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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 전략 유형과 동시과제 처리 적절성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미치는 효과*

박 영 신†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미래계획기억(PM) 수행에서 기억전략과 동시과제 처리적절성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먼저 실험 1에서 목표단어 파지를 위한 기억전략 유형이 부호화 단계에서 조작되었다. 먼저

메타 전략을 통해 목표단어를 기억해야했던 참가자들은 PM 과제 수행에 대한 수행 난이도에 대한 주

관적 평정과 자신의 수행 예측 정도를 판단해야 했으며, 인지 전략을 통해 목표단어를 기억해야 했던

참가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문장 산출과 주관적 호감도 평정을 해야 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목

표단어와의 처리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와 낮은 동시과제 두 종류 모두를 수행하면서 PM 과제를 수행

해야 했다. 실험 2는 실험 1의 반복검증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처리적절성에 대한 동시과제의 종류를

제외하고 실험 1과 모든 것이 동일하였다. 실험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메타 전략 조건의 참가자들이

인지 전략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PM 수행 정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에서 PM 

수행 정확률이 더 높았다. 두 조건들 간에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메타 인지 조건에서는 처리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PM 정확율이 좋았던 반면, 인지 전략 조건에서는 처리적절성에 따라

PM 정확율에 차이가 없었다. 동시과제에서는 조건들 간에 아무런 수행의 손실이나 이득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서 메타 인지처리과정에 의한 수행의 향상은 인지

자원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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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의도된 행동을 기

억했다가 수행하는 것을 미래계획기억(PM: prospective memory)이라고 말한다(Einstein 

& McDaniel, 1990; Kvavilashvili & Ellis, 1996). 일반적으로 미래계획기억은 다른 활동

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억했던 의도와 관련된 단서가 출현하면서 계획된 행동이 실

행된다(Ellis & Kvavilashvili, 2000). 가령, 다음번 보게 되면 친구에게 빌린 복사카드

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상황은 미래

계획기억의 단서가 된다. 친구의 출현이라는 단서가 의도했던 행동을 인출시켜 계

획했던 복사카드를 무사히 돌려주는 일로 마무리되면 미래계획기억 수행은 성공적

으로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친구가 지나갈 때 내가 통화중이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거나, 다급히 논문을 쓰고 있던 중이면 그 친구에게 복사카드를 돌

려줄 기회는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며, 지난 이십여 년 간 연구자들은 미래계획기억

과정에서 PM에 대한 의도(intention)와 동시과제(ongoing task) 사이에서 주의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Einstein, & McDaniel, 2007, 2010; 

Scullin, McDaniel, & Einstein, 2010; Smith, 2010; Smith, Hunt, McVay, & McConnell, 

2007).

최근 십여 년간 PM 수행에 있어 처리 적절성(TAP: transfer-appropriate processing)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중이다. 처리적절성 이론이란 기억 수행의 결과는

기억해야 하는 목표 자극의 처리과정이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 얼마나 많이

처리과정이 중첩되는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이다(Morris, Bransford, & 

Franks, 1977). Morris와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의미적 속성에 초점을 두게 하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음운적 속성에 초점을 두게

하여 단어를 학습시켰다. 이후 참가자들은 의미 처리 방식의 또는 음운 처리 방식

의 단어 재인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학습-검사 처리과정이 불일치한 조건들(의미

학습-음운 검사, 음운 학습-의미 검사)보다 일치한 조건들(즉, 의미 학습-의미 검사, 

음운 학습-음운 검사)에서 더 높은 수행 수준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들은 수 십

년간 반복검증 되어 왔고, 방대한 기억 연구와 이론들에 기여해왔다(Blaxton, 1989; 

Roediger, Weldon, & Challis, 1989; Weldon & Roediger, 1987). 이런 맥락에서 PM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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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TAP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연구 결과들은 동시과제

와 PM 목표단어 처리과정이 의미처리냐 지각적 처리이냐 와는 관계없이 PM과제

가 동시과제와 처리 과정이 일치할 때 수행이 높았다고 보고했다(Abney, McBride, 

Petrella, 2013; Marsh, Hicks, & Cook, 2005; Marsh, Hicks, & Hancock, 2000; Maylor, 

1996, 1998; Meier & Graf, 2000; West & Craik, 2001). 현재까지 PM 수행에 있어

TAP 효과에 대해 연구 결과들은 TAP 기억 이득 효과가 PM 과제 수행 시 주의 자

원이 충분할 때에 나타난다는 주장(Marsh 등, 2005; Smith, 2003)과 TAP 효과는 주

의 자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McGann, Ellis, & Milne, 2002; Meiser & Shult, 2008)는

혼재된 결과들로 대비되는 중이다. 상반되는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PM 

과제와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성은 과제 요구특성 등과 같은 주의 자원 할당과 상

호작용해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해 왔다(Abney 등, 2013).

PM과제 수행에 있어 동시과제와의 주의 분배 전략은 일반적으로 PM에 대한 의

도(intention)를 형성할 때 결정 되며(Hicks 등, 2005),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PM 

과제 난이도에 대한 개인의 메타-인지적 사고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Einstein & McDaniel, 2007).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

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문제 해결 상황에서 인지

의 주체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인지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Flavell, 1976).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메타 인지는 기억 수행과정에서

수행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억 수행 전략은 기억과 학습 수행에 대한 상

대적 이득효과를 일으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Dunlosky & Thiede, 2013, 

Finn, 2008, Hacker, Bol, & Keener, 2008; Hultsch, Hertzog, Dixon, & Davidson, 1988; 

King, Zechmeister, & Shaughness, 1980; Metcalfe & Finn, 2008).

메타-인지의 한 유형인 메타기억(meta-memory)은 기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

점검(self-monitoring) 과정과 이를 통한 스스로의 기억 용량에 지식을 일컫는다

(Pannu & Kaszniak, 2005). 연구자들은 다양한 메타기억 과제들을 통해 메타인지를

연구해왔다(Nelson & Leonesio, 1988; Nelson & Narens, 1990). 가장 대표적인 과제

들의 예로 자신의 학습율을 예측하게 하는 학습 평가 과제(JOL: Judgments of 

Learning)나 난이도 평가(EOL: Ease-of-Learning Judgments)과제 등이 있으며, PM에서의

메타인지 효과를 보는 연구들에서도 위의 과제들이 채택되었다. 메타-인지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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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PM 수행과 동시 과제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nitzspahn, Zeintl, Jager, 그리고 Kliegel(2011)은 PM 과제 수행 성공률에 대한 예측

(JOL)이 PM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실험결과에서 참가자들의 PM 과제

수행 성공에 대한 상이한 예측은 PM 과제 수행동안 주의 자원 분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ummel과 Meiser(2013)는 실험 참가자의 메타인지를 조작하

기 위해 실험 지시문을 통해 PM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만들었을

때 PM 수행과 동시과제 처리과정에서의 손실(cost)을 탐색하였다. 이들은 PM 과제

가 어렵거나 또는 쉬울 것이라는 과제 난이도에 대한 메타 인식을 조작하여 PM수

행율과 동시과제 처리속도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메타 지식에 따른 PM 수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시과제에서의 손실(cost)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PM 과제가 쉬울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동시과제 판단 반응시간은 빨

라졌다. PM 과제에 대한 메타인지 처리과정에 대한 다른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과제 난이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PM 과제 수행에 대한 사전

예측과 같은 메타 인지 정보들은 PM 수행과 동시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윤용

식, 손영우, 2011; Rummel, Kuhlmann, Touron, 2013).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메타-인지는 PM 과제의 주의 분배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즉, PM 과제 수행에 있어서 과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

한 암묵적인 예측을 통해 이중과제를 위한 주의자원이 사전에 분배될 수 있다

(Einstein & McDaniel, 2007). 그리고 이러한 주의자원의 분배는 수행해야 하는 동시

과제와 PM 과제와의 처리 적절성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메타 전

략에 의해 사전 주의자원 할당을 확보한 조건에서는 처리적절성이 높거나 낮거나

PM 과제 수행율에서 이득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메타인지

과정은 PM 과제에서 동시과제에 사용되는 주의 자원의 분배와 별개의 차별적 효

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에 아동들에게 수행된 메타기억과

PM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만일 동시과제에 많은 주의자원이 쓰이면 메타인지를

통한 PM 수행의 이득을 상대적으로 덜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다(Geurten, Lejeune, 

& Meulemans, 2016). 연구자들은 사전 연습을 통해 동시과제에 유능해진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에게 PM 과제를 실시했을 때, 메타인지가 PM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메타인지의 영향력은 상대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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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많은 집단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메타-

인지가 단순히 사전 주의 할당 과정에 이득효과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동시과제와

PM과제의 주의 할당 외 다른 과정에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메타-인지 전략이 PM과제에서 동시과제와의 주의자원 할당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PM 과제에서 메타-인지 전략과 동시과제

처리적절성이 PM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모든 학습자들은 부호화 시점에 학습 재료와 과제 정보를 통해 인지 전략을

결정하는데(Benjamin, 2007), 이러한 인지 전략은 이후 기억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Diana, Yonelinas, & Ranganath, 2008; Graf & Schacter, 1986, 1989; Murray & Kensinger, 

2012). 기억과제에 참가하는 개인도 과제 수행을 위해 전략을 사용하는데, 본 실험

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통제하기 위해 부호화 과제를 통해 PM 수행

에 미치는 메타 인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학습과 기억을 위한 정보처리 전략은

메타 전략과 인지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메타전략은 개인의 과제 수행을 위

한 계획이나 모니터링,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이 포함되는 반면 일반 인지 전

략은 개인이 학습을 위해 실행하는 학습 재료에 대한 정신적 조작들(가령, 의미적

범주화, 시각적 심상화 등)이 포함되는 과정을 일컫는다(O’Malley & Chamot, 1987). 

일반적으로 메타 인지 처리과정은 기억 수행에 이득효과를 산출하는데(Reder, 2014; 

Reder & Shcunn, 1996), 미래계획기억의 수행에 미치는 메타 인지의 효과에 대해서

는 명확하지 않다. 수행 예측을 통해 메타 인지를 사용했을 때 PM 수행의 증가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 반면(Meier 등, 2011), 메타 인지의 사용이 PM 수행 반응

의 증가와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는 결과들도 있다(Meeks, Hicks, & Marsh, 2007; 

Rummel & Meiser, 2013). 본 연구에서는 PM 과제에 대한 기억 전략 유형을 인지 전

략과 메타 전략 조건으로 구분해서 조작함으로써 개인이 사용하는 기억 전략을 통

제하여 메타 인지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PM 과정과 메타 인지에 대

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PM 과제에 대한 메타 인지를 형성하기 위해 PM 수

행 성공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과제 난이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식시키는 방

식으로 메타 인지를 조작하는 실험들이 수행되었다(Meier, von Wartburg, Matter, 

Rothen, & Reber, 2011; Rummel 등, 2013). 수행의 난이도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한

메타 인지의 사용은 분명히 앞으로 수행하게 될 과제에 대해 준비를 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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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메타 인지처리 과정은 학습과 기억 수행에 분명히 촉진효과를 일으키

고(Khezrolou, 2012), 따라서 메타 인지의 사용은 이중과제 수행 시 PM 과제 수행에

있어 충분히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최근 메타 인지와 관련된 PM 실험들에서

확인된 결과들은 주의 자원 분배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으나, 

PM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앞의 실

험들은 메타-인지 조건과 비교 되는 통제(또는 비교)집단에서 사용되는 기억 전략

을 간과한 채 설계되었다. 즉, 메타 인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없던 기본 PM 지시 조건에 대한 메타-인지의 결과이기 보다는 단순

처치 효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PM 과제에서 목표 단어에 대한 부호화 전략

의 조작을 통해 실험 조건 참가자들 간의 전략 사용 정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시도하였다. 참가자들의 부호화 시 사용되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가 비슷한 때에도

메타-인지가 PM 수행에 촉진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탐색하고자 메타-인지를 부호

화 전략 과정에서 조작하였다. 기억 과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목표자극을 파

지하기 위해 다양한 부호화 전략을 사용한다. 단순하게는 목표 자극을 청각 시연

하는 방법에서부터 의미적 처리를 통해 처리의 깊이나 인지적 노력의 정도를 증가

시키는 방식과 같이 다양한 기억 전략들은 자극의 파지와 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억 전략과 관련된 이론들은 지난 수 십 년간 말 그대로 수 천

건의 기억 실험들을 통해 이미 일반 상식이 되었다. 일상에서 미래계획기억을 수

행해야 할 때도 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략을 사용한다는 가정은 자연스

럽다. PM 과제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도 목표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개인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목표 단어에 대한 부호화 전략을 인지전략 조건과

메타전략 조건으로 구분하여 메타 인지가 PM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참가자들이 기억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화 전략은 인지 전략

(cognitive strategy)과 메타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부호화 전략은 독립적으로 기억 수행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Cohen & 

Dornyei, 2002; Khezrolou, 2012). 본 연구는 부호화 지시 조건들 간의 인지적 노력의

양과 처리 깊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조작은 PM 과제에서 부호화시 메

타 인지 전략의 상대적 이득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과 참가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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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인지 전략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혼입을 방지하는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메타-인지가 PM 수행에 있어 이득 효과를 일으킨다면, 본 연

구의 메타 전략과 관련된 부호화 과제를 통해 PM 과제를 수행한 조건에서 상대적

으로 동등한 인지적 노력과 깊이를 요구하는 인지 전략 부호화 과제를 받는 조건

보다 PM 성공률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메타-전략의 효과가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성에 따라 어

떻게 나타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메타 인지는 부호화 전략과는 별도로 과제

가 진행되는 동안 PM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주의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주의 자원 분배를 통한 PM 수행의 결과는 PM 과제와 동시과제와의 처리 적

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리 적절성에 의한 주의 자원 할당의 효과를 검증

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과제에 필요한 주의 요구 정도(예, 과제 난이도)를 통해

PM 수행에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동시과제의 난이도와 목표 단

어 탐지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 양상이 보여졌고, 이 때문에 처

리 적절성의 결과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PM 수행에서

의 처리적절성 효과를 검증한 한 실험에서는 목표자극과 동시과제와의 의미적 관

계성과 글자-모양적 관계성을 조작하여 처리 적절성을 조작하였는데, 실험에서 참

가자들은 처리적절성이 높은 조건에서 높은 PM 정확률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과

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박영신, 임재희, 김기중, 2011). 즉, 처리적절성은

과제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이중과제의 자원분배에 관여하여, PM 수행에 이득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PM 과제에서의 처리 적절성의 효

과가 메타인지를 사용한 처리와 동등한 수준의 인지처리 전략을 사용한 수행과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메타-인지와 처리적절성이 PM 과제 수행

시 동시과제와 PM 과제 사이의 주의 할당에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다면 가산적인

수행 이득효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메타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 결과들은 PM 

수행의 성공률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Rummel & Meiser, 2013; Rummel 등, 

2013), 연구자들은 논의를 통해 이 결과가 PM 수행 기회가 1회에 제한되어 있어

천장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단어의 수를 여섯 개로 증가시켜 PM 수행 반응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 전략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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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참가자들에게 일정정도 이상의 처리수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인

지 전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처치효과 혼

입의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적 전략 사용의 혼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PM 과

제에서 메타 인지전략이 PM 수행에 있어 처리적절성 효과와 같은 양상의 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관찰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PM과제에서 목표단어 기억을 위한 기억전략의 유형이 PM 수행에 대

한 동시과제와의 처리과정 적절성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

다. 목표 단어 기억을 위한 기억전략 유형은 부호화 과제를 통해 일반적인 인지전

략과 메타전략으로 구분해서 참가자 집단들에게 시행되었으며, 동시과제와의 처리

적절성은 동시과제 종류로 구분하였다. 본 실험에서 PM 과제의 목표단어들은 의

미적 범주 단어들로 구성되었는데, 목표 단어들과 처리 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는

관련성 판단 과제였으며, 이 과제는 제시되는 단어들에 대해 개인적 관련성을 판

단해서 반응하는 의미 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과제였다. 상대적으로 처리 적절성이

낮은 동시과제는 제시되는 단어의 글자수를 판단하는 지각적 처리 과제로 구분되

었다. 메타 기억과 미래계획기억과의 관계를 타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PM 수행 예측을 통해 메타 인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실험적 조작을 사용했는데, 

이 때 메타 집단에 비해 통제 집단에 대한 전략의 사용을 간과한 상태로 진행되었

다(Rummel 등, 2013). 정확한 메타 전략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PM 목표단어

들의 제시 시간이나 시연 기회의 통제 이외에 목표단어의 파지를 위한 전략의 정

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런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목

표단어 기억을 위한 부호화 과제를 통해 실험조건 내에서 참가자의 처리 전략을

조작하였다. 일반적으로 PM 과제에 대한 메타 전략은 인지 전략에 비해 높은 수

행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실험과 같이 메타 조건의 대비 조건

으로 인지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메타 조건의 우월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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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양인지 적용 전략의 차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처리적

절성 과제에서의 PM 과제 수행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의 할당이나 모니

터링에 대한 처리적절성 효과의 PM 수행 이득이 기억전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 법

참가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생 221명이 실험 참가자로 자원하

여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

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참가에 대해 과목 추가 점수를 받았다.

설계 및 재료

실험은 2 × 2 혼합 설계가 사용되었다. 목표 단어 부호화를 위한 전략 조건(메

타전략 vs. 인지전략)은 참가자 간 변인으로 조작되었으며,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

성(처리적절성 높은 조건 vs. 처리적절성 낮은 조건)은 참가자 내 변인으로 조작되

었다. 목표단어 부호화 전략은 두 집단 모두 여섯 개 각 목표단어들에 대한 두 가

지 과제 지시문을 통해 실행되었다. 메타전략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첫 번째

로 각 목표 단어들에 대한 PM 반응 수행 난이도에 대해 1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해

야 했고, 여섯 개 단어들에 대한 난이도 평정이 끝나면 두 번째로 다시 각 여섯

개 목표단어들에 대해 각각 자신의 수행 예측을 10점 척도에 퍼센트로 추리해야

했다. 인지전략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정해진 여섯 개 목표 단어에 대해 먼저

각각의 주관적 호감도에 대해 1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해야 했고, 호감도 평정이 끝

나면 다시 각 여섯 개 단어들에 대해 단어를 넣어 간단한 문장 만들기 과제를 수

행해야 했다. 동시과제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는 목표 단어의 처리 특성과 유사

한 처리 특징인 의미 처리를 요구하는 판단과제(관련성 판단 과제)였으며, 처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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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이 낮은 과제는 목표단어의 처리 특성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물리적 처리

를 요구하는 판단과제(글자수 판단 과제)였다. 참가자들은 목표단어 부호화 전략

두 조건 가운데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의 참가자들은 처리

적절성 높은 조건의 동시과제와 낮은 조건의 동시과제 모두를 수행해야 했다. 본

실험에서 동시과제로 사용될 어휘판단과제들을 위해 선정된 단어들은 13개 범주목

록 내의 총 342개 단어들이었으며, 한국어 범주단어목록(이관용, 1991; 정윤재, 김

기중, 장미숙, 2013)에서 구성되었다. 총 13개 범주목록 가운데 12개 범주목록(포유

류, 조류, 어류, 꽃, 과일, 야채, 교통수단, 전자제품, 악기, 곤충, 스포츠, 가구)내 각

28개 단어들은 동시과제에 사용되었으며, 1개 목록(문구류) 내 단어들은 PM과제의

목표 단어로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범주단어들은 모두 342개였는데, 동시과제

에 사용된 단어들은 12개 목록에서 각 28개 단어들 총 336개로 구성되었으며, PM 

목표단어로 사용된 단어들은 나머지 1개 목록 내 6개 단어로 구성되었다. 동시과

제에 사용되는 12개 목록 가운데 6개 목록은 관련성 평정 과제에 사용되었고 나머

지 6개 목록은 글자수 판단 과제에 사용되었다. 단어 목록들은 동시과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절차

실험은 컴퓨터를 통해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절차는 간단한 지

시문과 함께 사건기반 미래계획기억(event-based prospective memory) 과제를 통해 진

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실험 시작 단계에서 본 실험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본 실험의 기본적인 절차는 본질적으로 이중과제로 구성되며, 사전에 제공되

는 단어들을 기억했다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전에 학습했던 목

표단어가 출현하면 사전에 계획된 반응(‘q’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목표단

어는 문구류 범주 내 단어 6개(‘가위’, ‘색종이’, ‘물감’, ‘분필’, ‘수첩’, ‘압정’, ‘지우

개’)였으며, 참가자들에게 단어들의 범주 명칭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었다. 참가자

들은 목표단어의 사전 학습을 위해 두 가지 기억전략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

다. 일반적인 인지전략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6개 목표단어들에 대한 산출처

리와 깊은처리 각각 두 가지 지시를 모두 받았다. 참가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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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를 위해 각 목표단어를 포함시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했으며, 깊은처리

를 위해 목표단어에 대한 주관적 호감도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평정해야 했다. 메

타전략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6개 목표단어들에 대한 성공률 예측 평정과 난

이도 평정 각각 두 가지 지시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PM 과제에 대한 성공률 예측

을 위해 1점부터 10점 척도를 사용해서 각 단어들이 동시과제 단어들 사이에 출현

하면 자신들이 몇 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탐지해 낼 수 있을지를 평정해야 했다. 

또한 각 단어들이 동시과제 단어들 사이에 출현할 때 탐지할 가능성 난이도에 대

해 각각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해야 했다. 두 조건 모두의 참가자들은 6개

목표단어에 대한 부호화 전략 행동을 수행한 후, 목표단어들에 대한 즉시 기억검

사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즉시기억 검사 수행율 100%가 확인 된 후 다음 단계

가 진행되었다. 동시과제는 목표단어와의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와 낮은 과제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task appropriate processing: TAP 조건)는

과제 수행에 의미 처리가 요구되는 주관적 관련성 평정 과제였다. 관련성 판단 과

제에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들에 대해 개인적 관련성 정도들에 대한

주관적으로 1점(매우 관련이 적다)부터 5점(매우 관련이 많다)까지 평정해서 키보

드를 눌러야 했다. 처리적절성이 낮은 과제(task inappropriate processing: TIP 조건)은

과제 수행에 물리적 처리가 주로 요구되는 글자수 판단 과제였다. 글자수 판단과

제에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글자수를 세어 키보드에 반응해야

했다. 과제에 사용된 범주단어들의 글자수는 2글자에서 5글자까지 구성되어 있었

다. 실험 프로그램은 E-prime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자극의 제시와 참가자의

반응은 컴퓨터를 통해 기록되었다. 범주 목록 12개 가운데 6개는 TAP 조건에 나머

지 6개 목록은 TIP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동시과제 조건 제시 순서는 모

든 참가자들 마다 무선적이었으며, 각 동시과제 내 제시되는 범주 단어들 역시 모

두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PM과제를 위해 6개 목표단어 가운데 3개는 TAP 과제

시 제시되었고, 나머지 3개 단어는 TIP 과제시 제시되었다. PM 단어의 출현 위치

는 동시과제 168개 단어 제시의 중간인 30, 90, 120번째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동시과제를 수행하다가,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1-2-3-4-5 반응이 아닌 키

보드에 ‘q’를 눌러야 했다. 동시과제가 모두 끝난 후, 목표단어에 대한 회상 검사

가 실시되었으며, 사후 실험 설명 후 실험이 종료되었다. 총 실험 소요시간은 약



인지과학, 제27권 제1호

- 112 -

30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목표단어에 대한 수행율과 동시과제의 반응시간 자료 분석을 위해 2(메타전략

vs. 인지전략) × 2(TAP vs. TIP) 반복 측정 ANOVA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 수준은 .05로 정했다.

PM 수행

실험 조건에 따른 PM 목표단어에 대한 수행 성공률 기술 통계치들이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목표단어에 대한 수행율 분석 결과 기억전략에 따른 주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219)=4.12, MSe=.10, η2=.019, p<.05. 메타전략

지시를 통해 목표단어를 부호화한 참가자들(.70)은 일반 인지전략 지시를 통해 목

표단어를 부호화한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수행율(.63)을 나타냈다, 동시과제와의 처

리적절성에 대한 주효과도 나타났다, F(1, 219)=3.91, MSe=.04, η2=.018, p<.05. 참

가자들은 동시과제로 관련성 판단 과제(TAP)를 수행할 때(.69) 글자수 판단과제

(TIP)를 수행할 때(.65)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PM 수행율을 나타냈다. 기억전략과

처리적절성에 따른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1, 219)=5.25, MSe=.04, η2=.023, p<.05. 

목표단어 부호화 시 메타 전략을 지시받은 참가자들은 동시과제가 글자수 판단과

제(.65)일 때 보다 관련성 판단과제(.74)일 때 더 높은 수행율을 보인 반면

[t(110)=3.23, p<.01], 인지 전략을 지시받은 참가자들은 글자수 판단과제(.63)일 때

와 관련성 판단과제(.64)일 때 PM 수행율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t(109)=-.21, n.s. 

즉, 목표 단어를 메타 전략을 사용하여 부호화 시켰을 경우 동시과제의 처리적절

성은 PM 수행율을 증가시켰으나, 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부호화 시켰을 경우 처리

적절성은 PM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림 1) 왼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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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과제 수행

실험 조건에 따른 동시과제 판단 반응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치들이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동시과제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혼합 설계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기억전략 유형[F(1, 219)=1.04, 

MSe= 285959.09, n.s]과 처리적절성[F(1, 219)=.01, MSe=102854.84, n.s]에 대한 주효

과와 이 둘 간의 상호작용[F(1, 219)=.29, MSe=102854.84,, n.s]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부호화 전략에 따라, 혹은 동시과제의 종류에 따라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반응시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M 수행 정확율 동시과제 반응속도(ms)

조건
관련성 평정과제

(TAP 조건)

글자수 판단과제

(TIP 조건)

관련성 평정과제

(TAP 조건)

글자수 판단과제

(TIP 조건)

메타전략 .74(.025) .66(.027) 1347.55(45.04) 1328.60(38.38)

인지전략 .63(.025) .64(.27) 1279.52(44.64) 1293.23(38.04)

*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표 1> 목표단어 기억전략과 과제처리적절성에 따른 미래계획기억 수행 결과(실험 1)

실험 1을 통해 PM 과제에서 목표단어 부호화 시 메타 전략의 PM 정확률에 있

어 이득효과가 확인되었다. 동시과제의 처리적절성에 대한 효과도 사전연구(Abney 

등, 2013, Marsh 등, 2000; 2005)들과 일치하였다. 처리적절성이 높았던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목표단어에 대한 PM 반응 수행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처리적절성

효과는 기억전략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메타 전략을 통해 PM 과제를

수행한 집단의 참가자들은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PM 정확 반

응율이 처리적절성이 낮은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PM 반응율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 반면에 일반적인 정보처리 인지전략을 통해 PM 과제를 수행한 참가자

들은 동시과제의 처리적절성 수준에 따라 PM 반응율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수행 이득에 대한 효과는 동시과제 수행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즉 PM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부호화 전략 유형이나 동시과제와의 처리 적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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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단 과제에 대한 반응속도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Rummel 등(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가 동시과제와의 주의 자원할당에

관여한다면 동시과제의 반응시간에 효과를 일으켰어야 하는데, 실험 1의 결과에서

는 수행 예측이나 난이도에 대한 판단이 동시과제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1의 결과를 통해 보듯이, 메타 인지의 사용과 처리 적절성의 효과는 PM 

반응율에는 이득을 일으키지만 동시과제에는 반응에 대한 손실이나 이득을 나타내

지 않았다. 또한 처리적절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메타-전략 조건 참가자들이 인지-

전략 조건 참가자들에 비해 PM 정확률이 높았으나 처리적절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전략 조건들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메타-인지 과정은 PM 과제에 필요한 자

원 할당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이득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메타 인지가 PM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인지 자원

할당이 아닌 PM 과제를 위한 목표자극과 의도에 대한 기억 유지를 향상시켰기 때

문이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메타 인지가 PM 과제의 수행 중 인지

지원 할당이 아닌 PM 과제에 대한 기억 흔적을 강화한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다른 동시과제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실험 1과 다른 종류의 동시과제를 사용하여 메타 인지와 처리 적절성이

PM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그림 1) 부호화 전략 조건에 따른 TAP 동시과제와 TIP 동시과제 수행시 PM 과제에 대한

정확 수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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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실험 1에서 메타-인지를 사용한 참가자들은 처리적절성이 높을 때 더 정확한

PM 수행을 나타낸 반면, 일반 인지 전략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처리적절성에 따른

수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메타 인지가 수행을 위한 자원 분배에 관여

했다면, 동시과제에서도 수행의 손실이나 이득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실험 1의 결

과 동시과제의 수행에는 아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처리적절성이 낮은

조건에서도 메타-인지는 수행의 이득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실험 1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메타 전략이 과제 수행의 자원 할당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PM 과제에 대한 기억 흔적을 강화시켜 반응 수행에 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실험 1에서 수행된 동시과제들이 처리

적절성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실험 2에

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처리적절성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동시과제들을 사용하여

메타인지 전략과 처리적절성 효과를 검토하였다. 실험 2는 기본적으로 실험 1의

반복검증이라 할 수 있으며, 실험 2에서는 PM 과제를 위한 정보처리 전략 유형에

따른 처리적절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1과는 다른 동시과제를 사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의미범주 단어들로 구성된 PM과제 목표 단어들에 대한 처리적

절성이 높은 동시과제는 제시되는 단어에 대한 상위 범주명을 판단하는 범주 판단

과제를 사용했고, 처리적절성이 낮은 동시과제는 단어의 자음 개수를 세는 자음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동시과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방 법

참가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생 11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

가자들은 실험 참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실험에 참가하



인지과학, 제27권 제1호

- 116 -

였으며, 실험 참여에 대한 과목 추가 점수를 받았다.

재료 및 설계

실험 2의 단어 재료 및 설계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 1과 동일한 13개 범

주 목록 단어들이 사용되었으며, 동시과제의 종류를 제외하고 실험 설계 및 절차

역시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 2에서 사용된 동시과제 유형은 범주 판단 과제와

자음 개수 판단 과제로 구성되었다. TAP 조건의 동시과제인 범주 판단 과제는 화

면에 제시되는 단어들에 대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를 판단하여 키보드에 반응해야

했다. TIP 조건의 동시과제인 자음 개수 판단 과제는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의 자

음수를 세어 키보드에 반응하면 되었다.

절차

실험 1과 동일한 2 × 2 혼합 설계와 동일한 절차가 사용 되었다. 실험은 컴퓨터

를 통해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1과 동일하게 전체 실험 절차는 PM과

제와 동시과제에 대한 이중과제 수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1과

동일한 문구류 범주 내 단어 6개를 사전에 학습한 후 두 개의 동시과제 진행하는

동안 목표단어가 출현하면 PM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메

타전략 조건과 인지전략 조건에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처리

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와 처리적절성이 낮은 동시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했다. 실

험 2에서 사용된 처리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는 범주판단 과제였는데,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들에 대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판단하여 1번(생물)이나 3번

(무생물)키를 눌러야 했다. 처리적절성이 낮은 동시과제는 자음 개수 판단과제였는

데,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자음 개수를 세어 키보드에 반응해야

했다. 두 개의 동시과제가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목표 단어 후속 회상검사를

실시한 후 모든 실험이 종료되었다. 실험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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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실험 설계와 분석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목표단어에 대한 수행율과 동시

과제의 반응시간 자료 분석을 위해 2(메타전략 vs. 인지전략) × 2(TAP vs. TIP) 반복

측정 변량분석이 각각 실시되었다.

PM 수행

실험 2 조건에 따른 PM 목표단어에 대한 수행 성공률 기술 통계치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기억전략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다, F(1, 114)=4.96, MSe=.13, η2=.042, p<.05. 메타전략 지시를 통

해 목표단어를 부호화한 참가자들(.69)은 인지전략 지시를 통해 목표단어를 부호화

한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PM 수행율(.59)을 나타냈다,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성에

대한 주효과도 나타났다, F(1, 114)=5.41, MSe=.05, η2=.045, p<.05. 참가자들은 동

시과제로 범주 판단 과제(TAP)를 수행할 때(.68) 자음개수 판단과제(TIP)를 수행할

때(.60)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PM 수행율을 나타냈다. 기억전략과 처리적절성에 따

른 상호작용 역시 나타났다, F(1, 114)=6.85, MSe=.05, η2=.057, p<.01. 목표단어 부

호화 시 메타 전략을 지시받은 참가자들은 동시과제가 범주 판단과제(.76)일 때 자

음개수 판단과제(.62)일 때 보다 더 높은 수행율을 보인 반면[t(57)=3.43, p<.001], 

인지 전략을 지시받은 참가자들은 범주 판단과제(.59)일 때와 자음개수 판단과제

(.58)일 때 PM 수행율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t(57)=-.20, n.s. 목표 단어 부호화를 위

해 메타 전략을 사용한 경우 동시과제의 처리적절성은 PM 수행율을 증가시켰으

나, 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부호화 시켰을 경우 처리적절성은 PM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림 1) 오른쪽 참고).

동시과제 수행

실험 조건에 따른 동시과제 판단 반응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치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동시과제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혼합 설계에 대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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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기억전략 유형[F(1, 114)=.87, 

MSe=83784.01, n.s]과 처리적절성[F(1, 114)=1.34, MSe=47535.78, n.s]에 대한 주효과

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F(1, 114)=.30, MSe=47535.78,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참가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부호화 전략에 따라, 혹은 동시과제의 종류에

따라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반응시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 2의 자료 분석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PM 과제에서 목표단어 

부호화를 위한 메타 전략의 이득효과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성은 PM 수행을 촉진시켰다. 또한, 처리적절성 효과는 메타 전략 조건과

인지 전략 조건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메타-전략 조건에서는 처리적절성의 이

득효과가 나타난 반면, 인지-전략 조건에서는 처리적절성의 이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리 전략과 처리적절성에 따른 동시과제 반응 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부호화 시 메타 인지의 사용과 동시과제에 대한 처리

적절성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메타-

인지가 처리적절성을 통해 PM 수행 시 주의 자원 할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실험에서, PM 과제 설명을 듣는 시점에 부호화 과

제를 통해 목표단어와 의도에 대한 부호화 전략이 조작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메

PM 수행 정확율 동시과제 반응속도(ms)

조건
범주 판단과제

(TAP 조건)

자음 판단과제

(TIP 조건)

범주 판단과제

(TAP 조건)

자음 판단과제

(TIP 조건)

메타전략 .76(.035) .62(.043) 1122.50(28.08) 1170.81(37.90)

인지전략 .58(.035) .59(.043) 1102.81(27.83) 1120.25(37.58)

*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표 2> 목표단어 기억전략과 과제처리적절성에 따른 PM 과제 수행 결과(실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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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략을 사용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일반 인지 전략을 사용한 조건의 참가자들보

다 더 정확하게 PM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실험 모두에서 동시과제와의 처

리적절성이 높은 조건에서 메타 전략의 수행 이득 효과가 나타났다. 메타 인지의

이득 효과에 따른 동시과제의 수행 손실이나 이득은 관찰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메타 인지가 P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메타 인지가

동시과제와 PM 과제의 주의 자원 할당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메타 인지가 PM 수행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미래계획

기억 수행 시 동반되는 동시과제와의 자원 분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일반적인 미래계획기억 실험 패러다임은 이중과제로 이루어지며 PM 과제를

수행할 때 이중과제를 위해 동시과제와의 인지 자원의 분배는 불가피하다. 주의

할당에 따른 수행 변화를 통해 PM 처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과제 부

하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된 PM 연구 결과들

은 과제 특성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론을 산출했고, 현재까지 PM 과제와 동

시과제 사이의 자원 분배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Einstein & 

McDaniel, 2005; McDaniel & Einstein, 2000). 비교적 최근에 연구자들은 동시과제와의

인지 자원 할당 과정에 대해, PM 과제에서 동시과제와의 처리적절성을 통해 설명

하고자 하였다(Abney 등, 2013; Marsh 등, 2005; Meier & Graf, 2000). 하지만, 동시과

제와의 처리적절성에 대한 효과 역시도 PM 단서(목표단어) 처리과정과 동시과제와

의 처리 일치 정도나 처리 순서 또는 과제 종류에 따라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

아, PM 수행에 있어 주의 할당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런 불분명한 결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순과 해답의 가능

성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다. 두 실험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목표 단어를 부호화

과제를 통해 기억했기 때문에, 메타 인지 전략의 상대적 수행 이득 효과는 분명했

다. 참가자들 모두 처리적절성이 높은 동시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미래계획기억 수

행 성공률이 높았다. 또한 두 실험 모두에서, 메타-전략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동시

과제 처리적절성 이득 효과를 나타냈지만 인지-전략을 사용한 참가자들은 처리적

절성에 따른 이득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부호화 전략과 처리적절성의 PM 

수행 결과는 동시과제 수행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처리적절성이 높은 과제에서 메타 조건 참가자들은 인지 조건 참가자들보다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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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정확률이 높았으나 처리적절성이 낮은 과제에서는 전략 조건간에 수행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메타-인지가 단순히 PM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주의할

당 전략에 관여 했다기 보다는 PM단서와 의도의 파지에 관여했다는 뜻일 수 있

다. 최근 메타 전략과 PM 수행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PM 과제에 사용해야

할 주의 자원이 충분한 참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주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아

동들에 비해 메타 전략의 이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Geurten 

등, 2016). 이 결과는 주의 자원이 불충분한 조건에서 전략적인 메타 인지가 기억

수행에 촉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결과(DeMarie, Miller, Rerron, & Conningham, 

200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앞의 사전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상대적 주의 자

원이 부족한 TIP 조건에서 메타-인지 전략의 이득효과가 사라진 결과에 대한 설명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PM 과제 수행에서 메타 인지 처리는 단순히 자원 할당 외

의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

은 메타-인지가 PM 과제 시작 전인 부호화 과정이 아닌 인출 과정에 기여했을 가

능성이다. 메타 인지는 모니터링과 통제 처리 과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인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관여한다고 확인되어 왔다(Koriat & Goldsmith, 19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메타-전략은 목표단어의 인출과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메타 인지는 기억과정에서 암묵적 기억처리 과정을 산출하고 비의도(우

연) 학습을 일으킬 수 있다(Reder, 2014). 메타인지 처리과정은 기억 재료의 의미단

서(gist)의 흔적과 인출 시 모니터링 과정을 강화하여 기억 정확수행에 기여한다

(Koriat, Goldsmith, & Pansky, 2000). 이런 사실들은 본 실험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메타 전략을 통한 PM 수행의 향상과 동시과제 수행 차이 없음이라는 결과를 지지

하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PM 수행의 향상이 동시과제 반응속도와 상관

이 없다는 사전 연구 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메타-인지의 이득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나 인지전략 조건

에서 처리적절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모호하다. 따라서, 

사전 주의 자원의 분배가 메타-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메타-인지가

주의 분배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후 실험들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PM 수행의 성공은 분명 주의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PM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요구되는 동시과제의 난이도를 포함해서 개인의 상태나 수행 상황,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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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과제마다 변하는 자원의 할당량을 초월하는 메타 인지의 효과가 존재한다. 

어쩌면 목표단어와 의도에 대한 기억 흔적의 강화가 그 하나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목표단어에만 초점을 두어 실험을 하였으므로, 의도에 대한 전략적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살펴볼 것이다. 또한 메타 조건에서 모니터링 기제가 강

화되었다 가정할 수도 있다. 메타 인지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확

보된 상태에서 높은 처리적절성을 통한 수행 촉진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해석하

는 것도 타당하다. 요약하면, 수행을 예측하거나 과제 난이도를 점검하는 것과 같

은 메타-인지 전략을 통한 부호화는 동시과제의 수행 손상 없이 미래계획기억 성

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미래 계획 기억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실

질적 함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억했다가 수행해야 하는 일

에 대해서 과제 수행 전에 사전-점검을 하는 과정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다른

과제에 충분히 몰입한 상태에서도 미래계획기억 수행의 성공을 높일 가능성이 있

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계는 미래 계획 기억 수행에 있어 부호화 전략

의 결과는 메타-인지와 주의 자원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메타-인지

는 주의 자원을 매개하여 PM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eurten, 2015). 그러므로

메타-인지 과정과 주의 분배 효과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지적 노력

이나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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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ncoding strategy and

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 on

Prospective Memory Performance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meta-cognitive strategy 

and 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TAP) on prospective memory performance. In two 

experiments, encoding strategy for PM target words was manipulated by instructions. 

Participants who were assigned to meta strategic condition were engaged to rate task 

difficulty(EOL) in addition to predict their own performance(JOL), while participants in 

cognitive strategy condition were to remember target words by pleasantness ratings and 

sentence generation. In experiment1 and experiment 2, all participants in both conditions 

performed not only TAP ongoing task but also TIP ongoing task. Results revealed the 

benefit of meta cognition and 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 on PM performance. 

Furthermore, the benefit of TAP was diminished in cognitive strategy condition. There were 

no-costs on judgement tasks across condi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meta-cognition 

allows to sustain PM targets and intention without regard to cognitive resource.

Key words : Prospective memory, Meta strategy, encoding strategy, ongoing task, 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T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