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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들은 미래계획기억이 인출되는 두 가지 처리 과정, 주의를 사용하여 미

래계획기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인출하는 과정과 환경의 외부적 단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이 자

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출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지지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였지만, 이런 인출

과정들이 어떤 방식과 조건들로 인하여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하

였다. 본 연구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방식이 나누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

계획기억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각하게 되는 메타 인지적 인식과 이

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주의 할당 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실험 참가

자들이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미래계획

기억을 상기시키는 외부 단서의 특성을 조작하였고, 실험 2에서는 과제의 어려움과 과제 수행을 위

해 드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를 알려주는 사전 정보를 각각 달리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메타 인

지적 인식을 조작해보았다. 그 결과, 실험 1, 2 모두 실험 참가자에게 유도된 메타 인지적 인식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방식이 달려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대한 메타

인지적 인식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메타 인지

적 인식에 의한 주의 할당 전략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출

단서의 특성, 주의자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주제어 : 미래계획기억, 메타 인지, 주의 할당 전략, 기억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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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기억 연구는 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과거에 기억하였던 사건을 회

상하는 과거기억(Retrospective Memory)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1]. 하지만 1980년 이

후에 기억 연구자들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이나 자신이 계획한 의도를

미래에 특정 시점이나 사건에 맞추어 수행하는데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어떤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억 연구자들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기억을 미래계획기억(Prospective Memory)이라고

정의내리고, 일반적인 기억 과정에서 미래계획기억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2]. 미래계획기억은 우리의 일과 관련된 행위들을 관리하는 것에서

부터(예, 아침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갈 것을 기억하기),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하고(예, 약속을 기억하기),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챙기기(예, 정해

진 시간에 약 복용하기)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피험자의 일기를 분석한 미래계획기억의 초기 연구에 의하면, 실험참가자

의 50%[3] 또는 70%[4]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기억과 관련된 실수의 유형이 미래계

획기억과 같이 자신이 의도하였던 시점이나 사건에서 의도들을 제때 기억하지 못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이 계획했던 의도들을 적절한 순간에 기억하

여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다. 미래계획기억의 망각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1, 5],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의사 등과 같이 많은 사

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계획기억의 망각

자체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6, 7].

미래계획기억의 인출과정

초기의 미래계획기억 연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미래계획기억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미래계획기억만이 가지는 독특한 인출 처리방식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8]. 특히 미래계획기억의 중심적인 개념인 의도의 특

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9]. Goschke와 Kuhl

[10]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위한 의도를 갖게 되면 기억의 처리과정에서 의도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내적 준비 상태(높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되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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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보들보다 의도와 관련된 정보의 인출 반응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도 우월성 효과: intention superiority effect). Guynn 등[11]과 McDaniel 등[12]은 의

도는 미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목표를 의미하고 이런 의도가 기억의 처

리과정에서 보여지는 의도 우월성 효과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과정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미래계획기억과 관련된 환경적인 외부

단서(메모, 사람, 사물, 장소 등)가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할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면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도 외부 단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이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인출 과정(spontaneous retrieval

process)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출 과정은 Mosscovitch[13]가 제안한

기억의 자동적인 연합 기억 시스템(automatic-associative memory system)에 의해 지지

받는다고 하였다. 기억은 기억들 간의 연합된 관계에 의해 서로 활성화가 일어나

는데, 이때 일어나는 기억의 활성화 과정은 추가적인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

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기억들을 서로 상기시킨다고 하였다. McDaniel 등[12]은 이

러한 미래계획기억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에게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대한 지시문(특정 외부 단서를 발견하

면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계획기억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주의 분산 과제를 동시에 실시하게 하였다. 이때 외부 단서가 미래계획기억

수행과 관련이 적을 경우에는 주의 분산 과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 수행이 낮아지

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외부 단서가 미래계획기억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을 경우에

는 주의 분산 과제의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이 동일하게 나타났

다. 그들은 이런 결과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은 외부 단서의 특성에 따라 큰 영향

을 받고 있으며, 외부 단서가 미래계획기억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을 경우에는 비

록 주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단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이 자동적이고 자

발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Einstein과 McDaniel [1]은 미래계획기억 실험의

사후 보고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특별히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다른 활동 중에 발견된 외부 단서를 보고 갑자기 미래계획기억 과제

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래계획기억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미래계획기억이 떠오르는 경험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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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은 미래계획

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서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

부 단서의 부재나 단서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도리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계획기억이 인출되는 또 다른 처리과정은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지속적

으로 주의자원을 기울이는 전략적인 인지적 점검 과정이다(strategic monitoring

process; [11, 14]). 이 인출 처리과정은 주의자원을 이용하여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작업기억의 중앙 집행기(central executive; Baddeley[15])나 행위의 목표를 위해 방해활

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감독 주의 시스템(Supervisory Attention System; Shallice &

Burgess[16])에 의해 매개되어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11, 14]. 이 인출 과정은 미래

계획기억을 형성하고, 미래계획기억을 자신이 의도하였던 순간에 수행하기 위해

미래계획기억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떠올려서 유지하게 하고, 의도하였던 순간에

미래계획기억을 인출하기 위해 외부적인 환경을 점검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미래계획기억에서의 인지적 점검과정은 주의자원의 사용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미래계획기억 능력의 감소[1, 3]와 다른 활동에

인지적 부하가 높을 때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어려움을 설명해주고 있다[17].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쟁

최근 미래계획기억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서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과정과 인지적 점검 과정을 구분 짓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것이다[18~20]. McDaniel과 Einstein[18]은 일상생활에서 미래계획기억의 빈번

한 사용과 인지 시스템의 적응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위

해 다양한 인출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미래계획기

억 인출과정의 복합처리 관점(multi-process framework)에 따르면, 자동적이고 자발적

인 처리과정과 인지적 점검 과정은 모두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계획기억 과제와 동시진행 과제의 특성 등에 의해 두 인

출 과정 중 어떤 처리과정이 일어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복합처리 관점

은 특히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외부 단서의 특성이 두 인출 과정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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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는

도중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발견되기 쉬운 초점 단서(focal cue)의 특성

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비초점 단서(nonfocal cue)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출 과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즉 미래계

획기억의 복합처리 관점은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기억 상에서 의도한 행위를 촉발

시키는 정도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복합처리 관점에서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의 존재를 지지하는 초기 증거

로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은 주로 주의 방해과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래계획기억

인출에 초점을 맞추었지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의 자원이 사용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Smith[14, 19]

는 복합처리 관점에서 주장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의 조건에서 주의

자원을 사용하는 인지적 점검 과정이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자

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의문과 자동적이고 자발적

인 인출 과정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Smith는 단순한 어휘판단 과

제의 순수한 수행 시간과 이러한 어휘판단 과제에 미래계획기억 과제(연구자가 지

정한 미래계획기억과 관련된 초점 단어 단서가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 도중에 나오

게 되면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 누르기)가 포함되었을 때의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

시간을 비교하여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소비되는 주의 자원의 양을 실질적으

로 알아보았다. 만일 단서 특성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발생한다면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포함된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 시간과 순

수한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 시간에 차이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 미래계

획기억 과제가 포함된 어휘판단 과제 조건이 순수한 어휘판단 과제만 실시한 조건

보다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 시간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Smith는 이 같은 결

과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이 순수한 의미로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출되는 것은

아니며,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위해 주의 자원의 일부가 미래계획기억 과제와 과제

를 수행할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일부 배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Smtih 등 [22]은 이후 동일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국 복합처리

관점에서 주장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대신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 예비 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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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기억(Preparatory Attentional process and Memory: PAM)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미래계획기억이 형성된 후에는 미래계획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외

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미래계획기억을 인출하여 수행해야 할 사건인

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 주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

래계획기억이 때로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예비 주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한 사전 예비 주의의 양이 많으면 많

을수록 미래계획기억 인출이 좋아지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22].

하지만 복합처리 관점을 지지하는 Scullin과 McDaniel 등[23, 24]은 Smith의 주장과는

다르게 복합처리 관점에서 제시하는 초점 단서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주의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결국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논쟁은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

정이 어떤 방식과 조건들로 인하여 인지적 점검 과정이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처

리과정으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의

미래계획기억 인출 처리과정에 관한 논쟁은 주로 단서 조건의 차이나 실험 절차상

의 차이를 조정하여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의 두 인출 과정을 나누어

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메타 인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계획의 중요성

Cohen[25]은 미래계획기억에는 미래 시점에 의도한 행위를 수행해야한다는 기억

뿐만 아니라 의도한 행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기억될 것

이라고 하였다. 매우 단순하거나 매우 일상적 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 또

는 충동적인 행위 등과 같이 계획 없이 수행되는 행위들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행위는 행위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Norman[26]은 사람들의 일상

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7단계 행위모델(Seven Stages of Action)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

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목표(goal)를 가

지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도(intention)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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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plan)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계획은 이후 행위를 수행하

는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실제 미래계획기억이 인출되기까지의 시간적인 지연과 미래계

획기억을 유지하는 동안에 다른 활동들의 간섭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에 초기 미래계획기억을 형성할 때에 자신이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얼마만큼

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각하게 되는 메타 인지적 인식(meta-cognitive awareness)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메타 인지(meta-cognition)는 Flavell[27]에 의해 처음 제안

된 개념으로 ‘자신의 인지활동에 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 즉 문제해결

상황에서 인지의 주체가 자신의 인지능력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인지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Dixon[28]과 Hultsch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믿음이나 느낌에 따라 기억 수행 전략을 달리하게 되고, 그

런 기억 수행 전략은 실제 기억 수행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서 초기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에 대하여 가지

게 되는 메타 인지적 인식은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주의 자원을 할당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이 인지적 점

검을 통해 이루어질지, 단서에 의존하여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결

정될 것이다. 만일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과정을 결정하는 요인을 단순히 단서

의 특성이나 단서-행위 연합 조건 등과 같은 과제의 조건으로 한정하여 바라볼 것

이 아니라, 실험 참가자가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인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더 주목하게 된다면 미

래계획기억이 인출되는 과정들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

을 나누는 주요 요인으로 메타 인지적 인식으로 보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자발적

주의 할당 전략이 미래계획기억 인출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미래계획기억의 부호화 과정에서 실험참가자들이 미래계획기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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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점 단서의 특성

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가 실제적

으로 미래계획기억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을 야기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전 미래계획기억 연구 과제에서 실시한 초점 단서 조건은 주로 특정 단일

단어를 초점 단서로 사용하여 실험 참가자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지 판단 과제를

수행 중에 연구자가 지정한 특정 단어 단서를 발견하게 되면 특정한 행위를 하라

고 지시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계획기억 실험 과제에서는 실험 참가자들 모

두가 단일 단어라는 초점 단서가 기억하기 쉽고, 수행 중에 발견이 쉽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실험 참가자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인

지 판단 과제에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초점 단서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면 과제 수행 중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단서를 쉽게 발견하고, 이러

한 단서에 의존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리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

을 위한 주의 할당을 줄이게 되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이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험 1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문자 또는 이미지

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단순 범주 판단 과제)와 동시진행 과제에 사용되는 자극과

반대의 특성을 갖는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문자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이

미지 초점 단서,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단어 초점 단서)를 제시하여

이러한 초점 단서를 갖는 조건에서 미래계획기억이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출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들과 동일하게 초

점 단서, 비초점 단서 조건도 구성하여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과정에서 복합처

리 관점과 PAM 이론이 주장하는 인출 방식의 예측성도 재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실험 참가자와 설계

실험 1은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240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은 2(동시진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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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유형: 단어, 이미지) × 3(미래계획기억 단서 유형: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초

점 단서, 비초점 단서)의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통제 조건으로

서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단어와 이미지 유형의 동시진행 과제를 각

각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는 30명의 실험참가자를 무선적으로 할당하였으며, 종속

변인으로는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얼마만큼의 주의 자원을 사용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 시간과 미래계획기억 수행 성공률을 측정하였다.

실험 자극 및 도구

실험 1에서 사용한 동시진행 과제는 미래계획기억 실험실 과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주 동일여부 판단 과제(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두 개의 의미 자극이 같

은 범주에 속하면 Y키를, 다르면 N키를 누르는 과제)를 두 유형(단어/ 사물 이미

지)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14 ,18, 20]. 범주 동일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자극들

은 이관용[30]의 우리말 범주규준 조사에 근거에 6개의 범주(과일, 채소, 주방용품,

목수용품, 필기도구, 곡물)에 각각 속하는 6개의 단어들 또는 사물 이미지들을 무

선적으로 두 쌍씩 화면에 제시하였다. 동시진행 과제의 화면 구성은 범주 동일 여

부를 판단하는 화면과 다음 자극이 나오기 전에 대기하는 화면, 이렇게 두 화면으

로 구성하였고, 실험 참가자가 대기 화면에서 컴퓨터 특정 자판(스페이스 키)을 누

르면 다음 판단 자극들이 제시되게 구성하였다.

미래계획기억 과제는 동시진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일 연구자가 지시한 목표

사건(특정 단서 출현)이 발생되면 동시진행 과제의 대기 화면에서 컴퓨터 자판의

특정키(7 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초점 단서 조건은 단어

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기차’ 단어가,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

서는 ‘기차’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비초점 단서는 동시진행 과제의 자극들 중에 교

통수단 범주에 속하는 단서들(예, 버스, 기차, 보트, 트럭, 선박 등)을 발견하게 되

면 의도 수행(7번 키 누르기)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

제에서는 ‘교통수단’ 범주에 속하는 5개의 단어(버스, 기차, 보트, 트럭, 선박)가 무

선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교통수단’ 범주에 속

하는 5개의 사물 이미지(버스, 기차, 보트, 트럭, 선박)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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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기차’ 이

미지를,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기차’ 단어가 제시되었다.

실험 절차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실험절차는 Einstein과 McDaniel[1, 18]이 제안

한 미래계획기억 과제 실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실험실에 온 실험 참가

자는 우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동시진행 과제에 대한 지시문을 보고 10회 연습

을 하였다. 그 후 미래계획기억 과제에 대한 지시문을 읽고 1회 연습을 하게 하였

다. 실제 본 실험에 앞서 3분간 인구통계학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계획기억

의 활성화 수준을 낮추는 시간적인 지연 단계를 겪게 하였다. 3분의 시간이 경과

되면 설문조사를 중단하게 하고, 미래계획기억 과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동

시진행 과제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진행 과제는

총 200회를 실시하였고, 그 중 80회와 160회 두 번에 걸쳐 미래계획기억 단서를

제시하였다.

결 과

실험 1의 실험참가자 총 240명 중 동시진행 과제의 평균 수행 점수가 70점 이하

인 불성실 수행자 2명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전체평균 94.33점, 표준편차

0.37). 종속변인인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성공률은 동시진행 과제 시행 200회 중 미

래계획기억 단서가 제시되는 2회의 성공/실패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

하였고(Einstein & McDaniel, [18]; Scullin et al.,[20]),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은 미

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초점 단서, 비초점 단서)이 포함된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과 두 유형(단어/이미지)으로 구성된 통제조건(동시진행

과제만 수행)의 수행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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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단서 조건들이 동시진행 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 과제)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진행 과제의 평균 수행시간들을 분석하였다(그림 1).

그림 1.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에 따른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

동시진행 과제의 유형(단어/이미지)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초점 단서, 비초점 단서)이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N=178), 동시진행 과제의 두 유형(단어, 이미지)에 따른 동시진행 과

제의 수행 시간은 이미지 유형이 단어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수행 시간을 보

였다(F(1,172) = 14.509, p < .001). 단어와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 각각의

통제조건(동시진행 과제만을 수행한 조건)의 수행시간과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

이 포함된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을 계획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른 유형의 초

점 단서 조건일 때에는 단어나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 모두 통제조건과

수행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단어 동시진행 과제 t(116) = -1.876, p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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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동시진행 과제 t(114) = -1.413, p = .160). 이는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

건이 두 유형의 동시진행 과제 모두에서 동시진행 과제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로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점 단서

와 비초점 단서 조건은 동시진행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초점 단서와 비초점 단서 조건 모두 동시진행 과제만

을 수행한 통제 조건에 비해 동시진행 과제의 유의미한 수행시간의 증가를 보였다

(초점 단서 t(116) = -3.100, p < .01, 비초점 단서 t(116) = -3.131, p < .01). 이는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미래계획기억의 비초점 단서 조건뿐만 아니라

초점 단서 조건에서도 미래계획기억을 유지하고 인출하기 위해 주의 자원이 소비

되었기 때문에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초점 단서 조건일 때는 통제조건의 수행 시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t(114) = -1.560, p = .122), 비초점 단서 조건에서

만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t(114) = -3.012, p < .01). 이는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

진행 과제의 초점 단서 조건은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의 초점 단서 조건의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미한 주의자원을 소비하지 않은 상태로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미래계획기억 수행 성공률

전체적으로 동시진행 과제의 유형이 단어이냐 이미지이냐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과제 성공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172) = 1.156, p = .284). 그리고 동시진

행 과제 유형과 단서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F(1,172) = .348, p

= .707). 이는 동시진행 과제의 유형(단어/ 이미지)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초점 단서, 비

초점 단서)에 따라서는 미래계획기억 과제 성공률에 차이가 발생하였다(F(2,172) =

10.558, p < .001). 이는 이전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미래계획기억

단서의 특성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2).

단어나 이미지로 구성된 각각의 동시진행 과제에서 단서 특성들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의 차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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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에 따른 미래계획 기억 과제 성공률

나타난 미래계획기억 성공률을 계획적으로 각각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단어, 이미

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 유형 모두에서 비초점 단서 조건이 초점 단서와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 보다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수행이 낮아졌다(단어 동시진행

과제 t(87) = 2.603, p < .05, 이미지 동시진행 과제 t(85) = 3.934, p < .001). 이런

결과는 두 초점 단서 유형이 비초점 단서보다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점 단서 조건과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단어 동시진행 과제 t(87) = .000,

p=1, 이미지 동시진행 과제 t(85) = 0.483, p = .630), 이는 유형에 상관없이 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논 의

실험 1의 결과, 미래계획기억의 수행 성공률은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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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초점 단서와 비초점 단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낮은 미래계획기억 상기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비초점 단서는 동시진행 과제 유형

에 상관없이 초점 단서와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보다 낮은 미래계획기억 수행 성

공률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미래계획기억 연구에서 단서의 특성에 따라 미래계획

기억의 수행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2, 18, 20]. 그리고 동시진

행 과제의 수행시간을 통해 단서 특성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결과,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단어와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

진행 과제 모두에서 동시진행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서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PAM 이론의 예측과는 다르

게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래계획기억 인출의 복합처리 관점에서 주장하는 초점 단서 조건일 때의 자동적

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은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만 발생하였고, 단

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서의 효과가 항상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단어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 과제)는 이미지로 구성된 동시진행 과제보다 자극의 언어적 의미를 추가적으

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단서로 지명한 단어

를 찾으면서 범주 동일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여 수행하는

일은 인지적 자원이 더 소모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제가 가지고

있는 요구 특성이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

으로 단서를 탐색하고 유지하게 하는 인지적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진행 과제가 단어로 구성되었든 이미지로 구성되었

든 상관없이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복합처리 관점의 예측대로 자동적

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일어났다. 이는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가 동시진행 과

제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다른 자극들과의 구분이 충분하게 쉽고 처리가 용이할 것

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단서에 의존하게

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미래계획기

억을 상기하는 단서가 쉽게 구별되는 단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험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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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면 미래계획기억을 유지하고 단서를 찾는데 특별히

많은 양의 주의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없이 단서에 의존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인출

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계획기

억 단서가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히 단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실험 참가자

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런 단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 인지적 인식

에 의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단서 특성보다는 실험 참가자가 인식하

는 메타 인지적 인식에 의한 주의 할당 전략이 직접적으로 미래계획기억의 각 인

출 과정들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참가자에게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의 특성과 상관없이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의 쉬움이나 어

려움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각각 달리 제시하여 미래계획기억 과제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메타 인지적 인식을 조작하여 보았고 이에 따라 주의 할당

전략이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실 상황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미래계획기

억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의 어

려움이나 쉬움의 정도를 알려주는 메타 인지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단서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만일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에 기대어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주

의 자원을 할당하는 인지적 점검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만일 미래계획기억의 수

행이 쉬울 것이라는 정보에 기대어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이 쉬울 것이라는 인식

을 갖게 된다면 미래계획기억 인출 수행을 위한 주의 할당을 줄이고 단서에 의존

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처리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연구자

가 조작한 메타 인지적 정보에 기반하여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과정이 달라진

다고 한다면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가지고 있는 단서 특성에 따라 수행 결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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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초점 단서 조건과 같이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

는 효과가 낮은 조건에서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이 쉬울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에 의해 주의 할당을 줄이고 단서에 의존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

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

지만 초점 단서 조건과 같이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효과가 큰 단서 조건에서는

특별히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을 위해 주의를 할당하지 않더라도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실험 참가자와 설계

실험 2는 부산 소재 대학교 학부생 100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은 2(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 초점 단서, 비초점 단서) × 2(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 난이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정보 유형: 쉬움, 어려움)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하였고, 통제 조건으

로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동시진행 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

과제) 조건을 추가하여 각 조건에 20명의 실험참가자를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종

속변인으로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과 미래계획기억 수행 성공률을 측정하였다.

실험 자극 및 도구

실험 2의 동시진행 과제는 실험 1에서 사용한 단어로 구성된 범주 동일여부 판

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미래계획기억 과제는 동시진행 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 과

제)를 수행하면서 만일 연구자가 지시한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나오게 된다면 동시

진행 과제의 대기 화면에서 컴퓨터 자판의 특정키 (7 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초점 단서 조건은 ‘기차’라는 단어가 동시진행 과제를 수행

하는 도중에 나오게 된다면 연구자가 지시한 의도 행위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고,

비초점 단서는 교통수단 범주에 속하는 단서가 제시되면 의도한 행위를 수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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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제의 수행 난이도에 대한 2가지 유형의 메타 인지적 정보 제공 양식

라고 지시하였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교통수단’ 범주에 속하는 5개의 단

어(버스, 기차, 보트, 트럭, 선박)를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실험실에 온 실험 참가자는 우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동시진행 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과제)에 대한 지시문을 보

고 10회 연습을 하였다. 그 후 미래계획기억 과제에 대한 지시문과 함께 한 그룹

의 참가자에게는 ‘본 과제의 수행은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과

제’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하였고, 다른 그룹의 참가자에게는 ‘본 과제의 수

행은 굉장히 수행하기 까다로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30초

간 제시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리고 실제 본 실험에 앞서 3분간의 시간적인 지연

을 주었고, 그 동안에 인구통계학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3분의 시간이 경

과되면 설문조사를 중단하게 하고, 미래계획기억 과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동시진행 과제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실험 2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의 실험 피로에 따른 오염변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 1과는 다르게 동시진행과제(범주 동일여부 판단과제)의 시행 횟수를 줄였다.

Einstein 등[18]과 Scullin 등[20], Smith[14]의 연구들에서도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제시

되는 시기를 동시진행 과제의 시행 30회~60회 사이에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실험 2에서는 동시진행과제의 횟수를 총 130회로 조정하였고, 동시진행 과제 시행



인지과학, 제22권 제2호

- 162 -

횟수 130회 중 60회와 120회 때에 미래계획기억 단서를 제시하였다.

결 과

실험 2의 실험참가자 총 100명 중 동시진행 과제의 평균 수행 점수가 70점 이하

인 불성실 수행자 3명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전체평균 93.25점, 표준편차

0.63). 종속변인인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은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초점 단서,

비초점 단서)이 포함된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과 통제조건(동시진행 과제만 수

행)의 수행시간을 비교 분석하였고,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성공률은 동시진행 과제

시행 130회 중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제시되는 2회의 성공/실패를 기준으로 백분율

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단서 조건(초점 단서, 비초점 단서)과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정보 유형(쉬움. 어려움)이 동시진행 과제에 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들의 동시진행 과제의 평균 수행시간을 분석하였다(그림 4).

통제 조건을 제외한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초점/ 비초점 단서)과 메타 인지

적 정보 유형들(수행 쉬움/ 수행 어려움)이 동시진행 과제의 반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N=77), 단서 조건들에 따른 동시진행 과제의 수행시간에는 유

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F(1,73) = .709, p = .402), 메타 인지적 정보 유

형들에 따른 동시진행 과제의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F(1,73) =

9.518, p < .01). 그리고 메타 인지적 정보의 각 유형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인출 처

리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계획기억 단서 조건들과 통제

조건(미래계획기억 과제가 포함되지 않은 동시진행과제만 수행하는 조건)에서의 동

시진행 과제의 수행 시간을 계획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 받은 조건에서는 초점 단서와

비초점 단서 조건 모두 통제 조건의 동시진행 과제의 반응 시간과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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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타 인지적 정보유형과 단서조건에 따른 동시진행 과제의 평균 수행시간

가 나타나지 않았다(초점 단서 조건 t(54) = -.927, p = .358, 비초점 단서 조건

t(57) = -1.160, p = .251). 이는 단서 조건들 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 받은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할당하지 않고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울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초점 단서와 비초점 단서 조

건 모두 통제 조건의 동시진행 과제 반응 시간보다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초

점 단서 조건 t(54) = -2.708, p < .01, 비초점 단서 조건 t(57) = -3.880, p < .001).

이 결과 역시 단서 조건들 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 받은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계획

기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통제조건보다 더 많은 주의 자원을 할당하였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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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계획기억 수행 성공률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단서 조건들과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메타 인지적 정보 유

형들이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성공률에 준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그림 5), 단서 조

건들과 메타 인지적 정보의 유형들 모두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일으켰지만(단서 조건 F(1,73) = 4.590, p < .05, 메타 인지적 정보 유형 F(1,73) =

9.720, p < .01),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73) = .161, p = .689).

그림 5. 메타 인지적 정보 유형과 단서 조건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성공률

초점 단서 조건(N=37)에서는 메타 인지적 정보의 유형(쉬움, 어려움)에 따른 미

래계획기억 수행 성공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35) = 1.609, p = .213). 이

는 초점 단서가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록 과제 수행

이 쉬울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에 입각해 주의 자원을 할당하지 않았어도 초

점 단서의 효과에 의해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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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비초점 단서 조건(N=40)에서는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쉽게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제시 받은 집단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시

받은 집단보다 낮은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보였다(F(1,38) = 9.537, p < .01). 이는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비초점 단서 조건은 동시진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서 발견

이 어렵고 그로 인해 미래계획기억 수행이 어려운 과제 조건이기 때문에 과제 수

행을 위해 효율적인 주의 자원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미래계획기억 수행

이 쉬울 것이라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주의자원을 할당하기

보다는 단서에 의존하는 인출 과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수행이 낮

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실험 2에서는 미래계획기억 인출에 대한 복합처리 관점의 주장처럼 초점 단서와

비초점 단서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인출 과정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굉장히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받은 집

단에서는 주의 자원을 특별히 할당하지 않고 단서에 의존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

인 인출 과정이 나타났고,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는 메타 인지적 정보를 받은 집단에서는 주의 자원을 할당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인

출하는 인지적 점검 과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단

서의 특성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미래

계획기억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 인지적 인식이 미래계획기억

인출 과정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 인지적

인식에 따라서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위한 주의 자원 할당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때 주의 자원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서의 특성이 미래계획기억을 상기

하는 효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주의 자원을 할당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하였던 경우나 주의 자원을 할당하지 않았던 경우나 미래계획

기억의 성공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초점 단서가 미래계획

기억을 상기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자원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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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초점 단서의 특성에 의해 높은 회상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11, 12]. 하지만 비초점 단서 조건에서는 비초점 단서가 미래계획기억

을 상기하는 데 낮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을 위해

주의 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 초점 단서가 보여주었던 단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실험 2에서 인지적 점검 과정처럼 주의 자원을 할당하여 미래계

획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서의 특성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상기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서 특성에 따른 효과는 주

의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단서에만 의존하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에서

만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종합 논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미래계획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런 미래계획기억이 시간적인 지연에 따라 기억 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인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것은 미래계획기억의 형

성과 수행이 너무 빈번하여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

정을 우리가 매번 일일이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미래계획기억 연구들에서 밝힌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한 두 가지 인출

방식은 그런 점에서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다. 일

상생활에서 미래계획기억 인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계획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때로는 메모 등을 통해 미래계

획기억을 기억에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래계획기억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도 미래계획기억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인 단서들에 의

해 상기되어 회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단서에 의해 주의를 기울여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높은 미래계획기억 인출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어떤 단서는 미래

계획기억을 더 쉽게 떠오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단서는 그와

는 반대로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데에 그리 큰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도 있다. 지금까지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는 주로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가지는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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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만 주목한 나머지 사람들이 단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단서를 어떻게 의존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계획기억 단서가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미치는 효과

는 사람들이 미래계획기억 단서와 단서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갖는 메타 인지적

인식에 따라 미래계획기억 단서의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

리고 미래계획기억의 사전 예비 주의와 기억이론(PAM 이론; [14, 19])이 미래계획

기억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처리과정의 존재를 의심하는 증거로서 사용한

사전 예비 주의도 실험 참가자가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충분히 쉽게 수행할 수 있

다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실험 1의 다른 유형의 초점 단서 조건과 실험 2에서 과제 수행이 쉽

다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갖게 한 초점 단서 조건에서 미래계획기억 인출을 위해

주의 자원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원을 사용한 동일 초점 단서

조건과 비교하여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PAM 이론에서

사전 예비 주의의 사용 여부가 성공적인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예측한다고 하는 주

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기반으로 보면, 미래계획기억의 성공적인 인출은 주의 자원을 사용한 인지적

점검뿐만 아니라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단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을 알려주고 있다.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을 나누는 조건을 설명하는 복합처

리 관점(McDaniel과 Einstein, [18, 20])도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이론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 복합처리 관점에 의하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은 미래계획기억을 상

기시키는 단서의 특성에 의해 인출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초점 단서와

같이 동시진행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처리가 쉽고, 미래계획기억 인출 시에 발견

이 용이한 단서는 미래계획기억을 인출하는데 특별히 주의 자원을 소비지 않는 자

동적이고 자발적인 처리과정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험 1에서 이를 재검

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초점 단서인 단일 단어(예, 기차)를 이용하여 미래계획기

억 과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위해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 대신에 주의자원을 소비하는 인지적 점검 과정이

발생되었다. 이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방식이 인출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 자체의

특성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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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발생 원인은 이전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들이 실험 참가

자들의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대해 가지게 되는 메타 인지적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행하게 되는 주의 할당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가지는

특성이나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단서의 특성만으로 인출 과정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각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이다. 미

래계획기억은 단순히 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지되고 인출되는 수동적인 특성을 갖

고 있는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수행을 위한 사람들의 메타 인지적 인식과 계획이

포함된 능동적인 기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최신의 미래계획기억 fMRI 연구

에서도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할 때, 뇌의 문제해결과 계획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전

두엽피질(anterior prefrontal cortex)과 기억 인출과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쐐기전소

엽(precuneus)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31, 32]. 이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

이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개입과 계획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는 메타 인지적 인식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여러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사용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미래계획기억 수행과는 다르게 미래계획기

억 과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연구의 생태학적인 타당도

가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험 2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메타 인지적

인식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된 메타 인지적 정보 제공은 연구자의 의도가

실험 전에 노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실험실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래계획기

억 수행의 천장효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8]. 그로 인해 자동

적이고 자발적인 인출 과정에서 미래계획기억을 상기하는 단서의 특성에 따라 미

래계획기억 인출 수행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적 점검 과정에서는 단서의 특성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자연적 상황에서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메타 인지적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계획기억 인출에서 메타 인지적 인식의 특성이 미래계획기억 인출 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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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cognitive awareness and prospective memory

retrieval process: The effect of voluntary attention

allocation strategy

Yong Sik Yoon Young Woo Sohn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Prospective memory (PM) is memory for activities to be performed in the future, such as

remembering to purchase a piece of fruit on the way home or remembering to give

someone a telephone message. Theoretically, PM retrieval can be accomplished either by

controlled monitoring of intended action or by a more automatic process that spontaneously

responds to the presence of intended even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eta-cognitive awareness in PM retrieval process. In Experiment 1, we manipulated PM

condition with a salient cue to stimulate participants’ meta-cognitive awareness. Results

showed the salient cue condition spontaneously triggered remembering to perform an

intended action. In Experiment 2, we manipulated participants’ meta-cognitive awareness

about PM task difficulty and about the degree to which cognitive capacity is required to

realize the PM task. Results showed that PM retrieval process varied with meta-cognitive

awareness (i.e., more resources were allocated if the PM task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These results imply that participants’ meta-cognitive awaren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PM retrieval process.

Key words : prospective memory, meta-cognition, attention allocation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