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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작업기억과 사회인지능력 사이의 관계 및 이야기의 이용이 사회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82명에 대해 작업기업(n-back)을 측정한 다음, 사회인지 부하로서의  지
향성 수준(5차 지향성 대 3차 지향성)을 달리한 이야기 및 설명문 등 3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해 사회인지능
력으로서 관점채택과 감정추론 정확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관점채택은 작업기억과 유의한 정비례의 관
계가 나타났다. 반면 감정추론은 작업기억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별 차이는 연구가설과
는 반대로 인지부하가 가장 높은 5차지향성 이야기집단의 관점채택이 인지부하가 낮은 3차지향성 이야기집단
의 관점채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설명문 집단과는 2종의 이야기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정추론
은 3개 집단 사이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적 의의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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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memory and social cognitive ability, and the 
influence of story-use on social cognitive ability. To this end, this study measured working memory(via 
n-back), and randomly assigned 82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5th level intentionality, 3rd-level 
intentionality, and exposition conditions), and then compared the accuracy of perspective taking and 
emotion recognition(RMET: Reading Minds in the Eyes Test) as social cognitive ability. The results 
suggested that  perspective taking accur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orking memory capacity, 
whereas emotion recognition accuracy was not. Contrary to the hypothesis, perspective taking in the 
5th-level intentionality story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3rd-level intentionality 
story group. Emotions recognition accurac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Overall, this study produced inconsistent results,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or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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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사회인지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핵심역량중 하나다. 사회인지 능
력은 타고난 측면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양성할 수 있
기도 하다. 후천적으로 사회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이야기를 통한 사회관계의 모의체험
이 주목받고 있다. 이야기에서 제시된 상황 속에서 다
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2]. 

비록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연구결과에 일관
성이 있는 건 아니다. 로망스 장르의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지만[3]. 장르와 관계없이 작품성이 높은 이야기에 대
한 노출이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4][5]. 반면, 기존 연구[4]의 재연을 시도한 실험에서는 
이야기의 이용이 사회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
았다[6]. 국내연구에서도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능
력 향상 사이에 인과성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야기의 이용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주의 초점을 
타인 중심으로 기울였지만, 기존 연구[1-6]에서 이용한 
감정추론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7]. 

사회인지 능력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
은 이유는 이야기가 제공하는 사회경험의 모의체험에
만 초점을 맞추었지, 사회적 모의체험의 어떤 요소가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연하게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
는 요소가 포함된 자극물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산출한 반면, 우연하게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
키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자극물을 사용한 연구에서
는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선, 사회인지 능력을 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서는 사회인지 능력으로서 감정추론 능력(RMET: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만을 이용했다
[1-6][8]. 감정추론 능력을 통해 사회인지 능력을 측정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감정추론 능력만으로 사회인지 

능력을 온전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정
추론 뿐 아니라, 관점채택 등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
해 사회인지 능력의 향상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야기에서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
를 특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가 일관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의 어느 요소가 사회인지 능력 향상에 작용하는
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
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가 형성된 것인지,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셋째, 사회인지 능력과 작업기억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준의 인지부하가 유발되기 마련이다. 인지부하의 
증가는 유입되는 정보를 유지, 조작 및 갱신하는 작업
기억의 용량 확대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류의 지적능력 향상을 복잡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접근한 사회뇌가설을 적용, 
이야기 이용을 통한 사회인지적 부하가 사회인지능력
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인지능력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야
기 이용집단과 설명문 이용집단의 사회인지능력 수준
을 비교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1. 사회뇌가설과 사회인지 능력
사회뇌가설은 인간 만이 지닌 고도의 지능을 설명하

기 위해 제시됐다. 사회뇌 가설에 따르면 인간의 커다
란 두뇌와 고도의 지능은 복잡한 사회환경에 적응한 결
과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회적 존재의 마음 
상태를 가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회인지 능력의 향상이 필요했고, 이
를 가능하게 하는 용량이 큰 두뇌(특히 전두엽)가 필요
했다는 설명이다[9]. 

사물인지와 달리 사회인지의 주 대상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적 존재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성(agency)을 지니고 있다. 눈에 보이
지 않는 대상의 행위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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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인지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상의 의도를 이
해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인지부하가 유발되는데, 이는 
두뇌(특히 전두엽)의 용량이 확대되어야 하는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했다[9].

마음이론은 다른 사회적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
회인지 능력으로서 원활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적인 사회 능력이다. 마음이론은 지향성
(Intentionality)을 가진 마음상태를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귀인하며, 이 귀인을 이용해 행동을 이해하고 예
측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음읽기(mind-reading), 정신
화(mentalizing), 통속심리(folk psychology),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 등으로도 표현된다[10-12]. 

지향성이란 의도, 신념, 요망 등의 마음상태를 말한
다. 마음이론에는 위계성이 있는데, 지향성을 통해 설명
한다. 1차 지향성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
는 능력(예: A는 X를 안다)을 말한다. 2차 지향성은 타
인의 마음상태에 대해 가늠하는 능력(예: B가 X를 안다
고 A는 생각한다)이다. 이 위계는  3차, 4차, 5차 등 고
차원적인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 (예: B가 X를 안다
고 A는 생각한다고 B가 짐작한다고 A가 추측하는 것을 
B가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론은 2차 이상의 지향성을 
지닌 마음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9].

마음이론의 발달은 생득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13][14]. 일반적으로 2
차 지향성 수준의 마음이론 능력이 4-5세경에 형성된
다[15]. 청소년이 되면 성인 수준의 마음이론을 갖게 된
다. 4-5차 지향성은 상당한 인지부하를 유발하기 때문
에 평범한 성인의 경우 5차 지향성까지 처리할 수 있다
[16]. 

마음이론 능력이 생득적이지만, 환경적인 요소의 작
용도 크다. 쌍둥이 1,116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쌍
둥이들의 마음이론능력의 20-44%는 환경적 요소의 영
향으로 나타났다[17]. 

2. 사회인지능력과 작업기억
마음이론과 같은 사회인지 능력의 향상은 사회관계

에서 유발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인지부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관계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 등 양

자관계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 등 다자관계를 포함
한다. 고려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향
성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인지부하가 증가한다. 인지부하의 증가는 유입정보를 
유지, 조작 및 갱신하는 작업기억의 용량 확대와 긴밀
한 관련이 있다. 

작업기억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
억과정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와 장기기억에서 
인출하는 정보를 단기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는 단기기억이라고 했다. 작업기억의 다중 요인 모형
(multicomponent model)에 따르면, 작업기억에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세 종류의 단기 저장소와 
단기기억을 통합하는 집행기가 있다[18]. 

세 종류의 단기 저장소는 단어와 소리를 단기간 저장
하는 음운 고리(phonological loop), 시각과 공간정보
를 저장하는 시공간 잡기장(visual-spatial 
sketchpad), 그리고 음운회로, 시공간 잡기장 및 장기
기억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화 또는 사건의 묶음으로서 
저장하는 일화 등록기(episodic buffer) 등이 제시돼 
있다. 이 세 종류의 단기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중
앙 집행기(central executive)를 통해 조절 및 통합된
다. 중앙집행기는 지휘자나 CEO에 비유할 수 있다. 주
의를 조절해 단기저장소의 정보를 통합하는 등의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18]. 

작업기억은 필요한 정보를 단기간 저장해 직면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가용한 상
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 혹은 한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상과 시간 등은 제한적이며 개인 간 차이도 있다. 작
업기억 용량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용량 뿐 아니라 
정보를 인출해 종합해 새로운 정보로 지속적으로 갱신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작업기억은 문
제해결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18].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인 사회인지에는 
인지부하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특히, 마음이론의 위계
성에 따라 지향성 수준이 올라가면 인지부하 수준이 비
례해서 올라가야 한다. 상당 수준의 인지부하를 유발하
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기억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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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1: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사회인지능력 수
준이 높을 것이다. 

3. 이야기의 기능
미디어는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요소

로서 미디어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모의체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야기 역시 미디어의 한 유형으
로서 이야기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모
의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를 읽고 즐긴다는 것
은 곧 이야기 속의 사회환경으로 들어가 이야기 속 등
장인물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19]. 비록 이야
기 속 사회경험의 모의체험이 실제로 발생한 사회관계
는 아니지만, 이야기 안에서 접하는 다양한 등장인물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심리작용은 실제적인 사회인지 
작용과 다르지 않다[20]. 또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등장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
는 지향성의 수준은 다르다. 높은 수준의 지향성으로 
등장인물의 관계가 묘사되는 경우가 있고, 낮은 수준으
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21].

이야기의 소비가 이야기를 통한 다른 사회적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의체험이라고 한다면[19], 이야기를 
통한 사회경험의 모의체험이 사회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작용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만들어 내는 
지향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인지부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차 지향성 수준의 이야기는 3차 지향
성 수준의 이야기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부하를 유발할 
것이다. 높은 지향성수준의 이야기에 접한 독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
서 이야기의 사회인지 능력 향상은 지향성 수준으로 조
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부하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
해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2: 지향성 수준이 높은 이야기의 이용자가 
지향성 수준이 낮은 이야기의 이용자에 비해 사회인지 
능력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국내 대학교 교정에서 학부 2,3학년 95명을 3개 조

건에 무작위로 할당해 사회인지능력의 차이를 비교하
는 실험을 했다. 이중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자극물
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학생 8명과 중간에 
설문을 그만 둔 2명, 설문절차를 따르지 않은 3명 등 
13명을 제외한 82명(남성 = 25명, 여성 = 57명)의 자
료를 분석했다. 3개 집단은 지향성의 수준을 달리한 2
개의 처치집단과 1개의 대조집단으로 구분했다. 2개의 
처치집단은지향성이 3수준인 집단(N = 30)과 5수준인 
집단(N = 28)으로 구분했다. 대조집단에는 지향성 수
준이 없는 설명문(N = 24)을 제시했다. 연구참여자는 
수강 과목의 추가점수(총점의 1%)를 받았다. 

2. 연구절차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만
들었다. 자료 수집 웹사이트는 실험조건 별로 웹주소를 
부여해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연구참여
자는 각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했다. 연구참여자는 교내
의 전산실에 모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웹주소를 통해 할
당된 조건의 자료수집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료 수집사
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연구 
동의서에 체크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하고 로그인했다.

로그인 한 뒤 이 연구와 관계 없는 일련의 설문조사
에 응한 뒤 작업기억 용량을 측정했다. 1주일 후에 다
시 전산실에 모여 자극물에 노출된 뒤, 자극물의 내용
을 요약하도록 한 다음 이 연구와 관계없는 설문에 응
한 뒤 관점채택 과제와 감정추론 과제를 수행했다. 자
극물 내용의 요약문은 연구참여자가 자극물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
학생 8명이 자극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한 자극물 요약을 
하지 않은 3명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해산했다.

3.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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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은 처지집단과 대조집단 모두 15분 분량으로 
제시됐다. 처치집단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물(3
수준 이야기와 5수준이야기)을 이용했다[22]. 지향성이 
3수준인 이야기 집단은 이혼하고 싶은 여성이 남편으
로 하여금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도록 설정의 
이야기에 노출됐다. 지향성이 5수준인 이야기 집단은 3
수준 이야기의 설정에 2수준을 추가해, 이혼하고 싶은 
여성이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 실은 남편이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을 만들기 위해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 이혼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도록 한 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자
극물을 전직 언론인이 번역했고, 이를 사회과학 분야 
박사 학위자가 검수한 다음, 학부생에게 읽혀 부자연스
러운 부분을 수정했다. 대조집단에 노출된 설명문은 암
호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이버 지식백과의 내용
을 참조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평이하게 풀어 쓴 문장
을 이용했다.

4. 측정도구 
작업기억은 얼굴표정을 이용한 N-back과제[23]를 

통해 측정했고, 사회인지능력은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8]와 관점채택과제[24]를 이
용해 측정했다.

4.1 작업기억
N-back과제는 N번째 전에 제시된 자극물을 기억하

는 과제다.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고 저장한 다음 이를 
능동적으로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기억 용량을 측
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23]. 예를 들어 1-back과제이
면 1번째 전에 제시된 자극물과 현재 제시된 자극물이 
일치하는지 맞춰야하고, 2-back과제는 2번째 전에 제
시된 자극물과 현재 제시된 자극물이 일치하는지 맞춰
야 한다. 즉, 2-back과제에서는 1-back 화면의 제시
물을 단기기억에 유지한 상태에서 2-back화면의 제시
물과 현재 화면의 제시물이 일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N이 증가할수록 기억해야 하는 양이 증가해 인
지부하가 늘어난다. 제시되는 화면은 3초에 하나씩 자
동으로 바뀐다. 따라서 과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
가 제시되기 때문에 저장된 기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야 한다. 자극물은 기존 연구[25]에서 마련한 연극배우
의 얼굴표정 사진을 이용했다. 일반적으로 3-back정도
에서 상당수준의 인지부하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는 1-back에서 시작해 3-back까지만 시행했다. 
각 단계별로 35회를 시행했다. 각 단계별로 정답을 맞
춘 회수에서 틀린 회수를 뺀 다음 이를 더해 점수를 구
했다. 한 문제도 못 맞추면 -105점이고, 모두 맞추면 
105점이 된다. 

4.2 사회인지 능력
사회인지 능력의 향상여부는 기존 연구[1][24]를 참

고해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를 추론하는 감정추론 과제
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채택 과제 2종
을 통해 측정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를 추론하는 
과제는 RMET를 통해 측정했다[8]. RMET는 36개의 
얼굴사진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사진은 눈 주변의 얼
굴만을 제시한다. 모두 맞추면 36명, 모두 틀리면 0점
이다. 

관점채택 과제[24]는 관점을 달리하는 지시자의 명령
에 따라 사물을 옮기는 과제다. 지시자는 연구참여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점과 연구참여자와 마주 보는 
방향의 시점 2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화면에 나타난 
지시자의 명령에 따라 사물이 정확하게 옮겨지도록 화
면에 표시됐는지 맞추는 식으로 진행됐다. 

지시자는 맞은 편에 있는 경우 상대의 관점 판단해야 
한다. 특히, 책장의 뒷면이 뚤린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이더라도 지시자의 관점에
서 보이지 않는 사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각 과제 화면에서는 16개의 칸으로 이뤄진 책장에 7
개의 사물(농구공, 축구공, 가방 등)을 제시했다. 책장 
옆에는 사물의 이동에 대해 지시하는 사람(지시자) 그
림이 있다. 지시자는 연구참여자와 같은 방향에서 제시
되곡 하고, 반대 방향에서도 제시됐다. 지시자의 명령은 
말풍선으로 형태로 제시했다. 지시 내용은 책장에 있는 
사물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1]. 
예를 들어, 지시자가 “가장 오른쪽의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 주세요”라고 하면, 다음 화면에 제시된 책장의 사
물 중 하나에 옮겨져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화면이 제시된다. 연구참여자는 이 화면이 지시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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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8종의 사
물(모자, 공 등)에 대해 8회 제시해 총 64회의 과제를 
수행했다. 모두 맞추는 64점, 한 문제도 못 맞추면 0점
이다.

4.4 자극물 관련 통제변수
자극물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극물 노

출 직후 자극물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요약하도록 했
다. 요약한 내용이 없거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요약했
으면 자극물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약문에 사용한 명사와 용언 등 주요 단어의 개수를 
측정, 기술문장이 한 단어 이하인 연구참여자는 분석에
서 배제했다. 기타 개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성(0 =남
성, 1 = 여성)을 측정했다. 연구참여자가 모두 학부 2,3
학년으로서 나이차이가 거의 없어 나이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Ⅳ. 분석결과

1. 기술 분석 
분석 전 다중대치법(multiple imputation)으로 결

측값을 제거했다. 다중대치법은 가상의 결측값을 지정
한 후 깁스 샘플링 등을 반복적 계산, 최적의 대치값을 
찾는 방식이다. 계산에는 R[26]의 mice패키지를 이용
했다[27]. 이하 모든 분석은 R의 기본함수를 이용했다

[26]. 주요변수의 분포는 정규성의 전제를 위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추론(RMET), 관점채택 및 작
업기억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미만이었다. 

1.1 관점채택
관점채택 과제를 통해 측정한 사회인지 능력은 평균 

11.8, 표준편차 4.12였다. 관점채택 능력은 RMET와 유
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업기억용량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r = 0.46, p < 0.001. [표 1]. 

1.2 RMET
RMET를 통해 측정한 사회인지 능력은 평균 22.4, 

표준편차 4.12였다. 눈매 사진 36개에서 감정을 맞춘 
과제이므로 총점 36점이다. 이 점수는 배론-코헨 등
(Baron-Cohen, et al., 2001) 의 연구 참여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연구 참여자 중 대학생은 평균 28, 
표준편차 3.5였고, 일반인은 평균 26.2, 표준편차 3.6
이었다. RMET와 다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스피어만)
를 분석했다.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변수
는 없었다[표 1]. 

1.3 성별 차이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을 구분해 윌콕스검정을 시행했다. 분석결과 
감정추론(w = 680, p = 0.75), 관점채택(w = 784, p 
= 0.47), 작업기억(w = 778, p = 0.51) 등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본 분석 
작업기억과 사회인지능력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표 1. 감정추론(RMET), 관점채택, 작업기억 등 변인의 0차
(zero-order) 상관관계(스피어만)

　 1 　 2 　 3 　
1. 감정추론(RMET) 1 　 　 　 　
2. 관점채택 0.02 1 　 　 　
3. 작업기억(N-back) 0.01 0.46 　** 1 　
평균 22.4 11.8 　 10.9 　
표준편차 4.1 4.12 　 11.4 　
주: N = 8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반대 시점에서 본 관점채택 과제에 사용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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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설시했고, 이야기의 인지부하가 사회인지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시행했다. 

2.1 연구가설1: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사회인지
능력이 높을 것이다. 

사회인지능력을 관점채택과 감정추론 2개 측면으로 
나눠 측정했기 때문에, 관점채택과 감정추론을 종속변
수로 투입한 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했다. 독립변수로 작
업기업과 성을 투입했다. 성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
딩했다.

관점채택에 대해서는 작업기억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β = 0.51, p < 0.001, 95% 신뢰구간[0.11, 
0.25][표 2]. 감정추론에 대해서는 작업기억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β = 0.12, p = 0.27, 95% 
신뢰구간[-0.04, 0.13][표 3].

연구가설1에 대해서는 관점채택으로 측정한 사회인
지능력 향상만 지지했고, 감정추론으로 측정한 사회인
지능력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2.2 연구가설2: 지향성 수준이 높은 이야기의 이용
자가 지향성 수준이 낮은 이야기의 이용자에 비
해 사회인지 능력이 높을 것이다.

사회인지능력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시행했다. 작업기억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고 3개 집단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관점채택을 종속

변수로 투입했다. 감정추론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
쳤다. 

관점채택에 대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94) = 3.95, η2 = 0.07, p < 0.02. 유의한 차이가 어
느 집단 사이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투키사후검정한 결
과 3수준 집단과 5수준 집단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가설과는 반대로, 집단간 차이는 5수준집단의 
관점채택(평균 = 10.8, 표준편차 = 5.04 )이 3수준집단의 
관점채택(평균 = 12.9 , 표준편차 = 3.09)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95% 신뢰구간[-4.68, -0.35], p = 0.018. 

설명문집단의 관점채택(평균 = 11.5, 표준편차 = 
3.88)은 3수준집단(평균 = 12.9, 표준편차 = 3.09)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95% 신뢰구간[-3.29, 
1.22], p = 0.52.  5수준집단의 관점채택(평균 = 10.8, 
표준편차 = 5.04 )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95% 신뢰구간[-0.80, 3.77], p = 0.27.

감정추론에 대해서는 3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F(2, 94) = 0.51, η2 = 0.01, p = 0.59. 

지향성 수준이 높은 이야기의 이용이 사회인지능력
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자세한 통
계치는 [표 4][표 5] 및 [표 6]에 정리했다.

표 4. 이야기 지향성 수준에 따른 관점채택 공변량분석
변산원 df F η2 p

작업기억 1 32.23 0.27 .000
조건 2 3.95 0.06 .023
집단내 오차 78 (11.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조건은 설명문, 지향성 3수준

및 5수준 소설 이용한 집단

표 5. 이야기 지향성 수준에 따른 감정추론(RMET) 공변량분
석

변산원 df F η2 p
작업기억 1 1.42 0.02 .23
조건 2 0.51 0.01 .27
집단내 오차 78 (17.02)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조건은 설명문, 지향성 3수준

및 5수준 소설 이용한 집단

표 6. 조건별 관점채택과 감정추론(RMET)의 평균과 표준편차
관점채택 감정추론

조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수준 소설
(n = 30) 12.9a 3.09 22.5 4.26

5수준 소설
(n = 28) 10.8a   5.04 21.9 5.01

설명문
(n = 24) 11.5 3.88 22.8 2.53

주: 세로 방향으로 같은 알파벳이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표 2. 감정추론(RMET)에 대한 회귀분석

　 B SE beta p CI2.5 CI97.5

(절편) 21.33 0.96 -0.12 0.000 19.45 23.31

성 0.73 0.99 0.17 0.461 -1.23 2.71

작업기억 0.04 0.04 0.12 0.265 -0.03 0.12

주: 성: 남성 = 0, 여성 = 1

표 3. 관점채택에 대한 회귀분석
　 B SE beta p CI2.5 CI97.5

(절편) 9.75 0.84 -0.00 0.000 8.06 11.44

성 0.023 0.86 0.01 0.979 -1.70 1.74

작업기억 0.18 0.03 0.50 0.000 0.11 0.25

주: 성: 남성 = 0, 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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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이 연구는 작업기억과 사회인지능력 사이의 관계 및 
이야기의 이용을 통해 유발되는 인지부하와 사회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
구참여자의 작업기업을 측정한 다음, 지향성 수준을 달
리한 이야기 및 설명문 등 3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해 
사회인지능력으로서 관점채택과 감정추론 능력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작업기
억과 사회인지능력 사이의 관계는 사회인지능력을 무
엇으로 측정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
인지능력을 관점채택으로 측정했을 때는 작업기억용량
이 클수록 관점채택 과제 수행 정확도가 높았다. 그러
나 사회인지능력을 감정추론으로 측정했을 때는 작업
기억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의 지향성 수준에 따른 사회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 감정추론능력은 3개 집
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점채택은 
3수준 집단과 5수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지만, 연구가설과는 반대로 3수준 집단의 관점채택 
능력이 5수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명문 집단과
는 3수준 집단과 5수준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비록 이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사회인지능력과 이야기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사회인지
능력에 대한 이해다. 감정추론과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
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용으로서 사회인지능력의 지표
이나, 이 둘에 작용하는 심리과정은 전혀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작업기억과의 관계에서 감정추
론과는 관련성이 없는데, 관점채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채
택은 감정추론과 달리 상당 수준의 인지부하 유발이 불
가피하다.  관점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유입되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
에서 바라보는 정보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뇌가설에 따르면 인류의 지적능력은 사회관계에

서 발생하는 인지부하의 결과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지부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데서 오는 인지부하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마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인지부하일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1-6]가 감정추론을 
마음이론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론은 인지적 측면의 사회
인지능력이다. 지향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인지부하를 
유발해 인지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정추
론 과제는 눈매를 통해 감정을 추론하는 과제로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지적 측면의 사회인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점채택이 높은 수준의 
작업기억을 필요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타인
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은 단지 태도일 뿐 아니라 인지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
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은 
인지능력의 결여이며, 인간의 선행은 고도의 지적인 행
위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선함이 인지능력 향상의 결
과라면, 선함은 훈련을 통해서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초 제시한 연구가설과는 반대로, 인지부
하가 더 높은 5수준 집단의 관점채택 능력이 가장 낮아 
3수준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설명문 집
단과는 3수준집단과 5수준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연이다.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표본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P값이 
0.023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극물의 한계다. 15분정도의 분량
이 충분한 인지부하를 유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그
런데, 이 설명은 지향성이 5수준인 집단의 관점채택수
준이 3수준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
에 타당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인지 과부하다. 지향성 5수준은 매
우 높은 수준의 인지부하를 유발한다. 일반적인 성인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3수준에 비해 인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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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5수준 집단의 
참여자들이 3수준 집단에 대해 과도한 인지고갈을 겪
었을 수 있다. 즉, 이미 지향성 5수준의 이야기를 이해
하기 위해서 인지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인지부하를 
유발하는 관점채택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인지
자원이 남아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자극물로 사용한 이야기가 연구참
여자(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제(이혼)였기 때문
일 가능성이다. 연애나 취업 등의 이야기라면 다른 결
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능력과의 관계
에 대해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이야기를 
통한 인지부하는 이야기 이용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
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
인가, 아니면 인지부하를 유발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인지능력을 근력에 비유한 
‘정신근육(Mental muscle)’이란 용어에서 찾을 수 있
을 듯하다. 근력운동을 한 후에는 단기적으로 근력이 
빠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력이 강해진다. 만일 이 비유
가 적절하다면 이야기를 통한 인지부하를 근력운동하
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작업
기억 훈련 등 장기적인 접근의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기억과 불안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
[28]에 비춰볼 때 이야기의 이용을 통한 작업기억 훈련
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탐구할
만한 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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