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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뒤돌아보면 힘겹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작은 결실이 쌓일 때마다 기쁨인 순간
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동안에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 소야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

툴고 부족한 제자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석사때부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
다 연구 방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셨으며 논문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조언
을 주신 유 일영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구의 허점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이영문 교수님 분석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김주형 교수님 늘 배려하
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연구의 단계마다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셨던
현명선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간호를 배울 수 있게 지

도해 주신 훌륭한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위 과정동안 저에게
간호학에 대한 깨우침과 영감을 주시고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 수집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김명숙 선생님 송용숙

선생님 최영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자료를 살펴주
신 남경아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자료수집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 수영이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학위과정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고민을 공유해준 동료 선배 후배님들
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로 힘을

북돋아 주시며 타인에게 기꺼이 베푸시는 삶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시부모님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이 잘 통하고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언니와 동생 병
주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걱
정해주시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주시며 끝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친정
부모님께 벅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다정한 친구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만능박사이며 많은 시련 앞에서도 태산과 같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영원한 내 편인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나가는 여

러분들께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년 월
박성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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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적 연구이다
도구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

여 사회적 인지의 구성 차원은 정서적 특성 차원과 사회적 단서 차원으로 분류되
었다 정서적 차원은 각성수준과 쾌수준의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사회
적 단서의 차원은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의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서 실제 대인관계 상황을 대표하고 위에 분류

한 가지 구성개념이 잘 나타나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면으로부터
개의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전문가 명에게 타당도를 검정하여 장면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는 다시 일반인 명을 대상으로 문항 난이도를

표준화 하고 사회적 단서의 정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장면 문
항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장면과 문항을 기초로 하여 정신분열병 환자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α 값이 이었다 정신분열병 환자
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하였는데 우선 차에 걸친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간 상관계수가 이하인 문항들을 위주로 순서대로 삭제하는 단계를 거
쳤다 이상의 문항 정련과정을 거쳐 최종 장면 문항의 도구가 완성되었다 첫
조사 주후에 조사 재조사 신뢰도를 검정하였으며 전체 α 값은 이
었다 각 구성요인별로는 구체적 단서 추상적 단서 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정을 위해 상관계수법을 적용하여 분
석한 결과 척도의 구성요인과 전체 도구의 총점 간에는 유의한 통계적 상관관계
가 보여져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지지 받았다 준거 타당도 검정을 위해서 간호 관
찰척도 검사를 이용하여 사회적 단서 인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인지
의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거 타당도에도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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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구체적 단서 요인과 추상적 단서 요인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
자의 사회적 단서 인지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줌으로써 정신분열병 환자의 차별적 손상과 일반인과의 능력 차이
를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에 대해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도구 개발 과정을 거쳐 행동 대화 단서를 포함하는 구체적 단서 요인

과 정서 의도단서를 포함하는 추상적 단서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인지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도구는 장면과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분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검정되었으며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국내 상황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연구와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한 많은 경험적 입증을 통해 이론 개발
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되는 말 정신분열병 사회적 단서 인지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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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정신분열병은 심각한 사회적 기술의 결손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데 정신분열
병 환자들은 사회적 기능수행이나 일상적인 기능수행의 손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적절히 맺지 못해 고립되거나 철회되어 있다(Morrison& Bellack,1987).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적절
한 행동을 결정짓고 집행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다(박상규,
1997).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중 하나
로 사회기능 손상을 표적으로 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재활이 개발되어져 왔고,
이러한 재활 전략들은 대부분 장애의 경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지적 손상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학

습,급성기 동안의 대인관계 기술의 수행,회복단계에서의 기술학습을 포함하여
재활 전략의 모든 측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Corrigan,
1997).적절한 인지적 기능이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을 기능적으로 지지하거나 촉
진한다는 접근의 논리로 보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과 사회적 행동
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기억,지능,언어지능 등과 같은 신경인지의 역할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Kernetal,1999).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
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치료들은 행동반응에 대한 적합한 목록을 교육
하는데 강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적절한 행동 반응만을 가르치는 것은 학습된 기
술의 일반화가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되어져 왔다.왜냐하면 언제 어떤 행동을 취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요구되는데 정신분열병
환자는 이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학습된 기술의 적용은 제한적이
라는 것이다(Morrison& Bellack,1981).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 기술을 가르
치는 것만이 강조된 신경 인지적 측면의 접근에는 한계가 따르게 되며 사회적 상
황에 대한 인지와 같은 기술을 수정하는 심리 사회적 재활이 필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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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능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들은 사회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사회적 인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Mueseretal,1996,Hooker
& Park,2002).사회적 인지는 자신과 타인,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인
식하고 해석,처리하는가를 포함한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인지
능력의 결손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nnetal,1997).즉,사회적 인지 기술은 정신
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중재요인이 되며(Wallace,1984)신경인지와
사회적 기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Green& Nuechterlein,
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기능

과 연관된 인지적 능력의 기저에 있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과 이러한 과정을 평가
하기 위한 측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Silverstein,1997).그러나 기존의 신경 인지
에 중점을 둔 임상적 측정만으로는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핵심
요인으로서 사회적 인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다(Berenbaum & Oltmanns,1992;
Dworkin,1992).왜냐하면 사회적 인지의 측정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수행능력
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인지과정의 역기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Silverstein,1997)때문이다.그러나 사회적 인지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적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 조작화
와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설명하는 모델들은 정상적 사회적 인

지에 대한 최근 모델의 특성과 결합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소화 되어 있다(Crick& Dodge,1994).따라서 측정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영역에서 현
재의 불완전한 모델들은 적절한 측정 도구와 치료과정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도구들은 대부분 국외의 도구들로 포괄적인 측정이 어렵거나 국내

대상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다.특히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연구결과들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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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l,Pandey,& Prasad,1989)해석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이론적 체
계의 확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도구들은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을 통한 표정의 인지를 측정하는 것으

로서 사회적 인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주 극소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매
우 제한적이며(Monti& Fingaret,1987),또한 이렇게 제한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
는 연구들은 실제 세계에서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외적 타당도가 부족하기 쉽다(Morrison& Bellack,1987;Morrison,Bellack,&
Mueser,1988).따라서 사회적 인지의 개념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황적 맥락을 포함한 측정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Corrigan,1997).
대표적인 도구들을 살펴보면,많은 연구들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도구로

Ekman과 Friesen(1976)의 표정사진(Picturesoffacialaffect)slide가 있다(Edward,
Jackson,& Pattison,2002;Mandal,Pandey,& Prasad,1998).이 도구는 표정의
인지라는 사회적 인지의 일부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엄밀한 의미로 볼 때
이 도구는 사회적 인지의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서의 범
주,응답방식,응답시간 등에 대한 도구의 적용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이와 비교하여 좀 더 포괄적인 측정이 가능한 도구는 대표적으로 Corrigan과
Green(1993)의 사회적 단서 인지 도구(TheSocialCueRecognitionTest)가 있으며
이 도구는 비교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정된 도구로서 측정범위가 넓고 세분화
되어 있다.그러나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의 맥락이나 정서적 분
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외의 도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 이질
성이 존재하며 언어적 차이로 인해 국내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
하다.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적 맥락을 포함하여 이전의 지식,풍습,문화적 경험에
근거하여 대화나 정서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이다(Mcdonald,Flanagan,
Rollins& Kinch,2003).한 예로,같은 인종의 표정을 다른 인종의 표정보다 더
잘 인지하거나 표정이나 정서적 상황의 친숙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지 능력이 달
라질 수 있다.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보편화된 정서의 범주가 제시되고 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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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미묘한 문화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Mesquita& Frijda,1992;
Corrigan,1997;Elfenbein& Ambady,2002).그러므로 국내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구 역시 국내의 사회적 상황에 근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인지를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는 우선 사회적 인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사회적 인지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는 사회적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사정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인지능력
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의 방향을 제공할 것
이며,따라서 국내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국내의 경우 사회적 인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아직까지 개념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상황에 근거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된 예가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
회적 인지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
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
진다.
1.정신분열병환자의사회적인지측정도구개발을위한구성요인을규명한다.
2.규명된구성요인에근거하여사회적인지측정도구의문항을개발한다.
3.최종개발된문항의신뢰도와타당도를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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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개개개념념념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의의의 정정정의의의와와와 특특특성성성

인지는 ‘지각과 판단을 포함하는 앎(knowing)에 대한 행위나 앎을 포함하는 과
정’으로 정의된다.인지는 ‘느낌이나 의지의 경험과 구별되는 앎의 경험으로 설명
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처리과정’으로서 지각·재인(再認)·상상·추론을 포함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한다.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판단을
통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이 대상은 어떤 한 개념 또는 몇 가지
개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브리태니커 사전,1993).
사실상 많은 연구들에서 신경 인지라고 불리우는 비사회적 인지와 정신 사회학

적인 역기능과의 연관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매
우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둘 사이의 관련성은 지능,언어지
능,기억,주의집중 검사와 같은 전형적인 신경 인지적 검사를 통해서만 평가되어
진 것으로,둘 사이에는 잠재적이며 독립적으로 사회적 행위,사회적 기능과 연관
되어 있는 인지의 독특한 측면인 ‘사회적 인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Pinkham etal.,2003).사회적 인지는 인지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인지
과정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현상의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Srull&Wyer,1990)사회적 인지에 대한 연구는기존의 신경 인지적 기능에중점을 둔
채사회적행동을이해하려는것과는다르다고할수있다(Ostrom,1984).
사회적 인지의 정의는 많은 문헌이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구축되어 왔

다.1950년대 처음 정의된 사회적 인지의 개념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지만 맥락
으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타인을 지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어떻게 사회적
요인들이 지각,기억,생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을내포한다.1970년 후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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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socialcognition)'용어의 등장과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용어사용은 사회적 추
론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시도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Ostrom,1984).이
어서 사회적 인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극을 일종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
의되어 졌고 최근에는 인지 반응을 통해 행동반응까지연결되는 사회적 정보 처리의 연
속적인과정으로써설명되어지고있다.
사회적 인지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Fisk,1995)기본적인 범위에

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간을 두고 타인의 의도와 계획,정서를 인지할 수 있
는 능력과 역량을 포함하는 정신적 작용(Brothers,1990)이라는 복잡한 개념 정의
까지 다양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실체적 문제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과정을 포함한 하나의 접근으로써 정의
된다고 볼 수 있는데(Devine,Hamilton,&Ostrom,1994)대인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개인의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 해 볼 수 있다
(Aghevli,Blanchard,& Horan,2003).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대상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비사회적 인지와 다르다(Ostrom,

1984;Pennetal,1997).사회적 대상은 숫자,단어,사물과 같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이고
정적인현상에 제한되어있지않고(Corrigan&Toomey,1995)인간적으로 관련되어있
는 정서적 무게를 지니면서 대상과 인지하는 사람은 일 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영
향을준다(Fiske&Taylor,1991).사회적대상은비사회적대상과달리상대적으로유동
적이고 언제나 변화한다.예를 들면 3분 동안의 대화에서조차 대화상대의 부분이 되는
표정과 몸동작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사회적 대상의 의미는 사회
적 지위,대화주제,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포함하는 복잡한 맥락적 변수에 크게 의존하
게 된다.사회적 대상은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변화하는 특질을 갖고 있으며 인식자의
행동에의해즉각적이고상호의존적인영향을받는다(Leonhard&Corrigan,2001).
정확히사회적인지를알기위해서는비사회적인지와어떻게다른가에대한이해가

요구된다(Ostrom,1984).사회적 인지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사람이 반응하도록 하는
사회적 대상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었다.사회적 인지의 대상은 우선 특성,태도
와 같은 요소로 이루어지며 문장의 형태로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사회적 인
지의 대상은 사회적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정적인 실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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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사건을 의미하며,인지하는 사람과 대상은 서로 행동의 개념을 통해 연관되어져
있고 통합된다.Ostrom(1984)은 사회적 인지와 비사회적 인지를 구별하는 사회적 인지
의특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대상의 특성이다.정적이고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는 비사회적 대상물과 달리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과 같은 사회적 대상은 변화무쌍하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에
의해행동이결정되고변화한다.사회적지식은사람의행동에대한지각을포함한다.
둘째,인지하는 사람의 특성이다.사람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인 양상

으로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능력과 과거의 경험,정보의 저장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동기적인 상태를 기록한다.즉,사회적 지식은 한 명 이상의 사람과의 상
호작용안에서인지하는사람의복잡성과통합되어야만하는것이다.
셋째,인간행동에 대한 우연성의 특성이다.사회적 대상은 단순히 행동하거나 반응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의 행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 안에서 상호작용 한다.두 사람
이 상호작용할 때각각은타인에게 자극 원이될 뿐만 아니라 반응자도된다.즉행동은
항상자극원과반응정보라는두가지측면을모두갖고있다는것이다.
넷째,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인지자의 특성이다.이는 직접적인 대상과의 대면을 통

한 상호작용 안에서 앞의 세 특성들이 결합하게 되고,사회적 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있을 때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직접 개입함으로써 수많은 동시적 과업들을 수
행하게된다.
이상을 종합하면,사회적 인지의 특성은 사람과 관련된 대상의 인지를 포함해야 하

고,사람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인지하는 사람의 개인적 능력과 경험의 복잡한 특성과
통합되어야만 한다.행동은 사회적 자극이 되면서 동시에 반응정보라는 특성을 갖고 있
으며 이는 사회적 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
이다.이와 유사하게 Fiske와 Taylor(1991)도 사회적 자극의 범위는 특정 사람에 대
한 지각에서부터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포괄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상의 문헌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사
회적 자극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함으로써 자극을 행동반응까지 연결시키는
처리과정이며 동시에 행동반응이곧 사회적 자극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순환적 과정이
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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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모모모델델델

사회적 인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수많은 사회적 인지 능력과 사회
적 인지의 구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데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
의 경우 더욱 그렇다(Penn,2000).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결손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

았을지라도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인지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부분적으
로 밝혀지고는 있다.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서 인식은 초기의 시각적 자극의 처리
과정(Addington& Addington,1998;Keeetal,1998)과 시각적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Addington& Addington,1998;Bryson,Bell,& Lysaker,1997),그리고 위스
콘신 카드 정열 시험(Wisconsincardsortingtest)으로 측정된 시행 능력(Bryson,
Bell,& Lysaker,1997)에 의해 밝혀진 신경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나아가 사
회적 인지는 신경인지와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기능의 예측 요인이 되기도 하고
(Pinkham,Penn,Perkins,& Lieberman,2003)특히 사회적 인지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정서적 인지의 결손은 증상의 중증도와 단독적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Kohleretal,2000).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서인식은 기본적인 신경적 인지
와 관련이 있으며(Schneideretal,1995;Bryson,Bell,& Lysaker,1997)정서 인식
은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기본적인 신
경 인지능력의 유지는 정확한 정서인식에 필수적이며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능력
의 제한은 오해와 더불어 손상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ueseretal,1996;Penn,Spaulding,Reed,& Sullivan,1996).
Green과 Nuechterlein(1999)은 여러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통합모델(complex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
과 사회적 인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통합모델(complex
model)은 신경인지와 사회적 인지,각종 치료적 중재,사회적 기능의 분화된 하위
구성요소의 관계를 보여준다.여기에서 인지/행동 그리고 보조적 약물요법은 기본
적 신경인지와 사회적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신경인지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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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이에서 사회적 인지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인지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기능과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비록 사회적 인지가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
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Corrigan
& Toomey,1995;Penn, Spaulding,Reed,& Sullivan,1996)이러한 사회적 인지
의 과정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에서의 장애를 정
보처리장애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 하였다(Berenbaum &
Oltmanns,1992;Dworkin,1992).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인지 과정은 사
회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탐색함으로써 적절한 행동반응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련
의 단계를 포함한다(Corriganetal,1992;Liberman,1992;Mcfall,1990;Wallace,
1982).이러한 정보 처리 모델은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다
양한 연구결과들을 개념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한다.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Wallace의(1982)경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3단계 연속적 모델을 제안하

였는데 이는 사회적 인지 기술과 반응기술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것이다.1단계인 받아들이는 기술 혹은 해석(decoding)단계는 사회적 인
지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요구되며 타인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규명하는 것이다.2단계는 지각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
결을 생성하는 처리기술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한다.즉 규명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생성하는 것이다.3단계는 보내는 기술로서 사회적 기
술훈련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행동 반응이다.이것은 연속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기술은 처리기술과 보내는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iberman(1992)은 사회적 정보 처리 모형의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첫 번째 단계에서,사회적 자극이 지각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는 이전
에 획득된 정보와 비교되어 의미 있게 부호화(encoding)된다.부호화는 단서의
존재를 인식하여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부호화된 사회적 단서는 단기 저장소에 보관되며 장기 기억으
로 견고화되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견고화된 정보는 사회적 도식(schem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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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이는 다음의 단서 지각을 위한 주형(template)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사회적 도식은 투입되는 사회적 정보가 경험으로 표현되거나 대인 관계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데,이 도식은 자신,사람,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회
적 기술의 시행이 상황적 단서 처리나 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
에 특히 대인관계 기능 결손을 이해하는 관련요인이 된다.즉,사회적 단서는 도
식(schemata)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으로 경험되는 것이
다.세 번째 단계에서,사회적 단서는 적절한 반응의 위계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
적 기억을 탐색하도록 한다.이 모든 처리 단계는 일직선상의 계열적 구조보다는
피드백이 가능한 순환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또한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처리 영향이 다음 단계에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처리의 관점은 좋은 안면 타당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

인을 조사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Corrigan,1997).정보처리 관점은 사회적 정
보에 대한 지각과 부호화,정보의 도식화,반응을 위한 탐색의 단계를 거치는 일
련의 과정을 포함시켜 사회적 인지를 좀 더 세분화 된 구조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보에 대한 지각과 도식화,혹은 해석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이러한 구성 단계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인지의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사회적 인지의 초기 단계라

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는 단계(Corrigan,Green,& Toomey,1994)
부터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사회적 메시지를 받고,처리하고 보내는 기술 중 정보
를 받는 기술에서 결함이 있게 되면 환경적 단서를 놓치게 되어 그 결과 다음 단계의 다
른 기술도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Wallaceetal,1980).또한 사회적 기술은 상
황적 단서의 인식이나 처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게 됨으로(Forgas,1983)정보
를 받고 해석하는 단계에서의 손상이나 관련 변수들을찾아 냄으로써 다음 단계와의 관
련성을명확히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 모델에 기초하여 이 모델의 초기 단계에 해당

하는 사회적 자극으로부터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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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적 정보 처리 모형
참조:R.P.Liberman(1992).HandbookofPsychiatricrehabilitation.

BBB...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차차차원원원

111...정정정서서서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차차차원원원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정신적 작용으로 타인의 의도와
기분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을 포함하며 사회적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Pinkham,
Penn, Perkins,& Lieberman,2003).사회적 인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자극의
범위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가 좁게는 얼굴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넓게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전반적인 사회적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Mandal,Pandey,&

미분화된미분화된미분화된미분화된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환경환경환경환경 자극자극자극자극

단서단서단서단서 지각지각지각지각

단서의단서의단서의단서의 부호화부호화부호화부호화

반응반응반응반응 선택선택선택선택

행동행동행동행동 반응반응반응반응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정보의정보의정보의정보의 장기저장과장기저장과장기저장과장기저장과
재생재생재생재생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정보의정보의정보의정보의 단기저장과단기저장과단기저장과단기저장과
재생재생재생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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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sad,1998;Morrisonetal,1988;Pinkham etal,2003).사회적자극은사람과연
관되어 있고 정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iske&
Taylor,1991).
정서의 경우 많은 연구들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극 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정

서를 처리하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Charlesworth&
Izard;Ekmanetal,1972)특히 타인의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의 장
애는 사회적 기능,사회적 흥미,위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능력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ennetal,2000).정신분열병 환자는 정
상인과 비교해 표정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능과 상관성이
있었다(Hooker& Park,2002).즉,표정에대한인지기능손상은대인관계의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 되고 있는 것이다(Feinberg,Rifkin,Schaffer,&
Walker,1986).
특히,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전반적인 인지결손이 아닌 특정 정서에 대해 인지

하는 것을 더 어렵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사람
들은 정서들 중에 행복을 가장 쉽게 인지하며 두 번째로 놀람을 쉽게 인지하지만
(Burch,1995;Kline,Smith, & Ellis,1992)공포는 다른 정서들보다 덜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한다(Kirouac& Dore,1983;Mandal,1987).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
들은 행복과 놀람을 인지하는 일반인들과 비교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공포와 슬픔
을 인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이는 반면(Archer,Hay,& Young,1994;Bellack,
Balnchard,& Mueser,1996;Schneider,Gur,Gur,& Shtasel,1995)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분노에 대한 인지율은 다른 정서보다 높다고 한다(Wallbott& Schere,
1998).또한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긍정적 정서인 기쁨을 나타내는 표정을 슬
픔이나 무표정보다 더 잘 인지하는 능력을 보인다고(Silver,Shlomo,Turner,&
Gur, 2002)하는 등 인지와 정서의 상관성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
어 나타난다.이러한 결과들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정서인지의 차별적
손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표정과 같은 정
서 자극만으로는 정서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표정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구체적 정서상태가 아니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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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행복한가,불행한가,그리고 이완되어 있는가 또는 격앙되어 있는가의 대략
적인 측면이라는 것이다.정서의 쾌수준과 각성수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선
행하게 되고 그 영역에서 “분노”“경멸”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에 해당되
는가 하는 판단은 이차적이다.정서는 표정 이외의 상황 맥락이나 관찰대상에 대
한 부가적 정보에 많이 의존한다(Russell,1991)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정서 상태의 기저 구조를 설명하는 쾌/불쾌,각성 수준의

경우 기존의 Ekman(1972)의 기본 정서 범주와는 달리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Osgood,May,& Miron,1975;Russell,Lewicka,& Niit,1989)발달 단계가 다른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Russell& Ridgeway,1983;김영아,김진관,박
수경,오경자,1998)정서 상태와 성격 특질에서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는 준 임상
집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김진관,문혜신,오경자,1998).쾌의 수준은 쾌(긍
정적 정서)에서부터 불쾌(부정적 정서)까지의 연속적인 정서적 반응의 범위를 갖
는다.각성 수준은 “놀람(alarm),흥분(excited)등의 높은 각성상태”에서부터 “졸림
(sleepiness),이완(relaxation)등의 낮은 각성상태"까지의 연속적인 반응범위를 갖는
다(Russell,J.A.,Lewicka,M.,& Niit,T.(1989);Russell,1991;Russell,Weiss,&
Mendelsohn,1989).정서적 각성 수준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는 정서의 강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이다.정서적 각성과 각성을 조절하는 능
력은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 범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Walden,
Harris,& Catron,,2003).각성 개념의 기원을 보면 Wundt's(1924)가 긴장-이완
(tension-relaxation)의 연속성의 차원으로 제안하였다.그 이후에 각성은 생리학적
활성의 차원으로 언급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Duffy,1957)각성의 생리적 지표
는 혈압,심박수,땀,입마름의 증가와 과호흡,진전,무력감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성은 걱정,초조함,긴장감등으로 특징 지워지며 불안과 공포와 같은 몇몇 정서
적 반응의 구성요인이기도 하다(Noteboon,Fleshner,& Enoka,2001).비록 각성차
원이 생리학적 활성과 높은 연관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다고 할지라도 각성은
주관적 느낌에 대한 차원으로 경험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Russell,Weiss,&
Mendelsohn,1989).
Morrison등(1988)은 대인 관계적 상황에서의 정서적 강도는 그 상황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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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의 정신 생리적 각성과 공존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정서적 강도가 큰 대인
관계적 상황에서 더 각성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일반적으로 사회적 단서
인식과 같은 인지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간정
도의 심리생리학적인 각성에서는 이상적이지만,아주 낮거나 높은 극단의 각성상
태에서는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서적 각성수준이나 쾌수준과 같은 특성은 정보를 기억,

판단,주의(attention)하는 인지 능력과 상관성이 있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
면,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판단과정에서 정서적 자극의 영향을 정상인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특히 부정적 정서가 유발 된 상황에서는 정상인보다 그 상황
에 대해 더 자주 부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된다(Hoschel& Irlel,2001).또
한 혐오적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정서를 감지하기 위해 강력한 부
담을 주게 됨으로써 선택적으로 주의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자동적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Bellacketal,1992).정신분열병 환자는 공포나 분노와 같
은 각성 수준이 높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인지의 결손을 보이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각성자극의 노출로부터 저항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위축하려
하고 각성상황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한다.또한 지속되는 회피는 환자들이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Mandal,Pandey,& Prasad,
1998;Walker,Marwit,Emory,1980).이는 선택적으로 정보에 주의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서 부적절한 정보를 걸러내는데 결함이 생겨 정보의 과잉 부담이 나타
나기(Frith,1979)때문으로 볼 수 있다.반대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정신
분열병 환자의 인지적 도식(schema)을 촉진시켜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
고도 있다(Mandal,Pandey,& Prasad,1998).
이렇게 정서와 인지는 중요하게 상호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자극의 정서특성과 관련된 사회적 인지 능력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
다.이에 대한 연구들은 각성수준이 낮은 정서인 행복,슬픔보다 각성수준이 높은
정서인 두려움이나 분노에 대한 인지 능력에서 손상을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하고
(Mandal,1986;Mandal& Palchoudhury,1986)정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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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잉각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erenbaum & Oltmanns,1992;
Kring,Kerr,Smith,& Neal,1993;Kring& Neal,1996).그러나 유병기간,만성화
정도,음성증상,항정신병 약물치료 등으로 인해 과소 각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
시할 수 없으며 이렇게 각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반면,쾌수준의 경우에는 내적체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차원으

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각성수준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내적 변화에 민
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적 정교화된 인지적 능력을 요
구하는 차원으로 쾌-불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작고 다소 유동적이다.특
히 타인의 정서를 표정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각성보다는 쾌-불쾌에 대한
판단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김영아 등,1997);김진관,문혜신,오경자,
1998).따라서 내적 상태가 불안정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정서를 추론하는 과
정에서 사회적 자극의 정서적 각성 수준과 사회적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이 명확하
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Corrigan(1993)의 경우에도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
적 인지 능력을 다른 조건의 각성 상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처리 과정은 기본적인
신경 인지적 기능과 사회기능 사이에서 중요한 중개적 요인이 되며(Keeetal,
2003)정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지 장애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Brenner,1989)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정서적 쾌-불쾌 수준과 각
성 수준은 사회적 인지기능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사회적 인지 기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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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단단단서서서 차차차원원원

최근의연구들은타인의 표정만을 포함시킨 가운데 사회적 인지를 정서 처리 과
정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상황의 맥락 안에서 시각적,청각
적 양식을 포함한 좀 더 다중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자극을 통해 이해하려
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자극을 인지하는데 결함을 보인다고 보

고되어 있는데(Corrigan,Davis-Farmer,&Stolley,1990)시각적인 단일 자극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표정을 인지하는데 결손을 보이고(Borod& Koff,1990;Dougherty,
Bartlett,&Izard,1974;Feinbergetal,1986;Muzekari&Bettes,1984;Toomeyetal,
1997)청각적 단일 자극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목소리 톤에 대한 인지의 결손을 보인
다고 한다(Borod&Koff,1990;Toomeyetal,1997).무엇보다도 맥락안에서의 단서에
낮은 민감도를 갖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ice,
1983;Morrison& Bellack,1981;Kagan,1984;Trower,1980).표정과 목소리 톤에
대한 해석을 어려워하는 환자들의 경우 타인의 관점으로부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의 결손을 보인다.나아가 기본적 수준에서 단순히 비언어
적인 정서지각만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보다 더욱 정교한 수준으로 대화에서의
추론을 이해하는 능력의 결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와,믿음,의도와 같
은 추상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Mcdonald,Flanagan,Rollins,&Kinch,
2003).충격적뇌상해를입은 환자의 경우적절한언어적능력에도불구하고힌트,냉소
적인 교류,거짓말 등에서 전해지는 대화에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낮은
사회적기술을보인다(Mcdonald,1992;Dennisetal,2001;Mcdonald,2000).이는말의
간접적인 의미가 언어 그 자체의 뜻대로는 불충분하거나 진실과 모순되는 메시지로 전
달되어지곤 하기 때문이다.그러한 말의 진짜 의미는 오로지 맥락 안에서 그 말이 위치
하는 관련된 사회적 단서를 확인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된다.이러한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말하는 사람의 품행과 듣는 사람의 반응,상황에 대한 진실 된 수준
에 대한 이전의 지식이나 풍습,문화에 대한 지식 같은 다른 상황적 정보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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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론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인지의수많은 결정적인 구성 요소들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화에서의 추론능력은 사회적 인지의 보다 높은 수준의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추론이 요구되는 단서들
을 개인이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른 사회적 단서의 구성
요소들을잘 통합할 수있는지를관찰할수 있게한다(Mcdonald,Flanagan,Rollins,&
Kinch,2003).
사회적 단서의 수준에 따라 추론이 더 요구되거나 덜 요구될 수 있는데 대인관

계에서의 사회적 단서의 인지능력은 단서의 추상성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
다(Corrigan& Green,1993).사회적 상황은 대인 관계적 도식이라 불리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의 수준에 의해 지각되거나 이해되어진다(Argyle,1986).
그리고 무수한 사회적 단서들은 이러한 도식에 의해 부호화 되며 사회적 단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식은 추상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Argyle,Shimoda,& Little,
1978;Argyle,Henderson,Bond,& Iizuka,1986).도식은 추상성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구성한다.
사회적 단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도식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초기 연구들

은 행동,규칙,목표,역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Argyle,Furnham,& Graham,
1981;Argyle,1986).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행위적 특성(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으로 많은 행동들은 상황적으로 정의되는 특성이
나 역할에 의해 끊임없이 취해지게 된다.규칙은 미묘한 대인 관계적 관습을 포함
하는 상황을 지배하게 되며 목표는 행위자가 상황에 가담하거나 개입하는 목적이
나(Leonhard& Corrigan,2001)행위자가 상황 속에서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낸다(Corrigan,1997).일반인들에게 사회적 상황에서의 규칙이나 목표는 대인
관계적 상황을 설명하는 행동보다 직접적으로 관찰이 잘 되지 않으며 추론이 더
요구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gan& Nelson,1998).대화는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를 나타내며,정서는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경험하
는 감정이다(Leonhard& Corrigan,2001).행동과 대화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묘
사가 가능한 반면 표정과 목표는 구체적인 단서로부터의 추론이 요구된다
(Corriga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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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단서는 단서를 구체화하는 과정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들이 요구되
어지고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Nuechterlein & Dawson,1984).
즉,추상적 단서의 지각은 구체적 단서지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리 능력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Corriganetal,1989).정신분열병의 경우 추론이 요구되는 추상적
인 단서에서의 지각의 결손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구체적 단서를
더 잘 구별한다(Argyle,1986).정신분열병 환자는 추상적 단서에 덜 민감하고 추
상적 사고를 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인 관계적 상황에서 규칙이
나 목표와 같은 추상적 구성요인보다 실제 행동이나 역할로 보이는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더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gan& Green,1993).대인관계를
보여주는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었을 때도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말과 같은 구체
적 단서보다 그들의 목적이나 의도 같은 추상적 단서를 구별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였다.또한 정서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추상적 인
식을 더 잘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표와 같은 추상적 특징을 서술하는데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Corrigan,Busican,& Toomey,199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각되는 사회적 현상들은 언어적 메시지 같은 언어적 자극

에서부터 억양과 같은 준언어적 자극,표정이나 응시,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적용 될 필요가 있다(Archer&Akert,1977;Boice,1983;
Edinger& Patterson,1983;Morrison& Bellack,1981).특히 언어적,비언어적 자
극들을 지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의미 있는 단서로 받아들여 맥락 안에서 추
론하는 능력은 사회적 인지의 고차원적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추론능력은 사
회적 단서의추상성수준에따라달라질수 있다.이는바꿔말해 추론이더 요구되는상
황일수록 대상자들이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추상성 수준의 연속선상
에서 사회적 단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식의 구성요인들은 구체적 단서인 행동,
대화와 추상적 단서인 의도,정서로 대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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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의의의 측측측정정정

사회적 인지 연구는 측정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실제
사회적 상황과 유사한 비디오 장면을 이용한 연구들과(Corrigan& Green,1993;
Crameretal,1992)사진과 같은 움직임이 없는 단일 경로의 시각적 정서자극을
이용한 연구들이(Schnider,Gur,Gur, & Shtasel,1995;Kohleretal,1999)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인지를 측정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들은 타

인의 표정이라는 정서적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사회적 자극의 지각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시각이라는 감각적 체계
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지각은 인지를 발전시키게 되며 인지는 다양한 조직화 수준에
서 자동적이고 계획적인 반응을 지시하는데 특히 시각적인 움직임이 있는 자극은 그 의
도를 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Scholl&Tremoulet,2000).정서 인지에 대
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는 그림,사진,만화,슬라이드,비디오 등이 포함
되어진다.그런데 이러한 연구마다 도구와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정서의 범
주나 단서의 제시 시간,응답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제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
어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따라서 각각의 다른 결과들만을 가지
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Mandal,Pandey,& Prasad,1998;
Edwards,Jackson,& Pattison,2002).대표적으로 이러한 연구 방법의 차이는 정
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정서의 범주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거나,특정 정서에 대해서만 인지 능력이 손상
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는 등의 논란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Mandal,Pandey,& Prasad,1998;Morrison,Bellack,& Bashore,1988).
Ekman과 Friesen(1976)이 제시한 정서의 범주는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타당성 검정이 비교적 잘 되어있다.이 정서의 범주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명백한 근거로서 기쁨,분노,혐오,슬픔,공포,
놀람의 6가지 기본 정서와 무표정이라는 중립적 정서였다(Edwards,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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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ison,2002;Kohler& Brennan,2004).그러나 공포와 놀람,혐오와 분노,중립
적 표정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 간의 모호성으로 인해 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Ekman,1972)내용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문화적으로 정서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범주를 토대로 한 도구들은 주로 서양인의 얼굴 표정을 담은
사진으로 정서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예를 들면,흑백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르며 일부 제한적인
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어 사진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연령이나 민족적 특성,취
하고 있는 포즈와 드러나지 않은 감정 등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ㅇ다(Kohler
& Brennan,2004).최근 문화간 정서 인지에 대한 97편의 연구들을 조사한 메타분
석에 의하면 대상자들은 친숙한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과 같은 민족 집단의 사람
의 표정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fenbein& Ambady,2002).
이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정서 강도에 대한 인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Ekman,1992)같은 인종 혹은 다른 인종간의 표정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있다는
(Elfenbein& Ambady,2002)보고들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또한 보편적인
정서가 다른 문화와 인종에 걸쳐 인지되어 진다고는 하지만 수치심,죄책감,거만
함,존경,경박함과 같은 사회적 정서는 특수한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독특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Kohler& Brennan,2004)볼 때 몇몇 제한된 정서범주와 문화적 특
성을 무시한 사회적 인지 능력의 평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뚜렷한 정서적 표현을 인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미묘한 정서를 변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여지며(Mueser
etal,1993)시각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사회적 인지 능력의 결손
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정 지각에 대한 전반적 결손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수 있다(Museretal,1997).
Ekman과 Friesen(1976)그리고 Izard(1971)의 정서 범주를 토대로 하여 정서인

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 Kerr과 Neal(1993)의 TheFace
EmotionIdentificationTask와 FaceEmotionDiscriminationtask(FEIT,FEDT)와
Bellack등(1996)의 VideotapeAffectPerceptionTest(VAP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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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T는 기쁨,슬픔,분노,공포,놀람,부끄러움의 6가지 기본정서와 중립적 정
서를 표현하는 19가지의 표정을 담은 흑백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사진은
대상자에게 비디오로 15초 동안 제시되는데 대상자는 이를 보고 동일한 정서를
답안지에 적혀 있는 6가지 정서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FEDT는 두 개의
짝으로 구성된 표정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같은지 다른지를 대상자에게 기술하
도록 하는 것이다.Kerr과 Neal(1993)은 그들의 실험에서 정상인 집단과 비교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정서인지의 장애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시각적인 단일경
로만을 이용하여 여전히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단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Bellack등(1996)의 VAPT도구는 쾌/불쾌,중립적 정서가 나타나는 30가지의

영화장면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Eckman(1976)의 정서 범주를 통한 측정의 한계
에서 벗어나 정서의 두 가지 차원인 쾌/불쾌 차원과 각성차원 측면을 포함하여
측정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는 각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낸 정서를 6가지
정서 범주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서의 쾌/불쾌 차원과 각성차원
을 각각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정서적 인지 측정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주로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단서를 제시하는 방식은 타인의

표정에 대한 인지나(Morrison,Bellack,& Mueser,1988)비언어적 자극에 대한 인
지(Monti& Fingaret,1987)와 같은 실험실 기반의 연구방법으로서 실제적인 사회
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실제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인지는
얼굴 표정을 통해 정서를 인지하고 구별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맥락이 고려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실제 사회적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단서 인지 측정 도구로 Corrigan과 Green(1993)의

TheSocialCueRecognitionTest(SCRT)는 실제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SCRT는 상황적 단서를 인지하는 능력을 조사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측정이 가능하고 이론적인 정교함과 잠재적인 실용성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Silverstein,1997).SCRT는 두 명 이상의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8가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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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구성된 비디오 장면으로 대상자가 각 장면을 보고 난 후 장면에 대한 진
술문들에 대해 맞음-틀림의 36문항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각 장면은 1분 정도의
길이이며 단서는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로 크게 범주화 되어 있다.이 두 단
서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관찰이 가능한 대화나 행동과 같은 단서와 좀 더 추론
이 요구되는 정서나 목표라는 추상성 높은 단서라는 연속선에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장면들은 정서의 각성 수준에 따라 저각성의 4장면과 중간정도의 각성
4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Corrigan(1997)은 사회적 인지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각성정도가 매우 높은 상

태에서는 사회적 단서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극단적인
분노나 공포와 같은 혐오적 상황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실생활에서의 환자의 사회
적 단서지각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Corrigan 과
Green(1993)의 도구에서는 정서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의 4장면과 중간정도의 각성
수준인 4장면이 포함되어져 있다.반면에 높은 각성 수준의 장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또한 낮은 각성 수준의 장면에는 긍정적 정서의 차원만 포함하고 있으며 중
간정도 각성 수준의 장면에는 부정적 정서의 차원만 포함하고 있는 등 정서적 특
성에 따른 도구의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SCRT가 충분한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국내의 문화적 상
호작용에 근거한 도구가 아니라는 제한성으로 인해 국내 대상자에게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국

외의 도구들은 대부분 표준화 되지 않았거나 몇몇 표준화 된 도구의 경우라도 정
서 인지라는 일부 요인에만 한정되어 있어 포괄적인 사회적 인지 측정이 어렵다.
그나마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의 경우에도 국내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으며 도구의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따라서 사회적 인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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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인지의 특성과 구성차원을 규명하였
고 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적 자극은 인지기능과 중요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정서적 특성의 차원을 포함한다.정서적 특성의 차원은 각각 쾌-불쾌,높
은 각성-낮은 각성이라는 연속적인 범주인 쾌수준,각성수준의 요인을 포함한다.
또 다른 사회적 자극의 구성 차원은 사회적 단서의 차원이다.이 사회적 단서들은
전체 사회적 자극속에서 의미 있게 추론되어 지며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
지 능력은 사회적 단서에 대한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단서는 추상
성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추상적 단서와 추상성이 낮은 구체적
단서로 분류되어진다.추상적 단서는 의도,정서를 포함하고 구체적 단서는 대화,
행동단서를 포함한다.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을 목적으로 사회적 인지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구성 요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사회적 인지란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간을 둔 사회적 단서인 타인의 행동,대
화,의도,정서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도구의 구성차원에 따른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첫째,정서적 특성의 차원은 쾌수준과 각성수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쾌수준은 ‘긍정적 정서에서부터 부정적 정서까지의 연속적인 정서적 반응의 범

위’이다.
각성수준은 ‘개인이 인식하는 정서의 강도로서 “흥분 혹은 긴장한 상태”에서부

터 “졸림 혹은 나른한 상태"까지의 연속적인 반응의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본 연구자에 의해 쾌수준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각성수준은 높은 각성과 중간 각성으로 분류된 정서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둘째,사회적 단서의 차원은 행동,대화로 구성된 구체적 단서 요인과 정서,의

도로 구성된 추상적 단서 요인을 포함한다.
행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행위적 특성’이다.
의도는 ‘행위자가 상황에 가담하거나 개입하는 목적이며 혹은 상황 속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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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대화는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마주 대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정서는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인지의 도구의 개념적 기틀과 구성요인은 <그림 2>와 같다.

사회적 인지 측정을 위한 개념적 기틀 <그림 2>

해석하고해석하고해석하고해석하고 추론추론추론추론

쾌 불쾌

구체적구체적구체적구체적 단서단서단서단서
: : : : 행동행동행동행동, , , , 대화대화대화대화

추상적추상적추상적추상적 단서단서단서단서
: : : : 의도의도의도의도, , , , 정서정서정서정서

저각성

고각성

반응반응반응반응 선택선택선택선택

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 행동행동행동행동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자극자극자극자극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단서단서단서단서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 특성특성특성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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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BBB...도도도구구구개개개발발발 진진진행행행과과과정정정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로써 구
체적인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11...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의의의 규규규명명명 단단단계계계

도구에 포함될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
인지에 대한 문헌,사회적 인지 개념을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용하여 연구한 국
내외 문헌 약 120여 편을 각종 학회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정신
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설명하는 사회적 정보 처리 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인지를 본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
를 하였다.기존 도구는 Corrigan과 Green(1993)의 TheSocialCueRecognition
Test의 개발과정과 그 내용을 참고하였다.

222...예예예비비비도도도구구구 구구구성성성 단단단계계계

도구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문헌고찰을 통해 규명된 사회적 인지의 구성 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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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에 근거하였다.

(((111)))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예예예비비비도도도구구구 작작작성성성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을 잘 나타내는 장면을 선정하였
다.사회적 상황 안에서 사회적 단서 차원의 구성개념인 대화,행동,의도,정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서적 특성 차원의 구성 요인에 따라 쾌-불쾌 수준,낮은 각성,
중간각성,높은 각성 수준의 장면을 편중되지 않도록 비슷한 수로 선정하였다.
고찰한 국내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선정된 장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각 장면의 지속시간은 감정이 분명히 드러나고 상황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되,너무 짧으면 상황 파악이 어렵고 너무 길면 주의력 유지 및
자극의 복잡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장면의 제시 시간은 1-2분으로 제
한하여(고혜정,2000;조현상 등,1996;Corrigan& Green,1993)선정하였다.
둘째,환자의 장애를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등장인물의 얼

굴 전체를 볼 수 있으며 표정이나 행동 단서를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Mandal&
Palchoudhury,1989)선정하였다.실제 상황보다 과장되거나 과소하게 연출된 장
면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또한 시각적으로 매
우 복잡하고 어지러운 배경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화 이외의 다른 뚜렷한 청각적
자극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대화,표정 등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장면도 제외하였다.
사회적 인지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황장면을 기술한 진술문을 작성

하였다.진술문은 각 사회적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단서인 대화,행동,의
도,정서를 진술한 문장으로 옳게 진술한 문장과 장면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문
장을 비슷한 수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각 장면에 대한 진술문들에 대해 응답자들로 하여

금 옳게 진술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진술문에는 O,다르게 진술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진술문에는 X로 응답하도록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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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도도도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최최최종종종 도도도구구구의의의 문문문항항항 선선선정정정

사전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인지 측정을 위한 예비도구를 작성한 후
최종적인 도구의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판정집단을 통해서 내용타당도를 검정
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이혜경 등,1997)일련의 질문이 적절한 수준의 내용타당도를 갖
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질문에 개념을 적절히 제시하는 질문을 하
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Lynn(1986)이 내용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수가 3명이상 10명 이하가 바

람직하다고 제시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구성은 간호학과 교수 4
명,정신간호학 전공의 간호학 박사 1명,정신간호학 전공 석사 과정 이상이며 정
신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선정된 전문가 집단에게 사회적 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장면들과 장면에 대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장면에 대한 사회적 단서의 차원에 따라 진술문에 대한 내용 및 구성이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는 데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하게 하는 것으로 검정하였다.4점 척
도(1-4)로 평정하도록 하여 ‘매우 타당하다’를 4점,‘타당하다’를 3점,‘타당하지 않
다’를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3점 이상의 점수를 80% 이상의
전문가가 합의한 진술문만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도구 구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상의 단계를 걸쳐 판정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으로 선택된 문항만을 최종 도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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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단단단계계계

(((111)))문문문항항항의의의 표표표준준준화화화

개발된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 2명,정신과 간호사 1명에게 장
면의 내용과 문항의 이해수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을 대상자가 이
해하기 쉽게 수정,보완하였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도구는 다시 일반인을 대상으
로 난이도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Chapman과 Chapman(1973)에 의하면 각
장면에 따라 변별력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신분열병 환자 집단이 어떤 두 장면
중 한 장면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통
계적인 인위성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변별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즉,어떤 둘 이상의 다른 자극을 이용한 측정에서 보이는 환자의 수행 차이
의 정도가 실제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두 자극의 변별력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
의 평균 난이도와 신뢰도를 유사하게 하여 문항을 선택하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특성 차원인 쾌수준,각성 수준과
사회적 단서 차원인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에 따라 인지기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도구를 표준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로 일반인에게 장면의 정서적 쾌수준과 각성 수준에 따라 정도를

7점 척도(0-6)로 평정하게 하였다.쾌수준은 장면이 매우 긍정적이다(6점),대체로
긍정적이다(5점),약간 긍정적이다(4점),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중립적이
다)(3점),약간 부정적이다(2점)대체로 부정적이다(1점),아주 부정적이다(0점)로 답
하게 하였다.정서의 쾌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장면은 평균점수가 7-4점인 장면만
선정하고,중립적 장면은 평균 점수가 4점,부정적인 장면은 평균점수가 3-0점인
장면만 선정하였다.또한 정서의 각성 수준은 각성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역시 7
점 척도(0-6)로 평정하게 하였으며 평정 결과에 따라 높은 각성(7-4점),중간 각성
(3점),낮은 각성(2-0점)의 장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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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장면에 대한 진술문을 가지고 일반인 7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
였다.이때 일반인의 경우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의해 사회적 인지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고혜정,2000;Corrigan& Green,1993)정상인의 연령과 교육수
준이 다양한 중,고등학생 20명,대학생 30명,일반인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장면의 진술문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로부터 각각의 장면의 문항 평균 난이도,표준편차가 유사하도록 하
여 이상적인 문항 평균 난이도인 약 85%에(Thorndike& Hagen,1977)가까운 장
면을 선정하였다.

(((222)))예예예비비비도도도구구구의의의 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예비도구의 사전조사를 위해서 정신분열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
접 실시하였다.조사는 최소 50분,최대 1시간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33)))문문문항항항분분분석석석

예비도구의 문항간 신뢰계수를 확인하고 전체 문항수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신
분열병 환자 206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문항분석을 하였다.
문항분석은 문항간 신뢰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444)))비비비모모모수수수 지지지수수수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점점점수수수 분분분석석석

사회적 인지 점수의 계산은 신호탐지 이론에 근거한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였는
데 이는 대상자들의 반응편향을 분리해 줌으로써 시각적 자극에 대한 대상자의
실제 기억의 명확성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
는 방법이다(Banks,1970;Corrigan& Green,1993;Green& Swets,1966).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능력 평가의 경우 반응편향에 의한 우연적 수행의 가능

성과 개인의 특정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문제시되며 이는 신호탐지이론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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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비모수 지수계산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O,X응답 절차에서
사람들은 ‘아니오’ 보다는 ‘예’라고 반응하려는 일반적 경향성을 보이는데
(Wells,1961)교정된 반응 지수인 민감성 지수를 사용하여 강제-선택 절차에서의
정답비율과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Green& Swets,1966)대상자의 정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제시된 자극을 보고나서 실제 제시된 자극과(표적자극),제시되지

않은 가상적 자극(분산자극)을 판단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장면을 보고 장면에
대해 옳게 진술된 질문(표적자극)과 틀리게 진술된 질문(분산자극)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하였다.대상자들의 반응은 옳은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예’라고 응답한 경우
(hit:적중),‘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Miss:실수),실제 제시되지 않은 틀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False Alarm:헛경보),‘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Correctnegative:정확한 부정)의 4가지 유형의 응답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중 적중률과 헛경보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동기적 변화와 공변한다는

신호탐지 이론의 기본 가정에 의해(Banks,1970)적중(Hit)과 헛경보(FalseAlarm)
에 대한 비율을 통해 대상자의 반응을 추정할 수 있다.만약 대상자가 모든 질문
에 대해 ‘예’라고 응답했다면,그 결과 적중률은 100%가 되지만,헛경보율도 100%
가 된다.따라서 대상자가 어떤 편향에 의해 ‘예’응답 경향성이 높을수록 적중률
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반응편향을 알려주는 헛경보율도 증가한다.
적중률,헛경보율,민감성 지수 계산법은 <부록 5>참고

444...신신신뢰뢰뢰도도도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 단단단계계계

(((111)))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가.2개 지역(대전,충남)에 소재하는 정신보건센타 2곳,사회복귀시설 3곳,의
료원 2곳에 등록한 정신분열병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들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206명의 대상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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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과 전문의에게 DSM-Ⅳ 진단기준에 의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환자
2)약물 중독,주정,마약 등의 남용 혹은 의존이 없는 환자
3)외상성 뇌손상,기질성 뇌손상,심한 심인성 장애등이 없는 환자
4)정신지체의 소견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청각적 장애가 없
어 지시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 환자

4)집단의 응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성격의 문제가 없는 환자
5)심한 환청,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1시간 이상 집중이 가능한 환자

나.도구의 표준화를 위해 76명의 일반인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고 연령,교육수준이 다양하
게 포함하였다.

(((222)))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정정정

신뢰도는 반복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거나,자료를 수집하는 전혀 다른 방
법에서 측정에 대한 안정성(stability)과 동등성(equivalence또는 reproducibility)과
관련된다.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조사-재조사 신
뢰도,내적 일관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33)))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

가가가...구구구성성성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

구성 타당도 검정은 구성이라고 하는 특성이나 속성을 어떤 검사에 의해 명확
히 정의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서 검정하는 방법에는 상관계수 측정,집단
비교법,요인분석,다속성 다방법이 있다.구성 타당도 검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적 방법은 요인 분석(성태제,2001)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O,X로 응답하는 이분문항이며 이는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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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의 조건에 적절하지 않은 관계로 상관계수 측정을 이용하여 구성타당도
를 검정하였다.이는 도구의 각 구성요인들에 의해 얻어진 점수와 도구의 총점과
의 상관계수에 의해 타당도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나나나...준준준거거거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

준거 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외적 준거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검사
가 준거 행동의 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잘 예언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나타내
는 것이다.이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예측 타당도 검
정을 위해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외적 준거를 측정함으로써만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선 예측 타당도는 검정하지 않았다.동시타당도의 경우 정신분열병 환자
의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는 타당성이 입증된 다른 도구를 동시에 같은 대상에게
적용하여 상관성을 검정해야 하나 국외의 도구는 문화적 이질성이나 언어의 차이
로 인해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지연구는 초기 단
계로써 적용할 만한 타당도,신뢰도가 보장된 도구가 없다.따라서 이미 선행연구
에서 사회적 인지와의 관계가 검정된 개념을 선택하여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인지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간간간호호호관관관찰찰찰척척척도도도 (((NNNuuurrrssseee'''sss OOObbbssseeerrrvvvaaatttiiiooonnn SSScccaaallleee fffooorrr IIInnnpppaaatttiiieeennnttt 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
NNNOOOSSSIIIEEE---333000)))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가 문제행동,사회적 능력과 상
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Hooker& Park,2002;Mueseretal,1996;Pennetal,
1996;Pooleetal,2000;Hoschel,etal,2001)에 근거하여 행동관찰 척도를 사회적
인지의 준거 도구로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Honigfeld(1966)가 장기 입원 환자들의
행동상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개발당시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630명을 대상으로 평가 하였으며 신뢰도외 타당도가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로 검
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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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안혜리(2002)가 이를 번역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신뢰
도,타당도 검정을 실시 하였고 대상자의 90%가 정신분열병 환자로 포함되어 있
었다.이 도구는 총 30개 항목으로 3개의 긍정적 요소(사회적 능력,사회적 관심,
개인위생),4개의 부정적 요소(자극 민감성,정신증적 증상,지연성,우울)로 구성
되어 있으며 발생빈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서 ‘항상 있다’까지 5점 평정 척도(0-4)
이다.간호사가 동일한 환자를 최근 3일 동안 관찰한 후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평
가한다.본 연구에서는 안혜리(2002)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행동상의 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도구 개발 당시 평균 집단간 신뢰도는 .74
였으며 안혜리(2002)가 번역하여 사용할 당시의 신뢰도는 .77이었다.본 연구에서
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문항을 삭제한 26문항만을 이용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
증하였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부록 1).

(((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조조조사사사 질질질문문문지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 결과 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특성인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
성하여 개발하였다.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인 나이,발병나
이,성별,이환기간,입원횟수,결혼상태,학력수준,치료형태를 포함 하였다.일반
적 특성은 자가보고 형식의 질문지와 의무 기록지,간호사의 의견을 참고 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과과과 절절절차차차

가가가...대대대상상상자자자 조조조사사사

대전,충남 소재 정신보건센타,의료원,정신과 낮병원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협
조를 구한 후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 전수를 조사하였다.해당 기관을 연구자
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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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측정 환경을 조성하였다.
각 병원에 비치된 TV를 이용하거나 Beam project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장면

을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다.이때 소리의 크기는 대상자들과 본 연구자가 합의하
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맞추었다.각 기관의 치료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화면을 보는 동안 방해 요인을 차단하거나 대상자들을 조용한 장소로 이
동시켜 주의 집중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였으며 총 223부가 수집되

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어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질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
가 분석되었다.조사-재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의료원에 방문하여 입원중인 정신분
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변화가 거의 없다
고 판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2주 후 재조사를 시행하였다.조사-재조사 분석
을 위해 질문지 총 88부가 사용되었다.

나나나...사사사회회회적적적 상상상황황황 장장장면면면 수수수집집집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만들어진 국내 TV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2004
년 12월 6일부터 2005년 1월 28일 까지 약 90여 편을 고찰 하였으며 Adobe
Premiere6.0,TMPGEnc,VirtualDubModprogram을 이용하여 편집하였다.

(((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정을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항의 난이도는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CVI(ContentValidityIndex)로 산출하였다.
3.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Pearson상관계수와 Cronbach'sα를 구하였다.
4.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정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 35 -

IIIVVV...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AAA...예예예비비비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초초초기기기문문문항항항 구구구성성성

앞에서 규명한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도구의 장면과 초기 문항을 작성하였다.
사회적 상황과 구성요인이 잘 드러나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21장면을 연구자
가 선정하였다.각각의 장면으로부터 사회적 단서 차원의 구성개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12문항씩 총 252문항을 작성하였다.문항은 O,X로 답하는 이분문항
이며 정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비슷한 수로 작성하였다.

222...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전문가 6인을 통해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한 결과에 따라 초기에 선정
한 21장면 중 대상자에게 필요이상의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면 1,내용
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면 2,3을 제외시켰다
<부록 2>.또한 초기 개발된 252문항 중 명확성이 떨어지고 정답이 모호하다고 판
단된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총 18장면,214문항을 선정하였다.

333...예예예비비비도도도구구구의의의 표표표준준준화화화

우선 예비도구의 이해도와 형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신분열
병 환자 3명,정신과 간호사 1명과 함께 장면의 내용과 배열이 적절한지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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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항의 표현,단어와 문장을 정신분열병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한 후에 재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도구를 보완하였다.이렇게 수정하고
보완되어진 총 18장면,214문항을 가지고 일반인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장면의 정서적 쾌수준과 각성수준을 각각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그 결
과 높은 각성 장면,중간각성 장면,낮은 각성 장면으로 나뉘었으며 긍정적인 장
면,중립적인 장면,부정적인 장면으로 나뉘었다.이렇게 나뉘어진 장면들 중 장면
의 평균 문항 난이도와 표준편차가 유사한 장면들만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2장면,144문항이 선정되고 장면 4,5,6,7,8,9의 6장면이 삭제되었다<부록 3>.
각 장면의 평균 문항 난이도는 장면별로 문항 각각의 난이도 값을 산출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다.본 연구에서 전체 장면의 평균 문항 난이도는 약 89%였으며
이 수치는 이상적인 평균 항목 난이도인 약 85%(Thorndike& Hagen,1977)와 비
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Cangelosi(1990)의 문항 난이도에 따른 평가기
준에 의하면 .75이상은 쉬운 문항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 난이도
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매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전체 문항별 난이도는 최
소 70에서부터 최대 100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전체 장면별 평균 난이도는 최소
87에서부터 최대 91의 범위를 나타냈다.<표 1>

<표 1>각 장면의 난이도 평균과 표준편차
(N=76)

장면 난이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장면A 91.29 100 80 7.136
장면B 88.54 100 72.3 8.201
장면C 91.17 100 76.9 7.653
장면D 88.09 100 70.4 8.326
장면E 88.47 100 72.3 8.015
장면F 88.03 100 70.2 8.542
장면G 90.24 100 70.8 8.795
장면H 87.34 98.5 75.4 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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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각 장면의 정서적 쾌수준과 각성 수준을 7점 척도로 평정하여 그 평균을 산출
하였다.그 결과 쾌수준에 따라 장면별로 최대 6.37에서부터 최소 1.9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각성수준에 따라 장면별로 최대 5.84에서부터 최소 3.72의 범위를 나
타내 쾌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면별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쾌수준과 각성 수준에 따라 장면을 분류하였다.쾌장면의 경

우 높은 각성 2장면,중간각성 3장면으로 총 5장면이 분류되었으며 불쾌 장면의
경우는 높은 각성 4장면,중간각성 1장면으로 총 5장면이 분류되었다.쾌장면과
불쾌장면 모두에서 낮은 각성 장면은 분류되어지지 않았다.중립적 장면의 경우
중간각성 장면만 2장면이 분류되었다.<표 2>

<표 2>장면의 쾌수준과 각성 수준의 평균값에 따른 분류
(N=76)

장면 난이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장면10 86.72 100 73.8 8.843
장면11 91.15 100 83.5 6.438
장면12 87.39 100 70 8.986
장면13 87.69 100 71.3 9.447

전체 문항 88.84 100 70 8.332

장면 분류 장면 쾌수준
평균값

각성수준
평균값쾌분류 각성분류

긍정적 장면 높은 각성 장면G 6.13 5.18
장면H 5.17 5.04

중간 각성 장면A 6.37 4.00
장면C 5.58 3.74
장면E 6.0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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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BBB...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예비도구 작성단계를 거쳐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 30명을 대
상으로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도구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α 값은 .904로 나타났다.
사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사전조사 대상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N=30)

특성 구분 빈도(%)
나이 20대 7(23.3%)

30대 9(30%)
40대 10(33.3%)
50대 이상 4(13.3%)

성별 남 18(60%)
여 12(40%)

장면 분류 장면 쾌수준
평균값

각성수준
평균값쾌분류 각성분류

부정적 장면 높은 각성 장면10 2.15 5.40
장면B 2.78 5.24
장면F 2.89 5.21
장면11 2.14 5.84

중간각성 장면12 1.95 4.68

중립적 장면 중간각성 장면13 3.94 3.72
장면D 4.00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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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CCC...도도도구구구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타타타당당당도도도 평평평가가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항분석의 결과,조사-재조사 신뢰도,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신뢰도,타당도 검정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한 구성타당도,준거 타당도 결
과를 제시하였다.

111...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4>와 같으며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39세이며 성별은 남자가 134명(69.4%),여자가 57명(29.5%)으로 남

자가 많았다.결혼상태는 미혼이 134명(6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나 이혼이
32(16.5%),기혼이 19명(9.8%)이었다.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90명
(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14명(7.2%)으로 가장 적었다.
발병나이는 평균 26세이며 10대가 33명(17%),20대가 75명(38.9%)으로 10대에

서 20대 사이가 55.9%로 가장 많았다.병에 이환되어 지낸 기간은 평균 11년이며
5년-10년 미만은 45명(23.3%),10년 이상은 104명(53.9%)으로써 5년 이상인 대상
자가 77.2%로 대부분이 만성 환자로 나타났다.입원횟수는 평균 4회이며 1회에서
15회의 범위를 갖고 있었다.치료 형태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가 120명(56%),

특성 구분 빈도(%)

학력 수준 초등학교 3(10%)
중학교 7(23.3%)
고등학교 15(50%)
대학교 이상 5(16.67%)

질환에 이환된 기간 3년 이하 5(16.67%)
4-5년 2(6.67%)
6-10년 7(23.3%)
11년 이상 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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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타나 사회복귀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73명(34%)이었다.

<표 4>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93)

특성 구분 빈도(%)

나이 20대 32(15%)

30대 88(42%)

40대 70(33%)

50대 이상 22(10%)

성별 남 134(69.4%)

여 57(29.5%)

결혼상태 미혼 134(69.4%)

기혼 19(9.8%)

별거나 이혼 32(16.5%)

학력 수준 초등학교 14(7.2%)

중학교 38(19.7%)

고등학교 90(46.8%)

대학교 이상 42(21.8%)

발병나이 10대 33(17%)

20대 75(38.9%)

30대 36(18.7%)

40대 이상 49(25.4%)

질환에 이환된 기간 3년 이하 30(15.5%)

4년-5년 14(7.3%)

6년-10년 45(23.3%)

11년 이상 104(53.9%)

입원횟수 1회 43(22.3%)

2-4회 76(39.4%)

5-10회 41(21.2%)

10회 이상 33(17.1%)

치료형태 폐쇄병동 입원 120(56%)

정신보건센타 및 73(34%)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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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항항항분분분석석석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시킴으로써 정련된 문항만을 남기기 위해 먼저 문항간 상
관계수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음으로 문항의 난이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111)))문문문항항항간간간 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문항분석은 문항간의 상관계수(correcteditem tototalcorrelationcoefficient)를
측정하여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전체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 하
고 전체 문항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본 연구에서 문항간 상
관계수는 -.059부터 .448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문항간 상관계수가 .3미만의 경우 해당 문항은 척도 영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

은 것으로 평가되어(이은옥 외,1998)보통은 삭제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3미만인 문항을 삭제하되 상관계수에 영향을 주는 문항의 난이도
와 대상자의 반응편중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삭제하였다.
1차로 문항간 상관계수가 .1미만인 문항을 삭제하였고 2차로 다시 .1미만인

문항을 삭제하였다.그 결과 장면별로 삭제된 문항이 5개 이상이 되어 다른 장면
들과 동등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면으로서 부정적 장면인 10,11,12번
장면,중립적 장면인 13번 장면 전체를 삭제시켰다<부록 4>.
4장면 전체를 삭제할 경우 문항간 상관계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처음부

터 남은 8장면으로만 문항간 상관계수를 조사하여 1차로 상관계수가 .1미만인 7
문항을 삭제하였다.그리고 남은 문항만으로 다시 2차로 .1미만인 9문항을 삭제
하였다.그 결과 문항간 상관계수는 최소 .158에서 최고 .511까지의 분포로 처음보
다 조금 높아졌다.2차까지 삭제된 문항은 모두 64문항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80문항 중 상관계수가 .3미만인 문항이 총 14문항이 남아 있었으나 도구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문항 삭제는 하지 않았다.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
서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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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삭제 전 전체 Cronbach'sα 값은 .897이였으며 삭제 후 전체 α 값
은 .887로 큰 차이가 없었다.즉,문항수가 144문항에서 80문항으로 많이 줄었음에
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89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으로 볼 때 문항의 내적 일관성에의 기여도가 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난난난이이이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는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정답률이라고 칭한다.이는 총 대상자들 중에서 답을 맞힌 대상자의 비율을 말한
다.
8장면에 대한 전체 문항의 평균 난이도의 경우 72%였으며 문항별로는 최대

99%에서 최소 38%의 범위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 최대 100%에서 70%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5>

<표 5>대상자의 전체 문항 평균 난이도 분석

최종적으로 남은 문항 중 문항간 상관계수가 .3미만인 14문항들중 9문항은 평
균 난이도보다 높은 76% 이상의 난이도로서 매우 쉬운 문항들이었고 나머지 2문
항은 38% 이하의 매우 어려운 문항들이었다.<표 6>

대상자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정신분열병 환자 206 72(%) 93(%) 38(%) 14.323

일반인 76 89(%) 100(%) 70(%)  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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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문항간 상관계수와 난이도
(N=206)

(계속)

문항 내용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item
deleted

문항
난이도

A1.남자는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334 .885 .76
A2 여여여자자자는는는 책책책을을을 보보보면면면서서서 소소소리리리 내내내서서서 웃웃웃고고고 있있있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27 .888 .93
A3.남자는 여자에게 재밌냐고 물었다. .341 .885 .84
A4.남남남자자자는는는 여여여자자자 옆옆옆에에에 같같같이이이 앉앉앉았았았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59 .889 .94
A5.남자는 여자가 반말을 해서 화가 치밀었다. .332 .885 .59

A6 남자는 여자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떠보려고 했
다.. .326 .885 .71

A7.남자는 여자에게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334 .885 .65
A8.남자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327 .885 .79
A9.여자는 남자가 반말하자 옆으로 떠밀었다. .352 .884 .81
A10.남자는 여자에게 반말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했다. .334 .885 .66
A11.남자는 여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222111000 ...888888666 ...888222

A12.여자는 남자에게 자기 나이를 낮춰서 말했지만 농담하려
고 한 것이다. .355 .884 .70

B1. 아아아버버버지지지는는는 아아아들들들을을을 뒤뒤뒤따따따라라라 대대대문문문을을을 나나나갔갔갔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85 .887 .91

B2.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불구경을 다니냐고 물었다. .363 .884 .78

B3. 아버지는 아들이 불구경 하는 버릇이 있어 혼내주려는 것
이다. .348 .884 .40

B4. 아아아버버버지지지는는는 아아아들들들에에에게게게 좋좋좋은은은 일일일도도도 나나나쁜쁜쁜 일일일도도도 하하하지지지 말말말라라라고고고
말말말했했했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11 .888 .78

B5.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다니기 때문에
아들을 미워한다. .330 .885 .53

B6.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며 자랑하려고
했다. .340 .885 .62

B7.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고 한다. ...111999888 ...888888666 ...777111
B8. 아버지는 아들을 등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329 .885 .73
B9. 아들은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다. ...111666666 ...888888666 ...999333
B10.아버지는 아들을 뒤따라가면서 아들 팔을 잡았다. .339 .88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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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계속)

문항 내용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문항

난이도

B11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치며 꾸짖자 아버지가 미웠다. .324 .885 .50
B12.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물었다. ...111666333 ...888888666 ...333777
C1.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무슨 과에 갈 거냐고 물었다. ...222111888 ...888888666 ...888333
C2. 두두두 사사사람람람은은은 나나나란란란히히히 길길길을을을 걷걷걷고고고 있있있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01 .888 .99

C3.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잘하면 대학가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324 .885 .76

C5. 남학생은 자기와 같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여학생을 꼬시
려는 것이다. .511 .883 .79

C6. 남학생이 대학가서도 만나자고 하자 여학생은 기뻐했다. ...222000666 ...888888666 ...888999
C7. 남학생은 손에 가방을 들고 있다. .321 .885 .72

C8. 남학생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 .337 .885 .70

C9.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222111666 ...888888666 ...888777

C10 여학생은 선생님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교대에
가려고 한다. .340 .885 .47

C11.남남남학학학생생생은은은 여여여학학학생생생에에에게게게 같같같은은은 대대대학학학에에에 가가가자자자고고고 말말말했했했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76 .887 .64

C12 남학생은 대학에 못 가게 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321 .885 .67

D1. 엄마는 아들에게 신문에 재미난 것이 났냐고 물었다. .389 .884 .79
D2. 엄마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다. .334 .885 .75

D3. 아들은 말해줘도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신문 내용
을 말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327 .885 .70

D4. 아들은 엄마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신문을 읽으
라고 권한 것이다. .376 .884 .37

D5. 엄마는 아들이 신문을 읽으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442 .884 .61
D6. 아아아들들들은은은 신신신문문문을을을 보보보다다다 코코코피피피를를를 흘흘흘렸렸렸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91 .887 .93
D7. 엄마는 아들이 코피를 흘리자 공부는 그만 하라고 말했다. .336 .885 .75

D8. 엄마는 아들이 코피가 날 정도로 신문을 보자 화가 났다. .386 .88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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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계속)

문항 내용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문항

난이도

D9. 아들은 코피가 나자 어떻하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 .440 .884 .76

D10.엄엄엄마마마는는는 아아아들들들이이이 코코코피피피를를를 흘흘흘리리리자자자 걱걱걱정정정하하하고고고 있있있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
제제제))) .007 .888 .94

D11.아들은 코피가 났지만 엄마 앞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말
하려 한다. .332 .885 .86

D12 엄마는 아들이 코피를 흘리자 아들을 바닥에 뉘였다. .344 .885 .84
E1. 아내는 남편이 손수 차린 음식을 보고 놀라워했다. .328 .885 .77

E2.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남편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다. .347 .885 .66

E4. 아내는 음식을 보고 남편에게 당신이 만든 거냐고 물었다. .385 .884 .68

E5. 아내는 결혼기념일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
했다. ...222444999 ...888888666 ...888666

E6. 아아아내내내는는는 남남남편편편이이이 준준준 목목목걸걸걸이이이 선선선물물물을을을 받받받고고고 행행행복복복해해해 했했했다다다...
(((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06 .888 .95

E7.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말했다. .338 .885 .57

E8. 아내는 선물을 준비 못해 남편한테 미안해했다. .324 .885 .75

E9. 아내는 목걸이를 남편 앞에서 자기가 직접 목에 걸어보았
다. .378 .884 .67

E10.남남남편편편은은은 아아아내내내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선선선물물물을을을 준준준비비비해해해 기기기쁘쁘쁘게게게 해해해주주주려려려고고고 한한한
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85 .887 .91

E11.남편은 아내가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게 하려는 것
이다. .366 .884 .67

E12.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방식으로 선물에 보답하려고 한다. ...222444777 ...888888666 ...333888

F1. 새새새언언언니니니는는는 딸딸딸이이이 들들들어어어오오오자자자 밥밥밥을을을 퍼퍼퍼줬줬줬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80 .887 .91

F2. 딸은 아버지에게 언니를 너무 부려먹지 말라고 말했다. .337 .885 .88
F3. 딸은 아버지에게 엄마와 같이 여행가라고 말했다. .322 .885 .80
F4. 아버지는 딸이 들어오자 반가워했다. .380 .885 .74

F5. 딸딸딸은은은 가가가족족족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를를를 좋좋좋게게게 하하하려려려고고고 여여여행행행과과과 외외외출출출을을을
권권권한한한 것것것이이이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40 .88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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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계속)

문항 내용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문항

난이도

F6. 아버지는 딸이 여행가라고 하자 시간 없다고 말했다. .389 .884 .59

F7. 아버지는 집안이 잘 안 굴러 간다는 딸의 말을 듣고 서글
퍼 했다. .387 .884 .57

F8. 새언니는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딸의 말에 편들어 주려는
것이다. .431 .884 .41

F9. 딸은 집안의 문제가 아버지 탓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려고 한다. .384 .884 .68

F10.새언니는 아버지가 일어나자 부축해 줬다. .328 .885 .72
F11.새언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222111222 ...888888666 ...888666
F12 아버지는 수저로 식탁을 소리 나게 내리쳤다. 369 .884 .71
G1. 정화는 아기 신발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111777777 ...888888666 ...999333

G2. 진영이는 정화에게 아기 신발을 주었다. .329 .885 .88
G3. 진영이는 정화에게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다. .327 .885 .87
G4. 정화는 딸만 낳겠다고 말했다. .332 .885 .77

G5. 정정정화화화는는는 진진진영영영이이이가가가 여여여자자자아아아기기기 신신신발발발만만만 사사사와와와서서서 조조조금금금 아아아쉽쉽쉽다다다...
(((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88 .887 .44

G6. 정화는 아기가 아들이어서 파란색 신발을 신기려고 한다. .492 .882 .64

G7. 진영이는 서운해서 젖병을 정화에게 집어 던졌다. .401 .884 .83

G8. 정화는 모유를 먹일 것이지만 젖병에는 물을 넣어서 먹이
려고 한다. ...222111666 ...888888666 ...666444

G9. 진영이는 자기가 사온 선물에 정화가 핀잔을 주자 언짢아
서 계속 꽁해있다. .432 .884 .70

G10.정화는 모유를 먹일 것이라고 말했다. ...111888999 ...888888666 ...888333

G11.진영이가 젖병에 물을 넣어서 먹이라고 하자 정화는 빈정
대며 비웃었다. .405 .884 .76

G12.진진진영영영이이이는는는 마마마이이이크크크 한한한쪽쪽쪽은은은 정정정화화화 배배배에에에 대대대고고고 한한한쪽쪽쪽은은은 자자자기기기
입입입에에에 대대대고고고 말말말을을을 했했했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13 .88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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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문항 내용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문항

난이도

H1.시시시어어어머머머니니니와와와 며며며느느느리리리는는는 집집집안안안에에에 앉앉앉아아아 있있있다다다...(((111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28 .888 .96

H2.며느리는 바닥에서 자면 아프다고 말했다. .326 .885 .73

H3.며느리는 덥기 때문에 약이 오르고 열이 치받쳤다. .447 .884 .44

H4.며느리는 열이 치받쳐서 얼굴을 손으로 부채질했다. .334 .885 .68

H5.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덥냐고 물었다. .329 .885 .74

H6.며느리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다. .324 .885 .76

H7.며느리는 침대 대신에 바닥에 까는 요를 두껍게 만들려고
한다. .332 .885 .66

H8.며느리는 방이 작아 옷장이나 침대 같은 살림살이를 들여
놓지 못해서 화가 났다. ...222111999 ...888888666 ...666777

H9.며느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29 .884 .65

H10.며며며느느느리리리는는는 속속속에에에 있있있는는는 말말말을을을 솔솔솔직직직하하하게게게 털털털어어어 놓놓놓아아아서서서 자자자기기기
불불불만만만을을을 전전전하하하려려려고고고 했했했다다다...(((222차차차 삭삭삭제제제))) .097 .887 .92

H11.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작은 방을 쓰도록 타이르려는 것이
다. .407 .884 .54

H12.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도시락 이야기를 하자 기가 막혀서
비웃었다. .396 .88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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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민민민감감감성성성 지지지수수수와와와 최최최종종종 도도도구구구 구구구성성성

대상자의 사회적 인지 능력은 단순히 정답의 총합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탐지 이론에 근거한 민감성 지수에 의해 평가 되어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표적자극,분산자극의 측정치는 동변량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신호탐지이론
의 가정(Singh& Churchill,1987)에 따라 맞게 진술한 문항의 수와 틀리게 진술한
문항의 수를 같게 유지하면서 문항분석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 문항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최종적으로 총 8장면,80문항이 선정되었으며 문항은 O가 답인 문
항 40문항과 X가 답인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도구의 장면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최종 도구의 장면 구성

장면 분류
장면 문항수

쾌/불쾌수준 각성수준

긍정적 장면 높은 각성 장면G 10

장면H 10

중간 각성 장면A 10

장면C 10

장면E 10

부정적 장면 높은 각성 장면10 삭제

장면B 10

장면F 10

장면11 삭제

중간 각성 장면12 삭제

 

중립적 장면 중간 각성 장면13 삭제

장면D 10

총 문항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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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정정정도도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지 정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111)))연연연령령령,,,결결결혼혼혼상상상태태태,,,학학학력력력수수수준준준,,,발발발병병병나나나이이이,,,질질질병병병에에에 이이이환환환된된된 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변변변량량량분분분석석석

전 대상자의 연령을 20-30세,30세-40세,40세-50세,50세 이상의 4집단으로 분
류하였고,결혼상태는 미혼,기혼,이혼 및 별거의 3집단,학력수준은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상의 4집단,발병나이는 10대,20대,30대,40대 이상의
4집단,질병에 이환된 기간은 3년 이하,4년-5년,5년-10년,11년 이상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이렇게 분류된 집단간 사회적 인지 정도의 차이를 OnewayANOVA
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결혼상태,학력수준,발병나이,질병에 이환된 기
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표 8>연령,결혼상태,학력수준,발병나이,질병에 이환된 기간에 따른
사회적 인지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F 유의확률
연령 집단간 .087 3 2.538 .058

집단내 2.051 180

결혼상태 집단간 .063 3 1.829 .144
집단내 2.007 176

학력수준 집단간 .109 5 1.901 .097
집단내 1.990 173

발병나이 집단간 .053 3 1.550 .203
집단내 2.112 184

질병에 집단간 .025 3 .703 .551
이환된 기간 집단내 2.14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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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성성별별별,,,치치치료료료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ttt---검검검정정정

전 대상자의 성별과 치료형태에 따라 사회적 인지 정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2.182,p<.05)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인지 점수를 보였다.<표 9>

<표 9>성별,치료형태에 따른 사회적 인지 정도의 차이에 대한 t-검정

요인 집단 대상자수 평균 표준오차 t 자유도 p

성별 남 131 .8048 .00907 2.182 184 .030

여 55 .7675 .01520

치료형태 폐쇄병동 120 .7990 01020 .876 184 .382

복지시설

(보건센타)

66 .7842 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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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정정정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과 조사-재조사 신뢰도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내적일관성에 의한 α 계수는 모든 대상자에서 산출하였으며,조사-재
조사 신뢰도는 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료수집이 용이한 입원환자 88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111)))조조조사사사---재재재조조조사사사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중 재조사가 용이한 입원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조사 2주 후에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에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의 변화가 크게 있
었는지 확인하였다.우선 첫 조사시의 사회적 인지 점수와 재조사시의 사회적 인
지 점수간의 관계를 Pearson상관계수로 조사한 결과 .523(p<.01)이었다.이는 다
음 <표 10>과 같다.

<표 10>사회적 인지 도구의 조사 점수와 재조사 점수간의 상관관계
(N=88)

**p<.01

(((222)))내내내적적적 일일일관관관성성성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통해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전체 202명의 연구 대상자
를 대상으로 Cronbach'sα 값을 산출하였다.총 80문항의 Cronbach'sα 값은 .889
이었다.또한,도구를 각 요인별로 나누어 Cronbach'sα 값을 산출한 결과 구체적
단서 요인은 .782,추상적 단서 요인은 .830의 값을 나타내었다.<표 11>

 사회적 인지 총점

사회적 인지 총점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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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요인별 Cronbach'sα 계수

555...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정정정결결결과과과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상관계수 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와 외적
준거로 삼은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통한 준거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111)))구구구성성성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개발된 사회적 인지의 구성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사회적 인지의 총점과 연
구자가 초기에 규명한 사회적 인지 도구의 구성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
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분석 결과 총점과 구체적 단서 (r=.818,p<.01),총점
과 추상적 단서(r=.877,p<.01)간에 유의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2>

<표 12>사회적 인지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들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
(N=206)

**p<.01

요 인 α 계수

구체적 단서 .782

추상적 단서 .830

총점 구체적 단서인지

총점

구체적 단서인지 .818**

추상적 단서인지 .877**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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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준준준거거거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개발된 사회적 인지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보기 위해 간호관찰척도(Nurses'
ObservationScaleforInpatientEvaluation,NOSIE-30)를 사용하였다.간호관찰척
도의 점수와 사회적 인지 도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

111)))간간간호호호관관관찰찰찰척척척도도도와와와사사사회회회적적적인인인지지지도도도구구구와와와의의의관관관계계계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지 점수와 간호 관찰 척도와의
관계를Pearson상관계수로산출한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r=.316,p<.01)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 다시 척도의 요인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인지의 구체적 단서,추상적 단서 점수

와 간호 관찰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추상적 단서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371,p<.01)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표13>

<표13>사회적인지척도와간호관찰척도와의상관관계
(N=92)

**p<.01

사회적 인지 

총점
구체적 단서 인지 추상적 단서 인지 

간호 관찰척도 

총점
 .346**  .207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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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사사사회회회적적적인인인지지지도도도구구구의의의변변변별별별력력력검검검증증증

111)))일일일반반반인인인과과과 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인인인지지지 점점점수수수 차차차이이이 변변변별별별

일반인과정신분열병환자의 사회적 인지 점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의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t=-12.344,p<.001)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1>

<표 14-1>일반인과정신분열병환자의사회적인지점수차이에대한t-검정

다음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적중률(hitrate)과 헛경보율(FA rate)의 차이
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 두 집단간의 적중률 점수 간에는 t=-4.172
(p<.001),헛경보율 점수 간에는 t=14.352(p<.0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2>

<표 14-2>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적중률과 헛경보율 차이에 대한 t-검정

집단 대상자수 평균 표준오차 t 자유도 p

환자군 188 .7492 .01018 -12.344 252 .000

일반인 68 .8860 .00438

집단 대상자수 평균 표준오차 t 자유도 p

환자군 적중률 188 .8070 .00792 -4.172 252 .000

일반인 적중률 76 .8521 .00733

환자군 헛경보율 188 .4626 .01429 14.352 252 .000

일반인 헛경보율 76 .2231 .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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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추추추상상상적적적 단단단서서서와와와 구구구체체체적적적 단단단서서서의의의 점점점수수수 차차차이이이 변변변별별별

정신분열병 환자의 구체적 단서 인지와 추상적 단서 인지의 점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두 점수 간에(t=6.880,p<.000)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5>

<표 15>정신분열병환자의구체적단서,추상적단서의점수차이를t-검정.

이상과 같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변별력을 검정하였다.그 결과 8
장면과 각각 10문항씩 총 80문항의 도구를 완성하였다.도구는 행동,대화 단서로
구성된 구체적 단서 요인과 의도,정서 단서로 구성된 추상적 단서 요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이는 맞다 O,틀리다 X로 응답하는 이분 척도이다.사회적 단서 인지 능
력은 민감성 지수에 의해 지수가 높을수록 인지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도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16>

구분 대상자수 평균 표준오차 t 자유도 p

구체적 단서 185 .8425 .00829 6.880 368 .000

추상적 단서 185 .7399 .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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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단서 인지 측정 최종 도구
(N=206)

(계속)

문항 내용 맞으면 O
틀리면 X

A1. 남자는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A2. 남자는 여자에게 재밌냐고 물었다.

A3. 남자는 여자가 반말을 해서 화가 치밀었다.

A4 남자는 여자가 돈 욕심이 많은지 떠 보려고 했다.

A5.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A6 남자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A7 여자는 남자가 반말하자 옆으로 떠밀었다.

A8. 남자는 여자에게 반말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했다.

A9. 남자는 여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A10.여자는 남자에게 자기 나이를 낮춰서 말했지만 농담하려고 한 것이다.

B2.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불구경을 다니냐고 물었다.

B3. 아버지는 아들이 불구경 하는 버릇이 있어 혼내주려는 것이다.

B4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다니기 때문에 아들을 미워한다.

B5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며 자랑하려고 했다.

B5.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고 한다.

B6. 아버지는 아들을 등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B7. 아들은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다.

B8. 아버지는 아들을 뒤따라가면서 아들 팔을 잡았다.

B9.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치며 꾸짖자 아버지가 미웠다.

B10.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물었다.

C1.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무슨 과에 갈 거냐고 물었다.

C2.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잘하면 대학가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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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계속)

문항 내용
맞으면 O

틀리면 X

C3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하며 서로의 손가락을 걸었다.

C4. 남학생은 자기와 같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여학생을 꼬시려는 것이다.

C5. 남학생이 대학가서도 만나자고 하자 여학생은 기뻐했다.
C6. 남학생은 손에 가방을 들고 있다.

C7. 남학생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

C8.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C9. 여학생은 선생님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교대에 가려고 한다.

C10 남학생은 대학에 못 가게 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D1. 엄마는 아들에게 신문에 재미난 것이 났냐고 물었다.
D2. 엄마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다.

D3. 아들은 말해줘도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신문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
려고 했다.

D4. 아들은 엄마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신문을 읽으라고 권한 것이
다.

D5. 엄마는 아들이 신문을 읽으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D6 엄마는 아들이 코피를 흘리자 공부는 그만 하라고 말했다

D7. 엄마는 아들이 코피가 날 정도로 신문을 보자 화가 났다.

D8. 아들은 코피가 나자 어떻하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

D9. 아들은 코피가 났지만 엄마 앞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려 한다.

D10 엄마는 코피를 흘리는 아들을 바닥에 뉘였다.
E1. 아내는 남편이 손수 차린 음식을 보고 놀라워했다.

E2.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남편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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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계속)

문항 내용
맞으면 O

틀리면 X

E3. 남편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E4. 아내는 음식을 보고 남편에게 당신이 만든 거냐고 물었다.

E5. 아내는 결혼기념일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 했다.

E6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말했다.

E7. 아내는 선물을 준비 못해 남편한테 미안해했다.

E8. 아내는 목걸이를 남편 앞에서 자기가 직접 목에 걸어보았다.

E9. 남편은 아내가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게 하려는 것이다.

E10.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방식으로 선물에 보답하려고 한다.

F1 딸은 아버지에게 언니를 너무 부려먹지 말라고 말했다.

F2. 딸은 아버지에게 엄마와 같이 여행가라고 말했다.

F3. 아버지는 딸이 들어오자 반가워했다.

F4. 아버지는 딸이 여행가라고 하자 시간 없다고 말했다.

F5 아버지는 집안이 잘 안 굴러 간다는 딸의 말을 듣고 서글퍼 했다.

F6. 새언니는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딸의 말에 편들어 주려는 것이다.

F7. 딸은 집안의 문제가 아버지 탓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려고 한다.

F8. 새언니는 아버지가 일어나자 부축해 줬다.

F9. 새언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F10. 아버지는 수저로 식탁을 소리 나게 내리쳤다.

G1. 정화는 아기 신발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G2. 진영이는 정화에게 아기 신발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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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문항 내용
맞으면 O

틀리면 X

G3. 진영이는 정화에게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다.

G4. 정화는 딸만 낳겠다고 말했다.

G5 정화는 아기가 아들이어서 파란색 신발을 신기려고 한다.

G6. 진영이는 서운해서 젖병을 정화에게 집어 던졌다.

G7. 정화는 모유를 먹일 것이지만 젖병에는 물을 넣어서 먹이려고 한다.

G8. 진영이는 자기가 사온 선물에 정화가 핀잔을 주자 언짢아서 계속 꽁해있
다.

G9. 정화는 모유를 먹일 것이라고 말했다.

G10.진영이가 젖병에 물을 넣어서 먹이라고 하자 정화는 빈정대며 비웃었다.

H1.며느리는 바닥에서 자면 아프다고 말했다.

H2.며느리는 덥기 때문에 약이 오르고 열이 치받쳤다.

H3.며느리는 열이 치받쳐서 얼굴을 손으로 부채질했다.

H4.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덥냐고 물었다.

H5.며느리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다.

H6.며느리는 침대 대신에 바닥에 까는 요를 두껍게 만들려고 한다.

H7.며느리는 방이 작아 옷장이나 침대 같은 살림살이를 들여 놓지 못해서 화
가 났다.

H8.며느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H9.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작은 방을 쓰도록 타이르려는 것이다.

H10.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도시락 이야기를 하자 기가 막혀서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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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도구 개
발의 각 단계를 거쳐 8장면,80문항의 도구를 완성하였다.
다음은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타당도,변별력,도구 사용과 해석 방법 및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AA...도도도구구구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도구 작성시 다양한 연령대의 정신분
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 하였으며 어렵거나 모호하게 해석되어지는
문항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문장의 의미와 일치하
는지 검토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조사-재조사법으로 신뢰도를

검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도구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일
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두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에 의해 신뢰도를
검정하는 방법이다.실시 간격은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기억이 소멸된다고 여겨지
는 2주-4주로 설정한다(성태제,2001).본 연구에서는 조사-재조사는 척도의 안정
성을 보면서 수검자의 내적 상태의 변화를 반영해야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담보해
야 함을(Morley& Snaith,1992)고려하여 대상자의 임상상태의 변화에 의해 나타
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2주의 간격 안에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재조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 검정결과 사회적 인지의 전체 영역에 대한 조

사-재조사 신뢰계수는 r=.523으로 중정도 이상의 상관성을 보여 비교적 도구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2주라는 적은 간격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이때 측정 시 소요된 시간은 평균 40여분 이상으로 주의 집
중하기에 대상자들에게 비교적 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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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의 경우 주의결손이 특징적이며 주의결손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의 결손을 유발시키고 이는 단서를 놓치는 결과로 나타난다(Neuchterlein &
Dawson,1984).특히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조사를 이미 경험한 대상자들이 두
번째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미리 피로가 야기되었거나 지루함을 느
끼는 등의 동기부여가 덜 되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첫 번째 조사보다 두 번째 조
사에서 더 쉽다고 느껴 일관적인 응답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재조사 기간이 짧을수록 대상자의 기억력에 영향을 받아 신뢰계수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성태제,2001)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
뢰계수가 오히려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도구자체가 극히 안정성
이 높다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이 두 조사기간 사이에 변화된다면 신뢰도는 사실과
다르게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이은옥,1984)측면에서 볼 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내적상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정 결과에서 최종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89로 높은 값이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매우
신뢰도를 가진 도구임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 요인별 Cronbach̀sα 값을 살펴보면 구체적 단서 요인은 .782,추상

적 단서 요인은 .830의 값을 나타내어 전체 α 값보다는 낮게 산출되었으나 널리
통용되고 있는 판단기준(Nunnally,1970)에 따르면 최소한 알파가 .70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수치들은 이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차후에 도구의 해석시 각 구성요인을 분리하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와 유사한
Corrigan과 Green(1993)에 의해 개발된 TheSocialCueRecognitionTest의 경우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0.5-0.58의 범위에 있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도
구의 내적 일관성은 더 안정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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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도도도구구구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도 검정은 크게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상관계수
측정에 의한 구성타당도,준거 도구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준거 타당도이다.
내용 타당도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과정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

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성태제,
2004).
본 연구에서는 도구개발 초기에 기존 도구와 전반적인 사회적 인지에 대한 문

헌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연구 결과의 고찰을 통해 도구개
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확인하고 구성요인을 세분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각 특성별로 측정할 문항을 대표적으로 표집할 수 있게 하는 근
거를 마련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문항으로 작성된 예비도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리 단계를 거쳤다.이에 따라 선정
된 최종 문항은 표집된 문항내용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내용이 적합하게 표집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 문항분석을 통해 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문항간의 상관관계를 2차

에 걸쳐 산출하여 전체 문항에 기여도가 낮은 문항을 차례대로 삭제한 결과 문항
간 상관계수는 최소 .158에서 최고 .511까지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
치를 보였다.이는 검사도구의 측정내용이 보다 좁은 범위의 내용일 때 검사의 신
뢰도가 증가한다(성태제,2004)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규
명했던 사회적 단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속성을 갖고 있어 개별 문항 간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따라
서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들을 삭제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상관계수를 높게
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간 상관계수가 .3미만인 문항으로 14문항을
남겨두었다.이는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모두 삭제할 경우 분산자극과 표적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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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변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지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을 지키는 것
이 매우 어려워지며 또한 문항간 상관계수가 .3미만인 14문항들은 모두 O가 정
답인 문항들로 심한 편중을 보여 아래에 제시하는 가능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O,X의 이분 문항의 경우 대상자의 추측 반응을 높이며 읽지 않고도 답을 맞

힐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추측이나 우연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신뢰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성태제,2004).실제로 일반인의 적중율과 헛경보율의 평균점수를 비
교한 결과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적중률의 차이보다(t=-4.172,p<.001) O
에 대한 반응편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헛경보율의 점수차이는 훨씬
(t=14.352,p<.001)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위의 14문항들은 O에 응답하
려는 반응 편중에 의해 일관적이지 못한 응답을 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
항일 수 있다.이런 경우 문항들이 제거되면 전체 문항간 상관계수를 상승시킬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틀린 진술문과 옳은 진술문의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도구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반응편중
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이 다 같은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이면 높은 신뢰도가 나올 수 있

으며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신뢰도가 저하된다는(성태제,2004)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서 문항들의 난이도 편차가 크기 때
문에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만약 대상자의 능력 차이를 반영하
는 것으로서 문항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이며 문항
간 신뢰계수가 낮아졌다 해서 문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문항은 삭제하지 않았다.
다음 구성타당도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특성에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점수가 규명한 구성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 검정하는 방법이다.이는 검사
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의 문제로서 문
항들의 관계가 검사구조의 가정을 지지하는 정도를 말한다(성태제,2004).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 206명을 대상으로 상관계수법을 이용하여 전체

사회적 인지의 총점과 연구자가 도구 개발 초기에 제시했던 2가지 구성 요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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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사회적 인지의 총점과 구체적 단서와의 상관관계
는 r=.818,추상적 단서와의 상관관계는 r=.877로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이는 구성요인 각각이 사회적 인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특성을 설
명해 주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도구 개발을 위해 제시한 개념적 기틀의
구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구성요
인간의 상관계수는 r=.502로 중간정도의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이는 구성
요인들이 같은 사회적 인지 능력을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차별적인 인지손상을 변
별해주는 능력 검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실제로 정신분열병 환
자의 구체적 단서 인지와 추상적 단서에 대한 인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 단서의 인지점수가 추상적 단서의 인지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t=6.880,p<.000)확인되었다.즉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인지 손상이 있을 지라도
다른 개념에 대한 인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사회적 인지에 대한 차별적인 손상
을 보인다는(Corrigan,1997;Corrigan& Green,1993)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간의 상관관계는 분석하지 못하였다.이
를 위해서는 각 개념에 대한 민감성 지수를 분석해야 하며 각 개념들 마다 표적
자극과 분산자극의 동변량의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문항의 표준화 과정과
문항분석 과정을 거쳐 남겨진 문항들이 자연스럽게 동변량을 이루는 것이 어렵고
이를 보완하려면 초기 예비 문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대표 문항들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추후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재검정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마지막으로 준거 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하였을 때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

해 기존에 타당성이 보장된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해 타당성을 검정
하는 방법이다(성태제,2004).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타당성이 입
증된 사회적 인지 도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비슷한 개념의 준거 도구가 적절하지
못해 선행연구들에서 그 상관성이 입증된 개념들을 토대로 간호 관찰 척도를 준
거 도구로 사용하였다.간호 관찰 척도는 간호사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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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나 임상적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92
명을 대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한 결과 사회적 인지 점수와 p값이 .01이하로 상관
관계를 보였다.사회적 인지의 구성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 단서의 인지점수
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추상적 단서의 인지점수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21,p<.01).특히 간호 관찰 척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능력이나 관심,정신증적 증상에서 상관성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정신증적 증
상과 사회적 위축이 심한 환자 일수록 구체적 단서에서의 결손보다 추상적 단서
에서의 결손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Corrigan,Busican,& Toomey,1996)연구
보고와 일치한다.또한 정신증적 증상을 갖는 환자일수록 제시되지 않은 단서에
대해 실제로 보고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회적 단서의 구별에 있어서
의 오류를 나타냈는데 특히 추상적 단서에서의 오류 반응이 더 많다는 연구 보고
(Corrigan& Nelson,1998)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 인지 총점과 간호 관찰 척도와의 관계는 상관계수의 크기

를 볼 때 p값이 .01이하로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으나 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
큼 충분히 높게 나타나지 못하였다.이는 타당도 검정에 이용된 도구가 높은 신뢰
도와 타당도의 증거가 불충분한 도구를 사용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사
회적 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준거 도구가 없어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도구이거나 대표성이 미흡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한계로 보인다.즉,준거로 삼은
간호 관찰 척도는 사회적 인지 도구와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는 개념을 측정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지라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자극을 통해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거나 대인관계
능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평가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및 개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Hansen,Lawrence,& Christoff,1985)대
상자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역할 놀이(role
play)와 같이 사회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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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는 신뢰도,타
당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의 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추후
타당도 측면에서 좀 더 충분한 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된
도구의 개념적 특성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유사한 준거 도구들을 사용하여 재검정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CCC...도도도구구구의의의 변변변별별별력력력

개발된 본 도구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 도구를 적용한 결과와 국외의 사
회적 인지 도구 중 본 도구와 유사한 표준화된 도구로서 Corrigan과 Green(1993)
이 개발한 사회적 단서 인지 도구(TheSocialCueRecognitionTest)를 적용한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개발된 본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
회적 인지 능력을 비교한 결과 일반인보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민감성 지수가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t= -12.344,p<.001)나타났다.SCRT를 적용한 Corrigan과
Green(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인이 정신분열병 환자보다 민감성 지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t=5.37,df=37,p<.0001).또한,본 도구를 적용하여 일반인과 정신
분열병 환자의 적중률과 헛경보율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중률
의 차이(t=4.172,p<.001)보다 헛경보율의 차이(t=14.352,p<.001)가 훨씬 크게 나타
났다.적중률은 O가 답인 문항에서 O라고 응답한 확률을 의미하고 헛경보율은 X
가 답인 문항에서도 O라고 응답한 확률이다.여기서 헛경보율을 통해 O에 대한
반응편향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본 도구를 적용한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헛경보율은 일반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SCRT를 적용한 Corrigan과
Green(1993)의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적중률을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t=1.71,df=37)헛경보율의 경우 정신분열병 환자가 일반인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t=-5.42,df=37,p<0.0001)나타났다.이는 본 연구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신분열병 환자는 일반인과 비
교했을 때 적중률에서의 차이보다 헛경보율에서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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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신분열병 환자의 반응편향성이 일반인 보다 더 크다는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과 도구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한 수치 비교를 통해

서 어떤 도구의 변별력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신뢰도,타당도
가 검증된 SCRT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도구를 비교함으로써 정신분열병 환자
의 민감성 지수는 일반인보다 더 낮고 헛경보율은 유의하게 더 높다는 동일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 도구는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
자의 사회적 인지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변별력이 부분적으로 검증이 되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도구를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용하여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

에 대한 인지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구체적 단서에 대한 인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t=6.880,p<.000).SCRT를 적용한 Corrigan과 Green(1993)의 연구에서도 각성
수준에 따라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를 세분화 하여 비교한 결과 구체적 단서
에 대한 인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7.73,df=1,23,p=0.01).이러한 결과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에서의 인지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도구는 두 가지 단서에서의 인지능력을 변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DDD...도도도구구구의의의 적적적용용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인지 도구의 적용시 주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를 구성하기 위한 요인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우선 사회적

인지의 정서적 차원과 사회적 단서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
회적 인지 측정도구는 정서적 차원에 따라 도구의 장면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
하게 구성되어졌지만 정서적 차원에 따른 사회적 인지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그런데 몇몇 연구에서 정서적 특성



- 68 -

이 사회적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 만큼(Hoschel&
Irlel,2001;Keeetal,2003;Mandal,Pandey,& Prasad,1998)본 도구를 사용하
여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경우에는 정서적 차원을 통제하는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제언한다.
다음은 본 도구의 점수계산과 구성 요인별 점수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 이다.

앞의 연구 방법(p.3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각적 자극에 대한 대상자의 능력
측정의 경우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문제시 된다.이는 신호탐지 이론에 근거한 민
감성 지수로 대상자의 능력을 점수화함으로써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경우에는 신호탐지 이론에 근
거한 민감성 지수 계산 방법과 문항의 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본 도구는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라는 두 가지 요인을 따로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이다.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이질적 특성이 매우 강한 집단으로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변수들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지 능력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요인의 점수가 높았을지라도 다른 요
인의 점수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따라서 두 요인을 합친 전체 사회적
인지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의 개별적인 사회적 인지 능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인별로 사정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고 해석한다면 정신분열병 환자

의 사회적 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 69 -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이상의 연구결과 및 개발된 도구가 간호이론,연구,실무에 공헌할 수 있는 의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사회적 인지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존재 한다기 보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전 과정을 구성하는 하부 개념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기존의
사회적 인지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은 매우 간소화 되어 있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더욱이 사회적 인지의 전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적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개념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적 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 사회적 인지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의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정신분열병 환
자의 인지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론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사회적 단서에 대한 인지 능력의 차이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해 줌으로써 전반적 인지 능력의 결손인지 특정 정서에 대
한 인지 능력의 결손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이
질적인 정신분열병 환자 집단 내에서도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인지 능력의 결손
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적 인지의 특성,영향요인 등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

해서 요구되는 실증적인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측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통해 이론적 구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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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사회적 인지의 측정 도구는 실무에서 실무자가 사회적 인지의 개념을 대상자에
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대상자의 사정과 조사를 통해
사회적 인지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인지 능력을 높이거나 감소시키는
관련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따른 중재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사회적 인지의 도구들은 대부분 국내 적용이 어려운 국외의 도구들로서

극소한 측면만 측정하거나 표준화되지 못한 연구 방법들로 인해 통합적이고 명확
한 사회적 인지 능력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정된 도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구로서 사회적 인지 개념의 임상적용을 위한 모델
을 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구체적
단서와 추상적 단서에 대한 인지 능력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지능력
손상에 대한 논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도구를 수정,보
완하여 완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정신분열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사회적 능력 향상이라는 재활 전략의 측
면에서 볼 때 대상자의 손상의 범위와 특성을 사정한 결과를 토대로 중재 전략을
계획하고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해 질 수 있다.이러한 성공적인 간호수행은 정확
한 사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도구의 사용
은 이러한 간호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사회적 인지 능

력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인지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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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고 반대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대상자의 강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사회적 행동과 사회
인지적 측면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인지적 개입을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회적 인지 측정 도구는 국내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

를 대상으로 사회적 단서에 대한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타당도가
검정된 유일한 도구이므로 국내의 문화적 특성과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졌다
고 할 수 있으므로 국외의 도구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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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간을 둔 사회적 단서인 타인의 행동,대화,
의도,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
회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도구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우선 기존의 사회적 인지에 대한 문헌과 기존 도구

에 근거하여 도구의 구성차원과 구성요인을 규명하였다.사회적 인지는 크게 정서
적 특성 차원과 사회적 단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정서적 특성 차원은 쾌수준과
각성수준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사회적 단서 차원은 행동,대화로 구성된 구
체적 단서 요인과 정서,의도로 구성된 추상적 단서 요인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
었다.
다음에 국내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실제 대인관계 상황을 대표하고 구성요인

들을 포함하는 장면을 선정하였다.선정된 장면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된 문항을
작성하였고 예비 문항으로 작성된 도구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
정하였다.이를 다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 난이도를 표준화 하는 과정을 거쳐
장면을 선별하였으며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마지막
으로 문항분석,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의 단계를 거쳐 최종도구를 완성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신뢰도 검정을 위해 조사-재조사법을 적용한 결과 척도의 전체 영역에 대한
재조사 계수는 .523(p<.01)이었으며 내적 일관성에 의한 α계수는 .889로 나
타났다.

2.구성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상관계수법을 적용한 결과 척도의 구성개념과
전체 도구의 총점 간에는 유의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준거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간호관찰척도를 이용하여 관계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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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지의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p<.01)나타냈다.
4.도구의 변별력 검증을 위해 일반인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점수
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t=-12.344,p<.001)를 나타냈다.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구체적 단서 인지와 추상적 단서 인지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
이를(t=6.880,p<.000)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인지 도구는 신뢰도와 타
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검정되었으며 비록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들이 사회적 인지 개념에 대해 극히 초보적인 지식을 제공할 지
라도 이들 결과는 사회적 인지를 수량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해석은 그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 대상자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절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으
므로 타당도 계수가 어느 정도로 높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
렵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국내 상황을 근거
로 하여 좀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기
대되지만 사회적 인지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에서 입증 될 필요가 있다.또한 앞으로 본 도구의 사용을 통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연구와 실무 측면에서 국내의 상황이 고려한 간호 중재 방안
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한 많은 경험적 입증을 통해 이론 개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회적 인지 도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추후 지속적인 검정
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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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본 도구의 신뢰도,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이
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2.추후 실제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도구의 형식과 문항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3.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정서적 특성 차원에 따라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도구의 구성을 세분화 하여 정서적 특성 차원에 따라 사회적
인지를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4.정신분열병 환자의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수를 확대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실무와 연구에서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대상자
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사정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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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박성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재활을 계획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보여드리는 비디오를 잘 보시고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본 연구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오
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한 질문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
요.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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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번호에 O 표하거나 빈칸에 기록해주세요.

1.나이 _______ 세 이름:____________
2.성별 : � 남 �여
3.결혼상태: �미혼 �기혼 �별거 �이혼
4.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미만 ② 중학교 중퇴 및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5.병이 시작된 나이 : ________세

6.병을 앓은 총 기간 : 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개월

7.입원횟수 ___________번

8.치료형태 :
�폐쇄병동 입원 �정신보건센타 �낮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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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정정정신신신과과과 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행행행동동동평평평가가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 관관관찰찰찰 척척척도도도

응응응답답답방방방법법법:::
지난 3일간 관찰된 대상자의 행동을 평가하여,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나타내

는 해당번호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미처 관찰하지 못했거나 판단이 어려운 항
목이 있다면 반드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셔서 분명한 확인을 거치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대상자 이름:____________ �나이:______세 �성별: �남 �여
�진단 :Schizophrenia_____________type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다. 0 1 2 3 4

2. 참을성이 없다. 0 1 2 3 4

3. 운다. 0 1 2 3 4

4. 주위 활동들에 관심을 보인다 0 1 2 3 4

5. 활동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앉아있기만 한다. 0 1 2 3 4

6.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0 1 2 3 4

7. 환청을 듣는다. 0 1 2 3 4

8. 자신의 의복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10.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쉽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킨다. 0 1 2 3 4

11.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3 4

12. 예민하고 불만에 차 있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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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산:1,11,13,16,21,24,25
점수계산법:64+(긍정적 요소의 합 ×2)-(부정적 요소의 합 ×2)
간호사 1인이 관찰하였으므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합을 두 배로 계산

함.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0 1 2 3 4

14.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0 1 2 3 4

15.
재미있는 말을 듣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웃거나 미소를 짓는다. 0 1 2 3 4

16.식습관이 지저분하다. 0 1 2 3 4

17.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0 1 2 3 4

18.우울하다고 말한다. 0 1 2 3 4

19.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0 1 2 3 4

20.환시를 본다. 0 1 2 3 4

21.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0 1 2 3 4

22.활동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잠만 잔다. 0 1 2 3 4

23.대체로 기분 좋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 0 1 2 3 4

24.병원 규칙을 따르도록 말해주어야 한다. 0 1 2 3 4

25.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간단한 업무조차 완수하기
어렵다. 0 1 2 3 4

26.자기 혼자서 말을 하거나 중얼거린다. 0 1 2 3 4

27.동작이 느리거나 둔하다. 0 1 2 3 4

28.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낄낄 웃거나 미소 짓
는다. 0 1 2 3 4

29.자제력을 쉽게 상실한다. 0 1 2 3 4

30.자기 스스로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0 1 2 3 4



- 91 -

<부록 2>내용타당도 검정결과 제외된 장면들

장장장면면면 111: 남녀 어린이 둘이 숲속을 거닐다가 여자어린이가 오물을 밟게 되고
이를 남자 어린이 탓을 하면서 화를 내고 가버린다.

삭제이유: 성장발달이 미숙한 어린이들의 등장하여 높은 각성수준을 보이는 분

노표출 장면으로 대상자들에게 부적절한 정서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졌다.

출처:영화 ‘아홉살 인생’

장장장면면면 222: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다가가 두서없이 말을 걸지만 남자
는 다소 냉소적이다.이에 아랑곳 않고 여자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사이 남자는 다른 친구들과 여자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다.

삭제이유: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행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두 사람의 대

화 주제가 산만하다. 중간에 등장하는 친구들과 가버리는 남자의 행동에 대한 해

석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졌다.
출처: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

장장장면면면 333:여자는 남자에게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음
을 우회적으로 설명한다.이에 남자는 달갑지는 않지만 여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
다.

삭제이유: 등장인물들의 대화톤이 매우 단조로워서 지루하다. 여자가 자기 생

각을 말하는 부분이 너무 길고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아 집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남자의 정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졌다.  출처:
영화 ‘싱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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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예비도구의 표준화 결과 제외된 장면들

장면 4:위암을 앓고 있는 여자가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 놓으면서
자신의 병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이야기 한다.남자도 역시 담담하게 여자
의 이야기를 듣는다. 출처:영화 ‘하늘정원’
▪문항 난이도 평균:97.94 ▪표준편차:4.32,
▪쾌수준:3.06,각성수준:3.97

장면 5:장모는 사위의 처지를 무시하고 이사하라고 윽박지르며 화를 내고 나
가버린다.사위는 이러한 장모의 태도에 역시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아내도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린다. 출처:MBC드라마 ‘불새’
▪문항 난이도 평균:95.2 ▪표준편차:8.02,
▪쾌수준:2.03,각성수준:5.92

장면 6:딸이 술을 먹고 밤 늦게 귀가하여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지른다.이때 아버지가 나와 딸을 꾸중하고 딸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바닥
에 나동그라진다.딸은 아버지의 말에 항의 한다.
출처:MBC드라마 ‘네멋대로 해라’
▪문항 난이도 평균:95.5 ▪표준편차:6.29
▪쾌수준:2.06,각성수준:5.83

장면 7: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온다.
며느리가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며느리는 풀이 죽어 2층으로 올라간다.
출처:MBC드라마 ‘12월의 열대야’
▪문항 난이도 평균:95.06 ▪표준편차:6.65
▪쾌수준:2.32,각성수준: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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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8: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아들이 들어온다.아들은 엄마와 내일 있을 수
업 준비물로 낙엽을 줍기로 했었는데 엄마가 외출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
한다.아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짜증을 내고 엄마를 원망한다.이에 아버지
는 아들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해결책이 없어 난감해진다.
출처:MBC드라마 ‘12월의 열대야’
▪문항 난이도 평균:95.4,표준편차:4.32,
▪쾌수준:3.74,각성수준:4.23

장면 9:부엌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돈을 꿔달라며 조른다.중간에 다른 여자
가 들어와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자 아들은 다소 짜증스러워 하며
이유를 설명한다.아내는 코웃음을 치고 아들은 불평하며 나가버린다.
출처:KBS드라마 ‘금쪽같은 내 새끼’
▪문항 난이도 평균:94.84,표준편차:7.21,
▪쾌수준:4.2,각성수준: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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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문항분석 결과 제외된 장면들

장면 10:TV를 보면서 여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온다.남편은 아
내에게 비디오 청소를 안했다며 핀잔을 주다가 발에 걸리는 상자를 보고 궁상을
떤다며 아내를 구박한다.상자 안에는 아기 신발이 들어 있으며 남편은 이를 바닥
에 내동댕이 치고 삼신할머니가 이집을 싫어한다는 말을 한다.
출처:KBS드라마시티 ‘그녀들의 봄날’

장면 11:처제는 돈을 들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짜증스러운 표정이다.처제는
형부에게 현금박스에서 돈을 꺼냈냐고 묻는데 형부는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고 형
부대접하지 않는다며 화를 낸다.이에 어이없는 처제도 같이 화를 내고 결국 형부
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출처:KBS드라마시티 게장과 소시지

장면 12: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여자와 아이 둘이 손가락에 봉숭아 물을 들
이고 있다.이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오며 여자의 상태를 묻는데 여자는 냉소
적인 반응을 하고 자식을 두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에 울먹인다.
출처:영화 ‘하늘정원’

장면 13:엄마는 돈 계산을 하고 있고 딸은 엎드려서 어린왕자 책을 읽고 있다.
엄마는 딸이 맨날 같은 책만 보는 것이 못마땅하다.딸은 엄마에게 어린왕자별에
는 왜 어른이 안 사는지 묻는데 엄마는 돈벌러 갔다고 대답하고 딸에게 다른 책
을 사보라며 돈을 준다.
출처:KBS드라마시티 ‘나에겐 외계인 친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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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사회적 인지 측정도구의 점수 계산

1)사회적 인지 정답:

2)대상자의 응답처리:
O(맞음):1로 코딩, X(틀림):0으로 코딩

3)구성 개념의 문항

▪행동단서(17문항):
A1,A7,B6,B8,C3,C6,D2,D10,E2,E3,E8,F8,F10,G2,G6,H3,H5

▪대화단서(21문항):A2,A5,A9,B1,B10,C1,C2,D1,D6,D8,E4,E6,F2,F3,
F6,G1,G4,G9,H1,H4,H8
▪정서단서(21문항):A3,A6,B3,B7,B9,C5,C8,C10,D5,D7,E1,E5,E7,F3,
F5,F9,G8,G10,H2,H7,H10
▪의도단서(21문항):A4,A8,A10,B2,B4,B5,C4,C7,C9,D3,D4,D9,E9,
E10,F6,F7,G3,G5,G7,H6,H9

      장면

문항번호 
A B C D E F G H

1 x o o o o o o o

2 o x o x o o o x

3 x x x o x x o o

4 o x x x o x x o

5 o o o x o x x x

6 o x x x o x x o

7 x o o x o o o o

8 o x x x x x x x

9 o x o o x o o x

10 o o x x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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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성 요인의 문항수

① 구체적 단서(행동+대화)=총 38문항,
:O가 답인 문항수=19, X가 답인 문항수=19
② 추상적 단서(정서+의도)=총 42문항
:O가 답인 문항수=21, X가 답인 문항수=21
③ 전체문항수=80문항.
:전체 O가 답인 문항수=40문항, 전체 X가 답인 문항수=40문항

(각각의 구성요인에 대한 민감성 지수도 위와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

▪전체적중률(hitrate)=
옳은 진술문에 대상자가 O라고 응답한 수

옳게 진술된 전체 문항 수=40

▪헛경보율(FalseAlarm rate)= 틀린 진술문에 대상자가 O라고 응답한 수
틀리게 진술된 전체 문항 수=40

▪민감성 지수 A' = 1 + (hitrate-FArate)(1+hitrate-FArate)
2 4hitrate(1-F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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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DDDeeevvviiiccceeefffooorrr
ttthhheeesssoooccciiiaaalllcccooogggnnniiitttiiiooonnniiinnnSSSccchhhiiizzzoooppphhhrrreeennniiicccpppaaatttiiieeennntttsss

Park,SungWon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thatcould
measure the social cognition of schizophrenia.The construction of this
instrument was drawn from the extensive literary review of theoretical
evidenceofsocialcognition.Thedomainsofsocialcognitionwerecategorized
asfollows;emotionalcharacteristicsand socialcues.Emotionalcharacteristics
werebrokenintotwofactors;thearousalfactorand thepleasantnessfactor.
Thesocialcuesweredividedintotwofactors;concretecueandabstractcue.
We chose 21 scenesdescribing the realinterpersonalrelationshipsfrom

domesticTV dramasandmovies,whichrepresentedthefourdrawndomains
well.252itemsweredeveloped from thescenesand 6expertsassessed our
preliminary instrumentforclinicalvalidity.Thepreliminary instrumentwas
then revised to eighteen scenesand 214items;afterwhich,theinstrument
passed through a standardization process by being applied to 76 normal
controls.12scenesand 144itemswereselected afterthisstage.After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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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or the results from 196 schizophrenics in twice, Finally,our
instrumentwastobecomposedof8scenesand80items. Theverificationof
test-retestreliability resulted in r=0.523(p<0.01)and theinternalconsistency
Cronbach'sα was0.89.Thesefiguressupportedtheconsistentreliabilityofour
instrument.
Thesignificantcorrelationbetweenthescoresofeachdomainandthetotal

score proved the construct validity of our instrument. The developed
instrumentshowed positive correlationswith Nurse'sObservation Scale for
in-patientevaluation(r=0.346,p<0.01).Theresultsalsosupportthevalidityof
our instrument.The concrete cue scores and the abstractcue scores in
schizophreni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t=6.880,p<0.000).
Therewasalsoasignificantdifference(t=-12.344,p<0.001)betweenthecontrols.
Because the scores of socialcognition in the schizophrenia proved the
discriminatingpowerofourinstrument;and asaresult,ourinstrumentcan
distinguishtheabilitydifferencebetweenthenormaland theschizophrenic's
partiality,
Inconclusion,ourinstrumentdemonstratedconsistentreliabilityandvalidity;

hence,we believe our instrumentwillcontribute to the socialcognitive
research ofschizophreniaand thedevelopmentofnursing intervention with
schizophrenicpatientsinthefuture.

Keyword:Schizophrenia,socialcognition,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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