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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procrastination and anxiety as a personality
trait according to gender and the cognitive regulatory focu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in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regulatory focus?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in anxiety according to gender and regulatory focu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of 434 university students(171 male, 263 female), studying at 4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o examine whether the relative strength of promotion and prevention focus
would differ across gender groups and regulatory focus type(promotion or prevention), we conducted a 2X2
factorial analysis of variance(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regulatory focus, but there were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regulatory focu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rait anxiety according to gender and
regulatory focus, but there were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regulatory focus.
This study found that procrastination and anxiety as personality traits are differ depending on gender
and regulatory focus(promotion focus and prevention focus). Suggestions and discus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are provided.
Key words : 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Procrastination, Anxiety

Ⅰ. 서 론

라지면서 지연행동은 점차 부정적 행동양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스스로를 지연행동가로 인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

식하는 비율이 1978년에는 인구 중 5%에 불과했

일들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시작하지도 못하고 미

으나, 2007년에는 26%까지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루고 있는 행동을 지연행동이라고 한다. 산업사

(Steel, 2007). 이렇게 지연행동을 문제행동으로

회 이전에는 충동적이지 않으며 여유로운 행동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

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

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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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동(procrastination)은 과제를 미루는 행동

Johnson & McCown, 1995; McCown & Johnson,

(Burka & Yuen, 1983)으로 간단히 정의되기도 하

1991; Solomon & Rothblum, 1984). 18세에서 77세

고, 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McCown과 Roberts

(Lay, 1986)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그 중 Solomon

(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대가 보고한 지연

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을 주관적 불편함

행동 점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을 겪으면서까지 불필요하게 과제를 미루는 경향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라고 하여 행동적 측면을 넘어 정서적 측면까

도 20%정도가 일상적 과제에 대해 만성적인 지

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임을 주장하였다. 지연행

연행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Hammer & Ferrari,

동에 관한 초기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과 같

2002).

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지연행동에 주

지연행동을 하게 되면 개인은 후회, 절망, 불

목하였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특성이 섞인 성격

안, 우울, 자기비난, 죄의식, 수치심 등의 심리적

적 문제일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 자존감 또한 낮아지게 된

어지고 있다(Ferrari, Mason & Hammer, 2006). 선

다. 나아가 지연행동은 학업부진과 직업상 기회

행 연구들에서는 의사결정의 어려움, 통제에 대

상실을 유발하고, 대인관계 및 건강에까지 부정

한 저항, 자기주장 능력의 부족, 성공한 이후에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Ferrari, 2004; Ferrari,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보호, 실패에 대한 두려

Johnson & McCown, 1995). 지연행동을 지속적으

움, 완벽주의 성향,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자기조

로 보이게 되면 대학생들은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절과 자기관리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행동

못한다거나(Howell, Watson, Powell & Buro, 2006;

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urka &

Lay, 1986), 학점이 낮은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취

Yuen, 1983; Choi, 2001; Flett, Blankstein, Hewitt

소하는

& Koledin, 1992; Lee, 2002; Milgram, Mey-Tal &

Mann, 1988; Rothblum, Solomon & Murakami,

Levison, 1998; 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1986; Solomon & Rothblum, 1984). 실제 생활에서

(Johnson, Green & Kluever, 2000), 교수들은 학술

지연행동은 개인과제에서 계획표를 세우지 않거

적 글쓰기를 미루어 실직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

나(Lay, 1990), 세우더라도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

기도 한다(Haycock, McCarthy & Skay, 1998). 이

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며, 과제완성시기가 다

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의 60%가 지연행동에 대

른

일컫는다

해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Ferrari, Parker & Ware, 1992). 지연행동을 보고

(Knaus, 2004),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95% 이

하는 학생들은 매일 하는 행동의 1/3이상을 잠자

상이 지연행동의 감소를 희망하고 있다(O'Brien,

기나 놀기, TV를 보는 행동 등으로 보낸다고 응

2002).

사람들보다

늦는

등의

행동을

답하였다(Pychyl, Lee, Thibodeau & Blunt, 2000).

일이

많아지며(Beswick,

Rothblum

&

일상적 지연행동에 대한 성차 연구를 살펴보

대학생들의 지연행동을 살펴보면 학업적 영역

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한

에서 절반정도의 대학생들이 학습행동을 미루며,

다는 연구결과(Kang, 2011)와 남학생이 여학생보

지연행동에 대해 문제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다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Choi,

(Yoon, 1996). 또 대학생의 80~95%가 학업적 지

2001)이외에 성차가 없다고 하는 연구결과(Ferrari

연행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거나(Ellis & Knaus,

& Tice, 2000; Kim, 2013)등으로 성별 차이에 대

1977; O’Brien, 2002), 20～30%가 만성적이고 심

해서는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각한 지연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Ferrari,

Haycock등(1998)은 성별에 따라 지연행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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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 수반되는 불안 등의 부정적인 결과에 여성이

는 것 중의 하나는 불안이며, 이런 불안은 대학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지연행동

생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서는 성별을 중요한 변

로 작용하게 된다(Shepherd, 2006). 대학생들이 경

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별은 전통

험하는 불안은 청년기 이후에 형성되는 자아정체

적으로 교육학이나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

감이나 인격형성 이외에도 학업이나, 진로, 대인

으로 주목되어 온 변인이다. 학령기 학생들의 정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1991). 특히

서행동문제나 정신건강(Baek, 2014), 교사의 만성

만성적인 지연행동은 충동성, 우울, 불안 등과 정

적 지연행동도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꼽고 있다

적 상관이 있다고 하며(Ferrari, 2000), 지연행동을

(Seo, 2012). 이렇게 볼 때 지연행동이라는 문제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행동에 개입할 때 성별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

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Hong &

소 중 하나이다.

Hyun, 2005). 또한 불안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학

Kang(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들

업적 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며(Cho,

은 학업지연행동의 하위요인중 인지적 요인과 행

2015), 개인이 불안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동적 요인에 의한 지연행동 평균이 높고, 여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자

중학생들은 정서적 요인에서 지연행동의 평균이

신이나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학업적 지연

상황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

행동 개선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남녀학생의 성별

서 그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과제를 시작하는데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남학

방해를 받게 되며 이러한 패턴이 지연행동으로

생들에게는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비합리적 사

굳어진다고

고와 실제 지연행동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2001). 대학생들이 이런 불안을 심각하게 느낄 경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학업지연과 관련된 불안,

우, 이것은 행동양식과 습관, 성격뿐 아니라 인생

걱정, 염려, 심리적 부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관, 직업관, 이성 관계 및 종교나 가치관의 변화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연행동에 대해 성별에

나 갈등, 건강상 문제나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까

따라 다른 개입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볼 때 대

지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 Chon,

학생에게서도 성별에 따라 지연행동의 차이가 있

1991).

한다(Steel,

Brothen

&

Wambach,

불안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서, Freud는 일반적

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입방법을 구안할 필

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긴장의 증상이며 개인이

요가 있다.
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은 그와 같은 특성이 성

참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의 신호라고 하였고,

격적으로 고착되기 전 초기성인기인 대학생 시기

Bandura는 불안을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낮

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주효할 수 있다. 대학

은

생 시기는 심리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때

Spielberger(1972)는 이러한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이며,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개

과정으로 이해하여, 오래 지속되지 않는 상태로

인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요구받는 때이다. 그러

서의 불안(state anxiety)과 비교적 안정된 성격특

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입시중심의 주입

성으로서의 불안(trait anxiety)으로 구별하였다. 상

식 교육이 위주다보니, 대학생들은 갑자기 주어

태불안이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

진 자율성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냐 하는 것으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자율신경

자기 효능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요구받는 역할의

계의 각성 또는 활성화가 수반된 긴장감과 우려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의 적응에 가장 문제가 되

감을 가지는 비교적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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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특성불안은 인성과 비슷한 것으로, 객

성적인 지연행동은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

관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

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각하여 동반된 반응을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치는 문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복적으로

성향을 말한다.

형성되는 행동의 패턴이나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불안의 수준이 적당할 때에는 정서적으로 각성

되는 정서상태는 결국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이 되어 위기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후 전체 삶의

그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개인의 수행력이 저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남을 가능성

하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Kim,

이 높다. 따라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

1978),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결석이나 유급

해서는 이와 같은 만성적인 지연행동과 특성불안

등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Rapee

&

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만성적 개인차를 일

Melville, 1997).
특성불안이 높으면 개인은 직접적인 위험이 없

으키는 변인으로 인지적 조절초점을 제시하고 있

는 상황에서도 위협을 느끼는 일반적인 성향을

다(Cicchetti & Tucker, 1994; Derryberry & Reed,

가지게 되고, 위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1994). 인지적 조절초점(이하 조절초점)이란 목표

그것을 반추하며, 때로는 위협에 압도당하기까지

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쾌락추구와 고통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Lee, 1995). 상황적 불안인

스스로 조절하는 성향을 말한다(Higgins, 1997).

상태불안과 달리 일관된 성향으로서의 특성불안

조절초점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개인의 행

은 정서귀인이라는 인지요인을 통해 신체화 증상

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로, 작용한 동기에

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im & Ha, 2011;

따라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누어진다(Higgins,

Park, 2010). 또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에게

Friedman, Harlow, Idson, Ayduk & Taylor, 2001).

일어날 긍정적 사건 발생가능성은 낮게, 부정적

특정상황에서 개인의 동기, 정서 및 전략의 선

사건 발생가능성은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초점은 개인의 발달

한다(Butler & Mathews, 1983; Chorpita, Albano &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Higgins,

Barlow, 1996; Suarez & Bell-Dolan, 2001).

1998). Higgins(1997)는 개인이 가지는 조절초점이

이러한 불안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형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

통해 아동의 동기적 성향으로 형성된다고 하였

으로 한 연구 뿐 아니라(Kim, 2008; Song, 1987),

다.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중 수행에 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스킨십이나 칭찬 등 보상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나타내고 있다(Lee, 1995).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

많이 하게 되면, 자녀는 향상, 성장, 성취와 연관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때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다

된 향상초점을 개인적 성향으로 형성하게 된다.

가(Cho & Lee, 1990; Choi & Cho, 1990), 중학생

반대로 부모가 잠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처하도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에 성차가 나타나

가르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야단

는 등(Choi, 2007; Park & Kim, 1999) 청소년기

을 치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처벌적인 부정적 피

이후부터 불안에 대한 성차가 있다고 하는 연구

드백을 많이 하게 되면 자녀는 보호, 안전, 책임

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인초기인 대학생에

등과 연관된 예방초점을 개인적 성향으로 형성하

게서도 성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

게 된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

로 보이지만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특성불안과 만

기 위해 이상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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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초점은 행동적 측면의 만성적 지연행동과 정서적

위해 회피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한다. 향상초점

측면의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에 민

다. 특히 지연행동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정서

감하고 획득한다는 것에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중에도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행동과 특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유쾌하

성불안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고 활기차 있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지연행동과 특성불안, 조절초점 간의 서로 연

반면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는

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다는 것에 민감하고 손실을 회피하고 안전을 추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Kye, Park & Eom, 2011;

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목표를 달

Lemer & Keltner, 2000; Maner et al., 2007;

성하면 안심되며 안전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Solomon & Rothblum, 1984), 조절초점에 따라 지

(Higgins, 2006; Hong & Lee, 2008; Lee & Aaker,

연행동과 불안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2004).

구체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불어

개별 초점에 따라서 행동의 성향도 다른데, 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은 지연행동과 특성

상초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인 성향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에 의한 차이도

을 띠며 성취, 향상, 전진, 열정과 같은 욕구를

확인이 필요하다. 불안과 같은 불편감으로 인해

가지고 있어 과제에 대한 도전 의식이 강하다.

지연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결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위험을

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다시 부정

감수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예방초점을 더

적 정서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회피적인 성향을 띠며

높기 때문에(Tice & Bratslavsky, 2000) 불안과 지

안전, 책임, 보호, 방어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

연행동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절초점과

어 과제에 대해 소극적, 회피적인 의식을 자주

성별에 따른 지연행동과 특성불안의 차이가 확인

드러낸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손실을 입는 등의

된다면 이에 대한 개입방향을 정하고 개인의 문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자 하여 매우

제행동을 수정해나가는데 있어 보다 개별적인 접

신중하고

된다

근이 가능해 질 것이다.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에

(Higgins, Shah & Friedman, 1997). 따라서 향상초

게 이와 같은 차이에 근거한 접근을 실시하면 현

점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과제

재 생활에서 학업성취도, 학업만족도 등의 대학

수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예방초점을 가진

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회피적 태도로 신

향후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에도 지연행동

중하게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나 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볼 때, 개인이 어떤 초점

적응적 생활을 해나가도록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적 성향을 띠느냐에 따라 과제수행에 대한 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과

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지는 정서도 달

특성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보고하고 있는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절초점은 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인지적 조절초점에 따

인이 과제수행을 할 때 어떤 인지전략을 선택할

라 만성적 지연행동과 특성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것인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인으로 제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되고 있으며(Hahn, 2005), 정서적 측면에서도 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

기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제시되는 연

과 인지적 조절초점에 따라 지연행동에 차이가

구결과를 볼 때(Nah & Hahn, 2005), 개인의 조절

있는가? 둘째, 성별과 인지적 조절초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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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

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Lushene, Vagg와 Jacobs(1983)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Y:

Ⅱ. 연구 방법

STAI-Y)을 Hahn, Doug-Woong, Lee, Chang-Ho 와
Tak, Jin-Kook (1993)이 표준화 한 것을 사용하였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4개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남녀 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대학의 교양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자료 4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34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중 남학생이 171
명(39.4%), 여학생이 263명(60.6%)이었으며, 학년
별로 1학년이 87명(20.0%), 2학년은 201명(46.3%)
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은 76명(17.5%), 4학년이
70명(16.1%)으로 가장 적었다.

다. STAI-Y형은 기존의 STAI-X형에서 보다 정밀
하게 우울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12문항이 새롭
게 대치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 검사는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상태불안 문항은 현재의 기분상태로
일시적 감정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고자 하며,
특성불안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만연되어 있는 개
인의 긴장, 걱정의 성향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특성

2. 측정 도구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가. 지연행동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Chronbach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Lay(1986)가 개발

α는 .86이었고(Kim & Oh, 2012), 본 연구에서는

한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를 Lim, Sung-Moon (2006)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장면에서 안정적
으로 특정 지어지는 지연행동을 측정하는데 효과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Ferrari, 1992).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된다.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지
연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5번 문항 ‘편
지를 쓰고 나서 부칠 때까지 며칠 시간이 걸린
다.’를 제외하고 19문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이중 10문항이 역채점 문항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Chronbach α
는 .84이며(Lim & Park, 2010), 본 연구에서는 .83
이었다.
나. 불안

.80이었다.
다. 조절초점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Lockwood, Jordan
과 Kunda(2002)가 개발한 일반적 조절초점 척도
(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 GRFM)를 한
국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Yang

&

Kim, 2008). 이 척도는 향상초점을 측정하는 9문
항과 예방초점을 측정하는 9문항의 순서가 섞여
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
도로 측정된다. 향상초점은 ‘나는 나의 희망과 포
부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자주 상상해본다’, ‘나는
대체로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예방초점은 ‘나는 일반적으로 내 인생에서 부
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한
다’, ‘내게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나쁜 일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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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나 자신을 자주 상상하게 된다’와 같은

점을 하위변인으로 둔 것으로 보았다. 전체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을 통해 얻어진 향상초점의 평균에서 예방초점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Chronbach α는 향상초점이

평균값을 뺀 뒤 그 차이값들 중 중앙값을 기준으

.81, 예방초점이 .75이었으며(Lee, 2010), 본 연구

로 향상초점집단과 예방초점집단으로 나누었다.

에서는 향상초점이 .78, 예방초점이 .66이었다.

조절초점집단별로 살펴보면, 향상초점집단은 최
소값이 2.78, 최대값이 5.00으로 분포되어있고 평
균 3.92이었으며, 표준편차가 .46이었다. 반면 예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
동과 불안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므로 우선 조
절초점에 따른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조
절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중 하나의 초점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조절초점집단을 나누는
방법은 척도개발자인 Lockwood, Jordan과 Kunda
(2002)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향상초점 평
균값에서 예방초점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산출
한 뒤, 그 값들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개인이 가
지는 차이값이 중앙값보다 클 경우에는 향상초점
으로, 작을 경우에는 예방초점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조절초점과 성별에 따른 지
연행동과 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변
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방초점집단은 최소값이 2.00이고 최대값이 4.67로
분포되어 평균이 3.41이었고 표준편차는 .49이었
다.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동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전체 학생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예방초점에 따른 지연행동 평균이
57.33으로 향상초점에 따른 지연행동 평균 53.13
보다 6.2점 더 높게 나타났다. 예방초점인 여학생
들의 지연행동이 5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상초점인 남학생들의 지연행동이 5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례수를 보면, 남학생들은 예방
초점이 92명으로 79명인 향상초점보다 조금 많았
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향상초점이 141명으로
122명인 예방초점보다 약간 많았다.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동의 차이를 이
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지연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Ⅲ. 연구 결과

있었으며(F=6.53, p<.05),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

1.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동의 차
이

동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3.19, p<.001).
그러나 성별과 조절초점의 상호 작용에 따른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을 <Table 1>과 함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조절초점 점수를 기준으

께 보면 성별에 따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로 향상초점집단과 예방초점집단으로 나누는데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있어, 조절초점이라는 변인이 향상초점과 예방초

며, 향상초점을 가진 학생들보다 예방초점을 가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n

M

SD

n

M

SD

Male

79

51.67

10.00

92

55.99

8.67

Female

141

53.94

9.38

122

58.34

8.79

total

220

53.13

9.65

214

57.33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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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이원변

진 학생들이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4.27, p<.05), 조절초점에 따른 불안도 유의미

2.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불안의 차이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른 불안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학생의 평균을 비
교해보면 예방초점에 따른 불안의 평균이 48점으
로 향상초점에 따른 불안의 평균 42.60보다 5.4점
더 높게 나타났다. 예방초점인 여학생들의 불안
이 4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상초점인 남
학생들의 불안이 41.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차이를 보였다(F=55.92, p<.001). 그러나 성별
과 조절초점의 상호 작용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을 <Table 3>과 함께 보
면 성별에 따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향상초
점을 가진 학생들보다 예방초점을 가진 학생들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Two-way ANOVA for the procrastination
SS

df

MS

F

Gender(A)

551.67

1

551.67

6.53*

Regulatory Focus(B)

1958.57

1

1958.57

23.19***

(A) * (B)

0.176

1

0.176

Error

36315.52

430

84.46

Total

1361223.00

434

0.00

*p<.05, ***p<.001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n

M

SD

n

M

SD

Male

79

41.56

7.87

92

47.19

7.21

Female

141

43.18

7.55

122

48.61

7.46

total

220

42.60

7.69

214

48.00

7.37

<Table 4> Two-way ANOVA for the traits anxiety
SS

df

MS

F

Gender(A)

239.11

1

239.11

4.27*

Regulatory Focus(B)

3156.47

1

3156.47

55.92***

1.12

1

1.12

Error

24272.07

430

56.45

Total

1361223.00

434

(A) * (B)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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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AIP(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를 함께 사

Ⅳ. 논 의

용하여 지연행동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조절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Kang,

초점에 따라 지연행동과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Jung-Im(2013)은 Choi, Yun-Jung과 Kim, Seong-Hoi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2008)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업지연행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동척도(Academic Procrastination Scale for Grade

같다.

Elementary School Students)를, Yu, Kyoung-Mi

첫째, 성별에 따라 지연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2008)와 Choi, Ji-Youn(2001)은 Aitken(1982)의 지

이는 선행연구들(Choi, 2001; Kim, 2010; Yu,

연행동질문지(The Procrastination Questionnaire)를

2008)에서 지연행동에 대한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용하여 지연행동을 측정하였는데, 두 척도 모

연구결과와 입장이 같은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두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학업적 지연행동을 확인

는 그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지연행

하는데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

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적 지연행동을 알아본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

Hui-Jeong(2010), Diaz-Morales, Ferrari와 Diaz(2006),

다(Park, 2010). 특히 개발되어 있는 지연행동 척

Klingsieck, Fries, Horz, 와 Hofer(2012)의 연구결과

도들 마다 문항 속에서 행동적 측면만을 측정하

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에는

느냐 동기적 속성을 포함하여 측정하는가 등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연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

차이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다고 보고하는 연구(Choi, 2001; Kang , 2013; Yu,

연구를 참고할 때(Yoon, 2011) 지연행동의 측정에

2008), 지연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

있어 척도의 사용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구에서 남학생들이 지연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지연행동의 차이가 나타난

한 연구들(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것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학업적 지

Hulle, 2006; Van Eerde, 2003), 그리고 성차가 존

연행동보다 포괄적인 일반적 지연행동이었기에

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Steel, 2007; Yoon,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동에서의 차이가

1996)도 다수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Steel(2007)은 지연행동의

있었으며, 예방초점을 가진 학생들은 향상초점을

측정도구에 따라서 지연행동에 대한 결과가 달라

가진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연행동을 하고 있는

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어, 본 연구의 측정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지연행동이 수행

도구들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차이

회피목표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Lee,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y(1986)의

2010),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지연행동과 부적 상

GP(General Procrastination)는 지연행동의 행동적

관을 보인다는 연구(Kim, 2000; Lee, 2002; Yoon,

측면을 주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1996), 내적 통제소재와 지연행동이 부적 상관관

에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물어보는 문항들은 포함

계를 가진다는 연구(Kim, 2008)등의 선행연구를

되어 있지 않으며 지연행동과 관련된 정서적인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불편감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경우,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연행동 비율이 높은

자신의 이러한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2010)에서는 본 연

해서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구와 같은 GP이외에 McCown과 Johnson(1989)의

(Elliot & Church, 1997). 이렇게 자신이 수행한 결
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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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행위 자체를 하지

좀 더 쌓도록 유도하며, 성취를 해낸 능력에 대

않으려고 하는 수행회피목표(Pintrich, 2000)는 지

해 긍정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연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방초

부모의 격려와 지지 등이 긍정적 평가에 중요하

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행동점수가 높았던 것과

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성공적인 타

같은 맥락으로 개인이 지연행동을 하는 이유를

인을 모델링하도록 돕거나 과제수행 자체에 대한

설명해준다. 반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

대해 높은 기준을 부과하며, 그것을 달성하려는

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람은 성취동기가 높아 지연하는 경향성이 낮고

셋째, 성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

(Kim, 2000; Lee, 2002), 책임감이 강하고 자아 강

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이 남학생들

도가 높은 내적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강

이 느끼는 불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에 의해 자기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과제에

이는 성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선

직면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제의 원인에

행연구(Kang & Hong, 2012; Kyeh, 2001; Lee,

맞는 전략을 짜고 실행한다(Kim, 2008). 향상초점

1995; Mellanby & Zimdars, 2011; Moon & Oh,

을 가지게 되면 개인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더

2002; Park, 2013; Shin & Lee, 2008; Yoon &

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

Kim, 2008)들과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내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과제에 대한

로 나타난 것은 여러 선행연구(Kang & Hong,

적극적 태도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과제에

2012;

대해 가지는 태도와 유사하며, 향상초점을 가진

Zimdars, 2011; Moon & Oh, 2002; Park, 2013;

집단의 지연행동 점수가 낮았던 것과 맥락을 같

Shin & Lee, 2008; Shin , Chung & Kim, 2012;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Yoon & Kim, 2008)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부

Kyeh,

2001;

Lee,

1995;

Mellanby

&

Higgins(1998)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사

분의 선행연구가 여학생의 불안수준이 높다고 보

용가능한 모든 해결책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접

고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때에는 불안에 있어 성

근전략을 쓰는 경향을 가지며, 예방초점을 가진

차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고등학교 이후부터 성차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민감성으로 신중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다(Cho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향

& Lee, 1990; Choi, 2007; Choi & Cho, 1990; Park

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 Kim, 1999). 따라서 불안의 성차는 발달적 성

하는 욕구가 강하여 더 좋은 수행결과를 기대하

숙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측해

지만(Crowe & Higgins, 1997), 예방초점을 가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과제수행 시 최대한의 목표가 아니라

Spielberger(1972)에 의하면 특성불안은 주로 어

최소한의 목표만을 기준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과

릴 때 부모의 처벌이나 제재를 경험하면서 형성

제수행이 더디게 된다고 한다(Keller, 2007). 특히

된 성격적 측면의 불안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학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

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제재를

들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가하는 문화나, 여학생들의 수동적 태도에 대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Crowe & Higgins,

암묵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원인

1997)등을 볼 때, 개인의 지연행동을 수정하기 위

을 찾을 수 있다(Bruch & Cheek, 1995). Lee,

한 개입방안으로 향상초점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Sun-Joo(1995)는 여학생들이 불안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연행동자들에게 성공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아에게 부모가 더 엄격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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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좌절적 반응 또한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는

있다고 한다. 또한 불안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에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0). 특히 강한 위험회

대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허용적인 사회적

피 기질은 다양한 유형의 불안장애와 유의미한

분위기를 여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을 더

관련이 있다(Gray, 1982; Ingram & Price, 2001;

많이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Kang

Park & Chung, 2007)는 연구 등을 볼 때 이러한

& Hong, 2012). 즉 남학생들이 불안한 태도를 보

위험회피적인 경향성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에 영

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에 맞지

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유

않아 부정적 피드백을 자주 받게 되어 갈등을 겪

지되는 불안의 성격적 특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게 되지만, 여아의 불안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요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안 증상을 가진

구되는 성역할에 비교적 일치하기 때문에 불안을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할 때도 인지적 조절초점

나타내어도 허용 받는 발달과정을 겪을 수 있게

중 향상초점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되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불안차이를 낳게 되

경우 보다 전략적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 외에 여학생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지연행동과 특성불안

성 역할로 인한 부가적인 스트레스, 부족한 대처

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능력 등으로 인해 불안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고 한다(Endler, 1982).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성별과 조절초점이라는

따라서 이런 성차검증을 토대로 보면 남녀에

인지적 조절 변인에 따른 개인의 지연행동과 특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성별

성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차이가

을 고려한 접근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함

이다.

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조절초점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었으

첫째, 지연행동과 특성불안에 대해 개입 가능

며, 향상초점을 가진 학생들보다 예방초점을 가

한 변인으로서 성별과 조절초점을 살펴보았다는

진 학생들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이다. 지연행동과 불안이 야기하는 문제는 다

Higgins, Shah 와 Friedman(1997)의 연구에 의하

양하며, 개인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면, 개인의 조절초점에 따라 과제에 대한 성공과

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다른데,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향상초점일 경우 성공은 즐거움을, 실패는 낙담

는 성별과 조절초점에 따라 지연행동과 불안에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성별과 조

방초점일 경우 성공은 안도감을, 실패는 불안, 초

절초점에 따라 지연행동과 불안이라는 문제에 대

조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Tamir(2005)는 불안

해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

이 예방초점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에게서 지연행동이 더

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격적 특성처럼 불안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볼 때, 여학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회피정서를 강화시

생들의 지연행동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킬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특성불안에 따른

특히 우리나라 여자대학생들의 지연행동을, 남들

방어기제의 사용을 연구한 내용을 보면 특성불안

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면 여성스러움을 잃을까

이 높을수록 미성숙하고 갈등 회피적인 방어유형

염려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yeh,

(Park & Seo, 2005), 차후에는 지연행동의 동기적

2001),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문제회피나

부분을 함께 살펴 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이 이루

- 863 -

어지면 좋을 것이다. 불안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

더 많았지만(Kim, 2005), 중 고등학교로 연령이

가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특성불안이 높으며

올라갈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잘 표면화 된다

타나(Hwang, 2008) 발달과정이 지연행동에 어떤

고 한다(Sung, Lee & Lee, 1999). 따라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 개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하나의 조절초

필요하며 이러한 불안이 연령에 따라 표면화 되

점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

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향

또한 조절초점에 따른 지연행동과 불안의 차이

상초점과 예방초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으

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 문

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

제행동 개입에 있어 예방초점이 활성화 될 수 있

라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Cesario, Grant &

는 방안보다는 향상초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

Higgins, 2004; Heo & Sohn, 2013; Shu & Lam,

법들을 구안해 접근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

2011).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이 양극단에 있는 성향이 아니라 개인이 두 가

둘째,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만성적 변인으

지 성향을 모두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서 각 초점

로서의 지연행동과 불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경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중심

여 지연행동과 불안이 성격적으로 고착되기 전인

적 접근법에 따르는 조절초점에 대한 연구도 의

대학생 시기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었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
초기로서 성격적 특성이 점차 굳어지는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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