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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Most researchers have experimentally evaluated the detection efficiency of reaction time-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s (RT CIT). In experimental studies, two experimental paradigms have been mainly used to create 

a lying situation, mock-crime paradigm and personal-item paradigm.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the detection 

efficiency of RT CIT for the one that could be estimated as the same as the other, regardless of the experimental 

paradigms. In study 1, it was tested whether the effect size of RT CIT was different in the two experimental 

paradigms through meta-analysis. As a result of the meta-analysis of 39 studies, the effect size (Hedges’g = 1.330) 

of the mock-crime paradigm was slightly larger than that (Hedges’g = 1.145) of the personal-item paradigm,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Study 2 was an experimental study using both the mock-crime and 

personal-item paradigms, i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detection efficiency of RT CIT differs in the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a result of ANOVA , it was found that the RT differences between the probe and 

irrelevant stimuli were not significant in the two experimental paradigms. In the experimental study, the effect size 

(Cohen’s d) of the mock-crime and personal-item paradigms were 1.638 and 1.535, respectively. In the discussion 

section, the reason of the detection efficiency of RT CIT not affected by the experimental paradigm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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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분의 연구자들은 반응시간기반 숨긴정보검사(RT CIT)의 탐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한

다. 실험연구에서 거짓말하는 상황을 만들기 하여 주로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이 사용된다. 한 가지는 모의 범죄 

패러다임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개인  항목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실험 패러다임에 계없이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동일하게 추정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 간에 RT CIT의 효과크기가 다른지 검증하 다. 39개 연구에 한 메타분석 결과, 모의 범죄 패러다임

의 효과크기(Hedges의 g=1.330)가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효과크기(g=1.145) 보다 약간 컸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구 2에서는 모의 범죄 패러다임 조건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 조건을 포함하는 실험연구를 수행

하여,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다른지 검증하 다. 변량분석 결과, 련자극과 무 련자극 

간의 반응시간 차이가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 모의 

범죄 패러다임의 효과크기(Cohen의 d)는 1.638이었으며,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효과크기는 1.535 다.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실험 패러다임에 향을 받지 않는 이유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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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숨긴정보검사(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 유죄지

식검사라고도 함)는 거짓말 탐지 검사의 한 종류로 오직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죄 련 정보( 를 들면, 범죄에 

사용된 특정한 칼)를 범죄 용의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

는 검사이다(Lykken, 1959). CIT에서는 련자극( , 범

행에 사용된 칼)과 무 련자극들( , 범행에 사용되지 않

은 여러 개의 칼)을 섞어서 범죄 용의자에게 하나씩 제시

한 후 자율신경계 반응(피부 기반응, 호흡, 압  맥

박)을 측정한다. 련자극에 한 반응이 무 련자극에 

한 반응과 체계 으로 다르면, 용의자가 범죄 련 정

보를 알고 있다고 단하고 유죄 정을 한다.

1990년 후에는 CIT를 보완하기 하여 뇌 의 P300 

성분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P300-기반 숨긴정보검사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 CIT)가 개발

되었다(Farwell & Donchin, 1991; Rosenfeld et al., 1988). 

2000년에는 반응시간을 측정치로 사용하는 반응시간기

반 숨긴정보검사(reaction time-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RT CIT)가 연구되기 시작하 다(Seymour et al., 2000). 

CIT나 P300 CIT를 실시하기 해서는 자율신경계 측정 

장비나 뇌  측정 장비가 필요하지만, RT CIT는 일반

인 컴퓨터 한 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P300 CIT와 RT CIT는 련자극(probe)과 무 련자

극(irrelevant) 외에 목표자극(target)을 포함한다. P300 

CIT와 RT CIT에서는 목표자극과 련자극, 무 련자

극의 개수를 보통 1:1:4의 비율로 구성한다. 체 자극

들을 섞어서 무선 으로 하나씩 모니터에 제시하고, 목

표자극이 제시되면 특정 버튼을 르고, 다른 자극(즉 

련자극과 무 련자극)이 제시되면 다른 버튼을 르

도록 지시한다. 일반 으로 목표자극을 30회 이상, 

련자극을 30회 이상, 무 련자극을 120회 이상 제시한

다. P300 CIT에서 련자극의 P300 진폭이 무 련자극

의 P300 진폭보다 유의하게 더 크면 유죄 정을 하고, 

RT CIT에서는 련자극에 한 평균 반응시간이 무

련자극에 한 평균 반응시간보다 유의하게 더 길면 

유죄 정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거짓말 탐지 검사는 정확도를 의미

하는 탐지 효율성(detection efficiency)이 높아야 한다. 

즉 유죄인 조사 상자와 무죄인 조사 상자를 잘 구분

해야 한다. 탐지 효율성을 추정하기 해서는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은 조사 상자가 유죄인지 는 무죄인

지 알려져 있어야 한다. 실제 범죄 용의자들의 유/무죄

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분의 

연구에서는 실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 검

사의 탐지 효율성을 추정한다.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이 CIT 연구에 리 사용된다

(Meijer et al., 2014). 한 가지는 모의 범죄(mock crime)

를 이용하는 것으로 실험참가자에게 가상의 범죄를 수

행하도록 한 후에 범죄와 련된 정보를 련자극으로 

사용한다. 다른 한 가지는 실험참가자와 련된 개인  

항목(personal item)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험참가자의 

이름이나 생일 등을 련자극으로 사용한다.

자유신경계 반응을 측정하는 CIT와 P300을 측정하

는 CIT에서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

임의 외부 타당도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

이 있다.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경우, 실험참

가자들이 실제 범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험하지 않

으므로 탐지 효율성이 과소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하

며(Kleiner, 2002), 탐지 효율성이 과  추정될 수 있다

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Carmel et al., 2003).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경우, 개인에게 무 친숙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 효율성이 과  추정될 가능성을 

언 하고 있다(Meijer et al., 2014).

실험을 통하여 추정한 CIT의 탐지 효율성이 과  추

정되는지 는 과소 추정되는지 정확하게 악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실험 상황과 실제 상황이 동일하지 않

기 때문이다. 실험 패러다임으로 추정한 탐지 효율성의 

외부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두 실험 

패러다임으로 추정한 탐지 효율성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만약 두 가지 탐지 효율성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한 가지 패러다임 는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 

모두 외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 가지 탐지 효율성이 서로 비슷하다면, 탐지 효율성 

추정치의 외부 타당도가 높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CIT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탐지 효율

성을 의미하는 효과크기(Cohen의 d)가 모의 범죄 패러

다임에서는 2.1이었으며 개인  항목 패러다임에서는 

1.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Ben-Shakhar 



반응시간기반 숨긴정보검사에 대한 실험 패러다임의 효과  5

& Elaad, 2003). P300 CIT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서는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효과크기(Cohen의 d)가 

2.2로 모의 범죄 패러다임의 효과크기 1.6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Meijer et al., 

2014). 따라서 CIT와 P300 CIT에 한 탐지 효율성 추

정치의 외부타당도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RT CIT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실

험 패러다임에 따라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동일하

게 추정되는지에 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에 따라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유사하게 추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RT CIT에 한 탐지 효율성 추정치의 외

부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과 더불어 실험 연구를 수행

하 다.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자극의 개수와 

자극을 제시하는 구체 인 차들이 조 씩 다르기 때

문에 실험 패러다임에 따른 탐지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형 인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형 인 개인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한 실험 연구를 함께 수행하 다.

 

2. 연구 1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 간에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유사한지 확인하기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2.1. 연구 상 선정  수집

분석 상 논문은 2020년 4월까지 학술 에 발표

된 논문으로 하 다. 검색은 Google scholar를 이용하

으며, 검색어는 “reaction time” + “guilty knowledge”, 

“reaction time” + “concealed information”, “reaction 

time” + “concealed knowledge”, “response time” + “guilty 

knowledge”, “response time” + “concealed information”, 

는 “response time” + “concealed knowledge”로 하

다. RT CIT에 한 실험연구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

었으므로 검색기간은 2000년부터 검색시 (2020년 4

월)까지로 하 다. 총 147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RT CIT와 련이 없는 1398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75편의 논문을 1차 선별하 다. 75편의 논문 록을 검

토하여 비실험논문 45편을 제외하고 30편의 논문을 2

차 선별하 다. 30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효과크기

를 산출할 수 없는 논문 4편, 개인  항목 패러다임이

나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이용하지 않은 논문 3편, 심

사가 끝나지 않은 논문 2편, 복된 자료를 사용한 논

문 1편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20편의 논문을 선별하

다. 20편의 논문들 부분은 다수의 실험 집단 는 

다수의 연구를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연구들  형

인 RT CIT, 즉 목표자극과 련자극, 무 련자극을 사

용하고, 응수단(countermeasure)을 사용하지 않으며, 

반응시간을 주요 측정치로 사용한 연구만 최종 으로 

선별하 다. 결과 으로 20편의 논문에서 39개의 연구

를 추출하여 메타분석에 사용하 다.

2.2. 코딩  자료 분석

핵심 코딩 항목은 실험 패러다임 유형(개인  항목, 

모의 범죄)과 표본 크기, 효과크기 다. 효과크기는 탐

지 정확율로 계산할 수도 있고, 지표(즉 반응시간)의 

크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와 동일하게 지표의 크기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를 산출하 다(Meijer et al., 2014). 련자극의 반응시

간에서 무 련자극의 반응시간을 뺀 후 차이 값의 표

편차로 나 어 Cohen의 d값을 산출하 다. Cohen의 

d는 표본이 작을 경우 효과크기를 과 추정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이를 교정한 Hedges의 g를 산출하여 효과

크기로 사용하 다.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련자극의 개수에 따라 달

라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Eom et al., 2016; 

Verschuere et al., 2015) 련자극의 개수를 통제변인으

로 사용하기 하여 코딩하 으며, 반응시간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연구들도 출 년도가 최근일수록 효과크

기가 감소하는 상이 있으므로(Cuchotzki, et al., 2017) 

출 년도를 함께 코딩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다. 

출 년도는 2009년을 원 (0)으로 하여 코딩하 다.

실험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지 검증

하기 하여 메타 변량분석(meta-ANOVA)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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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련자극의 개수와 출 년도를 통제한 후, 패러

다임의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하여 메타 회귀분석(meta-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 다(Borenstein et al., 2011). Table 1에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분석

은 CMA v3.3.070 로그램으로 수행되었다.

Study Paradigm N of Probe  n g 95% CI

Seymour et al., (2009) condition 1 Mock crime 6  55 2.317 1.931~2.704

Seymour et al., (2009) condition 2 Mock crime 6  54 2.208 1.822~2.595

Verschuere et al., (2010) Personal item 5  31 1.920 1.462~2.379

Visu-Petra et al., (2012) Mock crime 6  21 1.212 0.778~1.646

Hu et al., (2013) Mock crime 6  31 0.975 0.650~1.300

Noordraven et al., (2013) Personal item 4  21 1.395 0.942~1.847

Visu-Petra et al., (2013) condition 1 Mock crime 5  73 1.524 1.272~1.776

Visu-Petra et al., (2014a) Mock crime 5  47 2.203 1.798~2.608

Visu-Petra et al., (2014b) condition 2 Mock crime 6  20 1.238 0.806~1.671

Kleinberg et al., (2015) exp1 Personal item 4  88 1.170 0.956~1.384

Varga et al., (2015) Mock crime 5  46 1.170 0.881~1.459

Verschuere et al., (2015) exp1 condition 1 Personal item 1  21 1.241 0.807~1.675

Verschuere et al., (2015) exp1 condition 2 Personal item 2  19 2.856 1.873~3.299

Verschuere et al., (2015) exp2 condition 1 Personal item 1  44 0.580 0.329~0.830

Verschuere et al., (2015) exp2 condition 2 Personal item 2  53 1.498 1.189~1.807

Eom et al., (2016) exp1 condition 1 Mock crime 1  36 0.098 -0.151~0.347

Eom et al., (2016) exp1 condition 2 Mock crime 3  36 1.135 0.809~1.461

Eom et al., (2016) exp1 condition 3 Mock crime 5  36 1.164 0.838~1.490

Eom et al., (2016) exp2 Mock crime 2  30 0.409 0.123~0.695

Kleinberg et al., (2016) exp1 condition 1 Personal item 3  79 1.268 1.035~1.501

Kleinberg et al., (2016) exp1 condition 2 Personal item 3  84 1.090 0.876~1.304

Kleinberg et al., (2016) exp2 condition 1 Personal item 3  70 0.791 0.578~1.005

Kleinberg et al., (2016) exp2 condition 2 Personal item 3  50 0.591 0.359~0.822

Kleinberg et al., (2016) exp2 condition 3 Personal item 3  57 0.779 0.547~1.011

Verschuere et al, (2016) Personal item 5  42 2.012 1.608~2.416

Lukacs et al., (2017) exp1 condition 1 Personal item 4  85 0.486 0.311~0.660

Lukacs et al., (2017) exp1 condition 2 Personal item 4  71 1.286 1.053~1.519

Lukacs et al., (2017) exp2 condition 1 Personal item 4  54 0.936 0.685~1.188

Lukacs et al., (2017) exp2 condition 2 Personal item 4  63 1.136 0.884~1.388

Suchotzki et al., (2018) exp1 condition 1 Personal item 2 108 0.957 0.839~1.074

Suchotzki et al., (2018) exp2 condition 1 Personal item 2  60 1.236 1.119~1.354

Olson et al., (2018) Personal item 1  12 0.958 0.466~1.450

Lukacs et al., (2019) Personal item 1  52 0.562 0.330~0.793

Suchotzki et al., (2019) condition 1 Mock crime 5  27 1.806 1.330~2.282

Suchotzki et al., (2019) condition 2 Mock crime 5  25 1.433 1.016~1.851

Lukacs et al., (2020) exp1 condition 1 Personal item 1  72 1.365 1.113~1.617

Lukacs et al., (2020) exp1 condition 2 Personal item 1  72 1.355 1.103~1.608

Lukacs et al., (2020) exp2 condition 1 Personal item 1 116 1.212 1.037~1.387

Lukacs et al., (2020) exp2 condition 2 Personal item 1 116 1.321 1.127~1.516

Note. N of probe = number of probes; n = number of participants; g = Hedges’s g;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1. Summary of the studies in the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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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39개의 연구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

는 15개(38.5%) 으며, 개인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

한 연구는 24개(61.5%) 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련

자극의 개수는 1개에서 6개까지 분포하 으며, 출 년

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다. 효과크기(Hedges

의 g)는 0.098에서 2.856의 범 에 있었다.

메타분석 결과, 고정모형을 가정할 경우 39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1.087(95% 신뢰구간: 1.048~1.127)이었

다. 출 편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Duval과 Tweedi (2000)

의 trim-and-fill 기법으로 교정한 효과크기는 0.997(95% 

신뢰구간: 0.959~1.034)로 교정하기 이 보다 0.09 감소하

다.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연구들 간에 효과크

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Q=413.953, p<.001, 

I2=90.820). RT CIT의 효과크기는 자극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무선 모형을 가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선모형을 가정하는 경우에 평균 

효과크기는 1.213(95% 신뢰구간: 1.077~ 1.349)이었다.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평균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하여 메타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조건 간에는 고정효과를 가

정하고 조건 내에는 무선효과를 가정하는 혼합효과모

형에서 모의 범죄를 이용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1.330(95% 신뢰구간: 1.105~1.555)으로 개인  항목을 

이용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 1.145(95% 신뢰구간: 

0.973~1.316) 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1.654, df=1, p=.198).

두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들 간에 련자극의 개수와 

출 년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련자극의 개수와 출 년

도를 통제변인으로 하고 패러다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한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메타 회귀분석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련자극의 개수와 

출 년도를 통제한 후에는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효과

크기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의 효과크기보다 0.147 더 크

게 추정되었지만, 패러다임 유형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147, z=0.825, p=0.409).

 

3. 연구 2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

한 RT CIT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두 가지 실험 패러

다임에서 자극의 개수를 네 개로 동일하게 하 으며,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두 실험 패러다임의 비교 가능성을 높 다.

3.1. 실험참가자

학생 28명이 자원하여 실험에 참가하 다. 실험참가

자의 평균 연령은 21.5세(범  19~26세) 으며, 남자는 

13명이었다. 본 연구는 충북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심의(승인번호 CBNU-201810-SB-0164)를 통과하 다.

3.2. 실험조건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 따라 실험조건을 구성하 다. 

첫 번째 실험 패러다임은 모의 범죄 패러다임으로 특

Paradigm k Hedges’s g 95% CI Q df p

 Mock Crime 15 1.330 1.105~1.555 1.645 1 .198

 Personal item 24 1.145 0.973~1.316

Table 2. The result of meta-anova

b S.E 95% CI z p

 Intercept  1.003 0.461 0.206~1.800  2.466 0.014

 Publication year -0.038 0.034 -0.104~0.029 -1.109 0.268

 Number of probes  0.120 0.058 0.007~0.234  2.081 0.037

 Paradigm (Mock crime=0)  0.147 0.178 -0.202~0.496  0.825 0.409

Table 3. The result of meta-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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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험실에 들어가서 신용카드와 을 훔쳐서 나오

는 것이다. 두 번째 실험 패러다임은 개인  항목을 이

용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후에 보상 을 많이 받을 목

으로 본인의 이름과 생일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각 실험조건에 14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무선할당하 다.

3.3. 실험자극

모의 범죄 조건에서 련자극은 ‘신경과학’ 실험실, 

‘가방’, ‘15만원’, ‘신한카드’ 으며, 목표자극은 ‘행동

찰’ 실험실, ‘책상’, ‘30만원’, ‘국민카드’ 고, 무 련

자극은 ‘심리생물’ 실험실, ‘응용심리’ 실험실, ‘심리측

정’ 실험실, ‘지각인지’ 실험실, ‘잠바’, ‘핸드백’, ‘탁

자’, ‘의자’,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삼

성카드’, ‘농 카드’, ‘롯데카드’, ‘ 카드’ 다. 개인

 항목 조건에서 련자극은 실험참가자의 이름, 생

일, 학과, 출신고등학교 으며, 목표자극은 실험참가자

와 련이 없는 이름, 생일, 학과, 출신고등학교 고, 

무 련자극도 실험참가자와 련이 없는 이름, 생일, 

학과, 출신고등학교 각 4개씩이었다.

3.4. 차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에 한 설명을 듣고 실험참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에 참가하 다. 모의 범죄 조

건의 실험참가자들은 모의 범죄를 수행한 후 RT CIT

를 받았다. 모의 범죄는 ‘4층에 있는 신경과학실험실에 

들어가서 가방 안에 있는  15만원과 신한카드를 

훔쳐서 나오는 것’이었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모

의 범죄의 내용을 실험참가자에게 알려주며 암기하도

록 하 다. 실험참가자가 모의 범죄의 내용을 모두 암

기하 다고 말하면, 선행연구(Seymour & Fraynt, 2009)

와 같이 모의 범죄의 네 가지 핵심 내용(실험실 이름, 

과 신용카드가 있는 곳, 액수, 카드이름)에 

한 질문을 하여 실험참가자가 확실하게 암기하 는지 

확인하 다. 그런 후 모의 범죄를 수행하고 실험실로 

돌아오도록 지시하 으며, 모의 범죄 수행 후에는 범죄

사실에 해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하 다.

개인  항목 조건의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선행연구

(Verschuere et al., 2010)에서 조작한 것과 유사하게 다

음과 같은 지시를 통하여 기억상실을 주장하도록 하

다. “본 실험은 실험참가자가 사고 후에 더 큰 피해 보

상 을 얻기 하여 허 로 기억 손상을 주장하는 상

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실험참가자께서는 본인과 

련된 어떠한 정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

니다. 검사가 시작되고 실험참가자와 련된 정보가 모

니터에 제시되었을 때, 자신과 련된 정보가 아닌 것

처럼 생각하고 검사에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의 범죄 조건과 개인  항목 조건의 실

험참가자들에게 RT CIT를 실시하 다. 실험참가자에

게 목표자극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암기하도록 하 다. 

RT CIT에서 목표자극 4개, 련자극 4개, 무 련자극 

16개를 무선 인 순서로 하나씩 제시하 으며, 체 

자극을 10회 반복제시하 다. 자극은 실험참자가로부

터 1 m 앞에 놓여 있는 LCD 모니터에 흰색 바탕의 

검은색 씨로 제시하 다. 자 높이는 1.5 cm 다. 

목표자극이 제시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다른 자극에 

제시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

게 르도록 지시하 다. 각 자극은 실험참가자가 반응

을 하거나, 자극이 제시된 지 800 ms 까지만 제시하

다. 800 ms 내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반응이 무 

늦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2000 ms 동안 제시하 다. 

자극 간 제시간격은 평균 1000 ms 다. 자극의 개수와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은 선행연구들 에서 가장 형

인 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자극을 제시하고 반응시간

을 기록하기 하여 SuperLab 5.0을 사용하 다.

3.5. 분석

체 시행 에서 자극 제시 후 800ms 이내에 정반

응을 한 시행만 분석에 사용하 다. 목표자극과 련자

극, 무 련자극 각각에 한 반응시간의 평균을 산출한 

후, 련자극에 한 평균 반응시간과 무 련자극에 

한 평균 반응시간 차이가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지 검증하 다.

3.6. 결과

실험조건에 따른 정반응률과 평균 반응시간이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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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목표자극에 한 

정반응률은 80% 이상이었으며, 련자극과 무 련자

극에 한 정반응률은 95% 이상이었다.

반응시간에 하여 패러다임 유형(모의 범죄 패러다

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과 자극 종류( 련자극과 

무 련자극)를 독립변인으로 한 혼합설계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 다. 실험 패러다임의 주효과가 통계 으

로 유의하 다(F(1,26)=4.844, p=.037). 모의 범죄 패러

다임의 반응시간이 자기참조 패러다임의 반응시간보

다 더 길었다. 자극 종류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하 다(F(1,26)=66.493, p<.001). 련자극에 한 반응

시간이 목표자극에 한 반응시간보다 더 길었다. 패러

다임 유형과 자극 종류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26)=2.184, p=.151). 결과 으로, 

모의범죄 조건에서 련자극의 반응시간이 무 련자

극의 반응시간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고

(t(13)=6.131, p<.001, d=1.64), 개인  항목 조건에서도 

련자극의 반응시간이 무 련자극의 반응시간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다(t(13)=5.742, p<.001, 

d=1.53). 그리고 모의 범죄 조건에서 련자극과 무

련자극 간의 평균차이와 개인  항목 조건에서 련자

극과 무 련자극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 간에 탐지 효율성이 다르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에서 서로 비슷하게 

추정되는지 검증하 다. 이를 통하여 RT CIT 탐지 효

율성 추정치의 외부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편의 논문에서 추출한 39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

과,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효

과크기(Hedges의 g) 차이는 0.2 보다 작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극의 개수와 자극제시 차를 

두 실험 패러다임에 동일하게 용한 실험 연구에서도 

련자극과 무 련자극에 한 반응시간 차이가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즉, 메타분석과 실험

연구 모두에서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 간에 탐지 효율

성이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RT CIT의 탐지 효율성 추

정치(Hedges의 g=1.213)는 외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범죄 패러다임의 탐지 효율성이 

더 크게 나타난 CIT의 메타분석 결과와 다른 것이며

(Ben-Shakhar & Elaad, 2003),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탐지 효율성이 더 크게 나타난 P300 CIT의 메타분석 

결과와도 다른 것이다(Meijer et al., 2014). 세 종류의 

CIT에서 실험 패러다임의 효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각각의 CIT가 검사 자극의 서로 다른 특성에 

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CIT는 련자극에 한 

정향반응(orienting response)과 무 련자극에 한 습

화(habituation)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Ben-Shakhar & 

Elaad, 2002), P300 CIT는 련자극과 무 련자극의 범

주화에 근거하고(Farwell & Donchin, 1991), RT CIT는 

목표자극과 련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자극-반응 갈등

(stimulus-response conflict)에 근거한다(Verschuere et 

al., 2010).

결국, CIT와 P300 CIT는 련자극과 무 련자극 간

의 차이에 의해 반응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련자극

과 무 련자극 간의 의미차이가 크면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나고, 두 자극 간의 의미차이가 작으면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CIT와 P300 CIT에서는 모

의 범죄 패러다임의 련자극과 무 련자극 간의 의미차

이가 개인  항목 패러다임의 련자극과 무 련자극 간

의 의미차이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메타분석

에서 이러한 상을 찰한 Ben-Shakhar와 Elaad(2003)

는 구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Meijer 등(2014)은 개

Paradigm
Accuracy Reaction time

Target Probe Irrelevant Target Probe Irrelevant t p d (95% CI)

 Mock Crime .888 (.068) .977 (.035) .997 (.004) 593 (55) 538 (37) 504 (30) 6.131 <.001 1.638 (1.004~2.272)

 Personal item .811 (.084) .991 (.016) .996 (.005) 597 (35) 521 (26) 472 (36) 5.742 <.001 1.535 (0.924~2.146)

 Note. Standard deviations in parentheses. t: t-test for probe-irrelevant reaction time difference.

Table 4. Mean accuracy rates and reaction time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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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목 패러다임과 모의범죄 패러다임에서 사용된 

자극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 만 

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련자극과 무 련

자극 간의 의미차이가 두 실험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 밝힐 필요가 있다.

RT CIT는 목표자극과 련자극의 유사성 때문에 

련자극에 한 반응시간이 길어진다고 가정한다. 모의 

범죄 패러다임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에서 실험참가

자들은 목표자극과 련자극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므

로, 자극-반응 갈등도 비슷한 정도로 유발된 것으로 보

인다.

RT CIT의 효과크기(Hedges의 g)는 메타분석에서 

1.213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은 Cohen(1988)의 기 에

서 큰 효과크기(d > 0.80)에 해당하는 값이지만, CIT의 

효과크기(Cohen의 d) 1.6~2.1이나 P300 CIT의 효과크

기(Cohen의 d) 1.6~2.2보다 작은 것이다. RT CIT의 탐

지 효율성 추정치가 다른 CIT에 비하여 낮은 이유  

하나는 련자극의 개수가 은 연구들이 메타분석에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RT CIT의 탐지 효율성은 련자극의 개수에 

향을 받는다. Table 3의 회귀방정식에 이상 인 련자

극의 개수인 5를 넣고(Seymour & Kerlin, 2007), 출

년도에 간값인 5를 넣고, 패러다임에 간값인 0.5를 

넣고(회귀분석에서 모의범죄 패러다임은 0, 개인  항

목 패러다임은 1로 입력하 음), 효과크기를 계산하면, 

효과크기가 1.486으로 추정된다.  련자극을 4개 사

용한 연구 2의 효과크기는 1.5가 넘는다. 따라서 충분

한 개수의 련자극을 사용하면, RT CIT의 효과크기는 

CIT나 P300 CIT의 효과크기에 근 할 것이다.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다른 CIT에 비하여 낮은 

 다른 이유는 반응시간의 특성에 있을 것이다. CIT에

서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치로 사용하며, P300 CIT

에서는 뇌 를 측정치로 사용한다. 자율신경계 반응과 

뇌  반응은 자극에 의해 무의식 으로 만들어진다. 반

응시간은 자극-반응 갈등에 의한 자동화된 반응과 버

튼을 르는 수의  반응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자율신경계 반응이나 뇌  반응보다 반응시간에 더 많

은 가외요인들이 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반응시간에 

더 많은 무선오차가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체 

반응시간에서 자극-반응 갈등에 의해 향을 받는 반

응시간의 비율이 감소하고, RT CIT의 탐지 효율성이 

감소했을 것이다.

RT CIT의 탐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반응시

간과 함께 반응시간의 표 편차, 반응 오류율 등을 추

가하는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Seymour & Fraynt, 

2009; Visu-Petra et al., 2011), 연구에 따라서 추가하는 

지표들이 서로 다르며 추가 지표에 한 이론  근거

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가 지표에 한 이론

 근거를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의 일

성과 효율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항목 패러다임은 실제 범죄 상황과 많이 다

르기 때문에, 개인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RT CIT에서 개인  항목 패

러다임과 모의 범죄 패러다임에서 탐지 효율성이 유사

하므로, RT CIT에서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

구의 일반화 가능성과 개인  항목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RT 

CIT에서는 실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실험 패러다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험하여도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과 실험연구를 통하여 RT-CIT

의 탐지효율성이 실험패러다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는 것을 보 지만, 각각의 RT-CIT 연구들은 상당히 다

른 탐지효율성을 보이고 있다(효과크기의 범 : 

0.098~2.85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산성

의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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