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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적 접근에 기반 하여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하위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유형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G도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의 1학년, 363명(남학생 186명, 여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유형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은 ‘회피형

(33.9%)’, ‘회피적 경쟁형(24.0%)’, ‘접근형(21.2%)’, ‘무관심형(20.9%)’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학업지

연 유형은 ‘수동지연형(38.5%)’, ‘능동지연형(37.5%)’, ‘경미한 지연형(24.0%)’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검증을 통하여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 유형 중 ‘회

피형’과 ‘회피적 경쟁형’에서는 ‘수동지연형’이, ‘접근형’과 ‘무관심형’에서는 ‘능동지연형’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도출된 유형별로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서는 ‘접근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행동조절과 학업참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업지연 유형에서는 ‘능동지

연형’과 ‘경미한 지연형’이 ‘수동지연형’보다 행동조절과 학업참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

생에게 있어서 각 유형별 학습에 적응적인 방안과 학업지연 유형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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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떤 일을 할 때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조금 뒤에 해야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학업수행이나 안녕감, 사회적 관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연행동을 보이기도 한다(Pychyl & Flett, 2012).

이러한 지연행동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합리적이

며,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동지연은 학업상황에서 과제를 미루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

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행동(Steel, 2007)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동지연의 원인은 다

양한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심리·동기적 측면에서는 자기조절의 실패(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Steel, 2007; Wolters, 2003), 완벽주의(전선미, 박주희, 2014; Hicks & Yao, 2015),

낮은 자기효능감(Klassen, Krawchuk, & Rajani, 2008; Wäschle, Allgaier, Lachner, Fink, &

Nückles, 2014), 자기구실 만들기(Acka, 2012; Ferrari & Tice, 2000), 회피목표(계수영, 박기환, 엄

소용, 2011; Seo, 2009)가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 대표적 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Haghbin,

McCaffrey, & Pychyl, 2012; Steel, 2007)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정미경, 이지연, 장진

이, 2014; Saddler & Buley, 1999)이 있고, 과제특성 측면에서는 과제혐오(Ackerman & Gross,

2005; Blunt & Pychyl, 2000) 등이 있다.

또 다른 지연유형으로는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나 더 잘하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미루는 지연유형으로 이를 능동지연(김지연, 신희천, 2013; 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이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라서 성공적 지연(Schraw, Wadkins, & Olafson, 2007), 목적적 지

연(Corkin, Yu, & Lindt, 2011), 각성된 지연(Ferrari, Barnes, & Steel, 2009), 접근적 지연(박상현,

손원숙, 2015; Strunk, Cho, Steele, & Bridges, 2013) 등과 같이 명명하기도 한다. 능동지연에 대

해 살펴보면, 전략적으로 과제를 미루는 형태로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학습을 하고, 깊은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며, 시간적 압력을 즐기고, 도전을 통해 동기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볼 수 있다

(Grunschel, Patrzek, & Fries, 2013). 또한 능동지연은 수동지연과 지연 수준은 비슷하지만 개인

적 특성과 결과는 지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Chu & Choi,

2005), 회피적 목표와 부적으로,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orkin et

al., 2011). 이러한 지연 형태는 수동지연에 비해 시간을 더 목적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으

며, 지연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스스로 선택하여 

지연을 한다고 볼 수 있다(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Schraw et al., 2007).

한편 최근 들어 학업지연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을 활용한 지연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개인 중심적 접근은 평균적인(nomo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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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특성 및 관계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과는 

달리 변인의 특성 및 관계에 있어서 이질성을 갖고 있는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eyer, Stanley, & Vandenberg, 2013).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업지연 연구에서 개

인 중심적 접근을 수용한 중다 지연 관점(multiple procrastination perspective)은 최근 많은 연

구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고진경, 신을진, 2013; 서미옥, 2014; 서은희, 김은경,

2012; Ferrari et al., 2009; Grunschel et al., 2013; Rozental, Forsell, Svensson, Forsström,

Andersson, & Carlbring, 2015). 학업지연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별로 학업지연 유형의 수와 형태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출된 유형들을 살펴보면, 수동 또는 능동지연 중 한쪽만 높은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수동과 능동지연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유형인  

Rozental 외(2015)의 가벼운 지연형(mild procrastination)과 Grunschel 외(2013)의 눈에 띄지 않

는 유형(inconspicuous type) 등이 도출되었으며, 수동지연과 능동지연 수준이 모두 높은 혼합형

(서미옥, 2014)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학업지연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학업지연 유형

에 따른 학습몰입, 자신감 등 지연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결과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각 유형

별 특성을 탐색(고진경, 신을진, 2013; 서미옥, 2014; 서은희, 김은경, 2012) 하였으나, 학업지연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

취 압력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연 유형에 대한 연구와 학업지

연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기존 학업지연 유형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완하

고자 한다.

학업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고

(서은희, 박승호, 2007), 목표에 따라 반응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업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동기적 측면의 여러 요인 중, 개인이 학습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관한 개념

인 성취목표지향성(Elliot, 1997)과 학업지연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숙

달목표와 수행목표의 2요인(Deweck, 1986)에서 시작되어 숙달과 함께 수행목표에 접근과 회피

의 개념을 적용한 3요인(Elliot & Church, 1997), 숙달과 수행 모두에 접근과 회피의 개념을 적용

한 4요인 구조(Elliot & McGregor, 2001)로 분화되어 왔으며, 나아가 숙달목표를 외재, 내재로 

구분하고, 수행접근, 수행회피, 회피지향의 5요인 구조(Tuominen-Soini, Salmela-Aro, K., &

Niemivirta, 2008)로 분화되어 왔다. 또한 4요인 구조에서 원격과 근접의 지향거리 개념을 적용

하여 8요인 구조(이종욱, 박병기, 2007)로까지 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4요인 구조는 특히 

요인 구성이 경험적으로 많은 검증(박병기, 이종욱, 2005; 이주화, 김아영, 2005; Elliot &

McGregor, 2001)이 이루어졌으며, 유능감(competence)을 핵심으로 하여 숙달과 수행을 모두 접

근과 회피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4요인의 성취목표지향성에 관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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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관계는 주로 변인 중심적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는데, 숙달목표 또는 숙달접근목표와 수동지연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숙달회피, 수행회

피목표와는 정적관계를, 수행접근목표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었다(계수영 외, 2011; Howell &

Buro, 2009; Seo, 2009). 또한 중다 목표 관점(Barron & Harackiewicz, 2001)에 기반 하여 성취목

표지향성의 하위유형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연구(국중학, 2009; 손원숙, 2013; 신이나, 손원숙,

2012; 신현숙, 류정희, 안정은, 2010; 양명희, 오종철, 2006; 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가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은 학습자들 내에 다양한 성취목표지향성 하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

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이 

두 구인은 개별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하위집단을 파악해서 이들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거나 변인 중심적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

형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두 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변인 중심적 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업상황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취목표지향성의 

각 유형에 학업지연 유형이 어떠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지연 유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추후 각 유형별 교육적 접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유형을 도출한 뒤, 이 두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과 학업참여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하위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행

동조절은 인지 및 정서적 요인과 함께 자기조절학습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신을진, 고진경, 2011; 유지원, 2012; 이지혜, 이수정, 박은혜, 이상민, 2014; Wolters, 2003)에서 

자기조절의 하위요인들은 차이가 있었지만 학업지연과 자기조절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신명희 외(2005)의 연구에서 학업지연은 시간과 학습 환경 관리 등의 행동조절 요인에 가

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지연이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학업지

연과 행동조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연은 의도와 행동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한다는 Schouwenburg와 Groenewoud(2001)의 주장과 같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행 가능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

로, 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의 수준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연 유형의 특징

을 명확히 하여 추후 상담 및 실제적 교육적 처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기조절 수준도 달라질 수 있는데(양명희, 오종철, 2006), 성취목표

지향성과 자기조절 하위 요인 중 행동조절과의 관련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권성

연, 2008; 김유진, 2011; 한순미, 2003), 접근목표 또는 숙달목표가 행동조절의 하위요인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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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간관리, 도움구하기 등과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습행동

을 유발하는 학습동기와 학습에 빠져드는 몰입, 만족도 등의 가교역할을 하는 학업참여(추헌택,

손원숙, 2011; Shernoff, Csikszentmihalyi, Shneider, & Shernoff, 2003)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교육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의 질로 볼 수 있는 학업참여(Hu

& Kuh, 2002)의 의미로 볼 때, 수동적으로 지연을 하느냐 또는 능동적으로 지연을 하느냐에 따

라 학업참여의 수준이 다를 것이며, 접근동기를 가지고 학업에 참여하는지, 회피동기를 가지고 

학업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학업참여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하

고자 하는 학업참여는 인지와 정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참여를 측정하는 것으로 행동조절

의 차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

는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하위유형을 도출하

고,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

여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학생 위주의 연구에서 벗

어나 실제적으로 학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

로 더 심각할 수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지연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기존 학업지연과 성취

목표지향성의 변인 중심적 연구들을 보완하여 각 유형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G도 소재의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4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취목표지향성, 수동지연, 능동지연, 행동조절, 학업참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57부를 제외한 363부(남 51.2%, 여 48.8%)

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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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주화와 김아영(2005)이 개발한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숙달접근(5문항, 예: 나는 수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숙달회피(5문

항, 예: 나는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수행접근(5문항, 예: 나의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다), 수행회피(5문항, 예: 나의 목표는 다른 학생들과 비

교하여 나쁜 성적을 받지 않는 것이다)의 4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까지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숙달접근 .72, 숙달회피 .80, 수행접근 .81, 수행회피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숙달접근 .76, 숙달회피 .78, 수행접근 .80, 수행회피 .82로 나타났다.

2) 수동지연 척도

본 연구에서는 Aitken(1982)이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의 번

안본(박재우, 1998)을 추상엽과 임성문(2008)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원 척도 문항 중 학업지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항(예: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 전날

에 입고 싶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및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동지연 이외의 

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전체 19문항 중 수동지연 요인에 해당하는 5문항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의 시작을 미룬다, 나는 일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 경우에도 그

것을 즉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 일의 시작을 너무 미루어서 끝내야 할 시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기도 한다 등)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척도는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상

엽과 임성문(2008)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3) 능동지연 척도

본 연구에서는 Choi와 Moran(2009)이 개발한 능동적 지연행동 척도(Active Procrastination

Scale)를 김희정(2010)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시간 압박에 대한 선호

(4문항, 예: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하는 게 괴롭다-역), 지연행동에 대한 의도적 결정(4

문항, 예: 나는 시간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일들을 미룬다), 마감시간을 

충족하는 능력(4문항, 예: 나는 종종 막판에 일을 시작하고서는, 제시간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

곤 한다-역), 결과 만족(4문항, 예: 마지막까지 미뤘던 일의 결과를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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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까

지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0, 김희정(2010)은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4) 행동조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병기, 정기수, 김선미 및 이종욱(2005)이 개발한 복합적 자기조절학습 척도 

중 행동조절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과 가장 관련된 공부시작(8문항, 예:

친구들과 노는 것을 그만 두고 공부를 시작하기는 힘들다-역), 공부지속(8문항, 예: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집중하여 하던 공부를 마친다), 시험준비(8문항, 예: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잘 

모르는 내용을 먼저 공부한다)의 3요인,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까지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원 척도에서 행동조절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5) 학업참여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2002)가 개발한 학업참여 척도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를 추헌택과 손원숙(201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인지와 정서에 초점을 두고 학업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로, 열정(6문항, 예: 나는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 헌신(4문항, 예: 나에게 공부는 힘들지만 도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몰두(5문항, 예: 나는 공부에 잘 몰입된다)의 3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응답척도를 사용하였고, 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국가별 열정 .65~.79, 헌신 .77~.86, 몰두 .65~.73으로 나타났으며, 추원택과 손원숙(2011)은 전체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9로 나타났다.

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a two-stage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계층적 방법

(Ward)으로 분석하여 군집화일정표와 덴드로그램 등을 통해 군집의 수를 확인하였고, 이후 비

계층적 방법(K-means)으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확인하였다. 즉, 두 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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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군집의 질, 유형 및 사례수의 동일성, 해석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종 군집을 결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각 군집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이나, 손원숙, 2012). 즉, 군집변인을 z점수로 변환하여 매우 높음(VH:.75<z), 높음(H:.25<z

≤.75), 보통(A:-.25≤z≤.25), 낮음(L:-.75≤z<-.25), 매우 낮음(VL:z<-.75)의 준거로 해석하였다. 둘

째, 군집분석결과 도출된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과 학업참여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척도 내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숙달접근은 수행접근, 행동조절, 학업참여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동지연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p<.01)이 나

타났다.

변인명 1 2 3 4 5 6 7 8

1 숙달접근    1

2 숙달회피  .03 1

3 수행접근   .35** .08 1

4 수행회피   .12*  .25** .47** 1

5 수동지연  -.20**  .39** -.09   .06 1

6 능동지연 -.00  .28** -.15** -.18** -.37** 1 .

7 행동조절   .39**  -.02 .25**  -.02 -.48** .26** 1

8 학업참여   .46** .00 .19**  -.03 -.30** .21** .58** 1

M  20.86  16.21  19.85  17.62  13.80  61.52 86.89 43.98

SD  3.77  4.31  4.77  4.92  3.26  9.60 12.08 9.38

*p<.05,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n=363)

또한 숙달회피는 수동, 능동지연과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나타났고, 수행접근은 행동조절,

학업참여와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나타났다. 반면 수행회피는 능동지연과 유의한 부적 상관

(p<.01)이 나타났으며, 수동지연은 능동지연, 행동조절, 학업참여와 유의한 부적 상관(p<.01)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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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동지연은 행동조절, 학업참여와 유의한 정적 상관(p<.01)이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은 4가지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

과는 <표 2>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연구대상의 33.9%를 차지하여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접근목표는 낮고, 회피목표, 특히 숙달회피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는 ‘회

피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 대상의 24.0%를 차지하였으며, 숙달접근목표는 낮

으나, 나머지 목표는 모두 높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경쟁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

째 유형은 연구대상의 21.2%를 차지하였으며, 접근목표는 높고, 회피목표가 낮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20.9%를 차지하였으며, 모든 목표

가 낮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성취목표지향성 유형별 특징은 

[그림 1]과 같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회피형 회피적 경쟁형 접근형 무관심형

숙달접근 L (-.35) H (.27) VH (.95) VL (-.66)

숙달회피 H (.41) VH (.93) VL (-.74) VL (-.82)

수행접근 L (-.42) VH (.83) VH (.71) VL (-.72)

수행회피 A (-.12) VH (.90) A (.08) VL (-.87)

N (%) 123 (33.9) 87 (24.0) 77 (21.2) 76 (20.9)
<주> VH: 매우 높음, H: 높음, A: 보통, L: 낮음, VL: 매우 낮음; 괄호 안은 z 점수

<표 2>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분석 결과

3. 고등학생의 학업지연 유형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학업지연 유형은 3가지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연구대상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수동지연은 매우 높고, 능동지연

은 낮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동지연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대상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수동지연은 매우 낮고, 능동지연은 매우 높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능동지연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24.0%를 차지하였으며, 수동지연과 능동

지연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지연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지연 유형별 특

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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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수동지연형 능동지연형 경미한 지연형

수동지연 VH (.92) L (-.72) L (-.48)

능동지연 L (-.37) VH (,78) L (-.65)

N (%) 140 (38.5) 136 (37.5) 87 (24.0)

<주> VH: 매우 높음, L: 낮음; 괄호 안은 z 점수

<표 3> 학업지연의 군집분석 결과

[그림 1]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 [그림 2] 고등학생의 학업지연 유형

4.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낸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성취목표지향성 유형별 학업지연 유형의 비

율은 [그림 3]과 같다.

구분

성취목표지향성

계


(df)회피형
회피적 

경쟁형
접근형 무관심형

학업지연

수동지연형
n

(%)

60

(48.8)

37

(42.5)

18

(23.3)

25

(32.9)

140

(38.5)

20.03**

(6)

능동지연형
n

(%)

38

(30.9)

25

(28.7)

36

(46.8)

37

(48.7)

136

(37.5)

경미한

지연형

n

(%)

25

(20.3)

25

(28.7)

23

(29.9)

14

(18.4)

87

(24.0)

계
123

(100)

87

(100)

77

(100)

76

(100)

363

(100)
 **p<.01

<표 4> 성취목표지향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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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형 회피적 경쟁형 접근형 무관심형

수동지연형 능동지연형 경미한 지연형

[그림 3] 성취목표지향성 유형별 학업지연 유형 분포(%)

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학업지연 유형의 분포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33, df=6,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피형’의 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수동지연형’(48.8%)이 가장 많았고, ‘회피적 경쟁형’의 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 역시 ‘수

동지연형’(42.5%)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접근형’의 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능동지연형’(46.8%)이 가장 많았고, ‘경미한 지연형’(29.9%)이 다음으로 많았다. ‘무관심형’의 성

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능동지연형’(48.7%)과 ‘수동지연형’(32.9%)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미한 지연형’(18.4%)이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5. 성취목표지향성 및 학업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 차이

성취목표지향성 및 학업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

과 학업지연 유형 간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86, 1.14, p>.05). 단 행동

조절 및 학업참여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 및 학업지연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림변인 종속변인 M(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취목표지향성
행동조절 .03(.96) 36.68 3 12.22 14.52**

학업참여 .01(.97) 57.66 3 19.22 24.07**

학업지연
행동조절 .03(.96) 46.52 2 23.25 28.63**

학업참여 .01(.97) 22.24 2 11.12 12.43**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지연 

행동조절 .03(.96) 8.13 6 1.35 1.86

학업참여 .01(.97) 5.16 6 .86 1.14

 **p<.01

<표 5> 성취목표지향성 및 학업지연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 학업참여 차이 결과(이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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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차이 결과는 <표 6> 및 [그림 4]와 같다. 행동

조절과 학업참여 요인 모두에서 ‘접근형’이 다른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참

여에서는 ‘회피적 경쟁형’과 ‘회피형’은 ‘무관심형’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회피적 경쟁형’과 

‘회피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행동조절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취목표지향성유형 중 ‘접근형’이 가장 적응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를 나타내었다.

성취목표지향성 사후

검증회피형 회피적 경쟁형 접근형 무관심형

행동조절 

(SD)

-.21

(.76)

.14

(.96)

.57

(1.02)

-.22

(.97)
3>2,1,4

학업참여

(SD)

-.05

(.89)

-.06

(.92)

.71

(.80)

-.48

(.93)
3>1,2>4

사후검증- 성취목표지향성 1: 회피형, 2: 회피적 경쟁형, 3: 접근형, 4:무관심형 

위 점수는 z 점수를 나타낸 숫자임

<표 6> 성취목표지향성 유형별 행동조절, 학업참여 차이

다음으로 <표 7> 및 [그림 5]에는 학업지연 유형별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 차이에 대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 모두에서 ‘능동지연형’과 ‘경미한 지연형’이 ‘수동지연형’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능동지연형’과 ‘경미한 지연형’은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지연 사후

검증수동지연형 능동지연형 경미한 지연형 

행동조절

(SD)

-.40

(.81)

.40

(1.01)

.17

(.85)
2,3>1

학업참여

(SD)

-.36

(.91)

.29

(.96)

.03

(.96)
2,3>1

사후검증- 학업지연 1: 수동지연형, 2: 능동지연형, 3: 경미한 지연형

위 점수는 z 점수를 나타낸 숫자임

<표 7> 학업지연 유형별 행동조절, 학업참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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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취목표지향성 유형별 행동조절, 학업참여 [그림 5] 학업지연 유형별 행동조절, 학업참여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의 유형을 도출하고, 성취목표지향

성 유형과 학업지연 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두 유형의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및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은 ‘회피형’, ‘회피적 경쟁형’, ‘접근형’, ‘무관심형’ 등 4가지의 유형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다. 도출된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회피

형’(33.9%)으로, 이 유형은 행동조절, 학업참여에서 ‘접근형’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양명희와 오종철(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숙달회피와 수행회피 목표가 높고,

회피목표는 자기조절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원숙

(2013)의 연구에서 회피적 성취목표지향성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다수(35.7%)를 차지하였으

며, ‘회피형’은 자기결정성 동기 중 외적, 내사된 조절 등의 타율동기와 부적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피적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은 학업상황에서 부적

응적 목표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준거지향 평가를 통해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고등학생

들의 학습에 대한 회피적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 ‘회피적 경쟁

형’(24.0%)은 학업참여에서 ‘무관심형’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 유형은 국중학(2009)의 고

등학생 성취목표프로파일 연구에서 도출된 ‘경쟁-회피형’과 유사한 유형으로 수행접근목표가 적

응과 학업수행에 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숙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회피적 경쟁형’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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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참여수준은 ‘무관심형’보다 높지만, 실제적인 자기 발전을 위한 노

력은 부족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접근형’(21.2%)으로, 행동

조절과 학업참여에서 모두 적응적 특징을 보였다. 이 유형은 학업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유형

으로 신현숙 외(2010)의 연구에서 ‘접근지향형’이 자기관리, 수업참여, 과제해결, 정보처리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접근형’은 학습 또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학습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숙

달접근목표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수함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목표인 수행접근목표의 동시

적 추구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가장 실제적인 적응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관심형’(20.9%)은 학업에 대해 목표가 없는 유형으로 행동조절과 학업참

여에서 모두 부적응적 특징을 보인 유형으로 선행연구(손원숙, 2013; 신이나, 손원숙, 2012)에서

도 지속적으로 도출되며, 학업상황에서 부정적 유형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무관심형’이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업지연 유형은 ‘수동지연형’, ‘능동지연형’, ‘경미한 지연형’의 3가지 유형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지연 유형의 분류를 시도했던 선행연

구(고진경, 신을진, 2013; 서미옥, 2014; 서은희, 김은경, 2012; Grunschel et al., 2013; Rozental

et al., 2015)를 지지하는 것으로 학습자들 내에 다양한 학업지연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출된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수동지연형’(38.5%)으로, 행동

조절과 학업참여에서 가장 부적응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수동지연형’은 선행연구에서 유형 

명만 조금씩 다를 뿐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의 학생들은 몰입경험이 적으며(서

은희, 김은경, 2012), 걱정 등의 부적정서 수준이 높고(Grunschel et al., 2013), 자신감, 창조적 

문제해결 수준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진경, 신을진, 2013). 이에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대해 정적정서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능동지연형’(37.5%)으로,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에서 가장 적응적 특징을 보

였다. 이 유형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공적 압력 추구형’(Grunschel et al., 2013), ‘잘 적응한 지연

형’(Rozental et al., 2015) 등 유형 명만 조금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수동지연과는 상반된 개념인 시간압력을 선호하고, 의도적으로 미루며, 결과에 만족하며,

마감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능동지연의 유형이 실제 학습상황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능동지연은 수동지연에 비해 시간통제, 시간의 목적적 사용에서 더 높은 특성을 나타

낸 선행연구(Chu & Choi, 2005; Choi & Moran, 2009)와 유사한 결과로, ‘능동지연형’의 학생들

은 과제에 대한 계획, 점검, 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수동지연형’에 비해 

높고, 의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능동지연을 사용하는 유형은 지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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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의도적으로 압박을 받도록 하여 과제를 완성한다는 Steel(2007)의 주장으로 볼 때, ‘능동

지연형’은 과제 수행을 조절할 줄 알고, 과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연의 수준이 낮은 ‘경미한 지연형’(24.0%)은 행동조절과 

학업참여에서 ‘수동지연형’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유형은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유형이었지만, 국외 연구에서 도출된 Grunschel 외(2013)의 ‘눈에 띄지 않는 유

형’과 Rozental 외(2015)의 ‘가벼운 지연형’과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Grunschel 외(2013)의 

연구에서 자기관리 기술이 부족(수동지연 관련)하지 않으며, 시간압력과 과거 성공경험(능동지

연 관련)을 선호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수동지연 관련)이 적고, 공부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이 

낮은 유형을 ‘눈에 띄지 않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성실성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삶에 대한 만족 수준도 능동지연 관련 유형과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zental 외(2015)는 순수 지연척도, 비합리적 지연척도 등 여러 지연 척도를 사용하여 지연 유

형을 분류한 것으로 모든 지연 수준이 낮은 유형을 ‘가벼운 지연 유형’으로 명명하였는데, 능동

지연 관련 유형과 함께 부정적 문제를 적게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미

한 지연형’은 성실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수동지연형’보다 적응적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국내연구에서 ‘경미한 지연형’의 유형이 파악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동지연 또는 수

동지연과 능동지연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을 비지연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이다(고진경, 신을진,

2013; 서은희, 김은경, 2012). 그러나 지연의 수준이 낮은 것과 지연을 하지 않는 비지연과는 이

후 교육적 결과와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제안된다.

셋째,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학업지연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피형’에는 ‘수동지연

형’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회피 또는 수행회피와 학업지연이 정적으

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계수영 외, 2011; Seo, 2009)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접근동

기에서 행동은 긍정적/바람직한 사건이나 가능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나, 회피동기에서 행동

은 부정적/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가능성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으로(Elliot, 1999), 과제의 실

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자기 구실 만들기의 결과로 지연행동을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지연을 많이 한다는 Wolters(2003)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학습에 

부적응적 유형으로 학습에 대한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

성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피적 경쟁형’에서도 ‘수동지연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가 수동지연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미경 

외, 2014; Saddler & Buley, 1999)로 볼 때, 다른 대상과 비교에 익숙한 수행목표를 추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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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전은 회피하는 유형인 ‘회피적 경쟁형’은 타인에 기준을 두어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

하기에 부정적 평가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구실을 

만들기를 전략을 사용하게 되므로 ‘회피적 경쟁형’에 ‘수동지연형’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피적 경쟁형’이 ‘무관심형’보다는 학업참여에서 적응적인 유형임을 감안할 때, ‘무관심

형’-‘수동지연형’보다는 적응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도 경쟁적인 학업환경에

서 벗어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반면, ‘접근형’에서는 ‘능동지연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

표가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권성연, 2008), ‘능동지연형’은 ‘수동지연형’에 비해 자기

조절학습전략 수준이 높다는 결과(신을진, 고진경, 2011)로 볼 때, 접근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자

기조절능력이 우수하여, 지연을 할 경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 및 조절하는 능동지연의 유형

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접근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에 학습에 적응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지향성 유형 중 행동조절과 학업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무관심형’에서는 

‘능동지연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능동지연 관련 연구(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Corkin et al., 2011)에서 능동지연이 수동지연에 비해 학업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ao(2012)는 능동지연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 

또는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을 때 노력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이를 변명할 거리를 

찾게 하는 자기구실 만들기 현상일 수도 있으며,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에서 수동지연과 같이 

부적응적 유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볼 때, 입시에 대한 부담과 학업량이 

많은 우리나라 학업상황에서 학업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형’의 학생들은 노력을 최소화할 여건

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변명 거리를 찾아야 했는데,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자기구실 

만들기의 형태로 능동지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동지연형’의 경우 성취목표지향

성의 ‘회피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능동지연형’에는 성취목표지향성의 ‘무관심형’ 뿐만 

아니라 ‘접근형’, ‘회피형’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혼재된 경향

은 ‘능동지연형’의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목표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조절 

등에서 ‘접근형’-‘능동지연형’보다 ‘회피형’-‘능동지연형’, ‘무관심형’-‘능동지연형’이 낮은 적응의 

수준을 보였듯이 외부적으로는 ‘능동지연형’이라는 동일한 행동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

성향이 다르기에 적응 수준에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능동지연의 학생들은 지연 유형 

뿐 아니라, 목표성향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며 능동지연을 무조건 긍정적인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능동지연을 하는지 파악하여 능동지연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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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무관심형’에서 ‘수동지연형’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유형은 행동조절 및 학업참여 측면에서 가장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회피적 성향은 부정적 자기조절 패턴을 유발하고(양명희, 오종철, 2006), 자기

조절 실패는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신을진, 고진경, 2011; Chu & Choi, 2005; Wolters,

2003). 이에 경쟁적 풍토가 만연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업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증가하고,

이러한 실패 경험은 회피적 목표를 가지게 하며, 회피적 목표는 자기조절 실패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학업에 무관심하게 되어 수동지연을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지금

까지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에 따른 학업지연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같은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임

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지연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도 2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른 학교 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자신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지연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미루기(delay)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Krause & Freund, 2014). 이는 학생들의 지연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미루기 행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문제와 관련된 추가

적인 타당화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시기의 특성으로, 도출된 유형이 어떻게, 어떤 이

유로 변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종단연구를 통해 지연 유형의 변화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학업지연 유형을 탐색하였다는 점과 새로운 학업지연 유형이 국내에도 존재할 수 있음

을 파악하였고, 특히 학업지연의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취목표지향성과의 관계를 개인 중

심적 접근으로 탐색하여 하위 유형을 파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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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A Person-centered Approach
1)

Park, Sang Hyun*

Ham, Jeong Min

Sohn, Won Soo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hip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with achievement procrastination by person-centered approach. Also we compared differences

in behavioral regulation and academic engagement across type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subjects were 363 Korean students(10th graders) sampled

from two high schools located G region. For the results, four types(avoidence-33.9%,

avoidence-competition-24.0%, approach-21.2%, indifference-20.9%)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three types(passive procrastination-38.5%, active procrastination-37.5%, light

procrastination-24.0%) of academic procrastination were identified by two-stage cluster analyses.

Second, associations between type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rocrastin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voidence' and 'avoidence-competition' type were more related to

'passive procrastination', while 'approach' and 'indifferent' types were more related to 'active

procrastination'. Third, the students with 'approach' type which tended to prefer 'active

procrastination' showed the most adaptive aspects in terms of behavioral regulation and

academic engagement. Finall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or our classroom sett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al regulation,

Academic engagement, Cluster analysis, Person-cent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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