, p<.05. 사전 설문지에서 참 문항

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문장의 내용을 참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더 높았

고, 이는 오답인 경우 참 범주로 추측하여 답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

이 시사된다. 또한 새로 제시된 문장을 참으로 추측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이전

에 본 문항과 새로 등장한 문항을 판단하는 정확도도 낮아졌을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참 반응 경

향성(DT)과 정적 상관 경향성이, r(171)=.13, p<.10, 현실감찰능력(d’)과는 부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171)=-.14, p<.10. 따라서 과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측하는 빈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식 질문지 중 거짓 문항 점수는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F)과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171)=-.26, p<.05. 즉, 도식 질문지 거짓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들은 문장의 내용을 참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이는 거짓 범주의 출처감찰 문항에서 참으로 오답을 말하는 편향이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참 반응 경향성

(DT)과는 정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171)=.13, p<.10.

반면 사전 설문지는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어떠한 지표와도 상관을 나타

내지 않아, 도식 출처감찰과제에서 나타난 도식편향현상은 자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출처감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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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 1-2 사전 도식 질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

(N=171)

도식

출처감찰

사전 설문지
잡학상식

출처감찰

사전 설문지

총점 참 거짓 총점 참 거짓

DT .15 .13 .13 DT -.09 -.11 -.05

DF -.06 .01 -.12 DF .02 .02 .02

CSIMT -.01 -.02 .01 CSIMT -.13 -.09 -.15

CSIMF -.19* -.09 -.26** CSIMF .01 .03 -.02

ACSIM -.15 -.08 -.19 ACSIM -.07(-.07) -.03(-.03) -.10(-.10)

g .12 .15* .06 g .04 .05 .02

d‘ -.12 -.14 -.07 d‘ -.07 -.12 .02

주. D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성차를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는 ( ) 안에 병기함
* p < .05, ** p < .01,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증상의 관계

연구 1-2에서 개발된 출처감찰과제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그리

고 앞선 평균 비교에서 성차가 있었던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ACSIM은 부

분상관계수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식 및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

표 대부분에서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다만, 잡학상식 출처감찰

과제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향성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71)=.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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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 1-2 우울 관련 변인과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 (N=171)

도식

출처감찰

질문지
잡학상식

출처감찰

질문지

CES-D CES-D

DT .02 DT -.02

DF .06 DF .17*

CSIMT .02 CSIMT -.10

CSIMF .01 CSIMF -.00

ACSIM .01 ACSIM -.05(-.05)

g .01 g .03

d‘ .01 d‘ -.02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

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성차를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는 ( ) 안에 병기함
* p < .05.

논 의

연구 1-2는 연구 1-1에서 시사된 결과들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

행은 사전 도식 질문지와 낮은 상관을 나타내어 도식편향 현상은 자기도식문항

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둘째, NEO-PI-R 대신

사용한 YSQ 질문지는 출처감찰과제의 더 많은 수행 지표와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었다. 특히, 사전 설문지 중 과제에서 참으로 제시된 문항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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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지표(g)와 상관이 있었던 점은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추측 가설(Bayen et

al., 2000)에서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전 YSQ

질문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시 참으로 답할 비

율(DT)이 증가하며, 특히 답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자기도식에 일치하는 방

식으로 추측하여 답하는 경향성(g)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전 YSQ 질

문지 중 과제에서 거짓으로 제시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출처감찰

과제에서 참으로 반응할 비율(DT)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면서도 거짓 범주

에 대한 출처감찰의 정확성(CSIMF)은 유의미하게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자신의 도식과 일치하는 문장이 거짓 범주로 할당된 경우에는 참으로 답하

여 오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써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가설 1의 결론은 잠정적으로 타당한 것

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1-1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연구 1-1에서 사전 설문지 중 과제에서 참으

로 제시된 문항 점수와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T) 간에 정적 상

관을 나타냈던 것 대신, 사전 설문지 중 과제에서 거짓으로 제시된 문항 점수와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의 정확성(CSIMF) 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잡학상식 문항의

추가에 의한 인지적 부하의 증가이다. 연구 1-1의 출처감찰과제는 총 45 문항이

었던 반면, 연구 1-2는 총 6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억할 정보량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부하가 증가되었다. 일반적인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서는 친숙성 효과에 의한 정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출처감찰과제

문항을 기억하기 위한 과제의 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Mather et al., 1999;

Hicks & Cockma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별해야 할 문항이 늘어난 것

이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켜 부적 편향을 일으켰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으로는 자기도식 특성의 질적 차이가 있다. 연구 1-1에서는 자기

도식 진술문으로 NEO-PI-R가 사용되었으나 연구 1-2에서는 YSQ로 대체되었

다. NEO-PI-R은 정신건강에 있어 대체로 중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YSQ는 병리적 도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적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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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우울한 정서가 출처정보 회상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ristianson & Loftus, 1991; Mather et al., 2006). 만일 그렇다면

NEO-PI-R의 중립적인 자기 진술문과 YSQ의 부적응적인 도식이 출처감찰과제

의 도식편향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YSQ가 유발하는 정

서적인 불편감, 혹은 부적응적 속성에 의해 출처감찰의 정확성이 감소했을 가능

성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복검증이 필요하

다.

연구 1-2에서도 우울 증상과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1에서 NEO-PI-R 문항으로 구성된 과제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우울

증상은 YSQ 문항으로 구성된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도 낮은 상관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YSQ 문항은 과제 구성을 위해 임의로 선발한 것으로 문항의 구성에

따라 우울과의 상관이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YSQ 문항들은 크

게 절대기준/완벽주의, 정서지지결여, 자기희생, 특권의식의 하위 요인에서 선발

된 것들이다. 도식편향의 일반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YSQ의 하위 요인을 구

분하지 않고 문항을 선발하였으나 각각의 하위 요인은 우울과 서로 다른 상관

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내연구에서 정서지지결여 요인은 우울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절대기준/완벽주의 요인은 우울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조성호, 2001). 이처럼 YSQ 하위 요인 간 문항의 혼재는 우울과의 상관을

저하시켰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이 우울 증상

과는 상관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울증에 관한 Beck의 인지이론(Beck,

1967,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에 의하면 부정적 신념이 우울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에 있어서 인지 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설명 변인

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우울증상의 발현과 지속에 인지요인은 상이한 영향을 미

친다는 관점도 있는데, 일부 경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과 우울 관련 인지는 서

로 다른 차원에서 변화한다는 보고도 있다(Dobson & Show, 1987). 만일 우울

증상과 우울관련 인지 변인이 서로 다른 차원의 구성개념이라면, 출처감찰과제

는 일종의 인지과제이므로 우울 증상보다는 우울관련 인지와 상관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과 우울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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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때 우울관련 인지를 측정하는 변인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연구 1-2의 한계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적 부하의 증가로 인한 부적 편향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난이도를 가진

과제로 반복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제 제작 시 선발된 YSQ 문항들의

하위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우울증과 관

련해서는 완벽주의 도식과 그 외의 도식들이 정서적 부적응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YSQ 도식의 하위 요인

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전 설문지 점수가 도식 출처감찰과제와 차별적인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식 출처감찰과제와 우울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우울 증상 외에도 우울과 관련된 인지들을 측정

하는 변인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우울 증상

과 우울 관련 인지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변인들

을 추가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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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3. 자기도식 내용별 출처감찰과제 수행

편향

연구 1-3은 서로 다른 내용의 도식이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1-1과 1-2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

제를 제작할 때 NEO-PI-R과 YSQ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요인들을

혼합하여 문항을 선발했다. 그 이유는 자기 기술 문장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

에서 특정 요인의 효과보다는 자기도식의 일반적인 편향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서였다. 반면, 연구 1-3에서는 YSQ의 하위 요인별로 문항을 두 범주로 나누어

과제를 구성하여 도식 질문지 하위 요인이 도식편향에 있어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YSQ 사전설

문지를 실시하고 도식 출처감찰과제를 도식의 내용별로 세분화하여, 두 요인별

사전 설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간의 상관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선발된 두 YSQ하위 요인은 정서지지결여 도식과 완벽주의 도

식으로, 요인별 과제 문항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고려된 사항은 두 요인간의 낮

은 상관과 병리적 속성에서의 차별점이었다. 우선 YSQ의 표준화 과정에서 보

고된 바에 따르면, 완벽주의 문항이 추출된 절대기준/완벽 도식은 다른 하위 요

인들과 상관이 낮았다(조성호, 2001a). 그리고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완벽주의

도식에서 강조되는 높은 기준은 부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보고

(Dunkley & Blankstein, 2000)가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적 문제와 낮은 상

관을 나타낸 바 있다(조성호, 2001a). 반면, 정서지지결여는 많은 연구들에서 부

적응적 대인관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김지연, 신민섭, 이영호,

2011; 조성호, 2001b), 우울 및 스트레스와도 상관이 높게 보고되었다(조성호,

2002).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 1-3에서는 두 하위요인이 내용상 구분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있어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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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에서는 우울증상 질문지(CES-D)와 도식 출처감찰과제 지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식 내용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우울 증상 또한 도식 내용이

혼합되어 효과가 덜 두드러졌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YSQ의 두 하위요인이

우울과의 상관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조성호, 2002), 서로 다

른 내용으로 구성된 두 출처감찰과제도 우울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나타낼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1-2에서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질문지만 사용하였으

나, 연구 1-3에서는 우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지적인 요인인

반추(Nolen-Hoeksema, 1991; 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자동적 사고(Hollon & Kendall, 1980)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추가하였다. 출처감

찰과제가 일종의 인지과제이기 때문에,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은 복합적 증

상보다는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연구 1-3에서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CES-D 외에 반추 경향성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믿는 정도도 추가로 측정하고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1-3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서지지결여 도식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는 정서지지결여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1. 사전 YSQ 설문지 정서지지결여 도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정서

지지결여 출처감찰과제 참 반응 비율(DT)도 높아지고 거짓 반응 비율

(DF)은 낮아질 것이다.

1-2. 사전 YSQ 설문지 정서지지결여 도식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문항이 참 범주로 제시된 경우 정서지지결여 출처감찰과제 참 범

주 정확성(CSIMT)은 높아지고 거짓 범주 정확성(CSIMF)은 낮아질 것

이다.

가설 2. 완벽주의 도식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는 완벽주의 도식 출처감

찰과제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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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 YSQ 설문지 완벽주의 도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 참 반응 비율(DT)도 높아지고 거짓 반응 비율(DF)은 낮

아질 것이다.

1-2. 사전 YSQ 설문지 완벽주의 도식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문항이 참 범주로 제시된 경우 출처감찰과제 참 범주 정확성(CSIMT)

은 높아지고 거짓 범주 정확성(CSIMF)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와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은 관련

이 없을 것이다.

가설 4. 우울 관련 변인들과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정서지지결여 도식 문항

의 수행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수강생으로 총 113명이 연구

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실험 과제에서 모두 참이나 거짓, 혹은 새로운 것으

로 응답한 무작위 응답자 4명을 제외한 109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남자가 54명, 여자가 5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49세(SD=1.27)였다.

절차

심리학과 연구 참여시스템을 통해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이

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절차는 연구

1-2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나, 참가자들에게 실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에는 우울

관련 척도인 RRS, ATQ-N/NB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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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내용 할당

정서지지

결여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 참

나한테 관심을 쏟아준 사람이 없었다. 거짓

이제까지 가까이에서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거짓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인

적이 없었다.
참

나는 정서적 지지가 안정되고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거짓

나는 중요한 관계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참

내게 중요한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없다. 거짓

절대기준/

완벽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등이 되어야 하며, 내 사전에

이등은 없다.
참

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정돈되도록 노력한다. 거짓

내게는 최선만이 존재하며, 그 이하는 없다. 참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고,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짓

내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만 한다. 참

나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성취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거짓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 거짓

나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감시한다. 참

도구

자기도식 출처감찰 과제(Source Monitoring Task on Self-Schema

version 2.1: SMT-SS ver 2.1). 연구 1-3에서는 연구 1-2에서 사용한 과제의

형식을 동일하게 따르되, Young 도식 질문지(YSQ; Young & Brown, 1994)에

서 선발한 문항의 내용을 정서저지결여 8문항과 완벽주의 8문항으로 균형을 맞

추어 구성하였다. 문항 분류표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그 외 실험과제 지시문과

진행방식 및 분석을 위한 지표의 구성과 계산법은 연구 1-2와 동일하였다.

표 14. 연구 1-3 하위 요인별 사전 도식 설문지 문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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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용 16문항 한국판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16: YSQ-16). 연구 1-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

1-3에서는 그 중 정서지지결여 8문항, 절대기준/완벽 차원 8문항의 16문항을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연구 1-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것으로,

연구 1-3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반추적 대

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응양식 질문지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의 소척도에 해당한다. 문항의 내용은 자

신의 우울증상 및 가능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반추적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

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22점에서 88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반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는 김소정, 김지혜, 윤세

창(2010)이 번안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

이었다.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N:

ATQ-N).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기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ollon과

Kendall(1980)이 제작한 것을 권석만, 윤호균(1994)이 번안하였다. 총 30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고의 빈

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한 믿는

정도(believability)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인지적 융합을 측정하

기 위한 이와 같은 평정법은 Zettle과 Hayes(1986)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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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빈도와 함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믿는 정도(ATQ-NB)를 측정하면서

일반화되었다. 1점(전혀 믿지 않음)에서 5점(전적으로 믿음)의 5점 척도로 평정

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문현미(2006)가 ACT 모델의 주요 치

료 요인인 인지적 탈융합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TQ-N 빈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 ATQ-N의 믿는 정도의 내적

합치도도 .95였다.

결과

기술통계량과 출처감찰과제 반응빈도표

연구 1-3에서는 연구 1-2와 마찬가지로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참가자의 성차

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

과 평균비교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사전 설문지 YSQ 총

점과 YSQ 참, YSQ 거짓, YSQ 완벽주의와 RRS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였다. 또

한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잡학상식 출처감찰과

제의 추측지표(g)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YSQ 사전설문지 점수와

수행 지표 간의 모든 상관계수는 성차와 연령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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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구 1-3 설문지 및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의 기술통계량 및 평균 비교

남(N=54) 여(N=5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19.74 　 1.53 　 19.25 　 .91 2.01*

사전 설문지

YSQ 총점 35.54 　 8.08 　 41.04 　 7.50 3.68***

YSQ 참 17.41 　 4.16 　 20.13 　 4.05 3.46**

YSQ 거짓 18.13 　 4.32 　 20.91 　 3.78 3.58**

YSQ 정서지지 13.24 　 4.55 　 13.98 　 4.88 .82

YSQ 완벽주의 22.30 　 5.45 　 27.05 　 5.35 4.60***

CES-D 24.09 　 10.49 　 25.51 　 9.70 .73

RRS 199.31 　 26.35 　 213.16 　 26.51 2.74**

ATQ-N 67.52 　 21.92 　 67.67 　 21.01 .04

ATQ-NB 49.02 　 20.65 　 53.62 　 19.40 1.20

도식 출처감찰

DT .25 　 .11 　 .26 　 .09 .76

DF .24 　 .14 　 .23 　 .09 .82

CSIMT .59 　 .29 　 .63 　 .20 .96

CSIMF .59 　 .25 　 .54 　 .22 1.03

ACSIM .59 　 .12 　 .59 　 .14 .02

g .12 　 .21 　 .09 　 .16 .83

d’ .04 　 .92 　 .09 　 1.17 .26

잡학상식 출처감찰

DT .29 　 .12 　 .28 　 .10 .64

DF .29 　 .13 　 .27 　 .10 .83

CSIMT .78 　 .28 　 .83 　 .22 1.14

CSIMF .81 　 .24 　 .80 　 .26 .40

ACSIM .80 　 .17 　 .82 　 .17 .54

g .21 　 .09 　 .17 　 .10 2.50*

d’ -.03 　 .88 　 .06 　 1.14 .46

주. CES-D: 우울증 척도, RRS: 반추반응척도,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 ATQ-NB: 부정적

자동적 사고 믿는 정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

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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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식 및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지표 산출을 위한 반응 빈도표를

표 16, 17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반응 빈도는 이후의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지표

들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표 16. 연구 1-3 출처감찰과제 도식 문항 반응빈도표 (N=109)

출처
반응

참 거짓 새로운 것

참 490 300 82

거짓 307 407 158

새로운 것 94 109 669

표 17. 연구 1-3 출처감찰과제 잡학상식 문항 반응빈도표 (N=109)

출처
반응

참 거짓 새로운 것

참 608 124 140

거짓 128 609 135

새로운 것 261 230 871

도식 질문지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관계

도식 질문지 점수 총점, 참 문항 합산, 거짓 문항 합산 점수와 도식 및 잡학

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인 반응 경향성(DT, DF), 범주 별 출처감찰능력

(CSIMT, CSIMF),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 추측(g), 현실감찰능력(d’)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량에 대한 성차 분석 결과 상당수의 측정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모든 상관계수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로

표 1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YSQ 점수는 대부분의 측정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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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다만, 거짓으로 제시된 YSQ 문항 합산 점수가 도식 출처감찰과제 지표

중 ACSIM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09)=.20, p<.05. 앞선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지표가 사전 YSQ 점수와 상관이 없었던 점은 이례적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이유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원인은 YSQ 사전 설문지

응답 점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SQ 사전 설문지 합산 평균과 문항 별 평

균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YSQ 총점의 평균은 38.53점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2.41점으로 문항의 중간값인 2.5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서지지결여 도식의 문항 평균은 1.73점으로 유난히 낮았다. 자기 기술문

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다), 3점(보통이다), 4점(그

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응답자가 정서지

지결여 진술문을 자기도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완벽주의

도식의 문항 평균은 3.09로 중간값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완벽주의 도식에 대

한 동의의 정도는 높았다. YSQ 질문지의 하위 요인에 대한 응답 태도 차이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YSQ의 전체 합산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지

표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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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YSQ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부분상관계수 (통제변인: 연령,

성별)

도식

출처감찰

YSQ
잡학상식

출처감찰

YSQ

총점 참 거짓 총점 참 거짓

DT .14　 .18 　 .09 DT -.04 　 -.02 　 -.05

DF -.06　 -.05 　 -.06 DF -.11 　 -.11 　 -.09

CSIMT .15　 .13 　 .16 CSIMT .06 　 .07 　 .04

CSIMF .00　 -.05 　 .06 CSIMF .07 　 .03 　 .11

ACSIM .14　 .08 　 .20* ACSIM .10 　 .08 　 .11

g .08　 .10 　 .04 g .06 　 .08 　 .03

d‘ .09　 .07 　 .10 d‘ -.04 　 -.04 　 -.03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

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표 19. 연구 1-3 사전 설문지 점수의 세부 기술통계량

사전 설문지 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균
문항

표준편차

YSQ 총점 38.53 8.22 2.41 .51

참 18.89 4.30 2.36 .54

거짓 19.64 4.26 2.45 .53

YSQ 정서지지 13.81 4.78 1.73 .60

참 6.96 2.51 1.74 .63

거짓 6.85 2.41 1.71 .60

YSQ 완벽주의 24.72 5.84 3.09 .73

참 11.93 3.00 2.98 .75

거짓 12.79 3.15 3.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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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별 도식 질문지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관계

하위 요인별 사전 YSQ 점수와 하위 요인별 출처감찰과제 수행 점수를 구분

하여 연령과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인 별

부분상관계수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YSQ 정서지지결여 설문지 점수는 정서지지결여 진술문에 대한 출

처감찰과제 수행지표와 상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설문지의 낮은 동의

수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평균 점수가 높았던 YSQ 완벽주의 설문지

점수는 완벽주의 진술문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출처감찰과제 지표들과 유의미

한 상관이 있었다. YSQ 완벽주의 총점은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의 참 반응 비

율(DT),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T)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r(109)=.21, p<.05, r(109)=.23,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F)과는 부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109)=-.17, p<.10. 사전 YSQ 완벽주의 척도 중 과제에서 참으로 제시된 문항

점수는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의 참 반응 경향성(D1),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능력(CSIMT)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r(109)=.29, p<.05, r(109)=.23,

p<.05,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F)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

냈으며, r(109)=-.24,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추측지표(g)와는

정적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r(109)=.16, p<.10. 사전 YSQ 완벽주의 척도 중

과제에서 거짓으로 제시된 문항 점수는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의 참 범주에 대

한 출처감찰능력(CSIMT)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09)=.20, p<.05.

전반적으로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는 참 범주에 대한 반응 편향이 나

타났고,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의 증가는 친숙성 효과에 의한 정확성

증가,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의 감소, 그리고 추측 지표의 증가는

부적 편향으로서 추측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 69 -

표 20. 연구 1-3 하위 요인별 YSQ 점수와 출처감찰과제 지표 간 부분상관계수 (통제변인: 연

령, 성별)

정서지지

결여

출처감찰

YSQ 정서지지결여
완벽주의

출처감찰

YSQ 완벽주의

총점 참 거짓 총점 참 거짓

DT .02 　 .00 　 .04 DT .21* .29*　 .10

DF -.05 　 -.03 　 -.06 DF -.10　 -.12　 -.07

CSIMT .00 　 -.04 　 .04 CSIMT .23* .23* .20*

CSIMF .07 　 .06 　 .07 CSIMF -.17 -.24* -.07

ACSIM .07 　 .02 　 .12 ACSIM .04　 -.03　 .10

g .01 　 .00 　 .02 g .11　 .16 .05

d‘ .11 　 .11 　 .09 d‘ .00　 -.03　 .03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

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의 관계

연구 1-3에서는 개발된 출처감찰과제와 우울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

였다. 우울관련 질문지인 CES-D, RRS, ATQ-N, ATQ-NB와 도식 출처감찰과

제와의 부분상관분석에서는 우울 증상(CES-D)와 추측 지표(g), 반추경향성

(RRS)와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09)=.19, p<.05, r(109)=.19, p<.05. 우울 관련 질문지와 잡학상식 출처감찰과

제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ATQ-N)는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T) 및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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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r(109)=-.19, p<.05, r(109)=-.19, p<.05.

표 21. 연구 1-3 우울관련 변인과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부분상관 (통제변인: 연령, 성

별)

도식

출처감찰

우울관련 질문지
잡학상식

출처감찰

우울관련 질문지

CES-D RRS ATQ-N ATQ-NB CES-D RRS ATQ-N ATQ-NB

DT .04　 .02 　-.03 　 .12 DT -.03 　 -.08 　 -.07 -.17

DF .15　 -.06 　 .13 　 -.02 DF -.03 　 .03 　 .02 -.02

CSIMT -.04　 .14 　-.05 　 .10 CSIMT -.12 　 -.12 　 -.19* -.24

CSIMF .16　 .07 　 .14 　 .02 CSIMF -.10 　 .07 　 -.07 -.03

ACSIM .11　 .19* .08 　 .12 ACSIM -.16 -.03 　 -.19* -.20*

g .19* -.03 　 .09 　 .09 g .04 　 -.06 　 -.05 -.09

d‘ -.12　 .01 　-.16 　 -.11 d‘ -.15 　 .09 　 -.08 -.02

주. D1: 참으로 반응한 비율, D2: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A: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B: 거

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추가로 우울관련 질문지와 출처감찰과제 수행도 하위 요인별 문항을 반영하

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정서지지결여 출처

감찰과제와 우울관련 질문지의 부분상관분석 결과, 우울증상(CES-D)은 정서지

지결여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지표인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 및 추측지표(g)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109)=.20, p<.05, r(109)=.19, p<.05, 반추 경향성

(RRS)과 평균 출처감찰능력(ACSIM)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09)=.22, p<.05. 전반적으로 우울관련 변인은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출처감찰

과제 문항의 부적응적 내용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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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 1-3 우울관련 변인과 하위요인별 출처감찰과제 지표 간 부분상관 (통제변인: 연

령, 성별)

정서지지

결여

출처감찰

우울관련 질문지
완벽주의

출처감찰

우울관련 질문지

CES-D RRS ATQ-N ATQ-NB CES-D RRS ATQ-N ATQ-NB

D1 .12 .04 　 .03 　 .16 D1 .04 　 -.01 　 -.02 　 .05

D2 .09 -.05 　 .12 　 -.01 D2 .18 -.02 　 .16 　 .06

CSIMA .04 .14 　-.01 　 .12 CSIMA -.12 　 .10 　 -.02 　 .07

CSIMB .15 .07 　 .12 　 .00 CSIMB .04 　 -.05 　 .08 　 .02

ACSIM .20* .22* .11 　 .13 ACSIM -.07 　 .04 　 .06 　 .08

g .19* -.02 　 .09 　 .09 g .19 -.02 　 .08 　 .09

d‘ -.11 .02 　-.13 　 -.08 d‘ -.10 　 -.02 　 -.16 　 -.11

주. CES-D: 우울증 척도, RRS: 반추반응척도,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 ATQ-NB: 부정적

자동적 사고 믿는 정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

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논 의

연구 1-3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YSQ 문항을 완벽주의와 정서지지결여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이 도식편향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두 하위 요인의 합산 점수는 도식 출처

감찰과제의 편향 현상과 관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분석 후, 이러한 결과는 두

하위 요인 간 사전 설문지 점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도식은

평균 점수가 비교적 중간값에 가까웠으나, 정서저지결여의 평균 점수는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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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응답 점수의 범위를 고려해도 참가자

들이 정서지지결여 도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정서지지결여의 자기도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따라서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에 있어 연구 1-3의 결과는 응답자

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도식과 그렇지 않은 자기도식간의 비교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발견이기는 하나, 출

처감찰의 도식편향 실험에서는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도식편향 현상

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확인해준 결과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정관념은 충분한 편향을 유도하지 못한 바 있다(Hense

et al., 1995, Mather et al., 1999).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도식편향은 동의하는 정

도가 강한 수준의 도식일 때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연

구에서도 잡학 상식 출처감찰과제는 YSQ 점수와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설 3도

지지되었다.

YSQ 하위 요인별 사전 설문지 점수와 하위 요인 문항 별 출처감찰과제 수

행 지표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정서지지결여 도식은 같은 내용의 출처감찰과

제의 모든 지표와 낮은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도식편향 현상이 문항의 내용보다는 도식에 동

의하는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완벽주의 도식은

같은 내용의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에서 참 반응 경향성(DT),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CSIMT)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

력(CSIMF)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사전 YSQ 완벽주의

척도 중 과제에서 참으로 분류된 문항 점수는 추측지표(g)와도 정적 상관이 있

어 전반적으로 연구 1-2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반복되었다. 또한 완벽주의 사전

설문지 점수와 추측지표(g)와의 정적 상관의 경향성도 관찰되었으므로, 연구

1-2에서도 지지되었던 추측가설(Bayen et al., 2000)이 반복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연구 1-1에서 관찰되었던 자기도식 점수에 따라 출처감찰

과제 참 범주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정적 편향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사전 설문지와 도식 출처감찰과제 문항의 동질성이 높아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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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높다. 추측 가설에 의한 도식편향 현상은 출처정보가 자기도식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관이 없는 경우에 따라 편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Bayen et al., 2000).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자기도

식을 참과 거짓의 두 범주로 분류하는 경우 정적 편향과 부적 편향이 모두 나

타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완벽주의, 정서지지결여, 잡학상식 문항까지

포함된 과제 구성에서 오직 완벽주의 도식만이 매우 많은 측정지표에서 도식편

향 현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연구 1-1의 NEO-PI-R 30문항과 연구 1-2

의 YSQ 16 문항은 출처감찰 정확성에 있어서는 정적 편향과 부적 편향의 한

쪽 편향만 나타났다. 반면 연구 1-3에서 사용된 완벽주의 도식 8문항은 보다 적

은 문항을 사용했음에도 정적 편향과 부적 편향을 모두 나타냈다. 따라서 출처

감찰의 도식편향 현상에는 과제 문항의 내용적 동질성과 응답자가 동의하는 강

도가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적은 수의 동질적인 문항이 도식편향 현상

을 유도하는 데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하위 요인 별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 관련 질문지들 간의 상관분석

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었다. 첫째, 정서지지결여 출처감찰과

제 수행 지표는 우울 증상 및 우울 관련 인지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지결여 출처감찰과제에서 평균적

인 출처감찰 정확성이 높고, 참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이 많았다. 그리고 반추를

많이 할수록 정서지지결여 출처감찰과제에서 일반적인 출처감찰 정확성이 높아

졌다.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우, 대체로 친숙성에 의한 효

과로 설명하는데(Mather et al., 1999; Spaniol & Bayen, 2002), 우울한 참가자

들의 부정적 사고 내용에 대한 반추는 부적응적 도식에 대한 친숙성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부정적 사고는 낮은 인지적 부하에 의해 더 정

확한 출처 정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부적응적

인 내용인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는 반추, 자동적 사고 등의 우울관련 인지와

상관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 및 우울 관련 인지는 출처감찰과제의 진

술문이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이 높을수록 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시사된다.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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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과제에서 정확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Mather et al., 2006). 이에 대

해서 Mather(2007)는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 출처 정보를 접

했을 때, 더 많은 정보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의 각성이 출처정보

와 같은 맥락 정보의 기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다수의 참가자들

이 정서지지결여 도식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음에도 출처감찰과제 수행

에서는 우울관련 인지와 높았던 것은 참가자들의 우울한 정서를 각성시켜 맥락

정보의 결속을 방해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가 부정적 자동

적 사고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이 출처감찰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Christianson & Loftus, 1991;

Mather et al., 2006), 자동적 사고와 같은 우울관련 인지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연구 1-3의 결과도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연구 1-3의 여러 새로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절차적으로 더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다. 첫째, 자기도식에 동의하는 수준이 조절변인이라면, 도식

편향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더 적절한 설계는 실험법이다. 도식 점수가 높은 집

단을 선발하여 낮은 집단과 비교하면, 자기도식이 유발하는 출처감찰에서의 도

식편향 현상을 실험적 조작에 의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출처감찰

과제 개발 시 문항의 내용상 동질성도 중요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문항 수를 줄이더라도 보다 일관되고 동질한 문항으로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우울 관련 변인들은 부적응적인 내용의 출처감찰과제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발견이

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울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식 문항으로 출처감찰

과제를 수정한다면, 우울 관련 변인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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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부정적 사고 수준에 따른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비교

연구 2의 목적은 부정적 사고 수준에 따른 출처감찰과제 수행 차이를 실험적

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1은 도식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해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하는 패러다임의 적합성을 탐색하기 위해 상관 모형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

행되었다. 하지한 상관분석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 2는 부정적 사고 수준에 따라 구분한 집단 별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차이를 검증하여, 도식편향 현상이 우울증에서 중요한 인지

적 특성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우울 관련 부정적 사고를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를 개발하

였다. 우울 성향자의 여러 측정치 증에서의 부적응적 인지내용을 반영하는 질문

지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Negative, ATQ-N; 권석만, 윤호균, 1994)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

해 우울증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기도식이 출처감찰과제의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출처감찰이론에서 도식은 “사전 경험에 기반하

여 구성적으로 연상된 개념에 대한 모든 지식 구조(Alba & Hasher, 1983)”라는

정의를 따르므로, 자기를 기술한 진술문은 자기도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1-3에서 출처감찰과제 수행은 부정적 사고의 빈도(ATQ-N)뿐만 아니라 믿는

정도(ATQ-NB)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ATQ-NB와 동일한 내용의 문항

으로 구성된 ATQ-N은 출처감찰과제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앞서 NEO-PI-R을 문항으로 사용한 연구 1-1에서는 정적 편향이 나타났고,

YSQ를 문항으로 사용한 연구 1-2에서는 부적 편향이 나타났다. 연구 1-3에서

는 정적 편향과 부적 편향이 모두 나타나면서 인지적 부하와 문항 내용의 특성

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었다. 즉, 과제에 사용된 문항의 내용적 특성과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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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ATQ-N 문항을 사

용하여 이전 연구에서의 상반된 결과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사고 내용의

영향력에 의한 것인지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 2는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엄밀한 결과해석을 위해 출처감찰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과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출처감찰능력은 전두엽 피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Dobbins & Han, 2006; Nolde et al., 1998), 상당수의 출처감찰의

실험연구들은 지능과 실행기능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바 있다(Degl’Innocenti

& Backman, 1996; ; Rybash & Colilla, 1994; Siedlecki et al., 2005). 특히, 위

스콘신 카드분류검사(WCST; Grant & Berg, 1993)는 출처감찰능력과 실행기능

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El Haj & Allain,

2012).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지능의 통제를 위해서 한국형 웩슬러 지능검사 IV

단축형(K-WAIS-IV 단축형; 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2; 최

아영, 2014)을 사용했고, 실행기능의 통제를 위해서는 WCST를 사용했다. 연구

2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은 부정적 사고 하 집단에 비해 도식 출처감찰과

제 수행 시 도식편향이 더 강할 것이다.

1-1.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은 부정적 사고 하 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고 문항을

사용한 도식 출처감찰과제 참 반응 비율(DT)은 높고 거짓 반응 비율

(DF)은 낮을 것이다.

1-2.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은 부정적 사고 하 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고 문항을

사용한 도식 출처감찰과제 참 범주 정확성(CSIMT)은 높고 거짓 범주

정확성(CSIMF)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은 부정적 사고 하 집단과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부정적 사고 상 집단에서 우울 관련 변인들은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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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수강

생 중 모집한 학생들과 학내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이며, 집단 선발을 위

한 설문지에 응답한 411명 중 연구 참가에 동의한 총 79명이 실험실에 방문하

였다. 이 중 실험실 출처감찰과제 수행 및 설문지 응답 시 불성실하게 응답한3)

6명을 제외한 73명이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참가자 중 남자가 29명, 여자가 44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84세

(SD=2.03)였다. 집단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ATQ 상 집단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24명이었으며, ATQ 하 집단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20명 이었다. 각 집

단의 평균 연령은 ATQ 상 집단이 21.59세(SD=2.21)였고, ATQ 하 집단이

19.97세(SD=1.38)로 평균 비교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71)=3.69, p<.001.

도구

도식 출처감찰 과제(source monitoring task on self-schema, version

3.0: SMT-SS, ver 3.0). 연구 2에서는 연구 1-3에서 사용한 과제의 형식을

동일하게 따르되, 문항 내용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ATQ-N)에서 선발한

문장으로 재구성했다(부록 4). 사전 선발용 ATQ-N 설문지 응답에서 참가자들

3) 각주.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 모두 ‘참’, 혹은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사전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

은 경우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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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관여 정도에 따라 문항 4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배제 기준은 각 문

항에 대해 “보통이다” 수준에 해당하는 3±0.5 점을 기준으로 했다. ATQ-N에

대해 관여도가 낮아야 하는 하 집단에서는 응답 점수 평균이 2.5점에 근접한 문

항은 없었으나, 6번 문항의 경우에 최고 점수인 5점으로 응답하는 참가자가 상

대적으로 많아 엄밀한 집단 비교를 위해 배제되었다. 그리고 ATQ-N에 대해

관여도가 높아야 하는 상 집단에서는 응답 점수 평균이 3점에 근접한 10, 14,

16번 문항이 제외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3에 제

시하였다. 중립적인 진술문은 참과 거짓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일반적인 잡학상

식 문장 16개를 제시했다. 중간 지연을 위한 과제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digit span forward)과제가 16문항 제공되었고 총 5분 정도의 지연이 가능하였

다. 2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에서 제공한 30문항과 한국판 NEO-PI-R(안창규,

채준호, 1997) 의 신경증 척도에서 선발한 자기도식 관련 8문항을 추가하여, 화

면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참/거짓/새로운 것을 구분하도록 했다. 분석 지표의

산출 방법은 연구 1-3과 동일했다.

표 23. 연구 2 참가자들의 사전 ATQ-N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TQ

상

M 4.1 4.0 3.7 4.3 4.1 4.5 4.3 4.5 3.7 3.5 3.7 4.1 4.3 3.5 4.2 3.4 3.8 3.7

SD .7 .9 .7 .6 .7 .7 .8 .6 1.1 1.0 1.0 .8 .9 1.0 .7 1.0 .8 .9

ATQ

하

M 2.1 1.3 1.7 2.3 1.8 2.2 2.0 2.1 1.4 1.4 1.3 1.2 1.6 1.0 1.2 1.2 1.4 1.3

SD .9 .6 .7 .9 .7 1.1 .7 1.0 .8 .6 .6 .4 .9 .2 .6 .4 .6 .5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WCST는 출처감찰능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인지기능인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 중 심리적 세트 전환(mental set shifting)과 관련이 높은 과제로 원래

는 128개의 카드를 4개의 규칙에 맞추어 분류하는 검사이다. 여러 버전이 있으

나 Grant와 Berg에 의해서 표준화된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인다(Grant & Berg,

1993).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시행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시행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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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로 제한을 두어 5분 이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웹 기반 시행 도구

이며 www.psytoolkit.org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출처감찰능력에 있어서 혼입변인이 될 수 있는 실행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능검사 단축형(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doppelt

short form: K-WAIS-IV-doppelt). 한국형 웩슬러 지능검사 4판(황순택 외,

2012)의 전체지능(full scale IQ)을 2개의 소검사로 추정하는 단축형인 산수-상

식(IR-IN) 형의 규준을 사용하였다(최아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통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우울증 역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척도로

Radloff(1977)가 개발했으며, 본 연구는 최상진 등(2001)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판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들에 대한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69였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반추적 대

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응양식 질문지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의 소척도에 해당한다. 문항의 내용은 자

신의 우울증상 및 가능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반추적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

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22점에서 88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반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는 김소정, 김지혜, 윤세

창(2010)이 번안 타당화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자책, 숙고, 우울반추의 세 요

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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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N:

ATQ-N).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기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ollon과

Kendall(1980)이 제작한 것을 권석만, 윤호균(1994)이 번안하였다. 총 30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고의 빈

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한 믿는

정도(believability)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인지적 융합을 측정하

기 위한 이와 같은 평정법은 Zettle과 Hayes(1986)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한 빈도와 함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믿는 정도(ATQ-NB)를 측정하면서

일반화되었다. 1점(전혀 믿지 않음)에서 5점(전적으로 믿음)의 5점 척도로 평정

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문현미(2006)가 ACT 모델의 주요 치

료 요인인 인지적 탈융합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TQ-N 빈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8, 믿는 정도(ATQ-NB)의 내적

합치도도 .98이었다.

절차

심리학과 연구 참여시스템과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안내문에

링크된 집단 선발을 위한 ATQ-N 질문지와 동의서에 응답하도록 안내되었다.

사전 설문지 점수가 부정적 사고 상/하 집단의 기준(±1SD)을 만족시키는 참가

자의 경우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이메일로 링크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일주일 내외로 실험실에 방문하여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실은 가로 2m, 세로 4m 규모의 방이었으며, 1개의 책상과 2개

의 의자 및 공기조절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그리고 헤

드폰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험실 내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K-WASI-IV doppelt,



- 81 -

WCST, 출처감찰과제의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행 종료가 확인된 후 참

여자들은 연구 참여의 대가로 연구점수 혹은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자료 분석

우선 통제 변인인 지능과 WCST 오류 점수에 대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

시하였다. 그 후 출처감찰과제 수행 능력에서의 집단차 검증을 위해 부정적 자

동적 사고 척도(ATQ-N) 점수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여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성차와 연령을 통제한 공분

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출처감찰과제 수행 정확도 점수와 우

울 관련 자기보고형 질문지 및 심리적 유연성 질문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용 통계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version 23)이다.

결 과

통제변인의 집단별 평균 비교

연구 2에서 통제 변인인 연령과 지능검사 단축형 점수, WCST 수행 점수의

기술통계량과 두 집단 간 차이 비교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ATQ

상/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71)=3.69, p<.001. 따라서 이후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연령은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나머지

지능, WCST 보속성 오류, WCST 비보속성 오류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

리고 집단 내 성비의 동등함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 자승 분석을 한 결과, 집단

간 성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χ²(1, N=73)=.06, ns. 모든 우울 관련 척

도에서 ATQ 상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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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Q 상
(n=39)

ATQ 하
(n=34)

M SD M SD t
통제변인

연령 21.59 2.21 19.97 1.38 3.69***

지능 114.48 7.43 112.91 6.50 .94  

WCST 보속성 오류 12.16 7.92 13.00 7.73 .46  

WCST 비보속성 오류 8.03 5.58 8.85 4.31 .70  

우울관련 변인

CES-D 31.08 5.94 21.33 10.45 4.96***

RRS 62.69 11.12 35.94 9.16 11.01***

ATQ-N 105.59 18.02 43.76 10.10 17.50***

ATQ-NB 99.18 19.96 42.42 10.08 14.81***

주. CES-D: 우울증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빈도), ATQ-NB:

부정적 자동적 사고(믿는 정도)
*** p < .001.

표 24. 연구 2 집단 별 통제변인과 우울관련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평균 비교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 집단간 차이 검증

ATQ 상/하 집단이 출처감찰 과제 수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ATQ 상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도식 출처감찰과제 문항

에 대해 참으로 반응한 비율(DT)이 더 높았고, F(1, 69)=4.77, p<.05, 참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CSIMT)이 더 정확했다, F(1, 69)=11.97, p<.01. 전반적으로 친숙

성 효과에 의한 긍정편향이 나타났다. 반면,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의 모든 수

행지표에서 ATQ 상/하 집단 간에 수행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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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구 2 ATQ 상/하 집단의 출처감찰과제 수행 차이 (공변량: 성별,

연령)
ATQ 상
(n=39)

ATQ 하
(n=34)

M SD M SD F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23 .11 .18 .09 4.77*

DF .15 .11 .18 .09 2.60

CSIMT .74 .20 .56 .24 11.97**

CSIMF .53 .30 .61 .31 1.26

ACSIM .64 .15 .58 .18 1.60

g .04 .13 .02 .05 .74

d‘ .16 .99 .02 .90 .37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24 .06 .23 .06 .29

DF .23 .05 .21 .06 1.23

CSIMT .91 .13 .87 .23 .17

CSIMF .89 .19 .86 .18 .24

ACSIM .90 .13 .87 .15 .39

g .14 .10 .14 .06 .02

d‘ -.03 1.32 -.07 1.28 .10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

실감찰능력
* p < .05, ** p < .01.

집단 별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우울관련 변인의 관계

ATQ 상/하 집단 별로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변인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ATQ 상 집단에서 우울증상

은 모든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상관이 낮았다. 반면, 반추 경향성은

거짓으로 반응할 비율(DF) 및 부정적 사고 믿는 정도(ATQ-NB)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39)=-.33, p<.05, r(39)=-.30, p<.05. 반면, ATQ 하 집단에서 반추

경향성, 부정적 사고 빈도(ATQ-N)는 거짓 범주로 답한 비율(DF)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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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상관이 있었다, r(34)=-.43, p<.05, r(34)=-.34, p<.05. 전반적으로 우울 성

향이 강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도식 출처감찰과제 거짓 응답 비율은 반추성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와 상관이 있었다.

표 26. 연구 2 ATQ 집단 별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변인의 상관

ATQ 상(N=39) ATQ 하(N=34)

질문지

과제

CES-D RRS ATQ-N ATQ-NB CES-D RRS ATQ-N ATQ-NB

DT -.02 -.15 -.05 .03 .20 .13 -.08 -.15

DF .03 -.33* -.24 -.27 -.30 -.43* -.34* -.29

CSIMT -.08 .13 .09 -.06 .07 .22 -.01 -.02

CSIMF -.09 -.02 -.17 -.30* -.10 -.03 -.01 .10

ACSIM -.14 .11 -.10 -.25 -.04 .12 .02 .08

g -.08 -.13 -.10 -.01 -.06 .13 -.19 .09

d‘ .12 .03 -.06 -.14 .09 -.16 -.15 -.26

주. CES-D: 우울증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빈도), ATQ-NB: 부

정적 자동적 사고(믿는 정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

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ATQ 상, 하 집단 모두 우울 관련 변인과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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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구 2 ATQ 집단 별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변인의
상관

ATQ 상(N=39) ATQ 하(N=34)

질문지

과제

CES-D RRS ATQ-N ATQ-NB CES-D RRS ATQ-N ATQ-NB

DT .05 .03 .11 .03 .20 .20 .17 .05

DF -.02 .18 .27 .25 .17 .08 .22 -.05

CSIMT .08 -.19 -.10 -.18 -.15 .04 -.07 .09

CSIMF .01 -.01 .04 -.10 .05 .00 -.03 -.30

ACSIM .05 -.11 -.03 -.16 -.09 .04 -.08 -.15

g .06 .17 .23 .10 .24 .12 .06 -.01

d‘ .00 .00 * .09 .14 .03 .04 .03 .29

주. CES-D: 우울증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빈도), ATQ-NB: 부

정적 자동적 사고(믿는 정도),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

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 p < .05.

논 의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사고 상/하 집단을 선발하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 내용

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지표를 비교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은 부정적 사고 내용으로 구성한 문항에서도 검

증되었다. 특히,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참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CSIMT)은 높

았다. 연구 2는 실험 설계에 따라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을 확인하여,

자기도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의 원인이라

는 인과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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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 2에서 관찰된 편향은 자기도식이 유발하는 친숙성 효과에 의해

수행 정확도가 상승하는 정적 편향이다. 반면, 연구 1-2와 1-3의 결과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정적 사고 진술문에 대한 부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각성은 관련된 일화기억 자체의 회상 정확도

는 높이지만(Reisberg & Heuer, 2004) 사건의 세부요소나 관련된 맥락 정보들

의 회상 정확도는 저하시킨다는 보고가 있다(Christianson & Loftus, 1991).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 정서 관련 문항에서 항목 기억은 수

행이 양호하더라도 출처감찰능력은 저조할 수 있다는 주장(Mather, 2007)과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집단 구분이 우울증상이

아닌 부정적 사고 빈도에 의해 구분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정적 사고가 우울

증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 사고에 의한 정서적 각성이

임상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우울증 집단에 비해서는 미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험 설계상 세부 절차들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출처변별시 추가

된 새로운 문항이 16문항에서 8문항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인지적 부하가

감소하여 새로운 문항 중 참 범주로 응답한 빈도를 산출하는 추측지표(g)가 과

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경우 모든 도식이 자신에

게 익숙한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항목 기억에서 인지적 부하가 감소하여 추측가

설에 의한 부적 편향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

체적인문항의 수를 늘려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킨 조건에서 재검증을 해 봐야

할 것이다.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우울 관련 변인과 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분석 결과

에서 반추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처감찰과제에서는 거짓 반응 비율(DF)이 낮아졌

다. 부정적 사고 하 집단에서는 반추, 부정적 사고 빈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

처감찰과제에서는 거짓 반응 비율(DF)이 낮아졌다. 이는 집단과 무관하게 출처

감찰과제에서 우울관련 인지가 많아질수록 거짓 반응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도식 출처감찰과제에서 거짓으로 답한 비율은 우울과 관

련이 높은 변인임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는, 도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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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직된 태도가 응답 경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Young은 부

적응적 도식 변화의 어려움과 자기도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내담자의 태

도에 주목하고, 그들이 자신의 심리 도식을 우선적인 진실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Young et al., 2003/2005). 실생활이나 상담 장면에서 한 개인이 자

신에 대한 진술문을 최우선적인 진실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험실에서 학습한 어

떤 항목에 대한 참/거짓 출처를 늘 참으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 경향성은 Bayen 등(2000)이 설명한 도식편향 현상 및 추

측가설의 논리와 동일하다. 비록 연구 2에서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판단의 정확

성(CSIMF)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어 추측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지만, 거짓 범주

의 응답 비율이 나타내는 임상적 의미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우울 성

향의 참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의 출처를 “거짓”이라고 분류하지 않으

려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적 도식이 거짓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

는 편향은 출처감찰과제로 측정할 수 있는 우울증의 중요한 특성일 수 있다.

부정적 사고 상 집단에서 반추는 출처감찰과제에서 거짓이라고 응답할 비율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출처감찰의 정확성과는 무관했다. 다만 ATQ-NB만

이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의 정확성(CSIMF)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우

울 성향 집단에서 부정적 자기 진술문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은 부정적 사고

를 믿는 정도와 더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ATQ-NB는 수용-전념 치료에서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 Hayes, 2005/2010)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

식이다(문현미, 2006). 인지적 융합은 한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언어적 행동규칙

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실 규칙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현상

을 말한다. 따라서 인지적 융합이 강할수록 개인은 현재의 경험을 덜 알아차리

게 되고, 언어적 규칙에 따라 경직된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출처감찰과제 역시

자신의 일화적 기억의 맥락(context) 정보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Chalfonte & Johnson, 1996), 언어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인지적 융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Marsh 등(2006)의 “이른 선택-늦은 수정(early

selection-late correction)” 이론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른 선

택은 습관이나 의미적 지식에 의해 반응이 선택되는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의미

하는데(Jacoby et al., 1999), 이른 선택의 처리과정에서는 강한 도식이 기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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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대한 세부정보 인출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처감찰 연구에서 참가

자들이 자기도식에 부합하는 참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른 선택이 일어났다

고 볼 수 있다. 이른 선택은 자동적이고 휴리스틱적인 빠른 처리과정에 의한 오

류인 만큼 늦은 수정의 경우에는 이른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반성적 처리와 관

련되는데, 기억에 부가된 출처기억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sh et al., 2006). 따라서 자기관련 정보의 자동적인 처리

과정을 반성적 처리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적 탈융합 기법의 치료적 목표

의 일부라면, 실제로 탈융합의 치료적 처치가 그와 같은 자동적 처리과정을 감

소시키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울증의 부정적 사고에 대한 출

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의 변화가 실제로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같은 치료 효과

를 반영할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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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인지적 탈융합과 인지 재구조화가

출처감찰과제 수행과 우울관련 증상 및 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3의 목적은 부정적 사고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도식편향 현상

이 우울증의 인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적 단기 개입 영향을 받는

지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우울성향 대학생 집단에서 부정적 사고 출처

감찰과제의 도식편향이 우울 증상 및 우울관련 인지와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제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개발된 도구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우

울증의 처치 효과 측정에서 출처감찰과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재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적 이론은 Beck의 인지이론

이다(Beck, 1963, 1964, 1979). Beck은 우울증에서 부적응적 인지를 강조한 바

있고, 특히 만성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를 표상하는 부정적인 방향의 도식이

더 경직되고, 절대적이라고 기술했다(Beck, 1967; Beck & Freeman, 1990). 그런

의미에서 인지치료는 내담자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전통적인

우울증의 인지행동치료(CBT; Beck et al., 1979)에서 근간이 되는 기법은 자동

적 사고에서 인지적 오류를 찾는 인지 재구조화다. 인지재구조화 기법은 우울한

내담자의 사고 내용을 정밀하게 탐색하여 인지적 왜곡을 찾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우울증 환자들은 부적응적 인지 내

용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진실로 수용하며

타당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Young et al., 2003/2005).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인지치료에서의 인지 재구조화 기법은 장기적 치료 효과에 제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eller, Lavori, Lewis, & Klerman, 198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세대 인지행동치료라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

었다. 그 대표적인 치료법에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Linehan, 1993), 마음챙김 기

반 인지 치료(Segal, Teasdale, & Williams, 2004), 수용-전념 치료(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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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 Strosahl, & Wilson, 1999)가 있다. 이러한 치료적 관점에서는 인지 내

용을 수정하려는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접근을 벗어나서, 개인의 부정적 사고에

대한 태도와 맥락의 영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즉, 어떤 사고의 내용을 수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보다는 사고가 활성화되

는 맥락에서의 유연성 부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ACT가 CBT와 비교

해서 기저의 변화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Arch & Craske, 2008;

Hofmann & Asmundson, 2008)도 있고, 치료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는

메타 분석 연구(Öst, 2008; Powers, Zum Vörde Sive Vörding, & Emmelkamp,

2009)가 발표되어 ACT의 치료적 구성개념들이 고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비

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ACT의 치료적 효과와 별개로 심리적 유연성 그 자체

는 임상적인 의미에서 고유한 구성 개념이며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

가 확보되었다는 메타 분석 연구(Gloster et al., 2011)도 있어 이 쟁점에 대해서

는 아직 논란이 지속중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CT의 고유한

치료적 효과를 측정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직접적인 해답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ACT와 CBT라

는 두 치료적 입장이 증상 기저의 어떤 인지적 속성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명

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CBT와 ACT의 치료적 전통은 ‘사고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 대

‘언어적 신념의 활성화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론적 지향점의 차이는 ‘인지적 재구조화’와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 Hayes, 2005/2010; Hayes, Strosahl, Wilson, &

Bissett, 2004)’이라는 두 기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차이를

반영하여, 연구 2에서는 우울한 인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와 믿는 정도(ATQ-N/NB)를 모두 사용하였다. ATQ-NB는 Zettle과

Hayes(1986)가 ACT 모델의 주요 치료 요인인 인지적 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ATQ-N)는 전통적인 인

지행동치료에서 우울한 사고가 얼마나 자주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된다. 정의상 인지적 융합은 역기능적인 사고 내용에 사로잡힌 나머지 생각을

현실이라고 믿고, 그로인해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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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의미한다(Luoma, Hayes, & Walser, 2007). 즉, 사고를 현실로 믿는 정

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인지적 융합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ATQ-NB에서 사고를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한편,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한 도식편향 현상의 측정 논리를 살펴보면, 부정적

사고를 더 자주 떠올릴수록 출처감찰과제에서 부정적 사고의 출처를 ‘참’으로

분류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ATQ-NB와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도

식편향이라는 두 측정 논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자기 진술문의 맥락 정보를 경

직되게 ‘참으로 분류하는 경향성’은 앞서 설명한 인지적 융합에서 사고를 ‘믿는’

현상과 유사하다. 특히, 부정적 사고를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F)이 저하되었던 연구 2의 결과는 인지적으로 융합된 사

람은 자신의 신념을 거짓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에 오답을 하는 경향성이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에서 관찰되는

도식편향 현상이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기저 인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단

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사고 상 집단에서 도

식 출처감찰과제의 거짓 응답 비율(DF)은 반추와 부적 상관이, 거짓 범주에 대

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F)은 자동적 사고 믿는 정도(ATQ-NB)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정적 사고의 빈도는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

었다. 두 측정치가 동일한 자기 진술문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식 출처

감찰과제에서의 측정치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와는 상관이 낮고 믿는 정

도와 상관이 높았다면 치료적 처치에서도 그와 같은 차별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3에서는 CBT의 인지 재구조화와 ACT의 인지적

탈융합이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구체

적으로는 실험실 내에서 부정적 사고 빈도가 높은 대학생 집단에 두 치료적 단

기 처치를 실시한 직후, 출처감찰과제와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출처감

찰과제의 수행지표와 우울관련 인지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했다. 이를

위해 ATQ-N 점수가 높은 일반 대학생 참가자를 선발해서, 두 집단으로 구분

한 후 일부에게는 인지적 재구조화 처치를, 나머지에게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하여 변화를 측정했다. 전체적인으로는 각각의 처치 집단에 대해 기저선,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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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3회 측정을 하는 반복측정설계에 따라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3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처치 후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2. 두 처치 집단에서 도식편향 현상의 감소 정도는 반추 및 우울 증상의 감

소와 관련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수강생 중

연구 3에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과 학내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 총 32명

이 연구에 참여했다. 집단선발을 위해 실시한 사전 설문지에 응답한 총 인원은

507명이었으며, 실험에 참가한 32명 중 18명은 연구 2의 참여자였고 나머지 14

명은 추가로 모집되었다. 연구 3 참여자 대부분은 약 4주간의 계절학기 기간에

모집되었는데, 종강 후 귀향을 이유로 처치 후 측정에 동의하지 않은 2명과 추

후 측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4) 2명을 제외한 28명이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참가자 중 남자가 12명, 여자가 16명이었으며,

4) 각주.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 모두 ‘참’, 혹은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사전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

은 경우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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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평균 연령은 21.44세(SD=2.33)였다. 집단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

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은 14명(남 6, 여 8)이었으며, 인지재구조화 집단은 14명

(남 6, 여 8)이었다. 각 집단의 평균 연령은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이 21.93세

(SD=2.65)였고, 인지 재구조화 집단이 21.50세(SD=2.31)로 평균 비교결과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도구

도식 출처감찰 과제(source monitoring task on self-schema, version

3.0: SMT-SS, ver 3.0). 연구 2에서 개발한 과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연

구 3에서도 배제 기준은 각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수준에 해당하는 3+0.5 점

을 기준으로 하였다. ATQ-N에 대해 관여도가 높아야 하는 두 집단에서는 응

답 점수 평균이 3점에 근접한 10, 14, 16번 문항이 제외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분석 지표의 산출 방법은 연구

2와 동일하였다.

표 28. 연구 3 참가자들의 사전 ATQ-N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M 4.2 3.8 3.6 4.2 3.9 4.5 4.2 4.3 3.6 3.3 3.6 4.0 4.2 3.3 4.1 3.3 3.6 3.8

SD .7 1.0 .7 .8 .7 .7 .9 .7 1.1 1.0 1.0 .8 .9 .8 .7 1.0 .9 1.0

WCST, 지능검사 단축형, CES-D, RRS, ATQ-N, ATQ-NB는 모두 연

구 2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중 WCST와 지능검사 단축형은

혼입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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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반적인 연구 절차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연구 2참여

자였고 나머지는 추가로 모집된 참여자들이었으며, 모두 집단 선발을 위해

ATQ-N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사전 선발용 질문지에 응답한 507명 중 실험과

제에 사용된 ATQ-N 18문항의 합산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인 참가자들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답신이 온 참가자들에

게는 이메일로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를 링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

답 후 약 1주일이 경과된 다음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방문하여 K-WAIS 단축형

과 WCST,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였다. 다시 1주일이 경과 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실험실에 방문하여 일부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일부는 인지 재구조화

처치를 받게 되었는데 연구 2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은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추

가로 모집된 참가자들은 인지 재구조화 처치를 받도록 할당하여 완전한 무선할

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집단 별로 10∼15분 정도 걸리는 개인별 처치를 받

은 뒤, 바로 WCST 단축형과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고 사후 질문지에 응답하

였다. 다시 일주일이 경과한 후 참가자들은 WCST 단축형과 출처감찰과제를

수행하고 추후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기저선 측정 처치 처치 후 측정 추후 측정

인지적

탈융합

집단 사전

설문

지

출처

감찰

과제

인지적

탈융합

처치 출처

감찰

과제

사후

질문

지

출처

감찰

과제

사후

질문

지인지

재구조화

집단

인지

재구조화

처치

1주

경과

1주

경과

1주

경과

그림 4. 연구 3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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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탈융합 처치 

인지적 탈융합 처치 프로토콜은 Masuda, Feinstein, Wendell과 Sheehan

(2010)이 인지적 탈융합 연구를 위해 사용한 것을 오은혜, 조용래(2014)가 한국

어로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일명 ‘우유 훈련(milk

exercise)’이라고 불리는 단어 반복해서 말하기 기법을 기초로 내담자가 탈융합

경험을 하도록 안내하는 연습과 핵심 단어를 반복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적인 지시문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으나, 마지막 부분은 문

현미(2006)가 개발한 문장 반복해서 말하기의 지시문을 추가하여 변화를 주었

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별로 사전 설문지에서 응답한 ATQ-N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세 문장을 연구자가 선발하여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상

의 처치 과정은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다년간의 병원 및 상담소 경

력을 가진 연구자가 개별 참가자에게 1대 1로 직접 진행하였다. 자세한 프로토

콜의 내용은 부록 5에 첨부하였다.

인지 재구조화 처치

우울감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인지 재구조화 처치는 Beck 등(1979)

이 이론적 토대를 쌓은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지적 기법이다. 다양

한 치료적 프로토콜과 서식이 개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eahy

(2010/2003)의 자동적 사고 기록지 및 증거속성 평가하기를 참고하여 프로토콜

을 제작하였다. 실험실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별

로 사전 설문지 ATQ-N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3문장을 연구자가

선발하여 그 사고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고, 그 증거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해 보

도록 지시하였다. 이상의 처치 과정은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다년간

의 병원 및 상담소 경력을 가진 연구자가 개별 참가자에게 1대 1로 직접 진행

하였다. 자세한 프로토콜의 내용은 부록 6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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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연구 3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 상위 1표준편차를 넘는 점수로 응답한 참

가자들을 두 집단(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집단)으로 구

분해 세 번의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서 출처감찰과제 수행 정확도를 측정

했다. 그와 더불어 연구 2에서 실시한 우울 관련 질문지에서의 변화도 관찰했

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연구 2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출처감찰과

제 수행 지표가 인지 재구조화와 인지적 탈융합의 단기 처치에 의해 변화가 나

타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이러한 과제 수행에서의 변화가 반

추 및 우울 증상의 개선과 관련되는지도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두 실험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을 위해 모든 출처감찰

과제 수행 지표 및 우울관련 측정치, 그리고 통제변인인 WCST의 사전 측정치

평균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 후, 처치 집단과 시기별 변화량의 상호작용 효과

를 검증할 수 있는 혼합 설계 변량분석(mixed 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각 집단별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시기별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시기별 대응 표본 t-분석(paired t-test)

을 실시했다.

결 과

집단 간 초기 동등성 검증

변량분석에 앞서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과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집단의 동

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의 사전 측정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평균 비

교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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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인지적 탈융합

(n=14)
인지 재구조화

(n=14)

M SD M SD 　 t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23 .12 .18 .08 1.18

DF .15 .07 .13 .07 .41

CSIMT .74 .26 .77 .21 .40

CSIMF .55 .26 .63 .29 .78

ACSIM .64 .12 .70 .15 1.14

g .05 .14 .00 .00 1.47

d‘ .23 .90 .15 .72 .25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24 .06 .24 .03 .00

DF .24 .04 .24 .04 .00

CSIMT .92 .10 .91 .12 .14

CSIMF .95 .13 .95 .10 .07

ACSIM .94 .07 .93 .08 .05

g .15 .05 .13 .07 1.15

d‘ .19 1.03 .80 .52 1.97

우울 관련 측정치

CES-D 30.07 4.51 31.29 5.73 .62

RRS 61.64 11.73 69.07 9.00 1.89

ATQ-N 107.00 16.57 115.07 10.1 1.56

ATQ-NB 98.14 20.05 105.29 13.99 1.09

지능 118.09 7.32 118.57 6.77 .17

WCST

보속성 오류 10.21 5.16 8.14 2.85 1.31

　 비보속성 오류 3.86 3.57 　 3.71 3.29 　 .11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결과는 표 29에 제시했다.

표 29. 연구 3 사전 측정치들의 초기 동등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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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및 주효과 검증

연구 3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인지 재구조화 처치의 효과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사전(처치 전 1주일), 사후(처치 직후), 추후(처치 후 1주일) 시기에

측정한 자료들에 대해서 혼합 설계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각 처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partial η2 값이 .01 수준일 때는 처치 효과가 작고, .06 수준일 때는 중간, .14

이상일 때는 처치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Kittler, Menard, & Phillips, 2007). 변

량분석 시에는 변량의 동등성 가정을 확인하는데, Mauchly의 W를 활용했다.

이 때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W값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 수정방식을, .75 이상인 경우에는 Huynh-Feldt 수정 식을

사용했다(Girden, 1992). 본 연구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에서 참 반응 비율

(DT), 추측지표(g),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에서 추측지표(g), 현실감찰능력(d’),

우울 관련 변인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와 부정적 사고 믿는 정도의 총점

이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었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부록 7). 주효

과 분석 결과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 중 참 반응 비율(DT)과 거짓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CSIMF)이 유의미하였고, F(2, 26)=3.88, p<.05, partial η

2=.13, , F(2, 26)=2.66, p<.05, partial η2=.09, 우울관련 변인에서 반추, 부정적 자

동적 사고 빈도, 부정적 사고 믿는 정도에서 유의미하였다, F(2, 26)=14.65,

p<.01, partial η2=.36, F(2, 26)=18.60, p<.01, partial η2=.42, F(2, 26)=11.03,

p<.01, partial η2=.30. 전반적으로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참 반응 비율(DT)은 감

소하고 거짓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CSIMF), 반추,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빈도, 부

정적 사고 믿는 정도의 개선 효과는 집단과 무관하게 유의미하였다(부록 8). 하

지만 일부 지표들은 사전-사후는 감소하고 사전-추후는 증가하는 등의 효과 양

상이 달라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어 처치집단 별로 시기에 따른 측정치의 변화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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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재구조화 집단 내 시기별 변화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집단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과 측정 시기별 paired

t-test 결과가 표 30에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처치 효과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산출하였다.

표 30. 연구 3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집단에서 출처감찰과제 지표와 우울관련 질문
지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n=14)

측정시기

측정치

사전(1) 사후(2) 추후(3)
F

　 partial

η2
Paired
t testM SD M SD M SD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18 .08 .17 .07 .17 .04 .28 .02

DF .13 .07 .13 .05 .15 .04 .50 .04

CSIMT .77 .21 .71 .31 .71 .21 .31 .02

CSIMF .63 .29 .59 .26 .65 .16 .33 .02

ACSIM .70 .15 .65 .22 .68 .15 .35 .03

g .00 .00 .00 .00 .01 .03 1.0 .07

d‘ .15 .72 -.17 .56 .05 .69 1.12 .09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24 .03 .23 .04 .24 .04 .24 .02

DF .24 .04 .24 .04 .25 .04 .26 .02

CSIMT .91 .12 .92 .10 .91 .15 .04 .00

CSIMF .95 .10 .95 .09 .93 .12 .31 .02

ACSIM .93 .08 .93 .07 .92 .11 .41 .03

g .13 .07 .12 .03 .12 .03 .16 .01

d‘ .80 .52 .55 1.20 .78 .24 .54 .04

우울 관련 측정치

CES-D 31.29 5.73 32.29 6.49 31.36 6.32 .20 .02

RRS 69.07 9.00 62.64 9.69 59.00 13.22 9.00** .41 1>2, 2=3, 1>3

ATQ-N 115.07 10.1 101.14 14.05 99.00 26.08 6.43** .33 1>2, 2=3, 1>3

ATQ-NB 105.29 13.99 98.29 12.09 91.36 21.68 3.14 .20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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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분석 결과, 인지재구조화 집단에서는 모든 출처감찰과제 수행 점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 관련 측정치에서는 RRS, ATQ-N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F(2, 13)=9.00, p<.01, partial η2=.41, F(2, 13)=6.43,

p<.01, partial η2=.33. 인지 재구조화 처치가 부정적 사고의 빈도는 감소시켰으

나 그 사고를 믿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Paired

t-test 결과에서는 RRS와 ATQ-N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후가 모두 유의미

한 감소를 나타냈고 사후-추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인지적 탈융합 집단 내 시기별 변화 비교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와 측정 시기별

paired t-test 결과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중 참 반응 비율(DT),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F), 평

균 출처감찰능력(ACSIM)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F(2, 13)=4.51, p<.05,

partial η2=.26, F(2, 13)=6.89, p<.01, partial η2=.34, F(2, 13)=5.91, p<.01, partial

η2=.31. 측정 시기별 paired t-test 결과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 참 반응 경향

성(DT)은 사전-사후, 사전-추후에서 점수 감소가 유의미했고, t(13)=2.12, p<.05,

t(13)=2.39, p<.05.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F)은 사후-추후, 사

전-추후에서 점수 증가가 유의미했으며, t(13)=3.20, p<.01, t(13)=3.26, p<.01, 평

균 출처감찰능력(ACSIM)은 사후-추후, 사전-추후에서 점수 증가가 유의미했다,

t(13)=2.89, p<.05, t(13)=2.45, p<.05.

우울관련 질문지에서는 RRS, ATQ-N, ATQ-NB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

다, F(2, 15)=10.92, p<.001, partial η2=.42, F(2, 15)=16.39, p<.001, partial η

2=.52, F(2, 15)=12.37, p<.01, partial η2=.45. 측정 시기별 paired t-test 결과에서

는 RRS가 사후-추후, 사전-추후에서 점수 감소가 유의미 했고, t(13)=2.43,

p<.05, t(13)=3.40, p<.01, ATQ-N이 사전-사후, 사전-추후에서 점수 감소가 유

의미했으며, t(13)=4.85, p<.001, t(13)=4.28, p<.01, ATQ-NB도 사전-사후, 사전

-추후에서 점수 감소가 유의미했다, t(13)=4.69, p<.001, t(13)=3.4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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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측정치

사전(1) 사후(2) 추후(3)
F

　 partial

η2
Paired
t testM SD M SD M SD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23 .12 .17 .07 .15 .06 4.51* .26 1>2 ,2=3, 1>3

DF .14 .07 .14 .05 .18 .05 2.38 .15

CSIMT .74 .26 .67 .20 .69 .23 .45 .03

CSIMF .55 .26 .56 .23 .77 .15 6.89** .34 1=2 ,2<3, 1<3

ACSIM .64 .12 .62 .17 .73 .13 5.92** .31 1=2, 2<3, 1<3

g .05 .14 .01 .03 .00 .00 1.72 .12

d‘ .23 .90 .10 .88 .45 .68 1.05 .07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24 .06 .23 .04 .25 .04 .61 .04

DF .24 .04 .23 .05 .25 .04 1.02 .07

CSIMT .92 .10 .90 .12 .94 .11 1.45 .10

CSIMF .95 .13 .92 .12 .96 .09 .90 .07

ACSIM .94 .07 .91 .08 .95 .06 2.32 .15

g .15 .05 .12 .03 .13 .03 2.17 .14

d‘ .19 1.03 .54 .49 .86 .19 3.38 .21

우울 관련 측정치

CES-D 30.07 4.51 30.79 6.97 30.21 9.46 .05 .00

RRS 61.64 11.73 65.07 10.87 49.50 11.18 7.69* .37 1=2, 2>3, 1>3

ATQ-N 107.00 16.57 68.00 20.45 78.57 26.43 12.31*** .49 1>2, 2=3, 1>3

ATQ-NB 98.14 20.05 82.14 18.76 74.93 27.48 8.60** .40 1>2, 2=3, 1>3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31. 연구 3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집단에서 출처감찰과제 지표와 자기보고형
질문지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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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 변화량과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 변화량 간 상관

주효과 분석에서 일부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처치효과와 우울 관련 측정치의

처치효과가 유의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3의 전체 집단에서 출처감

찰과제 수행 지표의 변화량과 우울관련 척도의 변화량 간의 상관을 분석했다

(표 32 참고). 분석 결과, 과제 수행과 질문지 점수의 변화량 간의 모든 상관계

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유의도가 과소평가 되

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략한 상관 경향성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먼저, 처치

후 반추가 감소할수록 참 범주의 출처감찰 정확성도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r(28)=.36, p<.10. 유의도로 인해 해석은 제한되나 반추가 감소하면 부정적 자기

진술문의 정적 편향 현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처치 후 우울

증상이 감소하면 평균 출처감찰 정확성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r(28)=-.31, ns. 우울 증상의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개선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2. 연구 3 우울관련 변인 변화량과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 변화량 간 상관계수

(N=28)

도식 출처감찰

우울관련 질문지

CES-D RRS ATQ-N ATQ-NB

DT -.06　 .19 　 .14 　 .16

DF .12　 -.21 　 .00 　 -.10

CSIMT -.29　 .36 　 .11 　 .16

CSIMF -.08　 .00 　 -.07 　 -.11

ACSIM -.31　 .31 .04 　 .06

g .16 .12 　 .17 　 .20

d‘ -.17　 -.17 　 -.17 　 -.27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

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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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3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인지 재구조화 처치가 부정적 사고를 내

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및 우울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였다. 인지 재구조화 처치와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반추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의 빈도를 감소시켰고,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부정적 사고의 믿는 정도도 감소

시켰다. 두 처치 모두 1회의 단기 개입이었기 때문에 우울 증상은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우울관련 인지의 감소에는 영향을 주었다.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있어

서 인지재구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인지

적 탈융합 처치는 부정적 자기 진술문의 출처를 참이라고 응답한 비율(DT)을

감소시키고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CSIMF), 평균 출처감찰능력

(ACSIM)을 증가시켰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 후 부정적 사고 출처감찰과제에서 참 응답 비율이 감소

하고 출처감찰 정확성이 증가한 것은 “이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Marsh et

al.,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른 선택의 자동적 처리과정에서는

강한 도식이 기억과 기억에 대한 세부정보 인출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처

감찰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자기도식에 부합하는 참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

른 선택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전 측정시 참 반응 빈도가 높았던 결과에

는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능력에서의 오류가 반영되어 있었고, 처치 이후에

는 반성적 처리과정에 의한 정확성의 증가로 인해 출처판단의 편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식편향은 주로 기억해야할 출처정보에 대한 인출

된 세부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출처정보에 대한 처리를 능동적으로 할

때는 편향 효과가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Marsh et al., 2006). 즉, 우울 성향자

들이 인지적 탈융합 처치 후 부정적 사고에 대해 더 많은 능동적인 정보처리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잠정적으로 다음의 가정을 가능하게 한

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도식의 참/거짓에 대한 출처정보 인출을 방해하는 휴

리스틱적 처리과정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기억할 정보가 부족할 때 출처를 도

식에 따라 추측하는 반성적 처리 과정의 영향력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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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과 같은 도식이 자동적 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반성적 처리과정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Marsh et al., 2006; Sherman,

Groom, Ehrenberg, & Klauer, 2003).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반성적 처리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ACT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부적응적 신념에 대한 경

직된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다(Hayes, 2005/2010; Hayes et al., 2004).

ACT에서 말하는 심리적 경직성은 한 개인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행동을 조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문현미, 2006). ACT에서는 인

간의 언어적 속성 때문에 조성되는 ‘심리적 경직성’이 정신병리나 심리적 고통

의 기원이자 치료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Hayes, Strosahl, & Wilson, 1999). 하지만 그동안의 인지적 탈융합

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가 우울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 연구였으며(Deacon,

Fawzy, Lickel, & Wolitzky-Taylor, 2011; Masuda et al., 2010), 기저에서 일어

나는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연구 3의 결과에서 인지적

탈융합 처치 이후 부정적 자기 진술문에 대한 자동적 처리가 감소하거나 추측

하는 경향성이 감소한 것은 앞서 언급한 우울한 인지에 대한 경직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강한 부적응적 도식에 대

한 자동적-휴리스틱적 처리와 도식에 따라 출처를 추측하는 무비판적인 의사결

정과정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ACT에서 인지적 탈융합은 부정적 사고가

갖는 문자적 의미를 현실인 것으로 믿는 인지적 융합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

를 말한다.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은 인지적 탈융합 처치에 의한 결과로 사고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출처감

찰과제는 부정적 자기 진술문을 ‘참’으로 분류하려는 편향을 측정하므로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받은 집단은 참 응답 비율(DT)의 감소와 거짓 범주 출처감찰 정

확성(CSIMF)의 증가와 같은 도식편향 효과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지적 재구조화 처치는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고의 비논리

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고 내용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사고 내용이 현실로 지각되는가 아닌가는 주요한 논의 사항이 아

니다. 오직 그 사고가 논리적인지에 대한 과정만 따지게 된다. 그 결과, 인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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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제의 주요 지표에서 특별한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했을 때, 추후 연구에서 인지적 탈융합 처

치로 인한 인지적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본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 3에서 CBT의 인지재구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 CBT는 인지재구조화 처치에서 사용되는 자동적 사고

기록지와 같은 치료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부적응적 인지를 발견하고 제거하며

보다 적응적인 인지로 대체하려한다(Young et al., 2001). 또한 CBT에서는 부정

적 자동적 사고 같은 인지가 적응적으로 변함에 따라 우울한 정서는 약화되고

전반적인 기능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고 가정한다(Hollon, DeRubeis, & Evans,

1997, p. 297). ACT와 마찬가지로 CBT에서 우울증의 기저 과정 변인으로 심리

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다(Fresco, Rytwinski, & Craighead, 2007;

Teasdale et al., 2001). 왜냐하면 이분법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오류는 일정수준

경직된 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리적 유연성의 결여는 부적응적 신

념들을 자동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우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

다(Moore, 1996;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만일 CBT의 결과로 심리

적 유연성이 증가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도 인지재구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

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그

것은 바로 처치가 이루어진 시간이다.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단

기적 처치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한 바 있고(Masuda et al., 2004; Masuda et

al., 2008), 인지 재구조화 처치도 단기 처치로도 ACT와 동등한 증상의 개선을

보고한 경우도 있다(Deacon et al., 2011). 하지만 “우유” 기법과 같은 단순한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자동적 사고 기록지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인지적 재구조화 처치를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연구

와 같은 초단기적 처치인 경우에 그렇다. 따라서 인지재구조화 처치가 출처감찰

과제의 도식편향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장기적인 처치를 한 후에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 연구 3의 발견으로는 개발된 출처감찰과제가 일주일 단위의 반복 측정

에도 연습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인지재구조화 처치 집단에서 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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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부정적 사고 출처감찰과제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정답률의 상승이 나타

나지 않았다. 많은 인지 과제가 가질 수 있는 연습효과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출처감찰과제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연구 3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적 탈융합 처치 집단과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집단이 서로 다른 시기에 모집되어

시기에 따른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집단과 처치에 따른 변화량 간

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결과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

은 낮다. 하지만 오히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혼입 변인의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무선 할당과 같은 실험 절차를 개선한 반복검증

이 필요하다. 둘째, 두 집단 모두 연구자가 처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실험

자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치료적 처치는 15분

내외의 초단기 처치이며 두 처치 모두 정해진 프로토콜의 지시문을 읽는 방식

으로 진행되어 치료자 효과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속 연구

에서는 치료자 변인을 통제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3에서

실시한 처치 시간이 너무 짧았다. 각 집단별 처치가 15분 동안 진행되는 일회성

연습에 불과하여 처치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수 있다. 넷째, 치료적

처치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나 이해도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참가자 개인별

치료 만족도나 적극성이 과제 수행 및 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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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출처감찰 이론을 재조명

하고,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하는 절차를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측정 절차로 측정한 도식 편향 현

상이 실제로 우울관련 부정적 사고에서도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출처감찰 지표들이 우울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지적 탈융합과

인지적 재구조화 처치가 출처감찰과제에서 도식 편향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자기도

식이 출처감찰과제에서 유의미한 반응 편향을 일으키는지를 검증하였다. 새로운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는 이 현상이 우울증 및 우울관련 인지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였고, 우울 관련 부정적 사고가 많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출처감찰과제 수행 차이를 관찰하였다. 마지막

으로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기 처치법인 인지적 탈융합과 인지

재구조화 기법을 실시한 후, 출처감찰과제에서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요약하자

면, 자기도식을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의 개발과 도식편향 현상에 대한 새로

운 측정법의 타당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우울 관련 집단에 대한 실험적 검

증을 통해 새로운 출처감찰과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를 개발했다. 연구 1-1에서는

NEO-PI-R에서 선별한 문장으로 과제를 구성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했다.

도식편향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설문지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

은 사전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출처감찰과제에서 거짓이라고 응답

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체로 자신의 도식과 불일치하는 정보의 인출이

억제되어 거짓으로 답할 비율이 감소한다는 “이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과 유

사한 결과였다. 또한 사전 설문지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과제에서 해당

문항이 참 문항으로 제시되었을 때 출처감찰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친숙성으로 인해 자신의 도식과 부합하는 문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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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처감찰 정확도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것으로, 연구 1-1에서

개발된 도식 출처감찰과제가 정적인 도식편향 현상을 측정하였을 가능성이 시

사된다. 비록 출처감찰에서 도식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첫 시도에서 얻어진 잠정

적 결과이지만, 사전 설문지와 과제 수행 지표가 관련된다는 기본 가설과 유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울증상과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와의 상관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1-2에서는 사전 설문지 점수가 도식 출처감찰과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도식이 아닌 중립적 문항으로 잡학상식 진

술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자기도식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NEO-PI-R 대신 YSQ의 도식 문항으로 과제를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잡학상식

과 관련된 모든 수행지표는 사전 도식 질문지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어서 도식

편향은 자기도식 문항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임이 시사되었다. 반면, YSQ

질문지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많은 수행 지표와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사전

설문지 점수가 추측지표(g)와 상관을 나타낸 점은 도식편향에 대한 추측 가설

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또한 연구 1-1과는 달리, 사전 설문지 중 과제에서 거짓

으로 할당된 문항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거짓 범주의 출처감찰의 정확성

(CSIMF)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는 인지적 부하의 증가 혹은 정서적 각성과

같은 변인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 1-2에서도 우울 증상과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3에서는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YSQ 문항을 완벽주의와 정서지지결여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도식이 과제 수행시 편향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강도가 낮았던 정서지지결여 도식은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지표와 낮

은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완벽주의 도식의 도식편향은 연구 1-1에서 관찰되었

던 출처감찰 상승이라는 정적 편향과 연구 1-2의 정확성 저하라는 부적 편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설문지와 도식 출처감찰과제 문항의 동질

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울 증상 측정치 외에 우울 관련

인지를 측정하는 반추, 자동적 사고-빈도, 자동적 사고-믿는 정도 척도를 추가

하여 실시하였다. 출처감찰과제 수행 지표와 우울과의 상관분석 결과, 우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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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지결여 출처감찰과제에서 출처감찰 정확성이 높아

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부적응적인 내용인 완벽주의 출처감찰과제는 반추,

자동적 사고 등의 우울관련 인지와 상관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부적응적인 내용

의 출처감찰과제가 우울 및 우울관련 인지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도식편향은 도식에 동의하는 강도와 관련되고, 우울 관련 인지는 도식 출처감찰

과제의 내용과 더 관련이 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출처감찰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하면, 연구 1-1, 1-2,

1-3의 결과는 각각 상반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출처감찰과제가 개발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 주요 가외변인들의 관

련성이 시사되었다. 연구 1-1은 일반적인 자기도식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

할수록 참 범주에 대한 정확성이 증가하는 정적 편향이 관찰되었다. 연구 1-2는

도식 질문지 문항으로 수정한 후, 중립적 잡학상식 문항을 추가하여 과제를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식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추측 지표 점

수는 높아지고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이 낮아지는 부적 편향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문항 수의 증가로 인한 인지적 부하의 증가와 YSQ

문항의 정서적 각성의 증가가 부적 편향을 유발했을 수 있다. 연구 1-3에서는

YSQ 문항을 하위 요인별로 구분한 후 차별적 결과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에서

동의하는 수준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정서지지결여 요인의 경우 도식편

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반면, 완벽주의 요인은 강한 자기

도식에 부합하는 참 범주에 대해서는 출처감찰 정확성이 증가하는 정적 편향이,

부합하지 않는 거짓 범주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감소하는 부적 편향이 모두 나

타났다.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적 부하가 유지된 조건에서는 도식 문항의 내용적

동질성이 정적, 부적 편향 모두에 중요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사고 상/하 집단을 선발하여 부정적 사고 내용으로 구

성된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집단 차를 검증했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부정

적 사고 상 집단이 참 반응 비율(DT)이 더 높고 참 범주 출처감찰 정확성

(CSIMT)도 높았다.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우울 관련 변인과 과제 수행 지표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반추를 많이 할수록 출처감찰과제에서는 거짓 반응 비율

(DF)이 낮아졌고, 부정적 사고를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거짓 범주에 대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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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정확성(CSIMF)이 낮아졌다. 부정적 사고 하 집단에서는 거짓 범주로 답할

비율이 높아질수록 반추, 부정적 사고 빈도가 낮아졌다. 집단과 무관하게 자신

의 부정적 도식을 거짓으로 분류해야 할 때 정확성이 저하되는 편향은 반추, 부

정적 자동적 사고 등의 우울관련 인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출처감찰의 정확

성에 있어서는 오직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믿는 정도만이 거짓 범주에 대한 출

처감찰의 정확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감찰과제는 항목 기억에 부가

된 맥락(context) 정보 인출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언어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인지적 융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 3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인지 재구조화 처치가 부정적 사고를 내

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및 우울관련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인지 재구조화 처치는 반추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를 감소시켰고, 인지

적 탈융합 처치는 반추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도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고

의 믿는 정도도 감소시켰다. 두 처치 모두 단기 개입이었기 때문에 우울 증상은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우울관련 인지의 감소에는 모두 영향을 주었다. 인지 재구

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부정적 자기 진술문의 출처를 참이라고 응답할 비율(DT)을 감소시키고, 거짓 범

주의 출처감찰 정확성(CSIMF)와 평균 출처감찰 정확성(ACSIM)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도식의 참/거

짓에 대한 출처정보를 인출을 방해하는 휴리스틱적 처리과정의 영향력을 감소

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CBT의 인지재구조화 처치는 출처감찰과제 수행

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외 연구 3의 발견으로는 개발된 출처감

찰과제가 일주일 단위의 반복 측정에도 연습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많은 인지 과제가 가질 수 있는 연습효과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과제 사용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사고 상 집단의 정적 편향이 주요한 결과였던 반면에, 연구 3에

서는 부정적 사고 상 집단 내에서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에 의한 부적 편향의

감소가 주된 결과였던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우울 관련 자기 기술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발하는 일반적 도식편향 효과는 자기도식을 긍정하는 범주

에 대한 출처판단 정확성 증가인 반면, 그러한 사고에 대한 유연성 증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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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자기도식을 부정하는 범주에 대한 출처판단 오류의 감소인 것으로 보

인다. 일견, 유사한 현상인 것 같으나 자기도식에 부합하는 출처 기억을 더 잘

인출하게 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출처 기억에서의 오류가 감소하는 것은 인

지적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차별되는 것이다.

연구의 기여점 및 함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로는 사전 설문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출처

감찰과제를 활용한 새로운 도식편향 측정 패러다임을 시도한 점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도식을 직업적 전형성(Bayen et al., 2000; Hicks &

Cockman, 2003), 성역할(Marsh et al., 2006), 정치적 입장 및 연령(Matehr et

al., 1999), 고정관념(Sherman & Bessenoff, 1999) 등의 단순한 범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방식은 자기도식의 내용에 따라 집단을 쉽게 분류할 수 있고 도식을

구성하는 문항들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범주로 정의 가능

한 자기도식의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출처감찰과제의 문항이 정확히 개

인이 가진 도식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사전 설문지를 실시하여 그 점수로 개인의 도식을 차원적으로 측정하

고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를 제작하였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

는 심리적 구성개념들은 단일 문항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인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출처감찰과제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

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문헌검토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전 설문지를 활용하

여 도식편향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측정

법으로 사전 설문지의 자기도식이 출처감찰에서 편향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반

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자기도식과 무관한 잡학상식 진술문이나 자

기도식 점수가 낮은 도식 진술문에서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측정 절

차의 안정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실험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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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

하기 위한 절차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출처감찰 과제

를 다양한 자기 관련 진술문으로 변형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몇 가

지 시사점을 부록 12에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식편향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들이 임상적으로 갖는 의

미를 탐색하였다. 아직 잠정적인 수준에서의 결과들이나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각각의 지표들의 이론적 정의와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간

단하게 정리해서 부록 13에 제시하였다. 부록에 제시한 지표 해석 지침은 반드

시 반복 검증을 통해서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언어적 형태의 자기도식이 참, 거짓을 판단하는 출

처감찰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자기관련

기억과 관련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에 새로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는 진술문의 참/거짓 출처를 묻는 방식의 선행연구(Rahhal et al., 2002; K. L.

Siedlecki et al., 2005)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최근의 출처감찰과제들은 주로

단어나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문장으로 구

성된 과제는 인지적 부하나 여타 물리적 속성과 같은 혼입 변인에 대한 엄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입 변인에 대한 엄격

한 통제보다 과제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더 무게를 두었다. 자기도식

이 언어적 형태로 요약되고 언어적 규칙으로 행동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심리학적 연구(Conway, 2005; Conway & Holmes, 2005; Conway &

Pleydell-Pearce, 2000)를 고려했을 때, 출처감찰과제 문항을 언어로 기술하는

방식이 인간의 실제 정신세계에 더 근접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Conway는

자기 기억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 회상의 왜곡이 일어나는 주요인

이 출처감찰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Conway, 2005. p. 600). 본 연구의 도식편

향 현상은 그러한 주장과 부합되는 면이 있다. 특히, 출처감찰과제 수행시 자기

도식이 출처감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신장애 환자들이 부정

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사건의 해석을 왜곡하고 그러한 해석이 지속되도록 부

정적 맥락을 유지하는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우울증과 관련해 출처감찰능력을 측정한 본격적인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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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있다. 임상심리학적 연구 전통에서 출처감찰능력 연구는 주로 뇌손상

환자 연구(Hasan, Strube, Palm, & Wobrock, 2016; Schacter, Harbluk, &

McLachlan, 1984; Shimamura & Squire, 1987)와 정신분열증 환자 연구

(Brébion, Smith, Gorman, & Amador, 1996; Brébion et al., 2016; Conde,

Gonçalves, & Pinheiro, 2016; Vinogradov et al., 1997)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최근에는 자페증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Chalmers, 2014; Cooper,

Plaisted-Grant, Baron-Cohen, & Simons, 2016; Souchay, Wojcik, Williams,

Crathern, & Clarke, 2013). 하지만 신경학적 손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른 장애

에서 출처감찰과제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실행된 연구들에서도 불일치

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이민규, 1991; Cougle

et al, 2008; McNally & Kohlbeck, 1993) 연구에서는 대부분 임상집단과 통제집

단의 수행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고, 신체변형장애(Reese et al., 2011)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으며,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잘 통제되지 않은 일부 연

구에서 제한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나(Degl'Innocenti & Bäckman, 1999) 후속 연

구에서 반복검증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경학적 손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정신 장

애에서, 특히 우울증에서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하다(Mather, et al, 2006). 따라서 비정신증적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출처감찰

능력에서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는 우울 집단의 출처감찰능력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결과와 연구 방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식편향을 임

상 연구에 활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도식편향과 우울증과의 이론

적 관계를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은 더욱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내에서는 최근 시도되지 않았던 출처감찰과제의 임상적 연구를 재

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가 검색해 본 결과에 따르면, 출처감찰 관련

국내 연구는 학위논문이 5편(이미현, 2002; 이민규, 1991; 이승진, 2005; 이용승,

1993; 정정화, 1993), 학회지 논문이 4편(이승진, 2011, 2013; 이승진, 곽금주,

2009; 정정화, 박태진, 1993)에 불과했다. 현실감찰의 개념이 제안된 지는 36년,

출처감찰의 개념이 제안된 지 24년이 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임상연구는 출처감찰이론이 제안된 초기에 일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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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이민규, 1991; 이용승, 1993; 정정화, 1993), 최근에는 더욱 부족한 실정

이다.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 분야임에도 국내에서는 거의 관심

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은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출처감찰이 개념의 복잡함, 측정 이론의 난해함, 국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복잡한 개념들과 측정상의 이슈들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동안

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된 “빠른 선택-늦은 수정 가설(Mather, 2006)”이나 “추측

가설(Bayen et al., 2000)” 등의 이론들도 실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개할 수

있었다.

일곱째, 도식 출처감찰과제의 개발과 검증 과정에서 도식편향 현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확인된 변인은 도

식 출처감찰과제의 문항 수에 의해 조절되는 인지적인 부하량이다. 출처감찰의

도식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중 하나로는 Bayen 등

(2000)의 추측 가설(guessing hypothesis)이 있다. 추측 가설은 기억이 형성될

당시에 도식에 대한 출처 정보가 제한되거나 인지적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

다면, 사후의 출처판단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도식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실험적으로는 Hicks와 Cockman(2003)이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더 전형적으

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식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다

시 범주화하는(re-categorizing)데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은 노인에게 더 제한적

이기 때문이다(Mather et al., 1999). 하지만 연구 1-2와 1-3에서는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도 추측 가설과 부합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령에 무관하게

도식편향 현상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된 출처감찰과제가 젊은 대학생

집단에게도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를 확보한 점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지적 부하라는 측면에서 난이도의 조절은

추후 연구에서 과제 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출처감찰의 도식편향 실험 절차에서는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도식편향 현상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이 시사되

었다. 연구 1-3에서는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정서지지결여 도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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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편향을 유도하지 못했고,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완벽주의 도식은 강한 도식

편향 현상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정관

념에서는 충분한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Hense et al., 1995, Mather et

al., 1999). 자기도식을 내용으로 한 출처감찰과제에서도 사전 설문지에 동의하

는 정도가 강한 때만 도식편향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덟째, 우울과 관련해서 도식편향 현상은 증상이 아닌 우울관련 인지와 더

강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연구 1-1에서 1-3까지 우울 증

상은 대체로 도식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울 증상

은 일반적인 도식편향 현상과 관련된 변인은 아닌 것으로 시사된다. 반면, 부정

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출처감찰과제 수행에서 반추,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빈

도, 부정적 사고의 믿는 정도는 많은 수행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우

울증에 대한 치료 연구에서 우울 증상과 우울 관련 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bson & Show, 1987). 증상과 우울 관련 인지

가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처감찰과제와의 차별

적인 상관도 그에 부합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3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추가적인 사실은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 현상이 동의하는 정도가

강한 도식에서만 나타난 반면, 우울관련 인지와의 상관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더

강한 도식에서 나타났다. 도식편향 현상은 도식에 동의하는 강도와 관련성을 갖

고, 우울 관련 인지는 출처감찰과제의 부적응적 속성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아홉째,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과 ACT의 인지적 융합 간의 관련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사고 상 집단에서 출처감찰과제 수행

점수가 인지적 융합을 측정하는 ATQ-NB와 관련되었다. 또한 연구 3에서는 인

지적 탈융합 처치에 의해서 출처감찰과제 수행 시 반응 편향이 감소되는 양상

이 나타났다. ACT의 이론적 가정을 고려했을 때, 인지적 탈융합 처치 이후 부

정적 자기 진술문을 참으로 응답하는 자동적 처리나 참으로 추측하는 반성적

처리 경향성이 함께 감소한 것은 부적응적 도식이 사고 전반에 미치는 경직성

이 완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인지적 탈융합에 대한 연구는 우울 증

상의 완화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기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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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Deacon, Fawzy, Lickel, & Wolitzky-Taylor, 2011;

Masuda et al., 2010). 본 연구가 우울증에 대한 단기 처치가 출처감찰과제 수행

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흔치 않은 연구인만큼,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반복검

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ACT와 같은 우울증에 대

한 치료적 처치로 인한 기저 인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이어지도

록 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출처감찰과제는 시행 절차의 표준화와 문항 제시 순

서의 무선화, 참가자의 편의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되었다. 현대 젊은 피검자들에게 친숙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문항의 변경이나 지시문의 변경도 용이하여, 개발

된 과제를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 현장에서도 별

도의 기기를 비치하거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출

처감찰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심리학적 측정 도구의 개

발 역시 하나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이론적, 절차적 질문들은 반드시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주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선 후속 연구를 위한 사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출처감찰과제 수행에 도식 문항이 유발할 수 있는 정서적 각성에 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처감찰과제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

로는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항목 정보와 맥락 정보의 결속(binding)이 있다.

어떤 진술문의 내용 정보와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잘 결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출처감찰과제 수행의 결과는 달라진다. 이러한 정

보들의 단기 유지와 조작, 결속에 가장 중요한 인지기능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 Baddeley, 2003)이다. 이러한 작업 기억 내에서 정보들이 결속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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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억해야 할 정보가 유발하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는 정보의 결속을 돕거나

혹은 방해한다(Mather, 2007). 일반적으로 정서적 각성은 작업 기억 내에서의

정보 결속을 촉진한다. 정서적 맥락 정보는 정서 처리 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Hadley & MacKay, 2006). 하지만 과도한 정서적 각성으로

인한 주의력의 문제는 기억의 결속을 방해한다. 특히, 불안, 우울, 공포증과 같

은 장애에서 주의 편향은 과제 수행 시 각성의 영향력에 대한 조절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Gotlib et al., 2004; Mogg, Miller, & Bradley, 2000; Williams,

Mathews, & MacLeod, 199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각성의

효과가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고, 출처감

찰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변인으로 이론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CBT의 인지재구조화 처치가 도식 출처감찰과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

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인지재구조화 처치는 통상적인 연구에서 요

구되는 것보다도 짧게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우울성향 집단이

처치에 따른 출처감찰과제 수행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지재구

조화가 기저의 인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CBT의 이분법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오류는 일정수준 경직된 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유연성의 결여는 부적응적 신념들을 자동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우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Moore, 1996;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따라서 인지재구조화 처치가 출처감찰과제의 도식편향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장기적인 처치를 한 후에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ACT의 심리적 유연성과 출처감찰시 도식편향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ATQ-NB 및 인지적 탈융

합 처치가 출처감찰과제 수행지표와 관련되었다는 결과는 ACT의 핵심 치료변

인인 심리적 유연성(Hayes et al., 2006; Hayes et al., 1999)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출처감찰과제에서 참으로 답한 비율(DT)과 같은 반

응 경향성은 출처감찰과 더불어 항목 기억력이 반영된 수행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에서의 수행 편차에는 출처감찰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변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편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심리적 유연성 결여에 의한 경직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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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과 출처감찰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만한 어떠한 이론적 접점

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들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인 변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

로는 우선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출처(source) 정보의 특

성이 있다. 예를 들면, 출처 정보가 구체적인 정도나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 정

보가 가용한 정도, 정보가 과제에서 요구되는 정도 등에 따라서 여러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이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Johnson et

al., 1993). 예를 들면, 기억이 생성될 당시의 구체적인 지각적 세부 요소와 사건

당시의 반성적 처리과정(reflective process)도 중요한 변인이다(Johnson, 1983;

McDonough & Gallo, 2010). 그리고 출처 기억의 지각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사

성도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변별해야 할 출처 정보의 지

각적 유사성이 증가할수록 출처감찰에서 오류 가능성은 증가하며(Johnson,

Foley, & Leach, 1988; Johnson, Raye, Wang, & Taylor, 1979), 의미적 유사성

도 오류를 증가시킨다(Johnson, Foley, Raye, & Foley, 1981; Lindsay, 1990).

또한, 습득 당시의 정보의 질 외에 의사결정 과정도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친다

(Johnson, 1983; McDonough & Gallo, 2010). 의사결정과정의 정확성을 저하시

키는 어떤 변인들도 출처감찰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압박

(Johnson, Kounios, & Reeder, 1994), 재인 단서의 부재(Johnson, Kahan, &

Raye, 1981), 실험 상황에서의 주의 분산(Jacoby, 1991; Kelley & Lindsay,

1993) 등이 반성적 처리과정을 감소시켜 출처감찰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변인들이 출처감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은 이준득, 이훈진(2017)의 개관 연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 표집 과정에서의 연령을 유사하게 유지하고, 과제를 태블릿 PC

로 제작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실 상황을 최

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각종 혼입변인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하

지만 새로 개발된 과제와 측정 절차에서 이들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향후 도식편향 측정 연구에서 이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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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실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와 관련된 제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3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표본을 구성하는 개별 자료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가 쉽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다(Bland, 2015). 참여자들의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에

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통계적 유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표본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연구가 20대 초 중반의 대학생 표본만 사용한 것 역시 한계점이

다.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인지적 부하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적절한 난

이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식편향은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력과 실행기능이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된 집단이 아닌, 보

다 높은 연령이나 낮은 학력의 집단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참여자를 선별하여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처감찰과제 개발시 여자는 참, 남자는 거짓이라는 맥락의 연합을 반

대 방향으로 실시하는 역 균형화(counter balancing)를 하지 못하였다. 성별과

과제 수행 간 상관이 낮아서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과제의 엄밀

한 타당화를 위해서 역 균형화는 필요하다. 성별도 분명한 자기도식이기 때문에

편향 효과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역균

형화 연구를 실시하여 출처감찰과제에서의 성차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개발된 출처감찰과제는 시행 시간이 최장 20여분에 달하는 등 과제 수

행에 부담이 큰 편이다. 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

로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험자의 특성과

측정해야 하는 자기도식 내용에 따라 과제 시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 3에서 연구자가 모든 처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집단에 따

른 실험자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치료적 처치는 15분

내외의 초단기 처치이고 두 처치 모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되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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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 효과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적어도 연구 가설을 모르

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처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시 참가자의 작업 기억(working memory) 능력이 통

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기능으로 참가

자의 실행기능과 지능이 통제되었으나 작업 기억 역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Mitchell, Johnson, Raye, & Greene,

200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절차에 작업 기억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한계점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지금까지 개

발된 바 없는 측정 패러다임이 갖는 가능성일 수 있다. 한계점의 극복을 통해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과제를 개발한다면,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

고 보다 안정적인 과제의 타당성도 확보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자체

로 하나의 완결된 연구라기보다 미래의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출발점이 되어주

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과제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장면에

서 새로운 지식을 밝혀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임상

영역에서는 자기도식 관련 기억을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우울증 기저의 인

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 부정적으로 편향된 자기관련 정보 인출을 감소시키는

치료적 기법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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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1-1 사전 질문지 NEO-PI-R-N

부록 3. 연구 1-2 출처감찰과제 문항(도식 문항 제외)

부록 4. 연구 2, 3 출처감찰과제 문항

부록 5. 연구 3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지시문

부록 6. 연구 3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지시문

부록 7. 연구 3 측정 시기와 치료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분석표

부록 8. 연구 3 측정 시기에 따른 주효과 분석표

부록 9. CES-D

부록 10. RRS 

부록 11. ATQ-N, ATQ-NB 

부록 12.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개발 지침 

부록 13.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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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상상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 1 2 3 4 5

3. 나는 시를 감상하더라도 쉽게 감동받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현대 무용이나 발레 공연은 지루하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음악을 듣고 황홀하게 될 때가 있다. 1 2 3 4 5

6. 나는 이미지와 느낌을 강조하는 서정시를 좋아한다. 1 2 3 4 5

7. 나는 감정이 아주 풍부하다. 1 2 3 4 5

8.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느낌을 중요시한다. 1 2 3 4 5

9. 나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내 행동방식을 강하게 고수하려고 한다. 1 2 3 4 5

11. 나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12. 나는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종종 먹어본다. 1 2 3 4 5

13. 나는 익숙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14. 나는 철학적 논쟁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는 퍼즐이나 퀴즈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6.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가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1 2 3 4 5

18. 나는 여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19. 나는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1 2 3 4 5

20. 나는 부과된 과제를 모두 착실하게 마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1. 나는 빚이 있다면 전액을 가능한 빨리 갚으려고 한다. 1 2 3 4 5

22. 나는 어떤 놀이를 할 때 가끔 속임수를 써 본다. 1 2 3 4 5

23. 나는 일단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염두에 둔다. 1 2 3 4 5

24. 나는 나의 윤리적인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킨다. 1 2 3 4 5

부록 1. 연구 1-1 사전 질문지 NEO-PI-R-OAC

아래에는 성격에 관한 여러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어보시

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느낀 것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

게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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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처리하려고 한다. 1 2 3 4 5

26. 나는 심하게 아플 때 외에는 결석하지 않는다. 1 2 3 4 5

27. 나는 잔꾀를 부리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다. 1 2 3 4 5

28. 나는 늘 정직한 것은 사업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1 2 3 4 5

30. 나는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가끔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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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1-1 사전 질문지 NEO-PI-R-N 

아래에는 성격에 관한 여러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어보시

고,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느낀 것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

게 답하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란다. 1 2 3 4 5

3. 좀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1 2 3 4 5

4. 신경이 예민하고, 자주 긴장되곤 한다. 1 2 3 4 5

5.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일이 잘못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1 2 3 4 5

7. 다른 사람들 보다 두려움이 적다. 1 2 3 4 5

8.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날 때가 많다. 1 2 3 4 5

10. 나는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다. 1 2 3 4 5

11. 사람들은 나를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1 2 3 4 5

12. 사람들은 나를 신경질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 1 2 3 4 5

13.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종종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14.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굴거나 시비를 걸어도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

다.
1 2 3 4 5

15. 가끔 화가 나고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다. 1 2 3 4 5

16. 사소한 일에도 불만스러워 질 때가 있다. 1 2 3 4 5

17. 좀처럼 외롭다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다. 1 2 3 4 5

18. 가끔 내 자신이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5

19. 좀처럼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가끔 심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21.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나의 잘못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1 2 3 4 5

22. 때로는 모든 일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1 2 3 4 5

23. 일이 잘못될 때는 용기를 잃게 되고,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1 2 3 4 5

24. 사람들과 만날 때 실수를 하지 않을까 늘 두렵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위사람들의 이목을 거의 생각하지 않

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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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내용 범주

1. 타조알을 완숙으로 삶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린다. 참

2. 러시아에서는 1분 당 40명이 개에게 물려 병원에 간다. 거짓

3. 살쾡이 오줌에는 야광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참

4. 고양이의 귀에는 각각 33개의 근육이 있다. 거짓

5. 같은 종족끼리 전쟁을 하는 동물은 사람과 개미, 흰개미 뿐이다. 참

6. 새가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는 시속 16km이다. 거짓

7. 세계 최초로 실시된 개 전시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었다. 참

8. 감자를 저장하기에 좋은 온도는 섭씨 3에서 5도 정도이다. 거짓

9. 주방의 표백제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는 자몽즙이 특효이다. 참

10. 원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성스러운 것이었다. 거짓

11.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시각 구조에 있다. 참

12. 벼룩이 높이 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날아다녔기 때문이다. 거짓

13. 배설물이 하얀색인 새의 고기는 맛있는 편이다. 참

14. 검은 고양이가 불길하게 여겨진 이유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거짓

15. 장본인과 주인공은 서로 쓰임새가 다른 단어이다. 참

16. 역사상 최초의 면 음식은 메밀로 만들어져 있었다. 거짓

17. 옥수수를 사료로 먹는 닭의 고기가 가장 맛이 있다. 새로운것

18. 차우차우는 혀가 검은 유일한 개가 아니다. 새로운것

19. 도마뱀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것

20. 겨울철 스웨터를 입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5만 볼트 이상이다. 새로운것

21. 낙타의 척추는 혹을 따라 약간 휘어 있다. 새로운것

22.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전체 중 2% 정도이다. 새로운것

23. 소는 하루에 18번 대변을 본다. 새로운것

24. 새끼 발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것

25. 원자력 잠수함의 작전 기간은 대체로 3개월은 넘는다. 새로운것

26. 인간의 뇌는 사망 후에도 20시간 정도는 뇌파를 방출한다. 새로운것

27. 혀는 젖어있지 않아도 맛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것

28. 형광등은 1초에 700번 깜빡인다. 새로운것

29. 연간 강우량이 700밀리리터가 되지 않으면 사막으로 분류된다. 새로운것

30. 지구 전력의 5분의 3이 전구를 밝히는 데 사용된다. 새로운것

31. 인류 역사상 5000년 전 이후로 새로 가축이 된 동물은 없다. 새로운것

부록 3. 연구 1-2 출처감찰과제 문항(도식 문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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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각 장애인들은 모두 소리로 듣는 꿈을 꾼다. 새로운것

33.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새로운것

34.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란다. 새로운것

35. 좀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새로운것

36. 신경이 예민하고, 자주 긴장되곤 한다. 새로운것

37.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것

38. 일이 잘못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새로운것

39. 다른 사람들 보다 두려움이 적다. 새로운것

40.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새로운것

41. 나는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다. 새로운것

42. 사람들은 나를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것

43. 사람들은 나를 신경질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 새로운것

44.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종종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새로운것

45. 가끔 화가 나고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다. 새로운것

46. 사소한 일에도 불만스러워 질 때가 있다. 새로운것

47. 좀처럼 외롭다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다. 새로운것

48. 가끔 심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새로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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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내용
범주

1. 타조알을 완숙으로 삶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린다. 참

2. 러시아에서는 1분 당 40명이 개에게 물려 병원에 간다. 거짓

3. 살쾡이 오줌에는 야광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참

4. 고양이의 귀에는 각각 33개의 근육이 있다. 거짓

5. 같은 종족끼리 전쟁을 하는 동물은 사람과 개미, 흰개미 뿐이다. 참

6. 새가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는 시속 16km이다. 거짓

7. 세계 최초로 실시된 개 전시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었다. 참

8. 감자를 저장하기에 좋은 온도는 섭씨 3에서 5도 정도이다. 거짓

9. 주방의 표백제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는 자몽즙이 특효이다. 참

10. 원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성스러운 것이었다. 거짓

11.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시각 구조에 있다. 참

12. 벼룩이 높이 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날아다녔기 때문이다. 거짓

13. 배설물이 하얀색인 새의 고기는 맛있는 편이다. 참

14. 검은 고양이가 불길하게 여겨진 이유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거짓

15. 장본인과 주인공은 서로 쓰임새가 다른 단어이다. 참

16. 역사상 최초의 면 음식은 메밀로 만들어져 있었다. 거짓

17. 옥수수를 사료로 먹는 닭의 고기가 가장 맛이 있다. 새로운것

18. 차우차우는 혀가 검은 유일한 개가 아니다. 새로운것

19. 도마뱀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것

20. 겨울철 스웨터를 입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5만 볼트 이상이다. 새로운것

21. 낙타의 척추는 혹을 따라 약간 휘어 있다. 새로운것

22.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전체 중 2% 정도이다. 새로운것

23. 소는 하루에 18번 대변을 본다. 새로운것

24. 새끼 발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것

25. 나는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다. 새로운것

26. 사람들은 나를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것

27. 사람들은 나를 신경질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 새로운것

28.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종종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새로운것

29. 나는 가끔 화가 나고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다. 새로운것

30. 나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스러워 질 때가 있다. 새로운것

31. 나는 좀처럼 외롭다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다. 새로운것

부록 4. 연구 2, 3 출처감찰과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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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는 가끔 심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새로운것

33.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참

34. 나는 내 자신을 싫어한다. 거짓

35.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참

36.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거짓

37.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참

38.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거짓

39. 나는 어떤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없다. 참

40.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짓

41. 나는 종종 사람들을 실망시켜 왔다. 참

42. 나는 너무 나약하다. 거짓

43.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참

4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거짓

45.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다. 참

46.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거짓

47. 나는 내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 참

48. 나는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거짓

49. 나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참

50. 나는 새로운 일을 착수할 수 없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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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지적 탈융합 처치 지시문

1. 처치 소개

생각과 말을 포함한 언어는 우리에게 지식의 축복과 동시에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언
어의 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있습니다.

언어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는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생활
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방을 쭉 둘러보세요. 빛, 의자, 책상,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등이 있죠. 언어와 우리의 생각(예, 논리적인 생각)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언어가 있어서 ‘빛, 의자, 책상 등’ 각각 자기 이름을 갖게 되지요.

반면, 어두운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걱정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생각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언어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아무 쓸모도 없어’라는 생각을 할 경우, 그리고 이 생각
을 문자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대로 그것을 사
실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___씨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
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____씨 마음 속
에 ‘나는 바보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씨는 정말 바보입니까?

2. 연습시행

만약 제가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
니까? 혹은 생각이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고 하면,
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____씨에게 단어 하나를 말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우유”라고 말해보세요.

P: (따라 말하기)

E: 좋습니다. 지금, “우유”라고 말했을 때 마음 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P: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E: 좋아요. 다른 것은요? “우유”라고 말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P: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E: 좋습니다. 다른 것은요? (맛을 느낄 수 있나요?)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
을 느낄 수 있나요? 차갑고, 크림같은, 입을 감싸는... 맞습니까?

E: 네, 이것이 맞다면 함께 보죠.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실제 우유에 대한 것과 우유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우~~~~~유~~~~~~(천천히 읽
기!)”라는 낯선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이 방 안에는 우유가 없다는 점,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방에 우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씨와 나는 우
유를 보고 있었고, 맛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우유라는 단어만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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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제, 다른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 실습은 약간 웃길 수도, 그리고 당황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유”라는 말을 큰소리로, 그리고 반복해서 최대한 빠르게 외치세요. 그리
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E: 네. 해보세요. “우유”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세요!

(20초)

E: 그만! 반복해서 말할 때 마음속에 스쳐간 게 무엇이었나요?

P: (떠오르는 것 말하기)

E: 몇 분 전에 여기 있었던 우유의 심리적인 측면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차렸나
요?

P:

E: 좋습니다. 크림같고 차가운 음료는 멀리 사라졌죠. “우유”라고 처음에 말했을 때 마치
우유가 실제 여기 이 방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씨가 단지 “우
유”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 씨가 말했을 때 그건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거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을 때 “우유”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잃기 시작했고 단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E: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습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개인
적인 생각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______가 당신 자신에게 뭔가 말할 때, 이
러한 생각들은 단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은 단지 연기와 같고, 견고한
형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E: 이 과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
가적인 생각은 단지 그 생각에 부여한 이미지, 소리, 그리고 의미와 관련된 단어일 뿐입
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불쾌한 생각의 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

E: 이제, 본인이 이전에 답했던 문장들을 크게 소리내고, 가능한 한 빠르게 반복해서 말
하시되,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P:

E: 네, 준비되셨죠? 자, 시작!(실험자는 처음에 참가자가 protocol에 따라 실습하도록 그
생각을 반복해서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10초마다 “크게” 혹은 “빠르게”라고 말한다.)

(30초 후)

E: 그만하세요!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내용 외치기

특정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경우에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외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예) '나는 나쁘다'라는 문장을 빠르게 여러 번 수분 동안, 그 의미가 해체될 때
까지 거듭 말해보게 한다. 일단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두 가지 기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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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게 된다. - 의미를 지닌 평가적 사건과 청각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리더는
내담자가 '나는 나쁘다'라는 말이 지니는 문자적 의미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하나의 소리
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연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리 뿐 아니라 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호흡이나 눈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다. 처음에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게 하
면, 그 문자적 내용과, 소리 및 소리를 낼 때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매우 느리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옥타브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을 하거나 이상한
목소리로 해보기 등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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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인지 재구조화 처치 지시문

1. 처치 소개

당신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 사고의 타당성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목록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신념이 없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나 당
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증거를 조사할 때, 당신은 부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은 ‘이 증거가 얼마나 유익합니까’입니
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야하는 질문은 ‘이 증거가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요?’입니다. 만
일 당신이 법정에 서서 자신의 신념을 배심원에게 설득해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부정
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배심원이 당신의 증거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부정적 신념이 있다면, 당신은 이러한 증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l 나는 실패자처럼 느낀다.

l 내 동기는 내가 그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l 나는 학점이 친구보다 낮게 나왔다.

당신은 유효한 증거로 배심원에게 이러한 용어를 표현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배
심원에게 내가 실패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요”라고 말할 것이
다. 배심원들이 누군가의 가치에 대한 증거로 감정을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또는 배심원에게 “동기는 내가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입니다”라
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배심원은 증거로 당신에 대한 동기의 평가를 받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학점을 낮게 받았다고 해서 배심원들이 당신이 사람으로서 실패했다고 결
론을 내릴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인정에 대한 욕구 또는 당신의 시험 결과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실패에 대
한 질적 증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거로 정서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당신이 부정적 신념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이유를 캐내는 것은 증거가 결정적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이유, 사건의 개인화, 과잉일반화, 선호하는 기준의 사용, 당신의 긍정
적인 점 줄이기, 당신의 부정적인 점 걸러내기, 마음 읽기, 미래에 대한 결론 건너뛰기,
관련 없는 요소들 참고하기, 또는 비논리적인 결론 작성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속성 조사하기

당신이 평가하기를 바라는 부정적 사고를 구체화 하고 그 사고를 지지하는 증거를 목록
화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왜곡과 관련된 증거 각각을 평가한다. 그것은 감정적 추론,
사건의 개인화, 과잉 일반화, 완벽한 기준 사용, 긍정적 측면 줄이기, 정보 걸러내기, 마
음읽기, 미래에 대한 결과 뛰어넘기, 관련 없는 자료 참고하기, 또는 비논리적인 결론 작
성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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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사고 증거 증거의 속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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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η2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01 1.77 .01 1.64 .21 .06

DF .00 2 .00 .53 .59 .02

CSIMT .00 2 .00 .02 .98 .00

CSIMF .15 2 .08 1.79 .18 .07

ACSIM .05 2 .02 1.26 .29 .05

g .02 1.17 .01 2.04 .14 .07

d‘ .36 2 .18 .49 .62 .02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00 2 .00 .04 .96 .00

DF .00 2 .00 .08 .93 .00

CSIMT .01 2 .00 .99 .38 .04

CSIMF .01 2 .01 .79 .46 .03

ACSIM .01 2 .01 2.11 .13 .08

g .00 1.59 .00 .59 .56 .02

d‘ 1.93 2 .96 1.99 .15 .07

우울 관련

CES-D .50 2 .25 .01 .99 .00

RRS 31.74 2 15.87 .27 .77 .01

ATQ-N 538.17 1.52 353.41 1.30 .28 .05

ATQ-NB 390.38 1.76 222.02 .88 .41 .03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부록 7. 연구 3 측정 시기와 치료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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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η2

도식 출처감찰과제

DT .03 1.77 .02 3.88 .03 .13

DF .02 2 .01 2.66 .08 .09

CSIMT .06 2 .03 .71 .50 .03

CSIMF .34 2 .17 4.05 .02 .14

ACSIM .08 2 .04 2.26 .11 .08

g .01 1.17 .01 1.31 .28 .05

d‘ 1.28 2 .64 1.74 .19 .06

잡학상식 출처감찰과제

DT .00 2 .00 .79 .46 .03

DF .00 2 .00 1.06 .35 .04

CSIMT .01 2 .00 .50 .61 .02

CSIMF .00 2 .00 .30 .74 .01

ACSIM .00 2 .00 .76 .46 .03

g .01 1.59 .00 .59 .56 .02

d‘ 1.73 1.38 .86 1.78 .19 .06

우울 관련

CES-D 12.21 2 6.11 .19 .83 .01

RRS 1730.88 2 865.44 14.65 .00 .36

ATQ-N 7681.02 1.52 5043.51 18.60 .00 .42

ATQ-NB 4920.10 1.76 2798.21 11.03 .00 .30

주. DT: 참으로 반응한 비율, DF: 거짓으로 반응한 비율, CSIMT: 참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CSIMF:

거짓에 대한 출처감찰능력, ACSIM: 평균 출처감찰능력, g: 참으로 추측한 비율, d’: 현실감찰능력,

CES-D: 한국판 유병률 연구 센터-우울 척도, RRS: 반추적 반응 척도, ATQ-N: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ATQ-NB: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 믿는 정도,

부록 8. 연구 3 측정 시기에 따른 주효과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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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CES-D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0. 극히 드물게(1일 이하) 2. 자주(3일~4일)

1. 가끔(1일~2일) 3. 거의 대부분(5일~7일)

나는 지난 1주 동안 ․ ․ ․ ․ ․ ․ ․ ․ ․
극히

드물게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1일

이하)
(1~2일) (3~4일)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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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2. “이런 기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할거야”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내가 얼마나 피로하고 아픈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4.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할까” 하고 생각한다. 1 2 3 4

6. 내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의욕이 없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7. 내가 왜 우울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근 사건들을 분석해 본다. 1 2 3 4

8.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9. “왜 나는 꿋꿋하게 지내지 못할까?” 하고 생각한다. 1 2 3 4

10.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 라고 생각한다. 1 2 3 4

11. 혼자 조용히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2.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쓰고 분석해 본다. 1 2 3 4

13. 최근의 상황이 더 나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다. 1 2 3 4

14. “계속 이런 식으로 느끼다가는 집중하는 게 힘들거야” 라고 생각한다. 1 2 3 4

15.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1 2 3 4

16. “왜 나는 더 잘 대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1 2 3 4

17. 내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8. 나의 단점과 실패들, 잘못, 실수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9. 아무 것도 할 기분이 안 든다는 생각을 한다. 1 2 3 4

20. 내가 왜 우울해졌는지 이해하려고 나의 성격을 분석해 본다. 1 2 3 4

21. 혼자 어디론가 가서 내 기분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22. 내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부록 10. RRS 

이 질문지는 당신의 최근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이 경험하

는 것과 각 문항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숫자에 ○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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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믿는 정도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드물

게

그렇

다

때때

로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드물

게

그렇

다

때때

로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1.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 2 3 4 5

2.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1 2 3 4 5

3. 도대체 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일까? 1 2 3 4 5 1 2 3 4 5

4.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시 않는다. 1 2 3 4 5 1 2 3 4 5

5. 나는 종종 사람들을 실망시켜 왔다. 1 2 3 4 5 1 2 3 4 5

6. 나는 내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있지
않다.

1 2 3 4 5 1 2 3 4 5

7.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1 2 3 4 5

8. 나는 너무 나약하다. 1 2 3 4 5 1 2 3 4 5

9.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1 2 3 4 5 1 2 3 4 5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1 2 3 4 5 1 2 3 4 5

11.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1 2 3 4 5 1 2 3 4 5

12. 나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1 2 3 4 5 1 2 3 4 5

13. 나는 새로운 일을 착수할 수 없다. 1 2 3 4 5 1 2 3 4 5

14.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1 2 3 4 5 1 2 3 4 5

15. 나는 다른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 2 3 4 5

16. 왜 나에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까? 1 2 3 4 5 1 2 3 4 5

17. 나는 내 자신을 싫어한다. 1 2 3 4 5 1 2 3 4 5

18.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1 2 3 4 5 1 2 3 4 5

19.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다. 1 2 3 4 5 1 2 3 4 5

20. 도대체 나에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1 2 3 4 5 1 2 3 4 5

21. 나는 인생의 패배자이다. 1 2 3 4 5 1 2 3 4 5

22.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1 2 3 4 5 1 2 3 4 5

23. 나는 실패자이다. 1 2 3 4 5 1 2 3 4 5

24.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25. 나는 무기력하다. 1 2 3 4 5 1 2 3 4 5

26. 나는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27. 나에겐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1 2 3 4 5 1 2 3 4 5

28.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1 2 3 4 5 1 2 3 4 5

29.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 1 2 3 4 5 1 2 3 4 5

30. 나는 어떤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없다. 1 2 3 4 5 1 2 3 4 5

부록 11. ATQ-N, ATQ-NB 

각 문장을 읽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랐는지, 그 빈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 O "표시를 하십시오. 또한,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얼마나 믿는지, 그

믿는 정도에 “ O " 표시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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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내용

1
자기관련 진술문의

형식

출처감찰과제에 사용될 자기 진술문은 모두 “나는 …하

다”로 기술하는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보인다. 실험과제로 제시되는 문장의 언어적 형식은

최대한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자기관련 진술문의

내용적 동질성

자기관련 진술문들은 하나의 구성개념을 구성하는 균질

한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연구 1-3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자기개념에서의 도식편향을 측

정하려고 할 때는 그 구성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이 동질

할수록 결과가 명확하다.

3
과제 문항

난이도의 조절

출처감찰과제의 난이도는 문항 수와 새로 추가된 문항

의 내용상 유사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기억해야 할 항

목이 많을수록 맥락 기억에 대한 정보 변별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변별해야할 문항과 의

미적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출처감찰시 오류가 증가하므

로(Johnson, Foley, Raye, & Foley, 1981; Lindsay, 1990),

새로 추가된 문항(new items)이 출처를 변별해야 하는

문항과 내용이 유사할수록 변별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

된다.

부록 12.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개발지침 

아래 내용은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의 개발을 위해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해야 할 지침

이다. 본 연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변인들과 출처감찰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반적 변인들로 구성된 아래의 내용들은 안정적인 도식 편향 현상의 측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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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측 지표의

활용과 관련한

새로 추가된

문항의 갯수

추측 지표(g)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추가되

는 문항이 적어도 출처를 변별해야 하는 관심 문항의

총 갯수와 동일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

구 1에서는 대체로 변별해야하는 문항과 새로 추가된

문항의 수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연구 2에서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연구 2에서는 추측

지표에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추측하

기에 너무 적은 수의 문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도 추측에 의한 도식편향은 과제에서 유발되는 인지적

부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Hicks &

Cockman, 2003), 새로 추가된 문항의 수가 너무 적어서

는 안 될 것이다.

5
반응시간 기록을

원하는 경우

향후 연구에서 출처감찰에 걸리는 반응시간을 측정하고

자 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체로 시간에 의한 압박감은 출처감찰의 정확성을 저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hnson, Kounios, &

Reeder, 1994). 따라서 반응시간을 측정하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는 과제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6
측정-재측정 시의

시간 간격

사전설문지의 작성과 출처감찰과제의 수행, 그리고 출처

감찰과제를 반복측정 할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에 따른 학습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기본적

으로 모든 연구 절차에서 참가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자

기 진술문을 제시할 때 일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을 유

지하였다. 그러므로 가능한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를 원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의 간격을 유지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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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 진술문의

음성 녹음 시

주의사항

실험 과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는 가능한 동일한

크기의 평이한 억양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

험 과제에서 자기 진술문이 목소리로 제시되고 참/거짓

의 범주 정보가 연합되는 만큼, 남/녀의 목소리가 큰 차

이가 없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8
실험실의 물리적

환경 통제

다른 인지과제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잘 통제된 실험

실 환경이 중요하다. 실험 상황에서의 주의 분산(Jacoby,

1991; Kelley & Lindsay, 1993)은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처판단에서 오

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9

작업 기억 측정을

위한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과제의 추가

본 연구에서는 중간 지연과제로 숫자 따라외우기(digit

span forward)만 실시하였으나, 동시에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digit span forward)를 같이 실시하게 되면 작업

기억 능력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 과

제를 수정하여 제작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10
실험 절차의

보수적 적용

도식편향 측정 절차의 전반적인 순서는 수정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처감찰

과제는 선행연구의 일반적 구성절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차적 순서는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11
자기 진술문

문항의 선별

상관 연구에서는 문항의 선별이 필요 없으나, 집단 차

검증을 하는 경우 문항은 자기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설문지에서 동

의한 문항 평균의 중간 값에서 0.5점을 넘는 문항을 선

발하였으나, 이 기준은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바람직

하다. 반대로, 자기 관여도가 낮은 문항에서도 같은 기

준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문항만 선발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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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수행지표 해석 지침

1 CSIMF

인지적 융합/탈융합과 가장 관련이 높은 수행 지표는 거

짓 범주에 대한 출처감찰 정확성 지표인 CSIMF인 것으로

시사된다. 자신의 부정적 신념을 참으로 믿고 실제 현실

로 받아들이려는 경직된 인지로 인해, 자신을 기술하는

문장을 ‘거짓’으로 분류하는데 실패하는 경향성을 의미한

다.

2 CSIMT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도식편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는 CSIMT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적

신념이 강할수록 더 쉽고 정확하게 ‘참’으로 판단하는 경

향성이다. 이 지표로만 병리적 속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만, 보유하고 있는 도식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의

미로 활용될 수 있다.

3 g

추측 지표(g)는 제한적으로 도식편향의 일반적 지표로 활

용될 가능성이 있다. 도식편향 현상 뿐만 아니라 우울 증

상과도 상관이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

다만, 향후 과제의 개선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 연구를 통해 CSIMT와 더

불어 일반적 도식편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

4 DT

참 반응 경향성(DT)은 일반적인 도식을 참으로 분류하는

경향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항목 재인(item

recognition)과 출처 재인(source recognition)이라는 두 가

지 기억력이 혼재되어 있는 지표이므로, 출처감찰의 도식

편향의 지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억 능력에서의 자기

참조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3. 자기도식 출처감찰과제 해석 지침 

아래 내용은 도식 편향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여러 지표들 중 임상적 해석이 가능한 것

들을 선별하여 잠정적인 해석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해석을 위해

서는 보다 많은 반복 검증이 필요하므로 잠정적인 해석을 위한 안내 사항으로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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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itoring refers to the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making

attributions to the origins of mental experiences. Schema bias in source

monitoring is the phenomenon of using prior knowledge when performing

source monitoring tasks. Schema bias is a well-established concept, but it

has not been integrated into clinical purposes as it lacks an experimental

and measurement paradigm.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for

measuring schema bias using a schematic source monitoring task and then

apply the method to study depression in a series to studies that follow.

Study 1 was conducted as three separate studies, with the goal of

developing a source monitoring task based on self-schema. In Study 1-1,

NEO-PI-R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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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the source monitoring task approximately one week later, with the

task consisting of questions selected by NEO-PI-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tendency to agree with NEO-PI-R items and the response

accuracy of the ‘true’ category in the source monitoring task was positively

correlate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amilarity hypothesis drawn in

Johnson et al.(1993). However,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erformance of the source monitoring task and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In Study 1-2, the source monitoring task was modified using the Young's

Schematic Questionnaire(YSQ) in order to select more psychologically

relevant items. In addition, neutral items were added to the schematic items

to examine a unique effect of self-schema.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biased effects of score on the neutral items. On

the other hand, a higher the degree of agreement with the YSQ items led to

lower accuracy in performance when the same items were presented as a

false category in the source monitoring task. This result supported the

guess hypothesis(Bayen, 2000). However,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epression symptoms and source monitoring task performance.

In Study 1-3, the source monitoring task items were sub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perfectionism and emotional depriv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YSQ. The correlation between indices of source monitoring performance

and depression related cognition, including the frequency/believability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rumination was examined. The degree of

agreement for emotional depriv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urce monitoring performance indices due to a low average score for

emotional deprivation items. However, the degree of agreement on

perfectionism item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urce monitoring

performance indices. Specific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erfectionism pre-questionnaire score, the more accurate perform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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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itoring task indicated by the “true category”, and lower

performance on the “false category”. In other words, the items that aligned

with self-schema were observed a positive bias, but the items that did not

align were observed a negative bia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related cognition and source monitoring task performance

indices. Therefore, the main implication of Study 1-3 is that homogeneity of

schematic items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when constructing a task.

Study 2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chema bias by using the

depression-related items. For this purpose, a source monitoring task was

developed using the negative 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ATQ-N), and

then the average performance scores of two groups, one with higher

negative thought and one with lower negative thought were compared. The

conclusion from the comparison is as follows: the group with high negative

thought had a higher rate of responding to “true category” and source

monitoring of the item indicated as “true category” had a higher accuracy.

This suggests that the negative self-schema causes a positive bias that

increases the accuracy of “false category” in the source monitoring task. In

regards to the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related variables and the task

performance indices, the higher negative thought group with higher scores of

rumination and ATQ-N believability displayed lower response rate and

accuracy of “false category” items in the source monitoring task.

In Study 3, it was examined whether cognitive defusion and cognitive

reconstruction treatments affected source monitoring task performance and

depression-related cognition. In the main effect analysis, the response rate of

“true category” decreased, the accuracy of the “false category” increased,

and the degree of rumination, frequency and believability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reatment in two groups. In

addition, performance of the source monitoring task did not change in the

cognitive reconstruction group, whereas the response rate of “tru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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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and the accuracy of “false category” items increased in the

cognitive defusion group. In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cognitive

reconstruction and cognitive defusion treatments both reduced rumination and

the frequency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However, the degree of

believability in negative thinking decreased only in the cognitive defusion

treatment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ment method for

schema bias effect using source monitoring tasks and apply it to clinical

research. Finally, the theoretical/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Depression, Schema bias, Source monitoring task,

Cognitive de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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