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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자기통제이론에 기반하여 고안된 ‘고차원해석 개입’을 통해 목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수준이론가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학업지연자들에
게 해석수준개입을 제공할 경우 ‘목표자기일치감’이 높아지고,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
하고 개입의 효과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상담센터, 취업게시판 등에서 공고를 통
해 학업지연행동 개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들로, 실험집단은 24명, 대기통제집단 24명이었다. 개입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자기일치감과 학업지연행동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점수로 공변량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차원해석 개입을 제공한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목표자기일치감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도 유의한 변화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고차원해석개입이 학업지연
자의 동기향상 및 실제 학업지연행동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상담과 교육적 조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지연행동, 동기, 목표자기일치감, 해석수준, 고차원해석개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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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란 오늘 해야만 하거나,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않으
면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학업상황에서 빈번히 나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듯 학업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연문
제를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이라 부른다(김광숙 & 김정희, 2007; 윤숙경, 1997;
Helmke & Schrader, 2000; 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학업지연행동은 개인내적

으로는 비합리성, 후회, 절망, 자기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외적으로는 저조한 학업수행 및 대인
관계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Burka & Yuen, 1983),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적절한 조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Knaus, 2004).
자기통제(self-control) 혹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 이론으로 학업지연문제를 설명하는 학
자들은

학업지연문제란

일종의

자기조절실패의

문제라고

간주(Horebeek,

Michielsen,

Neyskens, & Depreeuw, 2004),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 얻게 될 이득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지 않거나 유혹을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즉각적인 이득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발
생한다고 본다(Legault & Inzlicht, 2013).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지연자들로 하여금 공부
에 착수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공부를 하려는 동기에 초점을 두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Krause & Freund, 2014; Freund, Hennecke, & Mustafic, 2012). 동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목표

를 달성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여주므로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감수하고서
라도 기꺼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Krause & Freund, 2014).
동기란 ‘행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을 결정하며,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으로(김아영, 2010),
동기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은 점들이 많고,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현존하
는 이론 중 가장 포괄적이며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
(Deci & Ryan, 1985, 1991)에 의하면 목표에 대해 얼마나 자기결정적으로 변했는지의 정도를 말

한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자기결정성 이론가들에 의하면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수
준에 따라 무동기, 네 가지의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Ryan & Deci, 2000). 첫째,
무동기란 어떤 것에도 공부하려는 동기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둘째, 외재적 동기란 동기의 근원
이 개인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 되는 동기를 말한다. 외재적
동기는 크게 외재적 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로 구분되는데, 외재적 조절이
란 보상의 획득 또는 처벌의 회피를 위해 행동화, 내사된 조절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행동화, 확인된 동기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화, 통합된 동기는 특정 목표가 자기감(sense of self)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행동화되는 동기를 말한다. 셋째, 내재적 동기란 동기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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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자기목적적(autotelic) 즉, 그 자체와 즐거움을 위해 행동화되는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말한
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Sheldon과 Hauser-Marko(2001)
는 자신의 초기목표에 대해 느끼는 진정성과 소유감의 정도로 동기가 자기결정적인 정도를 조
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목표자기일치감이라 정의하였다.
이렇듯 동기의 자기결정적인 정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목표자기일치감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가령, Senecal, Koestner와 Vallerand(1995)는
학업지연행동이 단순히 게으르거나 시간관리기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으며, 학업
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왔던 자존감, 우울, 불안, 실패공포 등의 변인들보
다 성취동기가 학업지연문제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업목표에 대해 내재적
혹은 확인된 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지연문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Balkis와 Duru(2015)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외재적 혹은 내사된 동기보다 내재적 혹은 확인된 동

기가 높은 학습자들이 학업지연행동을 덜 보이고, 목표지향적 행동은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또한 Powers, Koestner, & Zuroff(2007)도 외재적 혹은 내사된 동기보다 내재적 혹은 확인된
동기가 더 높을수록 과제수행을 미루는 행동을 덜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 동기 증진을 통해 목표자기일치감을 높여
주는 개입이 유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목표자기일치감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고차원해
석(high-level construals)방법이 있다. 고차원해석 개입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에 대해서도 다양
한 수준으로 표상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다(Fujita, Trope, Liberman,
& Levin-Sagi, 2006). ‘고차원 해석’이란 해석을 고차원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목표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원을 높

여주는 방법이다(Fujita 등, 2006; Trope & Liberman, 2003). 즉, 고차원해석을 하게 되면, 특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최상위 차원의 이유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 활동이 지
니는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며, 그 목표에 대해 초기에 지녔던 이유를 재확인하게 해 준다(Davis,
Kelley, Kim, Tang, & Hicks, 2016). 따라서 해석수준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고차원해석을 할 경우,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을 선택적
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목표가 지니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속성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Fujita 등, 2006). 이러한 방법은 개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
다는 측면에서 개입의 초점을 분명하게 해주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 이면의 목적을 보다 깊
이 있는 단계로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
의 인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실제로 Davis 등(2016)은 학점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목표에 대해 고차원 해석 개입을 실시했을 때 목표자기일치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 원리를 학업지연문제에 대입해 보면, 학업지연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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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에게 고차원 해석 개입을 제공하면 즉각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 얻
게 될 이득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학업지연 상황에 적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고차원 해석 개입이 장기목표 달
성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켜주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기도 하였다. 가령, Fujita
등(200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등을 주제로 고차원 해석 개입을 실시한 결과, 고차원해
석개입을 한 집단에서 목표관련 행동이 더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weeney와
Freitas(2014)는 고차원 해석 개입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운동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해 준 목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입
이 상담학적인 유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개입의 효과가 실제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
표에서도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차원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의 효
과를 입증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Davis 등, 2016). 따라서 고차원 해석 개
입의 효과성이 공고해지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도로 개입 효과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업지연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차원 해석
개입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차원 해
석을 하면, 목표자기일치감 즉, 목표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 및 소유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동기가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하면 무처치 집단에 비해 목표자기일치감이 증가하는가?
둘째,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하면 무처치 집단에 비해 학업지연행동이 줄어드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상담센터, 취업게시판 등에서 공고를 통해 학업지연문
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은 공부와 관련
하여 미루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신청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졸
업생인 20세 이상 청년층이다. 이미 대학생들 사이에 학업지연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은 여러 연
구들(O'Brien, 2002; Ozer, Demir, & Ferrari, 2009)에서 언급되어 온 바 있고, 우리나라는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학 졸업을 유예,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청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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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므로 대상자를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모집된 51명 중 사후에 참가하지 않은 3명을 제외,
실험집단은 24명, 대기통제집단 24명으로 총 4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성별은 남자 18명, 여자
30명이었고, 연령 평균은 24세(SD=3.14)이다.

<표 1>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고차원 해석 개입 집단(명)
성별
전공

통제집단(명)

남

9

8

여

15

16

인문계열

14

13

이공계열

11

11

2. 측정도구

1)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
고차원해석개입에 의해 학업지연행동 개선여부를 확인하고자 Schouwenburg(1995)가 개발하
고, 박재우(1998)가 번안한 학업지연행동 상태척도(APSI: Academic Procrastination State
Inventory) 중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1). 본 척도는 단기간 내에 변

화 정도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안 그랬다, 5점=항상 그랬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현

재 지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재우(1998)의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 상태척도의 내
적합치도는 .8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2) 목표자기일치감 척도
자기일치감(Self-concordance)이란 목표에 관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못한 진정성과 개
인적 소유감으로(Sheldon & Houser-Marko, 2001), 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이 자신의 흥미와
가치체계 내에서 기인한 정도 혹은 대인관계나 개인내적 압박에서 기인한 정도를 의미한다
(Sheldon & Elliot, 1999). 본 연구에서는 Sheldon과 Elliot(1999), Davis 등(2016)이 사용한 자기일

치감 척도(Self-concordance scale)를 번안하였고, 학업상황에 맞게 문항에서 ‘목표’를 ‘공부’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목표를 추구하는 네 가지 이유는 각각 외재적(external), 내사된(introjected),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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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내재적(intrinsic) 이유로 구분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키진 않지만, 누가 나에게 시

켜서’,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걱정되고 불안해서/창피당할까봐/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
워서’,‘내가 원해서,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즐겁고 흥미로워서’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 visual analog scale)방법*을 사용하여 답변하게 하였으며
(0점 = 전혀 아니다, 100점 = 아주 많이 그렇다), 계산방법은 Grolnick과 Ryan(1989) 그리고,
Sheldon과 Kasser(1995, 1998)의 자기일치지표(self-concordance index)를 계산하여 산출한 방법

을 따랐다. 목표에 대한 자기일치지수는 내재적 이유에 2를 곱합 값과 확인된 이유에 대한 평정
치의 합에서 외재적 이유에 2를 곱한 값과 내사된 이유의 평정치의 합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자기일치성 척도는 하위척도별로 각 1문항씩이므로 내적합치도를 보고하지 않는다.

3)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실에 개별 방문하여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
고, 학업지연행동과 목표자기일치감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받
는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으로 무선할당 후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받는 집단은 개입 활동에 대해
간단한 안내 후 자신의 학업지연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이에 고차원해석을 적용하도록 안내되었
다. 고차원해석 개입을 위해 Freitas, Gollwitzer, & Trope (2004)와 Fujita 등(2006)의 프로토콜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자신이 공부하려는 이유를 네 번에 거쳐서 깊이 생각
해 보고 적어보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 답변의 방향이 개입의 취지인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사유
하도록 돕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답변을 작성하는 란에 ‘~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 이면의 목적을 보다 깊이 있는 단계로까지 숙고하도록 돕기 위
해 연구자가 곁에서 촉진적 질문(프로토콜의 [ ]부분)을 실시하였다. 프로토콜의 모든 내용은 연
구참여자가 직접 눈으로 읽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글로 제시해 주되, 연구자가 곁에서 연구참여자
의 이해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읽어주며 안내하였다. 다만, [ ] 괄호 안의 촉진적 질문까지
스크립트 상에 제시할 경우, 연구참여자가 읽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불편과 혼란을
겪어 자칫 사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여, 지문 상에는 생략하고 연구자가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입은 연구자가 읽어주면서, 연구 참여자가 들으면서 읽고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자신의 답변을 작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프로토콜

* VAS는 10cm의 수평선에 참가자들이 체크를 하고, 자료분석을 할 때 자로 그 길이를 재어 점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증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 Keele(1948)이 고안하였지만, 이를 응용하여 불안, 사고 등 다양한 심
리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오은혜와 조용래, 2014)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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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일을 하려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보인
행동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행동의 원인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와도 연관
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본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왜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당신
의 미루는 행동을 개선시키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루는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시나
요? 아마 목표하신 어떤 공부를 완수하길 원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부를 왜 완수하려고 하
시나요? 그것은 아마 좋은 학점을 받거나 입사 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매우 뿌듯하고,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일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방금 하신 것과 같은 ‘생각하는 연습’ 즉, 내가 하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생각하는 활동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느
끼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생각하는 연습은 당
신이 하고 계신 행동을 왜 하고 계신지 그 이유에 당신의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
터 이 생각 연습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관심사인 특정 공부를 떠올려 봅시다. 그 공부를 하려는 당신만의 이유나 목적이 무
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고, 안내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적으실 때마다 충분히 생
각할 시간을 두고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왜 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까?
(①

)을 위해서.

그렇다면 ①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길래? 무엇을 위해서?]
(②

)를 위해서.

그렇다면 ②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길래? 무엇을 위해서?]
(③

)을 위해서.

그렇다면 ③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길래? 무엇을 위해서?]
(④

)를 위해서.

한편, 무처치 대기통제집단은 현재 대기 상태임을 알리고, 다음 번 방문 일정에 대해 안내받
았다.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는 첫 방문일에, 사후 검사는 첫 방문일을 기준으로 일 주일 후인
두 번째 방문일에 실시하였다. 이는 사후검사가 한 주 동안 학업지연행동상에 일어난 변화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40분, 무처치 대기통제 집단의 경우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후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연구 진행과정에서 불편한 점,

궁금한 점 등은 없었는지 확인하였고, 디브리핑 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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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및 분석
고차원해석개입 적용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점수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차원해석개입이 목표자기일치감 및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9.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고차원해석개입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동질성 비교
고차원해석개입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목표자기일치감, 학업지연행동의 사전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학업지연행동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표자기일치감의 경우 .05수준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집단간 사전동질성 검증 결과
고차원해석 집단
(n=24)
M(SD)

대기통제집단
(n=24)
M(SD)

t

목표자기일치감

124.08(82.13)

65.21(95.11)

-2.27*

학업지연행동

40.75(8.57)

42.25(6.72)

.68

*   

2. 고차원해석개입의 효과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목표자기일치감,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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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목표자기일치감과 학업지연행동의 집단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N=48)
측정변인

사전검사

집단구분

목표자기
일치감
학업지연
행동

사후검사

수정된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차원해석
개입집단

124.08

82.13

131.25

76.05

113.05

10.37

통제집단

65.21

95.11

53.39

68.46

70.07

9.91

고차원해석
개입집단

40.75

8.57

37.3

9.51

37.74

1.23

통제집단

42.25

6.72

41.4

8.39

41.00

1.20

고차원해석개입의 제공 유무가 목표자기일치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01수준에서 집단 간 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한 집단의 조정된 평균값은 113.05(SD=10.37)이
었고, 대기통제집단은 70.07(SD=9.91)으로 고차원해석 개입을 제공한 집단의 목표자기일치감이
개입 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복측정에서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 에타제곱을 계
산하였다. 부분에타제곱은 .02수준이면 작은 효과를, .13수준이면 보통의 효과를, .26수준 이상이
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Bakerman, 2005), 목표자기일치감에 대한 효과크기는 .166으로 보통
정도의 효과임을 알 수 있다(   )

<표 4> 처치조건에 따른 목표자기일치감 정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공변인

132765.155

1

132765.155

59.16***

.579

집단

19193.276

1

19193.276

8.55**

.166

오차

96498.842

43

2244.159

전체

676648.438

46

***    **

자유도

평균제곱

F



  

한편,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한 집단이 대기통제집단보다 학업지연행동이 유의하게 개선되
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5>). 그 결과
대기통제집단보다 고차원 해석 개입을 제공한 집단에서 개입 후 .1수준에서 유의하게 학업지연
행동의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한 집단의 조정된 평균값은
37.74(SD=1.23)이었고, 대기통제집단은 41.00(SD=1.20)이었다. 반복측정에서 효과 크기를 나타내

는 부분 에타제곱을 계산한 결과,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효과크기는 중하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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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처치조건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정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공변인

2083.614

자유도

평균제곱

F



1

2083.614

60.114***

.577

3.584†

.075

집단

124.211

1

124.211

오차

1525.089

44

34.661

전체

76784.000

47

**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차원해석개입이 학업목표에 대한 목표자기일치감 증진 및 학업지연행동의 개선
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차원해석개입을 통해 변화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원해석개입을 제공받은 집단의 목표자기일치감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개입 후
더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점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목표에 대해 고차원 해석 개입을 실시
했을 때 목표자기일치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Davis 등(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업지연문제에 고차원해석 개입을 적용한 연구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 고차원해석 개입
과 유사한 개입을 실시한 경험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가령, Koestner, Lekes와 Powers(2002)
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각자가 지닌 목표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한
결과, 목표자기일치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Burke와 Linley(2007)의 연구에서도 동기를
증진시켜주는 개입이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헌신도를 높였음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이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를 숙고하도록 하는 개입이 실제로 목표에 대한
자기일치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고차원해석개입은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
서 말하는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Hayes, Strosahl, & Wilson, 2012)과도 유사하다. 가치를 명료
화하는 과정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여 궁극적인 자신
의 가치를 찾게 하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치료기법이다. 통상적으
로 ACT에서는 목표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안내하지만(Chase 등, 2013), 본 연구
에서 실시한 고차원해석 개입은 자신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연쇄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가 결국 평소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로부터 동기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행동화하는 동기의 힘을 공고화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차원해석 개입을 제공 받은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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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개입을 통해 공부를 하려고 했던 원래의 의도를 상기시키거나 보다 명료화하게 됨으로
써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업지연행동 수준의 변화는 고차원해석개입에 의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학점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목표에 대해 고차원 해석 개입을 실시했을 때 목표관련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한 Davis 등(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한 주 간 운동
목표량에 대해 고차원 해석 개입을 실시한 결과 목표관련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보고한
Sweeney와 Freitas(2014)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이

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입 제공 횟수나 시간이 개인을 변화시
키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목표의 난이도가 목표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Sweeney와 Freitas(2014) 연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일주일 동안
운동하기’라는 ‘한시적 목표’를 부여한 반면, 본 연구는 일주일에 국한하는 한시적인 목표를 부
여한 것이 아니라 학업지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각자의 학업목표’를 대상으로 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Sweeney와 Freitas(2014)의 연구와는 목표의 ‘질적 측면’ 가령, 목표를 수행
하기 까지 들여야 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나
부담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상의 변화 지표로 선택한 측정도구가
부적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Davis 등(2016)은 자신의 연구에서 개입 후 행동상
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제언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부 방법에 대한 조
언들’을 제시하고 이 조언들을 읽은 개수로 학업관련 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빠
르게 많은 조언들을 훑는 유형도 있지만, 오랜 시간 숙고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 제한된 시간
에 조언을 읽은 개수를 목표관련 행동을 보인 정도로 간주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논의하였다
(Davis 등, 2016). 그 밖에 다른 가능성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 방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없어서 조언을 보지 않았
을 수 있다. 따라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적 지표로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읽은 개수’가 아닌 ‘실제 목표가 진전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하
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은 학업지연문제가 개선된 정도를 측정
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본 연구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입 후 학업지연문제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유의한
경향성만 보인 것에 대해서 가령, 학업지연행동의 개선 정도를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자
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서일 가능성, 비교적 단시간 동안 단회로 이루어진 개입으로 학업
지연행동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려면 이에 맞는 좀 더 민감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아
닌 .1수준에서 경향성을 보이는 것에 그쳤다고는 하나 단 1회의 개입만으로도 개입 후 학업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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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더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입 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개입의 분량을 단위화하여 개입을 제공할 때마다 개입효과를 반복 측정하여 변화의 추이 및 단
위 개입과 누적 개입(dosage)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목표의 난이도를 분석에 고려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효과성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지연문제를 경험하는 학습자들의 학업지
연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차원해석개입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기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고차원해석개입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 비해 개입의 효과성을 확언하기에 경험적 연구의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 더욱 다양한 표집과 조건 하에서 개입의 효과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회 실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통해 학업목표에 대한 동기 즉, 목
표에 대한 자기일치감이 증진되고, 이것이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구체적인 개입 프로토콜을 발견하여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실제 교육 및 상
담 장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입의 지침을 확보하게 되었다. 학업지연자들로 하여금
공부에 착수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공부를 하려는 동기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해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Krause & Freund,
2014)하는 등 공부를 하려는 이유를 통해 공부에 대해 지니는 자신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개입

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지만 이를 직접 학업지연행동에 ‘적
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입의 프로토콜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또한 이 개
입만을 실시한 것이 아닌 여러 개입 성분들을 ‘패키지화’하여 적용함으로 인해 고차원 해석 개입
고유의 효과성을 변별해내기 어려웠다(예: Sheldon, Kasser, Smith, & Share, 2002). 이에 본 연구
는 구체적인 개입 프로토콜을 지닌 고차원해석이라는 개입성분만을 단독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증상 감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와 개입 실시
자가 동일인이었다. 이는 치료자에 의해 연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제한
점을 지닌다. 이 부분에 대해 개입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치료자를 달리한 반복연구의 실시를 통해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고차원해석개입의
학업지연행동개선에의 적용가능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적은 표집수는 또 다른 제
한점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개입으로 제공된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입이 목표자기일치감은
높여주었지만 학업지연행동 개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는 데 그친 데 기여
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입 성분의 분량과 빈도를 달리하여 개입이 연구참여자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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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동 개선여부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전사후 평가에 그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개입의 과정별 평가를 통해 개입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효과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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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on Goal-self
concordanc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 Preliminar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Choi, Jung A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on academic motivation and procrastin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8
adults in Seoul, Korea whose average age was 24 years old.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24 in the activation of high-level construals group and 24 in the wait-list group.
The waiting group was the control group.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ith the pre-treatment score as the Covariance to Control. The result
showed that High-level construals led to increased level of goal-self concordance and decrease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was
effective to help academic procrastinators improve their motivation levels and behavior. Finally,
implicaton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Academic Procrastination, Motivation, Goal-Self Concordance, Construal Level,
Counseling

*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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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

※ 요즘 당신이 하고 계신 공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절
대
로
안
그
갰
다

거
의
안
그
랬
다

가
끔
그
랬
다

대
부
분
그
랬
다

항
상
그
랬
다

(1)

나는 공부하다가 공상에 빠져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원래 하려고 계획한 과목을 공부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할 만한 기운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때로 공부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가 잘 안될 때 포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더 즐거운 일을 하려고 공부를 중단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과제를 끝내지 않고(내가 계획했던 분량을 채우지 않고)
미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공부로부터 관심이 분산된 채로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공부할 때 주의집중이 잘 안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일을 하려고 잠시 동안 공부를 중단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공부할 때 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