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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업지연행동이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짐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들이 꾸준히 개

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러 가지 개입 성분을 패

키지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떤 성분이 학업지연과정의 어떤 지점을 얼

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공부를 미루려

는 상황에서 이러한 회피행동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찾고, 여기에 개입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변화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과정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여 학업지연행동의 발생과정에 대한 가설적 모델을 수립하였

고 이 중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는 시점에 부적정서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다루기 위해 그 동안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을 위해 사

용되어온 여러 가지 개입 성분들 중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있는 동기와

정서를 다루는 개입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동기를 다룬다는 것은 공부

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기의 명료화’라 명명하고,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이유 혹은 목적 즉, 개인적인 중요성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라 조작적 정의하였다. 한편, 정서를 다루는 것이란 불안과 두

려움 등 부적정서를 개입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못해냈을 때 예견되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가 유발시키는 내적 경험을 자각,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부적 정서의 수용’이라 명명하고, 그 괴로운 정서경험을 ‘알아차리

고,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며, 포용적 자세로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이

라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공부하려는 기저의 이유’를 상기시키

는 개입만을 제공했을 때와는 차별적으로, 동기명료화에 ‘공부를 못해냈

을 때 올 결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을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하면 학업

지연행동유발과 관련이 있는 부적정서반응 및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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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공부를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전형적인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선행연구 및 실제 상담사례를

토대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고, 자신의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지시문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동기명료화 개입 및 부적 정서를 수용하는 개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단일 대상 암묵

적 연합검사를 제작하였다.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실패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수반되는 사고의 경직성 정도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도구들을 사용하여 총 27명의 학업지연자를 대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두 개입 조건 중 한 조건에 무

선배정 되었다. 사전 측정 후 각 집단별로 각 개입에 대한 안내 및 실습

시간을 제공받았다. 이후 학업지연행동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도록 안내를 받았다. 이어서 다시 측

정이 이루어졌고, 개입이 제공되었다. 개입을 받은 직후 사후 측정을 하

였다. 일 주일 후 동일한 실험을 반복 실시하였다. 단, 두 번째 실험에서

는 개입에 대한 안내 및 실습 시간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

험 종료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추수 측정을 실시하고, 실험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이 추가된 집단이 동기명료화 개

입만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개입 직후 부적정서 및 사고의 경직성 정도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학업지연행동의 경우 실험 종료 한 달이 경과

한 시점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한 집단이 동기명료화 개입

만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행동 개선이 나타났

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고의 경직성 정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차이가 나타났지만, 암묵적 연합검사도

구로는 경향성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을 중심으로 학업지연과정에서 발생하는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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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동기를 명료화

하는 개입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여기에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

정적 정서경험을 수용하게 했을 때 각 개입 성분이 어떻게 인지·정서·행

동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상담실제에 가까운 형태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시 실험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인과적 관계

를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자신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자신

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먼저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였다. 한편, 암묵

적 연합검사라는 측정도구를 고안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기보고식 검사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입의

지점 및 개입의 효과는 실제 학업지연자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어떤 지점

을 어떻게 다루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주요어 : 미루기, 학업지연행동, 불안, 사고의 경직성, 수용, 동기

학 번 : 201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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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표를 달성하

는 과정 자체는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다. 이로 인해 학업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행동

을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이라 한다(Steel & Klingsieck,

2016).

학업지연행동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가령, 개인이 보이는 학업지연행동은 수강철회(Beswick,

Rothblum, & Mann, 1988)로 이어지기도 하고, 학업수행 및 학업성취를

저조하게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eswick, Rothblum, & Mann,

1988; Vansteenkiste, Sierens, Soenens, Luyckx, & Lens, 2009). 뿐만 아

니라 학업지연행동은 후회, 절망, 자기비난, 정서적 불편감(Wolters,

2003; Steel, 2007; Schraw, Wadkins, & Olafson, 2007) 등 개인의 심리

적 건강, 나아가 개인의 대인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Burka & Yuen, 1983).

이렇듯 학업지연행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가령, 데드라인 설

정, 목표설정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모니터링, 데드라인에

맞추기, 공부에 적합한 환경 조성하기, 과제완수를 위해 학습전략을 배우

기 등이 있다(Glick & Orsillo, 2015).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개입 성분을 패키지화하여 운영함으로 인해 개별 개입 성분이 학업

지연과정의 어떤 지점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는지에 대해

충분히 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Balkis & Duru, 2015). 따라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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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개입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입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변화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학업

지연반응 촉발에 부적정서가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광숙, 김정희, 2007; Rebetez et al., 2015; Sirois &

Pychyl, 2013; Spada, Hiou, & Nikcevic, 2006; Stainton, Lay, & Flett,

2000; Steel & Klingsieck, 2016; Tice & Bratslavsky, 2000). 학업지연행

동에 영향을 주는 부적정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예: Beck, Koons,

& Milgram, 2000), 불안(예: Fritzsche, Young, & Hickson, 2003), 과제

혐오감(Krause & Freund, 2014)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부

적정서경험으로 실패공포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 정서경험이 있다.

Solomon과 Rothblum(1984)이 학업지연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 실패공포

였다고 보고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지받고 있다. 가령, Conroy와

Elliot(2004)는 Lazarus(1991)의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을 통해

실패공포가 발생되는 기제를 설명하였다.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

에 의하면,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이 실패공포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

념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때의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념이란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뒤따를 혐오적 경험에 대해 과거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지도식 및 경직된 신념을 말한다. 이렇게 활성화

된 인지도식 혹은 경직된 신념은 부정적 동기 및 정서를 유발시키는데

이 때 활성화된 인지 및 정서반응을 합쳐서 실패공포라 부른다. 이렇게

유발된 부적정서가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Conroy와

Elliot(2004)뿐 아니라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작동 메커니즘으

로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패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은 학업지연자를 상담할

때 다룰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직접 다

루어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학업지연행동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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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패공포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 위주였다. 상담전문가들은 인지행동치료의 비

합리적 신념의 개념(Ellis & Knaus,1977) 혹은 수용전념치료의 사고의

경직성 개념을 사용하여 이 부분을 다루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효과성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패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을 다루었을 때 학업지연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업지연행동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는 목표하는 ‘방향’ 쪽으로 행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

를 증진시켜 주는 접근법을 강조하여 왔다(Krause & Freund, 2014;

Senecal, Koestner, Vallerand, 1995). 이들은 학업지연행동이 발생하려는

순간은 공부가 괴롭게 느껴지는 상황이므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려

면 괴로움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는 동기에 초점을 두게 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공

부를 하게끔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Freund, Hennecke, &

Mustafic, 2012; Krause & Freund, 2014).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자기조절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수행해 온 많은 목

표달성 관련 경험연구들이 이와 같은 관점을 뒷받침해 왔다(Burke &

Linley, 2007; Chatzisarantis, Hagger, & Wang, 2010; Sheldon, Kasser,

Smith, & Share, 2002; Yerger, et a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에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였더니 목표를 향한 동기가 회

복·증진되었고, 수행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개입연구는 아니

지만 동기가 학업지연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점은 경험

적 연구에 의해 꾸준히 뒷받침되어 왔다. 가령, Senecal, Koestner,

Vallerand(1995)는 학업지연행동의 약 25%가 자율성 동기로 설명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기가 시간관리기술의 부족보다도 학업지연행동

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학업지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설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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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을 밝혔다. Powers, Koestner, & Zuroff(2007)도 자율성 동기가 낮

은 사람은 미루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제수행을 미루거나 목표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동기를 조절하는 개입이 목표달성행동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Atkinson & Litwin, 1960; Chatzisarantis,

Hagger, & Wang, 2010; deCharms, Morrison, Reitman, & McClelland,

1955). 동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개입연구는 아니지만 Rebetez, Rochat, & Van der Linden(2015)

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학업비지

연자 중 약 41%가 공부에 대한 확인된 동기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공

부를 미루지 않았으며, 학업지연자 중 약 67%가 공부에 대한 동기가 보

통 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학업지연행동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부족함은 정서를 다룸으로써 보완이 가능할지

모른다.

심리치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내담자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알려

져 있는 정서처리방식으로 수용이 있다(Fosha, 2000;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Jaycox, Foa, & Morral, 1998; Kramer,

Pascual-Leone, Despland, & Roten, 2015). 부적정서의 ‘수용

(acceptance)’이란 불쾌한 정서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Block-Lerner, Wulfert, & Moses, 2009). 이러한 수용방법을 통해 부정

적인 정서경험을 다뤄주면 부적 정서가 감소(김덕연, 이봉건, 2011; 배재

홍, 장현갑, 2006), 불안 감소(김덕연, 이봉건, 2011; 김진미, 손정락,

2013; 엄지원, 김정모, 2013; 조용래, 2010; 황성옥, 박성현, 2010), 우울

완화(엄지원, 김정모, 2013; Frattaroli, Thomas, Lyubomirsky, 2011), 정

서명료성과 정서자각의 증가(조용래, 2010), 불쾌한 자극에 대한 인지도

식이 변화(Teachman & Woody, 2003)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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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업지연행동에도 수용기반개입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

러한 연구들에서는 수용기반개입을 적용했을 경우, 부적정서 감소

(Wang, Zhou, Yu, Ran, Liu, & Chen, 2015), 신경증 완화, 학업지연행동

감소 및 시간관리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15).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실시한 치료조건에는 수용뿐만 아니

라 가치명료화 및 목표설정 활동, 전념행동 등 다양한 치료성분이 포함

되어 있어 ‘수용’개입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이는 Glick과 Orsillo(201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들의 연구에도 수용기반개입에 수용뿐 아니라 학업동기와 가치를 다루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개입성분에 따른 학업지연과정의 변화 메커니즘

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입성분을 구분하여 개입성분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이 변화되는 양상이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해왔던 동기조절전략

인 ‘공부하려는 기저의 이유’를 상기시키는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고, 여

기에 ‘공부를 못해냈을 때 올 결과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을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하면 학업지연에 이르는 심리내적과정 및 학업지연행동에 어

떠한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 변화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때 동기는 공부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기의 명료화’로 명명하고, ‘공

부를 왜 하는지 그 이유 혹은 목적 즉, 개인적인 중요성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라 조작적 정의하였다. 한편, 불안과 두려움 등 부적정서를 개

입하는 부분은 ‘공부를 미뤘을 때 예견되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가 유발

시키는 내적 경험을 자각, 수용하는 것으로 ‘부적 정서의 수용’이라 명명

하고, 그 괴로운 정서경험을 ‘알아차리고,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며, 포

용적 자세로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한편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지연이 유발되는 상황 및 대상의 특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업지연행동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의 대

상이 정의되는 방식(김동일, 2015, p4), 연구설계 방식이 상이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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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약을 주고 학업지연자의 특성 및 문제

의 심각도에 따라 어떠한 처치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 간 비교를 어렵게 하여 왔다(김환, 1999; Glick & Orsillo, 2015).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이 유발되는 상황의 특성과 대상의 특성을 규

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칭하는 학업지연자 즉, 본인이

그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로 연

구참여자를 한정하였다.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는 구체적인 시점에는 학

업지연이 유발되는 전형적인 상황인 ‘공부를 하고 싶고, 해야 하지만 너

무나 괴로워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던 때’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입은 학업지연과정에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기만 명료화하도록 개입한 집단과 달리, 동기명

료화에 앞서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하면 공부와 관련해 유발

되었던 부적 정서 및 ‘실패하기 않기 위해서 공부를 반드시 열심히 해야

만 한다’ 라는 사고의 경직성이 완화될 것이다. 이는 노출치료 기제(조용

래, 2001; Teachman & Woody, 2003)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불쾌한 자

극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불

안과 같은 부적 정서가 완화되고(김덕연, 이봉건, 2011; 김진미, 손정락,

2013; 배재홍, 장현갑, 2006; 엄지원, 김정모, 2013; 이아라, 2014; 조용래,

2010; 황성옥, 박성현, 2010; Glick & Orsillo, 2015), 불쾌한 자극에 대해

예전보다 덜 불쾌하게 인식하게 되어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ratt, Tallis, & Eysenck, 1997).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부적정서

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을 제공해주면, 공부와 관련한 부담감, 압박감,

불안감 등과 같은 부적정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여기던 ‘사고의 경

직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도

개선이 될 것이다. 개입을 통해 부적정서 및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완화

되고 나면, 이들 변인이 학업지연행동 유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서를 체험하고 이것이 자신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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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확인으로 이어지면 치료적 변화가 극대화 된다는 상담전문가들의 주

장(김창대, 2009; Pascual-Leone, Greenberg, La Greca, Annette, 2007)

및 부적정서를 수용하게 한 경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학업지연행동이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Wang, Zhou, Yu, Ran,

Liu, & Chen, 2015)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수용개입

을 학업지연과정에 적용한 연구가 적어,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을 중심으로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학업지연

행동의 발생과정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종합한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

명모형에 근거하여 동기 혹은 정서를 다루는 개입이 정서·인지·행동반응

에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지려는 순간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을 제

공하였을 경우와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정적 정서경험의 수용을

추가했을 경우, 각 성분이 학업지연과정의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키는지

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 필요한 개입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보다 상담실제에 가까운 형태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 수행시 실험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내담자들 자신이 겪는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제

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자신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함으

로써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방식에 있어

기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지적 도식의 변화

를 자기보고식 도구 및 암묵적 연합검사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실제 학업지연자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어떤 지점을 어

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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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수립하

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학업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한 집

단에 비해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정서수용개입을 함

께 제공한 집단이 부적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 학업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한 집

단에 비해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정서수용개입을 함

께 제공한 집단이 사고의 경직성 정도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

킬 것이다.

가설 3. 학업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한 집

단에 비해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정서수용개입을 함

께 제공한 집단이 1개월 후 학업지연행동의 개선 정도가 더 효

과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가설 4. 학업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한 집

단에 비해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정서수용개입을 함

께 제공한 집단이 1개월 후 학습목표실천률이 더 효과적으로 향

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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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려는 상황에서 공략해야 할

지점은 어디이며, 이 때 어떤 개입 성분을 처치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개입성분별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학업지연행동이라는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학업지연과정에서 작동하

는 기제를 설명한 이론적 모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렇게 정리

된 내용을 토대로 학업지연과정의 발생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려는 상황에서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을

위해 유용할 것으로 알려진 동기명료화와 정서수용의 방법을 검토하였

다. 이를 위해 각 접근방식의 개념과 개입성분, 개입의 효과를 정리하였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치료적 변화기제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1. 학업지연행동의 정의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1)이란 학업과 관련된 과제를

지연하는 현상을 지칭하지만, 아직까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연행동을 정

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김광숙 & 김정희, 2007; Steel & Klingsieck,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기술된 정의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

들이 발견되고 있다(Steel & Klingsieck, 2015). 본 장에서는 학업지연행

1) 국내에서는 미룸(류미경, 2005), 미루기, 꾸물거림(김환, 1999; 최윤정, 2009), 지연, 지

연행동, 습관적 지연행동(임성문, 2006), 학업지연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지만, ‘지연

행동’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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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연구한 주요학자들이 언급한 학업지연행동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중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의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지연행동의 정의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고).

첫째, 지연행동의 대상과 시간개념을 명시한 정의가 있다. 가령, 마지

막 순간까지 학업과제를 미루는 행동, 주관적인 불편감이 느껴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일이나 결정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

(Burka & Yuen, 1983), 미래의 어떤 날짜까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성(Johnson, Green, & Kluever, 2000), 예정된 시간까지 과제

를 시작하거나 완성하는 것을 실패하는 행동 또는 회피하고 싶은 과제를

시작하거나 완성하는 것에 대한 불충분한 강화(Silver, 1974)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간개념은 자신 및 타인에게 지연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요소로 보인다.

둘째, 지연행동의 대상이 개인에게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정

의가 있었다. 가령, 학업적 영역에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성(Dietz, Hofer, & Fries, 2007), 할 의향이 있었고, 할

필요가 있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에 대해 미룰 필요가 없는 상황이

고, 미루면 안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미뤘을 때 불편

함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미루는

것(Klingsieck, 2013),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Lay, 1986). 이는 미루

는 대상이 자신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연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역

기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행동이 주관적인 의미에서

역기능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셋째, 지연행동에 주체의 의지를 명시한 정의가 있다. 이러한 정의들

은 학업지연행동이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Milgram, Mey-Tal, & Levinson, 1998). 가령, 일이나 결정을 불필요하

고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향성(Ferrari, 2014), 개인적 유용성을 극대화하

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행동을 자발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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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는 것(Steel, 2002), 미룸으로 인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의도했던 행동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현

상(Steel, 2007), 주관적인 불편함을 겪을 때까지(혹은 겪으면서까지) 해

야 할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위, 과제를 마감시간까지 불필요하게

계속 미루는 현상(Solomon & Rothblum, 198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는 미루면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지연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다

는 의도가 포함됨으로써 지연행동이 역기능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

확히 밝혀주는 장점이 있다.

넷째, 지연행동에 비합리성을 명시한 정의가 있다. 가령, 마지막 순간

까지 학업과제를 미루는 행동, 주관적인 불편감이 느껴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일이나 결정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Burka &

Yuen, 1983), 목표달성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합리적이며 역기능적으로

미루는 행동(Ellis & Knaus, 1977),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

루는 것(Ferrari, 2001; Ferrari, Johnson, & McCown, 1995), 개인적 유

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행동

을 자발적으로 지연하는 것(Steel, 2002), 미룸으로 인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의도했던 행동을 자발

적으로 미루는 현상(Steel, 2007) 등의 정의가 있다. 이는 자신이 달성하

고자 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지연행동을 하면 안좋은 결

과가 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연행동

이 역기능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지연행동에 정서적 불편감을 명시한 정의가 있다. 이는 지연

행동이 역기능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지연행동에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명시한 정의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연행동이 발생했다는 역기능적 속성을 표현하므로 정

의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사료된다.

일곱째, 지연행동에 무의도성을 명시한 정의가 있다. 의도성을 지닌

지연행동인 경우 굳이 역기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능적인 지

연행동과 구분하기 위해 무의도성을 명시함으로써 지연행동의 역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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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간
중요성

우선순위
무의도성

인지적

비합리성

정서적

불편감

자발성

(타의가 아닌)

(Burka & Yuen, 

1983)
○ ○ ○ ○

(Dietz, Hofer, & 

Fries, 2007)
○ ○ ○

(Eerde, 2000) ○

(Ellis & Knaus, 

1977)
○ ○ ○ ○

(Ferrari, 2001; 

Ferrari, Johnson, 

& McCown, 1995), 

Ferrari(2014)

○ ○ ○

(Johnson, Green, 

& Kluever, 2000)
○ ○

(Klingsieck, 2013) ○ ○

(Lay, 1986) ○ ○ ○

(Milgram, 1993), ○ ○

(Milgram, Mey-Tal 

& Levison, 1998), 

(Milgram & 

Tenne, 2000)

○ ○

(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 ○

(Silver, 1974) ○ ○

(Schouwenburg, 

1992)
○

(Sirois & Pychyl, 

2013)
○

(Steel, 

2002),(Steel, 2007)
○ ○ ○

(Solomon & 

Rothblum, 1984)
○ ○ ○ ○

(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Tuckman, 1991) ○

(Tuckman & 

Sexton, 1992)

측면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 학업지연행동 정의에 포함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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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업지연행동을 특성으로 보는 정의(Eerde, 2000), 지연행동

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을 포함한

정의(Milgram 등, 1998), 의도와 행동의 차이라고 한 정의(Eerde, 2000)

가 있지만, 학업지연행동이 만성화되었건 현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중요한

요소는 앞의 일곱 가지 요소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 또한 기능적 지

연행동은 문제행동이라 볼 수 없고, 본 연구에서는 이미 목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미루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므로 의사결정은 해당사항

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와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

미루는 행동이 정의에 포함된 데에서 충분이 이 부분을 다룬 것으로 사

료된다. 더욱이 의도와 행동의 차이라는 요소는 만일 의도가 행동과 지

연하는 쪽으로 일치하면 소용없는 정의가 되어버린다. 가령, 미루려는 의

도가 있어서 지연행동을 보였다면 문제행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의

도는 지연행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Steel, 2002).

한편, 학업지연행동을 정의함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구성요소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Milgram(1991)은 ① 행동:

결과적으로 미루는 행동을 한다. ② 수행의 질: 평균수준 이하의 수행

결과를 보인다. ③ 중요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인데도 미

룬다. ④ 정서: 미룸으로 인해 정서적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들어

학업지연행동의 역기능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lingsieck(2013)은 ① 미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에도 미룬다. ② 미뤘

을 때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것도 인식하고 있다. ③ 미룸으로 인해 주

관적인 불편감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학업지연행동의 역기능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학업지연행동을 정의함

에 있어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무슨 과제를 지연했는가? 즉, 지연행동의 대상인 학업 즉, 해

야 할 특정 과제나 활동이 언급되어야 한다.

② 시간: 기한이 존재하는가? 즉, 행동을 지연했다는 판단기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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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시간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즉, ‘예정한 시간’에 시작하거나

완수하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③ 중요성·우선순위: 해당과제나 활동이 본인에게 중요한가?

④ 무의도성: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의도적으로 지연행동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지적 비합리성: 미룸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을 자각하

고 있는가?

⑥ 정서적 불편감: 미룸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경험되는

가?

⑦ 자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게 되는가?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정의해 보면, ‘본인에게 중요한

특정 과제를 예정한 시간에 수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루는 것이 본

인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루게 되는 행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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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지연행동의 원인

1) 학업지연행동 관련 변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내적인

변인이 있다. 환경적 변인에는 과제 자체가 지니는 난이도(Lay, 1990),

과제완수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는 시기(Steel & König, 2006)

가 있다. 사람들은 난이도가 높거나, 노력이 많이 들거나 지루한 과제일

수록(Gropel & Steel, 2008; Solomon & Rothblum, 1984; Watson, 2001),

과제 수행여부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이나 처벌이 제공되는 시기가 먼

경우 지연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teel, 2007). 한편, 개인

내적 변인들로는 개인이 과제에 대해 지니는 혐오감, 효능감, 실패공포,

성취동기, 개인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성실성·자기절제성향, 충동적 성향,

완벽주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 매우 다양하다(Steel, 2007; Steel &

Klingsieck, 2015).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가장 빈번히 언급

되는 변인이자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인정받고 있

는 실패공포, 과제혐오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Krause & Freund, 2014; Senécal, Koestner, & Vallerand, 1995; van

Eerde, 2000; Wolters, 2003).

(1) 실패공포

① 실패공포의 개념

상담전문가들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가령, Burka 와 Yuen(1983)은 사람들이 실패, 통제력 상

실, 분리 등에 대한 두려움에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학

업지연행동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Ellis와 Knaus(1977)도 실패에 대한 두

려움으로 인해 과제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Berger와



- 16 -

Freund(2015)도 높은 실패공포는 개인으로 하여금 실패를 피하는 데 집

중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

만 학업지연행동에서 실패공포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패공

포’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바가 연구들마다 다르고, ‘실패공포’의 측정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본래 ‘실패공포’라는 개념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성취동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파생된 개념이었다(McClleland, Atkinson, Clack & Lowell,

1953). 동기이론에서 ‘실패공포’란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로 정의된다

(Atkinson, 1957). 이후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로 인

한 결과를 더 두려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 실패 자체보다는 ‘중요한 타인

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 그들을 속상하게 하는 것, 자신이 평가절하 받는

것,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을 두려

워한다는 것이다(Coroy 등, 1999; Coroy, Willow, Metzer, 2002). 또한

연구자들은 실패공포를 인지, 정서, 동기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실패공포가 성공하지 못할 위협이 있음을 믿는

정도, 목표달성실패로 인한 결과를 혐오스럽게 평가하는 정도, 자신의 실

패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정도라는 인지적 요소,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적정서들(가령, 불안)이라는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동기화 되는 성향인 동기적 요소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Haghbin, McCaffrey, & Pychyl, 2012).

한편, 학업지연행동의 촉발요인으로 ‘실패공포’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

자인 Solomon과 Rothblum(1984)은 사람들이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이

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

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가장 많은 설명량을 차지하는 요인이 완벽

주의, 평가불안, 자신감 부족으로 묶여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실패공포’

라 명명하였다. Solomon과 Rothblum(1984)의 연구에서 한 요인으로 묶

인 ‘실패공포’는 결과가 잘못될 것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를 지칭하는 반면, Coroy 등(2002)이 개발한 ‘실패공포’에서 측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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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는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뒤따를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얼마

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②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

실제로 실패공포가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주

로 변인간 상관연구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Solomon과 Rothblum(1984)은

학업지연행동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연행동을 하는 원인을 13가지

로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잘 설명함

을 발견하였다. 연구에서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 전체 변량을 49.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네덜란드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에서는 실패공포가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였고

(Schouwenburg, 1992),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패공

포가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

(Beswick, Rothblum, & Mann, 1988). Helmke과 Schrader(2000)도 상태

실패공포와 특질 및 상태 학업지연행동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Kachgal, Hansen과 Nutter(2001)도 20% 이상의 학생이 학업지연

의 이유로 실패공포를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Haghbin과 Pychyl(2006)도

실패공포와 지연행동간 상관이 .24였음을 밝혔다. 지연행동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에 대한 실패공포의 효과크기가 .18로 보고되

었고(van Eerde, 2003), 학업지연행동과 실패공포와의 상관이 .18로 보고

되었다(Steel, 2007). 두 변인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chouwenburg, 1992). 하지만 이에 대한 Schouwenburg(1992)의

추후 분석에서는 실패공포와 지연행동 간에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상관은

없었으나, 실패공포도 높고 지연행동도 높은 집단 내에서는 .62라는 높은

상관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Haghbin, McCaffrey, & Pychyl(2012)는

실패공포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되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학업지연행동과 실패공포간 관련성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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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거나 약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Haghbin, McCaffrey, &

Pychyl, 2012). 이는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의 주요 원인이라는 상담전

문가들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실패공포를 지칭하는 정의 및 측정문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상담전문가와 경

험적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연구의 초점이 특질적 측면을 측

정하는 방향이었다. 이는 연구자들의 머릿속에 실패공포가 지나치게 높

고, 만성화된 사람들만 미룬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패공포 인지도식이 원래 과도하게 높은 사람들만 공부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 각종 공무원 시험, 고시공부와 같이 완수하는데 소

요되는 기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고, 본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공부를 하다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실패공포가 올라와 미루게 되기

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과정에 어떻

게 발생하여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초점을 변인들 간의 작동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업지연과정에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학

업지연행동의 발현 및 개선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Dryden,

Neenan, & Yankura, 1999; Dryden & Neenan, 2004).

(2) 과제혐오감

① 과제혐오감의 개념

‘과제혐오감(task aversiveness)’은 흔히 과제에 대해 지니는 불유쾌하

고 즐겁지 못한 감정으로 정의(Lay, 1990; Solomon & Rothblum, 1984;



- 19 -

Milgram, Marshevsky & Sadeh, 1995)되어 왔다. 이러한 과제혐오감도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적 변인이다(Blunt

& Pychyl, 2000).

그런데 과제혐오감이 실패공포와 구분되는 변인이라기 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가령, Silver(1974)는 과제혐

오감이 과제나 활동 그 자체의 내재적 질에서 유발된다기 보다는 예상되

는 결과로부터 유발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으로 학업상황에서 자신의 수행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

할 때 과제혐오는 학업지연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에 의해 뒷

받침 될 수 있다(Senécal, Lavoie, & Koestner, 1997). 연구들에서 보면

과제혐오감을 불안이나 두려움의 감정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패공포를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하

는 인지도식과 불안·두려움의 감정을 함께 포함하여 지칭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과제혐오감이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때 유발되는

불유쾌하고 즐겁지 못한 감정도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혐오

감도 실패공포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과제혐오감과 학업지연행동

과제혐오감과 관련된 연구는 앞서 실패공포를 지연행동의 주요원인이

라고 밝힌 Solomon과 Rothblum(1984)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실패

공포와 과제혐오감이 학업지연행동 전체 변량에 대해 각각 49.4%, 18%

의 설명력을 가지는 두 가지 주요한 핵심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리고 과제혐오감 연구는 아니지만 부정적 정서가 학업지연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연구가 있다. Tice와

Bratslavsky(2000)는 심지어 부정적 기분을 가상으로 주입한 경우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중요한 자기통제목표를 미루게 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Tice와 Bratslavsky, Baumeister(2001)는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하였다. 부정적 기분을 주입받은 참가자들은 더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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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연했고, 공부에서 다음 과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패공포는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두려움의 정서이고, 과제혐오감은

여기에 과제에 대해 지니는 전반적인 불쾌감정도 포함한 것이라고 볼

때, 이들은 적어도 모두 부적정서라 명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부적정서가 각기 구분되어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학업지연행동에 부적정

서가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자기효능감

①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인지이론가인 Bandura(1977)에 의해 제안된 개

념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Bandura, 1986) 학업수행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도 앞서 언급한 실패공포 및 과제혐오감과 서로 관

련이 높아 보인다. 실패공포의 정의가 당면한 과제가 실패를 유발할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유발되는 두려움이었고, 과제혐오감의 정의가

현재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때 유발되

는 불유쾌하고 즐겁지 못한 감정도 포함된다는 점으로 볼 때 두 변인에

모두 ‘잘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잘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능력·대처능력에 대한 의심 즉, ‘자기효

능감’을 의미하므로 두 변인의 정의 자체에 이미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

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변인 모두 자신이 과제

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 즉, 자기효능감이 흔들림으로 인해 유발

되는 인지·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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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

여러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보인다는 결

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Bandura, 1997; Burka & Yuen, 1983;

Judge & Bono, 2001; Krause & Freund, 2014). Briody(1980)의 연구에

서 응답자의 8%가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들었다.

Micek(1982)의 연구에서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 지연행동을 보이며 .40의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teel(2007)의 메타분석결과 자기효

능감과 학업지연행동간 상관이 -.3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ycock, McCarthy와 Skay(1998)은 자기효능감을 수준, 강도, 일반화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수준과 강도 차원에서 측정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업지연행동 전체 변량의 25%를 자

기효능감의 강도가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강은주

(2006)와 황현정(2012)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집단이 높은 집단보

다 지연행동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경희(2010)

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14.3%의 설명

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주는 영향을 조절해 준다는 연구도 있다(구미영, 2015; Haghbin,

McCaffrey, & Pychyl, 2012).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에서 실패공포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들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학업지연행동이 발생

하는 기제를 이해하고자 변인들 간의 관련성도 유추해 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종합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Glick & Orsillo, 2015; Steel, 2007).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으로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모형들을 개관하

고,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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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 모형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맥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그 관

계도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use & Freund,

2014). 그래서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개개의 변인을 열거하여 이해하

는 방식으로는 한 사람의 학업지연행동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여러 변인

들 간의 작동기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학업지연행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목표달성과

정에서 학업지연행동이 일어나려는 순간 발생하는 변인들 간의 작동 기

제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핵심변인으로 알려진 실패공포가

발생되고 이것이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

성취동기이론,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 평가-불안-회피 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과제혐오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이론의 관점에 근거해 조명하고자 한 학자들의

설명을 수집하였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서 간과한 부분들에 대해

서는 치료적 이론인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전념치료의 관점으로 학업지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학자들의 관점을 개관하였다.

(1) 실패공포에 대한 성취동기이론,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

평가-불안-회피 이론

실패공포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던 성취동기에서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성취동기 이론가인 Atkinson과 Feather(1966)는 성취동기

를 성공을 원하는 동기와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로 구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을 바라는 동기보다 더 크게 작용할 때 개인은 그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과제를 회피한다고 보았다. 즉, 실패를 하게

되면 수치와 모욕감의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피하고 싶다. 그

런데 지금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이 실



- 23 -

패하여 수치와 모욕감을 경험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

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만일 당면한 과제가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과제는 실패를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간주되고, 따

라서 개인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

다는 설명이다(Atkinson, 1957).

실패공포를 정서이론으로 개념화한 Conroy와 Elliot(2004)는

Lazarus(1991)의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을 통해 실패공포가 발생

되는 기제를 설명하였다. 정서의 인지-동기-관계적 이론에 의하면, 위협

을 유발하는 상황이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때의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념이란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올 혐오적 결과에 대해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지도식 및 비합

리적 신념을 말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인지도식 혹은 비합리적 신념이

실패공포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Milgram과 Tenne(2000)도 Lazarus의 이론을 빌려 학업지연과정에

대해 ‘평가-불안-회피(3A: Appraisal-Anxiety-Avoidance)이론’으로 설명

을 시도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가 위

협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원이 그 상

황을 다루기에 부족하여, 잘 다룰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혐오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제를 회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각 이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Atkinson(1957)은 기본적으로 사

람들은 수치와 모욕감을 경험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패할 때 이러한 경

험을 자주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마주

하였다면, 실패하여 수치와 모욕감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과제수행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고 설명한다. Conroy와 Elliot(2004)는 사건발생 전에 이미 과거에 형성

된 인지도식의 존재에 대해 전제한다. 그리고 나서 현재 당면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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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상황임을 판단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이 기

존에 있던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활성화시켜 실패공포를 유발시

킨다는 설명이다. Milgram과 Tenne(2000)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가 위

협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종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한다.

자기효능감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불안 등 혐오감이 유발되어 회피행동

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세 이론 모두에서 ‘실패할 것 같다’는 인지

적 판단이 섰을 때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경험이 혐오스러울 것이라

는 인지도식 혹은 비합리적 신념, 불안 등의 부적정서가 유발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패

공포가 과제회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다소 미흡하다. 위

이론들에서는 당면한 과제가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과

제는 실패를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개인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실패로 인해 자신을 실패로 인해 겪게

될 경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부를 회피하는 방법을 선

택한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패

가 두려워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이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

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2)’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증폭된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공부할 기력이 없어서 혹은

이러한 부적정서 자체가 괴로우니 이를 피하고자 지연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학업지연과정에 실패공포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이론가들이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 자기조절이론,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의 관점

에서 좀 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기’: 이러한 심리내적 행위는 연구자에 따라 걱

정, 강박관념, 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경직성, 통제의제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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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이론

자기조절이론가들은 학업지연행동이 자기조절의 실패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주장한다(Baumeister, Schmeichel, Vohs, 2007). 이 때 자기

조절의 실패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이

지 못한 방식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 정의된다(Heatherton &

Baumeister, 1996). 최근 학자들은 이러한 자기조절실패 이면에 장기목표

추구보다는 당면한 불쾌한 기분을 즉각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시되

는 심리내적 작동과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irois & Pychyl,

2013). 가령, Tice와 Bratslavsky(2000), Sirois & Pychyl(2013)은 혐오스

러운 과제가 걱정과 불안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과제회피반응이 나

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vans, Baer, & Segerstrom(2009)은 어렵

거나 도전적인 과제가 개인의 부정적인 자기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이것

이 과제지속에 지장을 주어 과제지연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

다. Teasdale, Segal, & Williams(1995)는 어렵거나 도전적인 과제에 대

해, ‘어렵다 혹은 도전적이다’라고 판단·반응적 사고를 하게 되면 좌절·자

기비난과 같은 부정적 상태가 촉발되고, 이것이 과제를 중단·회피하고

싶은 충동적인 반응을 부축인다고 하였다. Helmke & Schrader(2000),

Heckhausen(1989)의 Rubicon 모델에서도 목표달성과정에서 과제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좌절·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self-doubt; coping doubt;

self-efficacy 저하), 이는 과제지속중단(persistence), 대안활동으로 변경

하는 행동(가령, 딴짓하기)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Schwarzer, 1996).

(3)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켜서 정서와 행동개선을 도

모하고자 하는 치료이론이다. 이 때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려는 이유는

인지행동가들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과 자기파괴적 행동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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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부정적 인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지연행동과 관련

하여 널리 알려진 개입으로는 Ellis와 Knaus(1977)의 합리적-정서-행동

치료가 있다. 학업지연행동 발생과정에 대해 Ellis와 Knaus(1977)는 실패

공포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Ellis와 Knaus(1977)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혹은 ‘안하면 안된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지칭하

며,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대함에 있어 이러한 당위적 사고

(should, must)를 지니면, 공부를 못해냈을 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어 결국 불안에 압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사람들

은 회피하고 싶어 하므로 지연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가령, “나는 A 학점을 받아야만해. 적어도 B+ 이상은 받아야

하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이렇

게 되면 안돼(Ellis & Knaus, 1977).”라는 생각이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

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제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과제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워서 막힌다거나 분량이 너무 많다. 이 때 ‘너무 어려워. 다

할려면 아직 멀었어.’라는 자각이 오기 시작한다(‘과제난이도’). 그리고 나

서 ‘이러다가 원하는 점수를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상기될 수

있고(‘자기효능감’ 저하), 이는 불안감 즉, 실패로부터 초래될 온갖 부정

적인 결과들을 마주해야 할 것에 대한 공포감(‘실패공포’)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해. 안하면 안돼.’라는 경직된 신념

(‘비합리적 신념’)이 활성화되고, 이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결과적으

로 불안에 압도되어 무력해 지거나 두려움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

려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반응은 실패공포에서 말하는 기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Ellis와 Knaus(1977)도 이를 실패공포와 연

관지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불안에 압도되어 무력해져서 과제를 못

하게 되는 반응도 있다. Ellis와 Knaus(1977)는 이러한 압도감이 두려워

서 과제를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압도감으로 인해 무력해져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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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

로 과제를 회피하게 되는 순간에는 실패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지연행동이 발생

하려는 순간 정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수용전념치료

학업지연행동도 그 정의상 회피의 문제이므로 수용전념치료를 개입

방법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Dionne & Duckworth,

2011).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란 가치

로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심리적 장애물들을 수용하면서

목표를 향한 전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 접근법이다(Glick,

Millstein, & Orsillo, 2014; Harris, 2009; Hayes, et. al., 1999).

수용전념치료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병리적 기제라고 보고 이를 ‘심

리적 경직성’이라 부른다(Hayes, et. al., 2012).

첫째, ‘경험 회피(혹은 체험 회피)’이다. 개인의 사고, 감정, 신체감각

등 사적 경험들에 기꺼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적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말한다.

둘째, ‘인지적 융합’이다. 이는 자신의 생각 등 사적 경험을 지나치게

믿거나 이에 밀착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경직된 주의(혹은 개념화된 과거나 미래에 집착)’이다. 이는 자신

의 생각, 감정, 기억 등의 내적 경험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을 말한다.

넷째, ‘개념화된 자기’이다. 이는 경직된 자기평가 혹은 개념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가치의 혼란(부재 혹은 모호)’이다.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의 방향 혹은 선택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회피적 고착, 충동성, 비활동성(혹은 행동부재)’이다. 이는 가치

에 부합하는 생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하거나, 충동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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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전념치료의 관점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변인들을 심리적

경직성 개념으로, 각 변인들 간 작동기제를 경험회피의 지표로 개념화

한다(Gagnon, Dionne, & Pychyl, 2016). 이에 따르면 학업지연행동을 유

발시키는 ‘과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자기효능

감의 인식)’, ‘실패공포’를 수용전념치료자들은 ‘심리적 경직성’이라 명명

한다. 이러한 심리적 경직성이 불편한 감정을 낳고, 이러한 불편한 감정

을 피하고 싶다보니 공부를 하려던 동기가 저하(성취동기의 저하)되어

지연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Scent & Boes, 2014).

3)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 모형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학업지연행동이 발생하는 순간을 [그림 1] 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려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과제

의 난이도가 목표달성에 있어 좌절을 줄 만한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이 때 개인은 ‘자신이 과연 이에 대해 잘 대처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즉, 직면한 과제의 일부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런 식으로 가

다가는 결국 과제 전부를 못 해낼까봐 두려운 마음’ 즉, 실패공포로 이어

지게 한다. 이러한 두려음은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

드시 공부를 해내야만 한다’와 같은 경직된 사고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부담감과 압도감을 느끼는 상황이 오

게 된다. 이는 결국 ‘과제를 피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는 마음 즉, 과제혐

오감과 동기의 저하(Balkis & Duru, 2015)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부

를 피하는 행동인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종합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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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높은 과제난이도

⬇

상황에 대한 판단

위협적이라고 인식

⬇

능력에 대한 판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자기효능감 저하

예: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

실패공포로 인해 유발되는 인지적 반응

: 실패공포 인지도식 및 비합리적 신념의 활성화

예: ‘실패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반드시 해내야만 해’

⬇

실패공포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

① 두려움과 불안의 정서

+

② 과제혐오감

:과제에 대한 불쾌정서

⬇

실패공포로 인해 유발되는 동기적 반응

: 동기의 저하

⬇

회피행동

[그림 1] 역기능적 학업지연 행동의 발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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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개입

학업지연행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이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행동에 바로 개입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은 학업지연행동이‘시간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데드라인 설정, 목표설정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기, 모니터링, 데드라인에 맞추기, 공부에 적합한 환경 조성하기, 과제완

수를 위해 학습전략을 배우기 등을 훈련시켜왔다(Glick & Orsillo, 2015).

하지만 시간관리기술의 훈련만으로는 학업지연행동이 충분히 개선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cent & Boes, 2014; Senecal, Koestner,

Vallerand, 1995; Solomon & Rothblum, 1984; Glick & Orsillo, 2015). 학

업지연행동은 단순히 공부습관이나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정

서·행동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Solomon &

Rothblum, 1984). 가령, 학습스킬개입은 미루는 경향이 매우 높은 학생들

에게는 효과가 가장 적었다는 보고가 있다(Tuckman & Schouwenberg,

200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동을 다루는 개입내용에서는 학업지

연행동을 촉발하는 선행사건으로 알려진 실패에 대한 두려움(예: Beck,

Koons, & Milgram, 2000), 불안(예: Fritzsche, Young, & Hickson,

2003) 등 인지와 정서적 구인들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Glick & Orsillo, 2015). 이는 학업지연과정의 기저에 작동하는 인지와

정서 변인들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지연행동 뿐 아니라 목표달성분야의 경험적 연구

들에서 널리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온 동기를 명료화시켜주는 개입의 효

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 동안 개입연구에서 간과해 왔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진 ‘실패

했을 때 겪게 될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다루는 개입을 선택

하여 그 효과성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두려움의 정서를 다룸에

있어 모든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수용’의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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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가지 개입을 중심으로 개입의 정의, 내용, 방법, 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단, 이 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동기를 다루어 주는 개

입을 ‘동기명료화’로, 정서를 다루어주는 개입을 ‘부적정서의 수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룬 연구들마다

개입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동기명료화 개입의 정의, 내용, 방법, 효과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을 위해 동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Krause & Freund, 2014; Senecal, Koestner,

Vallerand, 1995). 이들은 학업지연행동이 발생하려는 순간은 공부가 괴

롭게 느껴지는 상황이므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공부를 하려는

동기에 초점을 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서

라도 공부를 하게끔 인도해 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Freund, Hennecke,

& Mustafic, 2012; Krause & Freund, 2014).

‘동기명료화’란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얻게 될 이득 및 공부를 하려던

목적(기저의 동기, 소망 혹은 가치)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동기명료화는 ‘목표가 지니고 있는 더 깊고 핵심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Sheldon, Kasser, Smith, & Share, 2002), '

그것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Burke &

Linley, 2007; Chatzisarantis, Hagger, & Wang, 2010), '현재의 과제가

미래의 목표를 위해 어떤 점에서 유용하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본인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줌에 있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것‘(Cole, Bergin, Whittaker, 2008;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Derryberry, Crowson, & Lomax, 2004; Pintrich & Schunk,

2002; Yerger, Henderson, Paunesku, Walton, D'Mello, Spitzer, &

Duckworth, 2014) 등 용어는 상이하지만, 유사한 내용 즉, 공부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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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려는 의도에 집중하게끔 하는 방

법인 것으로 보인다.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자기조절을 촉진시키기 위한 맥

락에서 수행해 온 많은 목표달성 관련 경험연구들이 이와 같은 관점을

뒷받침해 왔다(Burke & Linley, 2007; Chatzisarantis, Hagger, & Wang,

2010; Sheldon, Kasser, Smith, & Share, 2002; Yerger, Henderson,

Paunesku, Walton, D'Mello, Spitzer, & Duckworth, 2014). 이러한 연구

들은 개인에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였더니 목표를 향

한 동기가 회복·증진되었고, 수행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가령,

Sheldon, Kasser, Smith와 Share(2002)는 목표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개입

패키지를 개발하여 동기명료화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패키지에는 총

네 가지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목표를 소유하기전략(Own the

goal strategy), 둘째, 과제를 재미있게 만들기 전략(Make it fun

strategy), 셋째, 큰 그림 즉 장기목표를 상기시키기 전략(Remember the

big picture strategy), 넷째, 에너지 소진을 피하기 위해 삶에 균형을 잡

기 전략(keep a balance strategy)이 그것이다. 이 중 첫째 개입에 해당

하는 목표 소유하기 전략이 동기명료화개입에 해당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는 Deci와 Ryan의 동기유형 중 ‘확인된 동기(identified

motivation)’를 강화시켜주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 지닌

깊고 핵심적인 가치를 생각해 냄으로써 확인된 동기를 강화시켜준다는

메커니즘이다. 이들의 연구는 목표성취와 심리적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순수하게 동기명료화 개입 성분의 효과만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다. Burke와 Linley(2007)은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동기명료화 개입을 통해 성취동기가 향상되었으며,

수행하고자 하는 헌신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하였다. Chatzisarantis,

Hagger와 Wang(2010)은 동기명료화, 동기와 목표간 불일치, 통제집단별

실천이행개입의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실험연구에서 실천

이행개입이 효과적이지만 실천이행개입과 동기명료화개입이 함께 제공된

경우에 목표달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 33 -

는 학업행동이 아닌 건강행동과 관련된 연구라는 점에서 학업지연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는 아니다. Yerger, Henderson, Paunesku, Walton,

D'Mello, Spitzer, & Duckworth(2014)도 동기명료화 개입을 해 주면 지

루함이 극대화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 동기명료화 개입을 했을 때 개입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노력을 더 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수용전념치료에서도 가

치명료화라는 개입은 동기명료화와 유사한 개입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

말하는 가치명료화 개입 성분의 효과를 행동개입성분인 목표설정 개입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Chase, Houmanfar,

Hayes, Ward, Vilardaga, Follette, 2013). 이들의 연구에서는 목표설정

개입과 여기에 가치명료화 개입 성분을 추가한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목표설정개입에 가치명료화 개입을 추가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가장 누적평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목표

설정 개입만 한 경우는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기명료화 개입이 학업지연행동을 넘어

학업성취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기를 조절하는 개입이 목표달성행동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Atkinson & Litwin, 1960; deCharms, Morrison,

Reitman, & McClelland, 1955; Koestner, Lekes, & Powers, 2002). 동기

를 높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학업지연행동 연구는 아니지만 Koestner, Lekes와 Powers(2002)는 동기

명료화개입에 실천이행개입을 함께 실시할 경우 목표성취에 다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동기명료화를 활성화하는 개입을 적용한 실

험연구를 통해 동기명료화 개입이 실천이행개입과 결합되어 실시될 경우

목표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동기명료화 개입성분만 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행의도에 해당하는 목표

설정개입에 가치명료화 개입을 한 Chase, Houmanfar, Hayes, Ward,

Vilardaga, Follette(2013)의 연구에서는 이행의도만 개입했을 때보다 는

이행의도에 가치명료화 개입을 추가했을 때만 개입효과가 유의하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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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동기명료화 개입만 한 경우는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동기명료화 개입에 이행의도를 추가한 경우는 Chase등

(201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oestner, Lekes와 Powers, 2002). 이는 원래 이행의도이건 동기명료화

개입이건 한 가지 성분만 개입하면 효과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Koestner 등(2002)의 연구가 학업지연행동에 적용한 연구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으며, 동기명료화 개입이 개선하는 부분을 종속변인 측정치로 사

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동기명료화 개입성분만의 효과가 약해서일 수

도 있다. 만일 동기명료화 개입성분만의 효과가 약해서라면 이는 공부를

하려는 의도를 견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학업

지연행동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부족함이 정서조절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공부가 괴롭게 느껴지는 순간에 공부와 관련하여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광

숙, 김정희, 2007; Rebetez et al., 2015; Sirois & Pychyl, 2013; Spada,

Hiou, & Nikcevic, 2006; Stainton, Lay, & Flett, 2000; Steel &

Klingsieck, 2016; Tice & Bratslavsky, 2000).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개입 연구가 개입의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특정 개입성

분만을 적용하여 그 개입이 변화시키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개입성분의 효과는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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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의 정의, 내용, 방법, 효과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 분야에 적용된 방

법에는 불안을 낮추는데 사용된 근육이완법(Ferrari 등, 1995)과 같은 노

출치료방법이 있고, 인지행동치료계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합

리적 신념을 수정함으로써 부적정서를 경감시키는 방법(Ellis & Knaus,

1977)이 있으며, 수용전념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체험중심 심리치료계

열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불쾌한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억제의 방식이 오히려 불쾌 정

서를 더 불러일으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 방법도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차 있을 때에는 정서를 유발시킨 생각을 바꾸

거나 외부상황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Gellatly & Meyer, 1992;

Kalat & Shiota, 2007).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서자체를 다루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Kalat & Shiota, 2007). 만일 이럴 때 정서자체를 다루지 않

고, 이성적·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하면 부적정서가 높게 각성된 상태에서

는 다른 생각이 주입되기 어려우므로(Gellatly & Meyer, 1992) 정서를

유발시킨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이성적으로 생

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는 불쾌감과 긴장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주은선, 2011;

Longmore & Worrell, 2007). 뿐만 아니라 더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는 것이다(Hunt, 1998).

결국 치료적 변화의 관건은 정서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음

을 알 수 있다. 불쾌한 정서가 각성되는 순간에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체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처리방식은 심리치

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내담자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을 정

도로 중요한 치료요소이다(Castonguay, Goldfried, Wiser, Raue, &

Hayes, 1996; Engle, Beutler, & Daldrup, 1991; Fosha, 2000;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Jaycox, Foa, & Morral, 1998; Kr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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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ual-Leone, Despland, & Roten, 2015; Magnavita, 2006; Pos,

Greenberg, Goldman, & Korman, 2003; Safran & Greenberg, 1991;

Whelton, 2004).

정서자체를 다루는 방법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노출치료

방법인 근육이완법과 제 3 세대 치료법으로 대두된 수용의 방법이 대표

적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노출치료의 경우 불쾌정서를 유발하는 외적 자

극에 대한 접근반응을 이끌도록 돕기는 하지만 불쾌정서 자체 즉, 내적

자극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김기환, 2015), 불쾌정서를 회피

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료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용래, 2001).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적

경험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을 조력하는 개입방법으로 부적정서를 수용

하도록 하는 개입을 선택하였고, 이 방법이 과연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

는 시점에 정서조절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수용이란 ‘경험되는 정서, 생각, 감각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Hayes, Strohsahl, & Wilson, 1999), ‘부정적인 자극이나 상황에 노출

하여 직면하게 하는 것’(Tabibnia, Lieberman & Craske, 2008), ‘피하고

싶은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내담자의 생각, 느낌, 행동을 수용한다

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찰, 감정반영, 내담자가 보인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에 집중하여 직접적으로 타당화를 사용하는

것’(Linehan, 1993), '불쾌한 정서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려고 애쓰

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수용하는 것‘(조용래, 2010), ’

감정과 신체 감각에 주의, 집중, 관찰, 있는 그대로 머물러서 체험, 감정

과 신체감각을 표현하는 것(김영근, 2015), ‘직면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대로 체험하는 것’(이아라, 2014)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수용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다뤄주면 부적 정서가

감소(김덕연, 이봉건, 2011; 배재홍, 장현갑, 2006), 불안 감소(김덕연, 이

봉건, 2011; 김진미, 손정락, 2013; 엄지원, 김정모, 2013; 조용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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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옥, 박성현, 2010), 우울 완화(엄지원, 김정모, 2013; Frattaroli,

Thomas, Lyubomirsky, 2011), 정서명료성과 정서자각의 증가(조용래,

2010), 불쾌한 자극에 대한 인지도식이 변화(Teachman & Woody, 2003)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수용개입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부적정서 감소

(Glick & Orsillo, 2015; Wang, Zhou, Yu, Ran, Liu, & Chen, 2015), 신

경증 완화, 학업지연행동감소 및 시간관리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15).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실시한 치료

조건에는 수용뿐만 아니라 가치명료화 및 목표설정 활동, 전념행동 등

다양한 치료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용’개입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

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8주간 3시간씩 총

24시간을 개입한 프로그램 효과연구이므로, 학업지연행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

니었다. 이는 Glick과 Orsillo(201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연구에도 수용기반개입에 수용뿐 아니라 학업동기와 가치를 다루는 부분

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였다. 이에 개

입성분에 따른 학업지연과정의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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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그림 2] 역기능적 학업지연 행동의 발생 및 개입 메커니즘

3) 개입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모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동기명료화 개입과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

을 제공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기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동기만 명료화하도록 개입하면 저하되었던 동기가 회복될 것이다. 한편,

동기명료화에 앞서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하면 공부와 관련해

유발되었던 부적 정서가 완화되고 ‘실패하기 않기 위해서 공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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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야만 한다’라는 비합리적 신념 혹은 사고의 경직성까지도 완화

될 것이다. 이는 노출치료 기제(조용래, 2001; Teachman & Woody,

2003)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경

험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가 완화될 수

있다(김덕연, 이봉건, 2011; 김진미, 손정락, 2013; 배재홍, 장현갑, 2006;

엄지원, 김정모, 2013; 이아라, 2014; 조용래, 2010; 황성옥, 박성현, 2010;

Glick & Orsillo, 2015). 또한 불쾌한 자극에 대해 예전보다 덜 불쾌하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ratt,

Tallis, & Eyesenck, 1997).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동기명료화에 더해 부

적정서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을 제공한 조건에서는 공부와 관련한 부

담감, 압박감 등과 같은 부적정서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여기던 ‘사

고의 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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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학업지연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연구이다. 이에 학업지연행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 즉,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부’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은 선발기준으로 선발하였다. 첫째, 현재 미루고 있는 공부가

‘자신에게 중요한 공부’라는 인식을 묻는 질문에 50점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 둘째, 공무원 시험준비, 전문직 시험준비, 토익, 텝스, 토플, GRE,

석사학위 논문 등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혹은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 셋째, 학업지연행동(APSI:

Academic Procrastination State Inventory)척도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

람들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수험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N 동과 S 동 인근

대학, 학원, 독서실, 수험생 전용 온라인 게시판 공고 및 길거리 전단 등

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발을 위한 사전설문지 실시 결과 설문참여자 총

440명 중 선발기준에도 부합하고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대상 총 44

명이 선발되었다. 단, 분석에는 예비실험에 4명, 실험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4명, 실험조작단계에서 안내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9명을 제외한

총 27명3)의 결과가 사용되었다.

3) 이렇듯 표집 크기가 작아지는 문제점은 이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개입 연구들이 빈

번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Glick과 Orsillo(2015)가 그 동안의 학업지연

행동에 대한 개입 연구가 표집크기가 작고, 참여율도 적었으며 완수율도 적은 데다가

연구들 각각이 측정하는 도구 및 관심사가 천차만별이다보니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도

제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상황과 일치한다. 또한 Glick과 Orsillo(2015)는 그동안의

학업지연행동 개입연구가 통제집단이 없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일단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고, 더욱이 이렇

듯 지연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 처치도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고민

을 생각해 보면, 사전-사후 변화를 보는 실험설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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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공부와 관련하여 부적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동기명료화 혹

은 동기명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했을 때 학업지연행동

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부적정서 유발 절차’와 ‘동기명료화 절차’ 실험자극과 인

지·정서 측정도구인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검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실험 자극은 상담전공 석·박사들의 평정 작업과 피드백 그리고 대학생들

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수정·보완된 실험자극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 4인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조작, 자료수집, 측정도구의 적합성 등 보완이 필

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실험자극을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실험

자극을 사용하여 총 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를 종합하면 [그림 3]과 같다.

로 사료된다.

이렇듯 적은 표집수의 문제는 비단 학업지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당면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포증 등 임상개입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 수 확보의 한계는 늘 있어왔다. 가령, 사회불안증상에 대한 수

용전념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Block과 Wulfer(2000)의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 4명, 수용전념치료 3명의 효과를 비교했다. 국내의 연구상황도 이와 비

슷한데 서우정(2008)의 연구에서는 수용조건에 15명, 주의분산조건에 15명을, 김기환

(2015)의 연구에서도 수용기반 노출치료에 13명, 인지재구성 노출치료에 16명, 무처치

통제집단 19명을 할당, 박세란(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자비 14명, 자존감 개입 집단

에 13명, 무처치통제집단 13명을 할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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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자극 개발

·공부와 관련한 부적 정서 유발 절차 개발

·동기명료화·부적정서 수용 절차 개발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검사 개발

▽

실험설계의 적절성 

검토

·실험설계, 실험자극의 적절성 검토 및 보완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

IRB 심의 및 승인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

(승인번호 SNUIRB No. 1610/003-005, 유효기간 2017년 

10월 23일)

▽

예비 연구
·예비연구 실시 및 해석

·최종 실험 설계 확정

▽

본 실험

·1차 실험 실시

·2차 실험 실시 

·2차 실험 실시 4주 후 사후설문실시

·디브리핑

▽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

·자료 분석

·결과 해석

[그림 3] 연구 진행 절차

1) 실험 자극 개발

(1) 공부와 관련된 부적 정서 유발 절차 개발

공부와 관련된 부적정서란 평소 공부를 하고 싶고, 해야 하지만 미루

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정서들을 통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이 공부를 착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는 전형적인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e.g.

Blunt & Pychyl, 2000; Herman, Grossman-Baklash, & Sela, 1991;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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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작 내용

예시

※ 최근에 당신은 ‘공부를 하고 싶고, 해야 하지만 너무나 괴

로워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까? 다음은

그런 경험을 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공부를 해내야만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도중에 막혔다.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진도가 느려지는 것 같다. 너무 괴롭고 짜증이 난다. 하기 싫다. 갑자

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다. 사실 기를 쓰고.. 생각

하자고 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분량도 너무 많고, 각종 공부방법

들을 총동원하여, 꼼꼼이 신경써서 공부해야 할 것이 예상이 되니 너

무너무 짜증이 나고, 버거워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며칠째 잠만 자고, 방치상태이다.

하지만 마냥 이러고 있자니 불안하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꾸

준히 공부해서 제법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계속 이

러고 있다가 나만 낙오되는 거 아냐? 안 돼. 반드시 해내야만 해!’ 하

지만, 해야 할 산더미 같은 학습 분량과, 기를 쓰고 공부해야 할 생

각을 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1990; Steel, 2007; Ellis & Knaus, 1977) 및 실제상담사례들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부적정서’의 유발 절차는 부적정서를 유발시키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

한 시나리오를 읽게 하는 부분(이하 ‘예시’)과, 이와 유사한 자신의 상황

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공부와 관련된 부적 정서 유발을 위한 조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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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자,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요즘 당신의 상황을 떠올려 보

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바로 그 때라고 생

각하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언제’

‘무슨 공부를’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공부를 할려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더

들여야 합니까?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와 관련된 부적정서 유발 절차는 교수 3인, 박사과정이상 4인, 석

사수료이상 2인으로 구성된 총 9인의 상담 전문가에게 이해도, 몰입도,

내용적절성을 기준으로 평정을 의뢰한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대학생 12인에게 적용하여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이해도는 ‘부적정서 유발 시나리오 및 지시사항을 대학생들이 이

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

(1점=‘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6점=‘매우 잘 이해할 것이다’)로 평

정을 받았다. 이해도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5.14점(SD=0.64)으로 나왔

다. 몰입도는 ‘부적정서 유발 시나리오 및 지시사항이 연구참여자들이 부

적정서 경험을 하도록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이다(1점=‘몰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6점=‘매우 잘 몰입될 것이

다’). 몰입도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4.86점(SD=0.64)으로 나왔다. 내용

에 대한 적절성은 ‘부적정서 유발 조작내용이 연구에서 의도한대로 공부

에 대한 부적 정서를 활성화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이다(1점=‘매우 적절하지 않다’, 6점=‘매우 적절하다’). 내용적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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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부와 관련된 부적정서 유발 절차에 대한 평정 결과(%)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4.71점(SD=0.70)이다.

보완사항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총 9건의 피드백 중 ‘부적정

서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6건,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건, ‘특정 과목에 한정 짓

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 1건이 나왔다.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특정 과목에 한정 짓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적정서를 유발시

킬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들

을 토대로 <표 2>의 부적정서 유발 절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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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정서수용 및 동기명료화 절차 개발

개입 프로토콜은 두 종류를 개발했다. 한 가지는 ‘부적정서 수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동기명료화’이다. 또한, 개입에 앞서 개입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각 조건별 예시자료도 개발하였

다. 가령, 부적정서 수용 개입에서는 ‘생각’과 ‘정서, 신체감각’을 구분하

지 못하거나(장영수, 2010), ‘생각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서우정, 2008; 조용래, 2010). ‘생각에 빠진다’는 문제는 불안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를 하기 위한 기제로 걱정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사용되기 때문이므로(예: 걱정의 회피이론, Borkovec, Alcaine, & Behar,

2004) 수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본 개

입의 실시 이전에 지시내용에 대해 ‘예시 자료’(부록 참고)를 제공하여

‘생각’과 ‘정서, 신체감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다.

또한 수용을 촉진하는 체험적 기법으로 알려진 ‘깡통괴물 관찰하기

(Hayes & Smith, 2005/2010)' 중 정서와 신체감각 부분만 발췌, 연습하

기에 용이한 형태로 수정하여, ‘지금 현재 자신의 신체감각’를 가지고 연

습해 보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개입의 지시사항

이 충분히 숙지되게끔 하였다.

각 조건별 예시자료(부록 3 참고)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서 수용 프로토콜

부적정서 수용의 핵심요소는 ‘주의를 집중하여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하고 있는 내용이다(Hayes, Bissett, Korn, Zettle, Rosenfarb, Cooper, &

Grundt, 1999).

본 연구의 프로토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Orsillo와

Roemer(2011), Williams 와 Penman(2011)등의 프로토콜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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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참고).

다만, 연구들마다 수용을 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조금

씩 상이하다. 가령, ‘부정적인 자극이나 상황’(Tabibinia, Lieberman &

Craske, 2008), ‘피하고 싶은 경험’(Linehan, 1993),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정서’(Niemiec, Brown, Kashdan, Cozzolino, Breen,

Levesque-Bristol, & Ryan, 2010), ‘불쾌한 정서’(김기환, 2015; 조용래,

2010), ‘내부에서 경험되는 정서나 감각’(김영근, 2014; Eifert & Heppner,

2003), ‘경험되는 정서’(Farb, Anderson, Mayberg, Bean, McKeon, &

Segal, 2010), ‘경험되는 정서, 생각, 신체감각’(이아라, 2013; Hayes,

Strohsahl, & Wilson, 1999; Orsillo & Roemer, 2011; Williams &

Penman, 2011)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적정서’ 즉, 정서경험을 다루고자 하였으므로, ‘감정과

신체감각’을 수용하는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과

신체감각’에 ‘주의를 집중하여 알아차리고, 그것에 머물러서 있는 그대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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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게 많고, 버거우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지요.. 아마 지

금 상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

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하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싶지 않다보니, 빨리빨리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모든 게 내 맘 같지 못한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서 무척 답

답하기도 하고, 좌절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걸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만일 공부를 못해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길래 그러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다보니 많은 분량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겠지요... ‘결국 망했구나..... 내 친구들은

다들 잘 알아서 해낸 것 같은데, 나만 낙오자가 되고 말았구나. 남들

보기에도 정말 창피하고 부모님 뵐 면목도 없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가슴이 쓰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구요.

지금 느껴지는 신체감각과 감정에 대해 방금 전에 나누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생생하게 느껴보고 느껴지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적어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신체감각이 느껴지십니까?’

<표 3> 부적정서의 수용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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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기명료화 프로토콜

동기명료화의 핵심요소는 ‘목표 이면에 있는 목표를 완수하려는 이유

혹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역시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Burke & Linley, 2007; Chatzisarantis, Hagger,

& Wang, 2010; Cole, Bergin, Whittaker, 2008; Eccles & Wigfield,

2002; Husman, Derryberry, Crowson, & Lomax, 2004; Pintrich &

Schunk, 2005; Sheldon, Kasser, Smith, & Share, 2002; Yeager,

Henderson, Paunesku, Walton, D'Mello, Spitzer, & Duckworth,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실험상황에 맞게 구현한 Freitas,

Gollwitzer, & Trope (2004), Fujita, Trope, Liberman, &

Levin-Sagi(2006)의 방식에 기초하였다(<표 4> 참고). 다만 동기명료화

역시 개입 할 ‘목표를 완수하려는 이유’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연구들마

다 조금씩 상이하다. 가령, ‘쾌락, 생계유지, 자기가치 보호 혹은 향상, 이

타적 목적(Ehrilich, 2012), 자율성, 유능감, 관계추구 목적(Bipp & Van

dam, 2014), 자기 외적, 내적, 초월적 목적(Yeager, Henderson,

Paunesku, Walton, D'Mello, Spitzer, & Duckworth, 2014), 직업, 경제

력, 명성, 가족, 사회적 관계 추구 목적(Lee, McInerney, Liem, & Ortiga,

201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섯 가

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섯 개의 범주는 생존목적(생계, 직업), 유희목적

(흥미, 즐거움, 호기심), 성취목적(유능감, 성취감, 자존감, 향상; 성적, 진

학 및 직업, 경제력(경제적 독립, 부의 축적), 명성(인정받기, 유명해지

기), 자기가치 보호 혹은 향상), 관계추구목적(애정, 사랑받기, 소속감; 가

족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 이타적 목적(돕기, 기여하기, 좋은 영향을

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동기명료화 개입을 실시할 때,

다섯 가지의 범주에 속한 각각의 예를 제시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가 이

예시를 참고하여 ‘공부를 하려는 자신만의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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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게 많고, 버거우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지요.. 아마 지금 상황

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하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싶지

않다보니, 빨리빨리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모든 게 내 맘 같지 못

한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서 무척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걸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만일 공부를 못해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길래 그러신가요?

당신이 이 공부를 하려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당신이 어렵고 힘든 공부를 완수하시고 나면,

당신이 원하던 학점, 직업 등을 구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지실 것이며,

당신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 및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관계들도 잘 지켜낼 수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잃게 될 일도 없을 것 이구요...

당신이 공부하려는 이유에 대해

방금 들려드린 내용과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려는 당신 자신만의 이유 혹은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적어보시고, 이러한 형태로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 )을 위해서

그렇다면 ( )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을 위해서

그렇다면 [ ]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을 위해서

그렇다면 < >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을 위해서

<표 4> 동기명료화 개입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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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수

Block 과제 설명 좌측 키 우측 키 호감 혐오감 공부

1 당위/소망 연습 당위 소망 10 10 -

2 B3시행 전 사전연습 당위 소망+공부 5 10 5

3 불일치 조건 당위 소망+공부 10 20 10

4 B5시행 전 사전 연습 당위+공부 소망 10 5 5

5 일치 조건 당위+공부 소망 20 10 10

(3)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검사 개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ask)는 Greenwald 등(1998)이

개발한 검사로 사람들의 암묵적인 인지 양식을 측정하는 용도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ST-IAT(Single Target Implicit Association Task)자

극으로 공부에 대해 갖는 사고의 경직성 정도(이하 ‘경직성’)를 IAT의

한 종류인 ST-IAT를 사용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ST-IAT는 기존의 전

통적인 측정방식인 IAT에 비해 제시자극수, 시행횟수를 줄일 수 있어

응답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줌으로 인해 연구시행에 편의를 더할 수 있

으면서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Bar-Anan & Nosek, 2012)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ST IAT의 방식은 타당하다고 알

려진 Wigboldus, Holland와 Knippenberg(2004)의 방식에 따라 제작하였

다.

‘사고의 경직성’이란 공부에 대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Ellis와 Knaus(1977)가 제시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공부라는

대상(target(공부, 공부를, 공부가, 공부는, 공부란))에 총 2개의 범주

(category) 즉, '해야 한다‘(해야만 한다, 해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기필코 해야 한다,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했

으면 좋겠다. 하길 바란다, 하길 원한다)로 구성하였다(<표 5> 참고).

<표 5> 사고의 경직성 암묵적 연합검사

검사는 E-Prime 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자극은 화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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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검정색으로, 16pont의 크기로 주어졌고, 배경색은 흰색이었다. ‘공부

관련 자극’, ‘해야한다’, ‘하고싶다’라는 범주명이 검정색 글자로 화면의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13인치 모니터에

대략 50cm 떨어진 곳에 앉았다. 실험은 HP PC를 통해 이루어졌고, 운

영체제는 Windows XP였다.

검사를 시작했을 때, 참가가는 두 개의 키 중 하나를 눌러 단어를 두

범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왼쪽키(E)와 오른쪽키(I)에 지정되는

단어의 범주는 블록마다 달라졌다. 각각의 블록 시행마다 참가자들에게

화면의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에 맞게 반응해야 할 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3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화면에

단어가 제시되면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안내받았다.

검사는 각각 총 다섯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졌다. ‘사고의 경직성' ST

IAT의 경우, 첫 번째 블록은 ‘해야한다’와 ‘하고싶다’를 구분하는 연습시

행으로 총 20회 실시하였다. 두 번째 블록은 ‘공부’와 ‘하고싶다’를 왼쪽

키로, ‘해야한다’를 오른쪽키로 구분하는 연습시행이다(20회). 세 번째 블

록 역시 같은 내용이며 본 시행으로 자료수집에 사용된다(40회). 네 번

째 블록은 ‘공부’와 ‘해야한다’를 오른쪽 키로, ‘하고싶다’를 왼쪽 키로 구

분하는 연습시행이다(20회). 다섯 번 째 블록 역시 세 번째 블록과 동일

하되 본 시행으로 자료수집에 사용된다.

자극은 반응키가 눌러질 때까지 계속 화면 상에 남아있으며, 만약 잘

못된 반응을 나타낸다면, 붉은 색으로 ‘X'가 400ms간 제시되며, 자극 간

의 간격은 400ms로 설정하였다.

블록 제시는 참여자 간 카운터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참여자의 절

반은 네 번째와 다섯 번 째 블록을 먼저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문항제

시 순서도 무선(random)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및 채점방식은

Greenwald 등(1988, 2003)의 데이터 계산방식을 준수하되 단일대상 암묵

적 연합검사에 적합한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lumke와 Friese(2008)의 채점방식에 따랐다. 먼저, 자료는 기본적으로

ms(miliseconds)단위로 수집하였다. 틀린 반응은 제거했으며 반응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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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s이하이거나 3000ms 이상인 경우 극단치로 재코딩 하였다. 또한 각

블록당 오답율이 10%이상인 반응은 제거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는 개인 반응차 변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 세션별로 Z 점수로 환산하였

다. 점수 계산 시 다섯 번째 블록에서 세 번째 블록의 반응시간을 뺀 점

수(이하 ‘D 점수’)로 계산하였다. 즉, D 점수가 높다는 의미는 공부에 대

한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개입 전보다 후의 D 점수가 줄어들면 각각 공부에 대한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완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예비 연구

본 실험 절차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 4인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진

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실제 실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연구 실험

설계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구현되었는지, 실험진행상의 어려움이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험방법과 절차를 수정하였다.

3) 본 실험

예비 실험을 통해 최종실험방법과 절차가 확정되어 본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은 연구자와 실험참여자가 1:1로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자발적

으로 신청한 실험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실험집단, 비교집단에 각각 무선할당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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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명료화 조건 동기명료화 + 정서수용 조건

공감, 감정반영, 타당화

동기명료화
부적정서의 수용

동기명료화

4)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먼저 학업지연자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연구목적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연구 동의서를 읽은 후 동의한 참가자를 대상으

로 각 조건에 무선배정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저선을 측정하였

다. 다음으로는 배정받는 조건별로 제공되는 개입 활동에 대해 사전안내

를 받고, 활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를 통해 간단한 훈련

을 제공받았다. 이후 공부에 대한 부적 정서 유발 절차에 따라, 부적정서

유발 시나리오를 읽고, 지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상하

였다. 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각 집단별로 개입을 제공받

았다. 비교집단은 동기명료화 개입만을 제공받았고, 실험집단은 부적정서

와 동기명료화 개입을 모두 제공받았다. 이는 본 연구가 부적정서 수용

의 추가적인 개입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실험집단에 부적정서 수용개입의 내용만 다를 뿐, 나머지 개입의

내용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며, 집단별 개입의 총 소요시간도 동일하게

하였다(<표 6> 참고). 개입 후에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학업지

연행동과정을 측정하였으며, 조작확인을 하였다. 실험시간은 평균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6> 각 집단별 개입 성분의 구성

이러한 일련의 실험절차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실시되었으며, 2

차 실험실시일을 기준으로 4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주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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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

측정1

·피험자 선발 및 사전설문실시: 인구통계학적 정보, 선발용 측정

도구(학업지연행동 질문지, APSI,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인

지(공부에 대해 지니는 사고의 경직성 정도), 정서(K-DERS, 정

서반응척도), 행동(학습목표실천율) 측정

▽

실험실 방문 실험목적 및 진행절차 안내, 연구동의서, 무선배정

▽

[1차 실험]

측정 2
·인지(사고의 경직성 정도, IAT), 정서(정서반

응척도), 행동(APSI, 학습목표실천율) 측정

▽

개입 조건별

사전 훈련

·실험군: 공부에 대한 부적정서 수용 및 동기명

료화를 위한 사전 안내 및 실습

·비교군: 동기명료화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실습

▽

실험자극제시 ·공부에 대한 부적정서 유발 절차 실시

▽

측정3
·인지(사고의 경직성 정도, IAT), 정서(정서반

응척도) 측정

▽

개입
·실험군: 부적정서 수용(5분)+동기명료화(5분)

·대조군: 동기명료화(10분)

▽

측정4

·인지(사고의 경직성 정도, IAT), 정서(정서반

응척도) 측정

·조작 확인

▽

[2차 실험: 上同(단, 사전 훈련 제외)]

▽

측정 8

·4주 후 사후설문지 실시 및 디브리핑: 인지(사고의 경직성 정도,

IAT), 정서(정서반응척도), 행동(APSI, 학습목표실천율) 측정 및

디브리핑

[그림 5] 실험절차 

적, 내용을 설명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확인하였고, 질문이 있는 경우 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56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업지연자들을 선발하고 두 집단의 사전 동

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APSI: Academic

Procrastination State Inventory), 자기일치성 척도(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state version)를 사용하였다. 둘째,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일치성 척도(공부에 대해 지니는 사고의 경직성 정

도), 암묵적 연합검사, 정서반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셋째, 실험조작에 따

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넷째,

실험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확인을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1)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

본 연구에서 제공한 개입의 효과 및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Schouwenburg(1995)가 개발하고, 박재우(1998)가 번안한 학업지연행

동 상태척도(APSI: Academic Procrastination State Inventory)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학업지연행동(13문항), 실패공포(6문항), 동기결핍(3문

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 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안 그랬다, 5점=항상 그랬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지

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단기간 내에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알려져 있는 척도(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입으로 인한 학업지연행

동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업지연행동 하위

척도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박재우(1998)의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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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는 Gratz와 Roemer(2004)가 제작한 질문

지(DER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를 조용래(2007)가

번안한 질문지이다. 본 척도는 정서조절곤란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써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경향,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충동통제곤란,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의 총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

였다. 5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점(거의 그렇지 않

다)에서 5점(거의 언제나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조용래

(2007)의 연구결과, 17번 문항은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하여 17번 문항을 제

외한 나머지 3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

도의 내적합치도는 .92로 양호하였으며, 6개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 역

시 .73에서 .90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의 내적합치도는 .90이다.

2) 인지적 측면

(1)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 검사 - 사고의 경직성

‘사고의 경직성’이란 공부에 대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Ellis와 Knaus(1977)가 제시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공부라는 대상

(target(공부, 공부를, 공부가, 공부는, 공부란))에 총 2개의 범주

(category) 즉, '해야 한다‘(해야만 한다, 해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기필코 해야 한다,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했

으면 좋겠다. 하길 바란다, 하길 원한다)로 구성하였다. ‘사고의 경직성'

ST IAT는 개입의 효과 및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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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일치성 척도

자기일치성(Self-concordance)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관해 가

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못한 진정성과 개인적 소유감으로(Sheldon &

Houser-Marko, 2001), 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이 자신의 흥미와 가치

체계 내에서 기인한 정도 혹은 대인관계나 개인내적 압박에서 기인한 정

도를 의미한다(Sheldon & Elliot, 1999). 본 연구에서는 사전선발시 ‘자신

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정도, 개입시 공부에 대한 사

고의 경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eldon

과 Elliot(1999)와 Davis, Kelley, Kim, Tang과 Hicks(2016)이 사용한 자

기일치성 척도(Self-concordance scale)를 번안하였고, 실험 상황에 맞게

‘공부’라고 바꾸어 사용하였다. 한편 목표를 추구하는 네 가지 이유는 각

각 외재적(external), 내사된(introjected), 확인된(identified), 내재적

(intrinsic) 이유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고의 경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사된 동기’의 예시 문항으로는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며, ‘해당 공부가 자신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확

인된 동기’로서 ‘내가 원해서,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이다. 자기일치성

척도는 각 문항이 1개씩으로 각기 다른 내용을 측정하므로 내적합치도를

보고하지 않다.

3) 정서적 측면

(1) 정서반응척도

공부에 대해 가지는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Gorges, Esdar와

Wild(2014)의 정서반응척도(Affective Reaction Scale: ARS)와 Mayer와

Gaschke(1988)이 제작한 단축형 기분 성찰 척도(Brief Mood

Introspection Scale:BMIS)를 일부 수정, 부적정서의 경우 여기에 다차원

적 정서형용사 척도(MAACL: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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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kerman & Lubin, 1965),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이현

희, 김은정, 이민규, 2003;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여러 상담

및 임상관련 전문가들(예: Kabat-Zinn, 2012)로부터 공통적으로 언급되

었거나 강조된 감정단어 5개인 ‘걱정, 두려움, 절망감, 압도감, 하기 싫은’

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부에 대한 정서반응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단축형 기분 성찰 척도에서 ‘사랑을 느끼는’을 ‘관심이 가는’

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8개 범주 총

16문항이던 것을, 각 범주별 1단어씩만 선정하고, 정서반응척도와 중복되

는 단어의 경우는 제거하여 총 17개 단어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적으로 정적 정서는 ‘활기가 생기는, 마음이 들뜨는, 할 마음이 내키는,

관심이 가는, 행복해지는, 차분해지는’의 6개 단어, 부적 정서는 ‘피로감

이 느껴지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짜증이 나는, 신경질이 나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마음이 아픈’의 6개 단어에 걱정, 두려움, 절망감, 압도감, 하기

싫은 5개가 추가되어 총 11개 단어가 되었다4).

Gorges, Esdar와 Wild(2014)가 개발한 정서반응척도는 리커트 4점 척

도였으며, 그들의 연구에서 정적 정서의 경우 내적합치도가 .82, 부적정

서의 경우 .72였다. 한편 단축형 기분 성찰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이며,

.76에서 .83의 내적합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Mayer & Gaschke,

1988).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정서반응척도 문항에 대한 답변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 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0점(전혀 아니다)

- 100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답변하게 하였고, 내적합치도의 경우 긍

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93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극의 조작확인 및

4) 이렇게 연구자가 재구성한 정서반응척도는 정적-부적정서로 구분되는 정서의 인지적

차원, 유쾌-불쾌로 구분되는 정서의 정서적 차원, 비각성-각성, 비활성화-활성화로 구

분되는 정서의 신체적 차원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 PANAS

가 문항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서를 특질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이지 상태차원

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는 점, MAACL이 문항수가 많다는 점을 정서반

응척도에서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이 언어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서를 신체

로 체험하는 경우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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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적 정서들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4) 행동적 측면

(1) 학습목표실천율

실제 학습목표실천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계획한 분량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백분율로 응답하게

하였다.

5) 조작 확인

조작확인은 실험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 각 조작에 대한 충실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한 가지 질문으로 확

인하였고, 각 조작별 충실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에 기술한 바와 같

다.

먼저 실험 전 과정에 걸쳐 연구 참여자들이 지시 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 ‘당신은 실험의 전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들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하였고, 이에 대해 0점(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 100점(완전히 이해하였다)으로 답하게 하였다.

(1) 공부에 대한 부적정서 유발 절차에 대한 조작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지시 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당신은 당신이 공부를 미루고 싶었던 순간을 가

급적 상세하게 떠올려 보라고 하였던 지시사항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떠올렸습니까?’에 대해 0점(전혀 떠올리지 않았다) - 100점(최대한 상세

하게 떠올려 보려고 하였다)으로 답하게 하였다. 둘째, 공부와 관련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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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서 유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서반응척도(‘3)의 (1)항’참

고)를 통해 확인하였다.

(2) 처치 조작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각 처치 조건에서 제공한 안내를 얼마나 충실히 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

험 전체의 전반적인 이해도에 대한 조작확인은 이아라(2013)의 조작확인

문항을 참고하여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정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조

작 확인은 김영근(2014)의 문항을 사용, 동기 명료화 개입에 대한 조작확

인은 연구자가 1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공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던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이에 대해 얼마나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에 대해 0점(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

100점(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로 답하게 하였다.

둘째, 부적정서가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부적정서 활성화 조

작 직후의 시점에서 측정한 정서반응척도의 부적정서가 증가하였는지 여

부로도 확인하였다.

셋째, 정서수용개입에 대한 조작확인은 저절로 발생하는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거부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의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과 관

련하여 Hayes 등(2004)이 개발하고, 문현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수용행동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16:

AAQ-16), 노현진과 조용래(2007)가 만든 수용-억제 질문지, 서우정

(2008)이 만든 수용-주의분산 조작확인용 질문지, 김영근(2014)이 사용한

정서수용 조작확인 문항, 이아라(2013)가 조작확인에서 사용한 내적 경

험에 대한 통제 정도 문항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3개 문

항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신체감각과 감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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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길 때 이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에 대해 0점(최대한 피해보려고

했다) - 100점(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신체감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느껴

보려고 했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일어나

고 있는 신체감각과 감정들에 대해 좋다·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하셨습니

까?’에 대해 0점(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 100점(좋다·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신체감각과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

셨습니까?’에 대해 0점(전혀 줄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

다) - 100점(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보려고 노력했다).

한편 수용 처치 조건의 경우 연구 참가자들이 ‘지시내용을 스스로 적

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서우정, 2008; 장영수, 2010; 조

용래, 2010) 결과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 설계 단계

에서도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발기준에 맞고, 참여의사가 있

는 연구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부적정서 수용

조건의 경우, 안내하는 지시내용을 연구참여자들이 충실하게 따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서우정, 2008), 개인이 두려워하는 자극에 대해

정서적 처리가 완전히 일어나야 그가 두려워하는 자극에 대한 반복 노출

치료가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지적(이슬아,

권석만, 2014; Foa & Kozak, 1986)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참여자들이 나레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정서수용을 경험해 보도록 한 직후 즉각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글로 간략

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 때, 여러 선행연구(Fuhrmann, & Kuhl,

1998; Leahy, 2002; Steel, 2002)에서 정서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언급하

고 있는 무감각(Leahy, 2002), 혼란스러움, 걱정(이슬아, 권석만, 2014;

Borkovec, Alcaine, & Behar, 2004; Borkovec, Ray, & Stober, 1998)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인지, 정서, 신체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정

서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나레이션의 안내에 따라 수용해 보

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직접 그 때 그 때 경험한

것을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한 정서단어와 신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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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어 및 반응을 보였을 경우 및 조작확인질문지 평균 50점 이상인 경

우 수용처치의 지시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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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sample t-test

를 사용하였다. 조작확인 중 부적정서 활성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과 2의 검

증은 각 처치 집단간 측정시기에 따른 인지·정서차원의 종속변인 측정치

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처치조건(부적정서 수용과 동기명료화 대 동기명

료화 개입집단)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측정시기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한 혼합설계를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는 사전점수를 통제하는 ANCOVA

방법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조건의 주

효과와 반복효과의 주효과를 포함하여 기저선-정서의 활성화 주효과, 정

서의 활성화-실험조작의 주효과,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효과를 세부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시점별 처치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비분석

(contrast analysis)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3과 4는 두 번째

실험 종료 시기에 측정한 학업지연행동정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ANCOV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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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N Mean SD t(p)

성별
정서수용 14 .50 .519 -.584(.564)

동기명료화 13 .62 .506

나이
정서수용 14 23.21 2.99 -1.055(.302)

동기명료화 13 24.31 2.32

문이과
정서수용 14 .43 .514 -.401(.692)

동기명료화 13 .54 .877

학업지연행동척도
정서수용 14 41.29 6.63 -.893(.381)

동기명료화 13 43.05 5.76

부적정서
정서수용 14 515.17 181.74 .392(.453)

동기명료화 13 575.00 221.32

공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

정서수용 14 83.57 12.157 -1.257(.220)

동기명료화 13 89.23 11.152

공부에 대한 

사고의 경직성 

정도

정서수용 14 58.57 27.134 .670(.509)

동기명료화 13 50.38 36.082

정서조절곤란도
정서수용 14 92.71 23.34 -.952(.305)

동기명료화 13 100.62 19.44

학습목표실천율
정서수용 14 45.79 29.36 .941(.356)

동기명료화 13 35.77 25.65

IV.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측정되는 변인들과 함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나이, 전공, 정서조절곤란정도

를 함께 고려하여 두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

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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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df 유의확률

Greenhouse

-Geiser's 

측정시점 .052 61.275 20 .000 .517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또 다른 변인인 정서조절곤란정

도의 경우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종속변인 및 종속변인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인들에 있어 집단 간 사전동질성이 확보되었다.

2. 개입의 종류에 따른 부적 정서의 차이

각 처치집단별 부적정서 반응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먼저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

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적 정서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두

집단 반복측정치의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이

파기된 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Greenhouse-Geiser의 상수 값을 활용

한 피험자내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 시점 및 기저선0에서 측정한 부적정서 간 상호

작용효과와 시점 및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측정시점, 기저선0의 부적정서의

주효과 및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합동대칭성 가정의 미충족

에 대한 대안으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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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261238.491 3.102 84223.506 3.299 .024

시점×기저선0의 

부적정서
193053.721 3.102 62240.679 2.438 .070

시점×집단 188192.327 3.102 60673.362 2.376 .075

오차(시점) 1821567.158 71.340 25533.685

<표 9> 부적 정서에 대한 Greenhouse-Gei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

개입조건별 조작시점에 따른 부적 정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피험

자내 대비검증(반복)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10> 및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시점별 집단 간 부적 정서의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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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측정시점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54600.156 1 54600.156 5.893 .023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13698.753 1 13698.753 1.903 .181

개입1대 기저선2 29871.831 1 29871.831 2.621 .119

기저선2대 

활성화2
126743.813 1 126743.813 5.522 .028

활성화2대 개입2 130343.277 1 130343.277 6.067 .022

개입2대 기저선3 136696.468 1 136696.468 3.531 .073

측정시점×불안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14443.192 1 14443.192 1.559 .224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8214.454 1 8214.454 1.141 .296

개입1대 기저선2 53403.398 1 53403.398 4.686 .041

기저선2대 

활성화2
15569.028 1 15569.028 .678 .419

활성화2대 개입2 11973.170 1 11973.170 .557 .463

개입2대 기저선3 94747.539 1 94747.539 2.447 .131

측정시점×집단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13.676 1 13.676 .001 .970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368.649 1 368.649 .051 .823

개입1대 기저선2 8439.222 1 8439.222 .740 .398

기저선2대 

활성화2
3444.574 1 3444.574 .150 .702

활성화2대 개입2 123010.370 1 123010.370 5.726 .025

개입2대 기저선3 145.383 1 145.383 .004 .952

오차(측정시점)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213110.654 23 9265.681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165535.546 23 7197.198

개입1대 기저선2 262127.371 23 11396.842

기저선2대 

활성화2
527923.280 23 22953.186

활성화2대 개입2 494111.445 23 21483.106

개입2대 기저선3 890452.461 23 38715.324

<표 10> 부적 정서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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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부적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부적정서를 수용

하게 하고 동기명료화를 시킨 집단이 동기명료화만 시킨 집단보다 부적

정서가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효과

가 뚜렷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차 활성화 후 2차 개입으

로 넘어가는 시점만이 부적정서 수용을 추가적으로 개입한 집단이 동기

명료화만 한 집단에 비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정서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기명료화 개입에 더해 부적정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는 즉시적으로 부적정서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개입에 대한 사전 안내와 연습을 시키고 1차

활성화를 시킨 후 1차 개입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이 시기는 2차 개입의 경우 사전 연습 없이 2차 활성

화 직후 2차 개입을 제공한 것과 달리, 1차 활성화 시점에서는 1차 개입

을 제공하기 전에 개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입에 대한 사전 안

내 및 연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조작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가설에서 보고자 하는 개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활성화 후

2차 개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두 번째

개입이 종료된 지 한 달 이후의 측정시점에서는 시점과 개입집단 간 상

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의 경우 동

기명료화 개입만 제공한 집단과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한 집

단이 모두 개입2시기에 감소되었던 부적정서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부적

정서를 개입 후 한 달이 경과된 시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동기명료화집단: 개입2 M = 491.54, SD = 279.675, 기저선3 M =

533.85, SD = 255.055), 부적정서 수용집단: 개입2 M = 315.00, SD =

181.044, 기저선3 M = 369.29, SD = 293.415). 이러한 측정시점의 주효과

는 .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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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df 유의확률

Greenhouse

-Geiser's 

측정시점 .080 52.568 20 .000 .593

3. 개입의 종류에 따른 사고의 경직성 정도의 차이

1) 사고의 경직성: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

사고의 경직성은 자기보고결과인 목표-자기 일치성 척도 중 내사된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과, 무의식적으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의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자기보고 결과 ‘(공부를) 안하면 안된다’는 사고가 부적정서 수용집단

과 동기명료화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반복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사고의 경직성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반복

측정설계에서 중요한 가정인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다.

합동대칭성 가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auchly의 구형성 검

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사고의 경직성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두

집단 반복측정치의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이

파기된 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Greenhouse-Geiser의 상수 값을 활용

한 피험자내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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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1214.598 3.558 341.392 .556 .675

시점×경직성 1394.826 3.558 392.049 .638 .619

시점×집단 6510.318 3.558 1829.880 2.979 .029

오차(시점) 50265.064 81.829 614.269

<표 12> 사고의 경직성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검증

사고의 경직성에 대한 Greenhouse-Gei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에서

측정시점, 측정시점과 경직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데 비

해 측정시점과 집단간 상호작용은 .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처치 여부에 따른 경직성 사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13> 및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시점별 집단 간 사고의 경직성 정도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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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측정시점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498.829 1 498.829 4.351 .048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73.451 1 73.451 .135 .717

개입1대 기저선2 910.853 1 910.853 1.222 .280

기저선2대 

활성화2
.362 1 .362 .001 .977

활성화2대 개입2 11.479 1 11.479 .035 .854

개입2대 기저선3 210.806 1 210.806 .207 .654

측정시점×사고의 

경직성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39.870 1 39.870 .348 .561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615.218 1 615.218 1.129 .299

개입1대 기저선2 1919.764 1 1919.764 2.576 .122

기저선2대 

활성화2
262.615 1 262.615 .615 .441

활성화2대 개입2 202.090 1 202.090 .608 .443

개입2대 기저선3 29.736 1 29.736 .029 .866

측정시점×집단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606.067 1 606.067 5.286 .031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41.116 1 41.116 .075 .786

개입1대 기저선2 3140.204 1 3140.204 4.213 .052

기저선2대 

활성화2
388.767 1 388.767 .911 .350

활성화2대 개입2 955.852 1 955.852 2.877 .103

개입2대 기저선3 146.029 1 146.029 .143 .709

오차(측정시점)

기저선1 대 

개입연습 및 

활성화1

2637.053 23 114.654

개입연급 및 

활성화1대 개입1
12538.628 23 545.158

개입1대 기저선2 17141.774 23 745.295

기저선2대 

활성화2
9814.308 23 426.709

활성화2대 개입2 7640.217 23 332.183

개입2대 기저선3 23454.880 23 1019.777

<표 13> 사고의 경직성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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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부적정서를 활성화 시킨 다음 부적정서를 수

용하게 하고 동기명료화를 시킨 집단이 동기명료화만 시킨 집단보다 사

고의 경직성 정도가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입에 대한 사전 안

내와 연습을 시키고 1차 활성화를 시킨 후 1차 개입으로 넘어가는 시점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2차 개입의 경우 사전 연습

없이 2차 활성화 직후 2차 개입을 제공한 것과 달리, 1차 활성화 시점에

서는 1차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개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입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연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조작의 내용이 다르다.

1차 기저선에서 1차 활성화를 하기 전에 개입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연습

의 시간을 가진 것이 부적정서를 추가적으로 수용한 집단에서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고의 경직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1차 개입 후 2차 기저선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부적정서를

추가적으로 수용한 집단에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고의

경직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1차 개입의 경우 사전연습으로 인해 개입의 영향력

이 분산되었으므로, 본 연구가설에서 보고자 하는 개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활성화 후 2차 개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2차 활성화 후 2차 개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1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기명료화 개입에 더해 부적정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

왔을 때는 즉시적으로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두 번째 개입이 종료된 지 한 달 이후의 측정시점에서는

시점과 개입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사고의 경직성: 경직된 인지도식 암묵적 연합검사결과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 ‘(공부를) 안하면 안된다’는 사고가 부적정서 수

용집단과 동기명료화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반복측정 결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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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하지만,

시점별 집단 간 경직된 인지도식의 변화 추이를 [그림 8]에서 살펴보면

부적정서 수용 집단의 경우 활성화2에서 개입2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고

의 경직성 정도가 증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실험 종료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의 경직

성 정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점의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그림 8] 시점별 집단 간 경직된 인지도식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4. 개입의 종류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

부적정서를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 두 차례의 개입을 제공하고, 한 달

후에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정도가 개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정도, 학습목표실천율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번째 개입이 종료된 시점에 측정하였던 학업지연행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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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공분산

(학업지연행동)
612.277 1 612.277 13.160 .001

집단구분 139.484 1 139.484 2.998 .096

Error 1116.646 24 46.527

Total 34761.000 27

태척도, 학습목표 실천율을 공변량으로 하여 각각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학업지연행동 상태척도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사

전·사후검사의 공분산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

입집단 간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집단 간 학업

지연행동 상태척도의 평균점수 변화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명료

화 개입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 정도가 2차 개입 시점에서 측정한 사

전검사에서 39.08점(SD=8.30), 2차 실험 종료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한 사후검사에서 37점(SD=10.50)으로 감소한 데 비해, 동기명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한 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 정도가

사전검사에서 37점(SD=7.16), 사후검사에서 32점(SD=5.59)로 더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기명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도

록 한 경우가 동기명료화만 실시한 집단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학업을

지연하는 정도를 개선시키는 데 장기적인 효과를 지니는 개입방법임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행동적인 차원

에서의 장기적 효과는 지연행동을 다른 각도로 측정한 학습목표 실천율

에서도 확인되었다.

<표 14> 학업지연행동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학습목표 실천율에 대한 사전·사후 공분산분석결과 사전문항 및 사후

문항의 공분산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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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공분산

(학습목표실천율)
5362.482 1 5362.482 31.695 .000

집단구분 1292.402 1 1292.402 7.639 .011

Error 4060.595 24 169.191

Total 111025.000 27

입 집단간 차이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집

단 간 차이를 학습목표 실천율 평균점수에 대한 결과로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동기명료화 개입집단의 경우, 학습목표 실천율 정도가 2차 개입 시

점에서 측정한 사전검사에서 49.23점(SD=29.22), 2차 실험 종료 후 한 달

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한 사후검사에서 50.38점(SD=23.23)으로 감소한

데 비해, 동기명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한 집단의 경우

학습목표 실천율 정도가 사전검사에서 59.57점(SD=25.82), 사후검사에서

70점(SD=15.06)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기명

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도록 한 경우가 동기명료화만 실시한 집단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학습목표를 실천하는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장기적인

효과를 지니는 개입 방법임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가설 4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이렇듯 동기명료화 개입만 실시하는 경우보다 부적정서의 수용

을 추가한 개입이 학업지연행동의 두 척도 모두에서 행동개선에 장기적

인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표 15> 학습목표실천율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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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지려는 순간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

입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여기에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정적 정

서경험을 수용하게 했을 때, 각각 학업지연과정의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

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업지연행동

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와 유사한 자신

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유발된

당시의 내적 경험에 대해 동기를 명료화시키는 개입과 여기에 공부를 못

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정적 정서경험을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한 집단 간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는 개입을 통해 공부에 대한 부적정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생

각하는 사고의 경직성, 학업지연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상담학적 시사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적정서경험 수용개입에 따른 학업지연과정의 인

지 및 정서차원에서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정서 반응을 세 가

지 지표, 즉 공부에 대해 지니는 명시적 및 암묵적인 ‘사고의 경직성’ 정

도, 부적 정서의 각성 정도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로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동

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하는지 혹은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정적 정서경험의 수용을 추가하는지에 따라 부적정서 및 사고의 경직

성이 감소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부적정서

수용까지 실시한 집단이 동기명료화만 실시한 집단보다 개입 직후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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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고의 경직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정서수용개입을 실시한 집단이 개입 후 부적정서가 감소하는

효과는 수용기반개입을 적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

고, 특히 우울과 불안관련 어려움을 지닌 대상을 중심으로 개입효과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김기환, 2015; 박성신, 조용래, 2005; 오주용,

권석만, 2011). 학업분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험이나 발표불안 개선을

위해 수용전념치료 개입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 왔고, 부적정서, 불

안, 우울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덕연, 이봉건, 2011; 김진

미, 손정락, 2013; 배재홍, 장현갑, 2006; 엄지원, 김정모, 2013; 조용래,

2010; 황성옥, 박성현, 2010; Frattaroli, Thomas, Lyubomirsky, 2011). 이

결과들은 수용기반개입이 부적정서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

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지연자를 대상으로 수용기반 개입을 적

용한 연구도 한 편이 있다. Wang 등(2015)은 학업지연자 중 성격특질 5

요인 중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는 수용전념치료,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개입을 실시하고 개입 전, 개입 후, 3개월 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세 집단 간 부적정서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는 않았으나, 수용전념치료를 제공한 집단이 개입 직후 부적정서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치료 종결시점과 종결 후 3개

월이 되는 시점에 부적정서를 비교한 결과 수용전념치료가 통제집단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정서의 감소를 나타냈고, 인지행동치료

집단과 비교해도 수용전념치료 집단이 상당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수용전념치료를 제공하였을 때 치료 직후 부적정서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유지되는 것

이다.

하지만 위의 결과들은 모두 장기간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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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다. 단기 처치 효과를 본 연구들은 수용처치가 즉각적으로 부적

정서를 완화시켜주는지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서

우정(2008)의 연구에서는 생리적 측정치와 자기보고 측정치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김기환(2015)과 Hofman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생리적

측정치로는 수용처치의 효과가 유의했지만, 자기보고 측정치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적 정서가 감소되는

경향성은 나타났다(김기환, 2015). 김영근(2014)의 연구에서도 즉각적인

자기보고 측정치 결과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치료효과

가 장기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성신과 조용래(2005), 오주

용과 권석만(2011)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정치에서도 수용처치의 효과

가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용처치를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수용 성분만을 적용하여 비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기명료화 개입에 수용개입을 추가했을 때

동기명료화 개입보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이다. 따라서 동기명

료화 성분이 본 연구의 처치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가령, Hofman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처치조작 점검을 하지 않았다. 따

라서 이들 연구의 경우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처치

효과를 비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작확인을 실시한 서

우정(2008)의 보고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이 처치조건의 지시대로 따르

지 않았음을 밝혔다. 가령, 억제처치 집단의 참가자들도 수용 전략을 사

용하고, 수용처치집단의 참가자들은 억제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처치 내용(Hofmann, et. al., 2009), 처치 분량(김영근,

2014), 측정치(김기환, 2015; Hofmann, et. al., 2009)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가령, 김기환(2015)은 Hofmann 등(2009)의 연구가 지나치

게 단순화된 처치를 사용했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측정치의

측정민감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영근(2014)

의 연구는 수용처치의 즉시적 효과는 오히려 억제처치 조건보다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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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했으나, 장기적 효과에서는 급격한 향상이 보고되었다. 이는

김영근(2014)의 연구는 처치횟수를 2번으로 늘임으로써 가능했을 수 있

을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수용기반개입 프로그램 연

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수용기반개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는 보고가 있는 만큼 수용처치가 본래 즉각적인 처치효과에는 약하지만

기간을 두고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는 개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남아 있다. 바로 처치가 제대로 이

루어졌는가의 문제이다. 제대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

치효과비교는 무의미하다. 개인이 두려워하는 자극에 대해 정서적 처리

가 완전히 일어나야 그가 두려워하는 자극에 대한 반복 노출치료가 비로

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치료접근법의 종류를 막론하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해 온 문제이다(예: Foa & Kozak, 1986). 이 같은 문

제점에 대해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려움의 실체에 접근하여 이를 수

용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을 하였다. 먼저, 수용처치의 내

용, 방법, 효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둘째, 실제 개입에서는 수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공감, 감정반

영, 타당화를 통해 부적 정서경험을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한 환

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실체에 접근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이 때 이에 대한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참가자가 그 때

그 때 표현하는 글을 통해 연구자가 즉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만일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정서마비, 무감각 등의 회피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는

다시 두려움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안내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단회

처치 만으로 개입효과를 입증하였다면 처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인다. 치료효과의 추이를 보면 연습, 1차 개입에서 성공적이지 못하

였더라도 2차 개입에서는 대부분의 참가들이 수용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

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정교한 프로토콜의 개발, 처

치 분량의 효과성 검증 등의 방식을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같은 시점에 동기명료화 개입을 실시한 집단도 부적정서를 수용

한 집단만큼은 아니지만 부적정서가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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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명료화 개입도 어느 정도 부적정서를 감소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적정서 개입을 추가한 집

단이 더 급격하게 부적정서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정서처리에 대한 연

속성 모델을 제안한 Pascual-Leone과 Greenberg(2007)의 모델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이들은 치료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깊은 수준의 정

서처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서처리의 수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가벼운 처리 수준은 미분화된 정서상태에서 거부

적인 분노나 두려움, 수치심 등을 표현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등 부정적

인 평가를 하거나 자신이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알아차리는 단계이다.

이를 정서적 고통에 대한 초기 표현단계(Early Expressions of Distress)

라고 명명하였다. 이 단계는 정서체험을 했을 때 고통 해소 효과정도를

보이는 것에 해당하며,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면 이완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기명료화 개입만 실시한 경우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동기명료화 개입을 통해 공부

를 하려고 했던 원래의 취지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분화된 정서에서 충족되지 못한 핵심욕구에 접촉되는 경험을 하게 되

면 상처, 애도, 자기연민, 건강한 분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

어질 수 있게 되며, 주체적인 느낌을 가지며 수용하는 단계가 된다. 이

단계가 좀 더 고차적인 의미창출단계(Advanced Meaning Making)라고

명명하였다. 긍정적인 치료적 변화를 보인 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서

처리가 이 수준까지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상처

에 접촉하고 애도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연민을 지니게 될 정도의 깊

이까지 정서가 접촉이 되면 이완이 더 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모델

에 근거해 볼 때 동기명료화에 부적정서를 수용하도록 한 집단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참가

자들 중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보인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상당수 관

찰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정서수용개입을 실시한 집단이 개입 후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실제로 1980년대를 전후로 학업지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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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심리내적 메커니즘을 경직된 사고 즉,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설명한 Ellis와 Knaus(1977)의 설명 및 심리적 유연성 부족으로 설명한

수용전념치료 이론가들의 주장과도 일치된다(Glick, Millstein, & Orsillo,

2014; Scent & Boes, 2014). 이들에 따르면 심리적 유연성의 부족은 광

범위한 문제행동과 심리적 고통의 발생, 발전, 유지에 기여하는 과정이

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예, Bond 등, 2011). 학업지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

만, 본 연구는 수용기반개입과 유사한 노출치료 방법을 통해 거미공포증

을 치료하였더니 인지도식이 변화되었음을 입증한 연구 결과(Teachman

& Woody, 2003)와 맥락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심리적 경

직성을 측정한 Glick과 Orsillo(2015)도 수용전념치료로 인해 심리적 경

직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시간관리 프로그램에 비해

더 유의한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첫째, 그들의 연구가 20분짜리 인터넷 기반 개입 프로그

램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용기반 개입은

지시대로 따라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연구자가 직접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안내하는 지시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이 충실하게 따라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Glick과 Orsillo(2015)의 개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그들이 조작확인질문으로 사용한 질문 내용

에는 해당 개입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하는 내용만 있고, 실제로 지시대

로 수행했는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력자의 안내 없이

스스로 하도록 할 경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서우정, 2008; 조용래, 2010). 생각에 빠진다는 문제

는 불안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걱정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Borkovec, Alcaine, & Behar, 2004). 이러한 기제로 인해 혼자 수용

을 실시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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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서의 기능, 경험회피의 개념, 마음챙김

과 가치명료화 개입의 효과를 설명하는 시간, 마음챙김 연습, 학업동기

및 가치를 다루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연구참여자가 혼자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암묵적 연합검사로 사고의 경직성 정도를 측정한

경우 부적정서 수용개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개입효과의 추이를 보면 자기보고 측정치에서는 부적정서 수용개입

을 받은 집단이 사고의 경직성이 감소하였고, 동기명료화개입만 받은 조

건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었다. 하지만, 암묵적 측정치에서는 실

험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두 집단 모두 사고의 경직성이 점진적인 증가

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가세는 수용 개입을 제공해주

는 직후에는 잠시 멈추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증

가 추세 정도에 있어서도 부적정서를 수용하게 한 집단의 암묵적 측정치

점수의 증가세가 동기명료화 집단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측정치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

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검토해 본 결과 두 집단

이 모두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급격한 기울기로 낮아졌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자 큰 처치효과이다(  ).

결과적으로 경직성 측정도구와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 모두 개입 이후의

장기적 효과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즉각적인 개입 전후

두 측정치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한편, 개입으로 인해 사고의 경직성 정도가 변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수용개입을 통해 부정적 인지가 변화

했을 수 있다. Hope 등(1995)과 Newman 등(1994)은 인지적 개입 없이

노출훈련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 Teachman과 Woody(2003)도 노출치료를 통해 거미공포에



- 84 -

대한 인지도식을 변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용기

반개입도 부적 정서경험에 노출한다는 점에서 노출치료와 맥락이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개인이 공부를 못해냈을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접근하여, 공부

를 못해낸 순간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노출시켜 이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개선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부적정서를 수용하게 하면, 그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변화를 동반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용은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간접

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치료효과의 추이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은 기저선-활성화-개입의 방식으로 총 2회의 개

입을 제공하고, 한 달 후 마지막 기저선을 측정한 연구이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기저선-활성화 구간과 활성화-개입 구간

간 부적정서와 사고의 경직성 변화 추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저

선에서 활성화로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험은

기서선 측정 이후 각 조건별로 할당된 개입에 대한 안내 및 실습을 제공

했다. 특히 부적정서를 수용하는 개입은 혼자서 실시하기에 어렵기 때문

에 이러한 연습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러다보니 두 집단 모두 연습 후 제

공되는 활성화 측정시점에 이러한 연습시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타당해 보이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미 개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진 상태이므로 별도의 연습 없이 기저선-활성화-개

입의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시나리오를 통한 부적정서경험

의 유발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

2회의 개입을 거치다보니 첫 번째 개입을 했을 때보다 두 번째 개입을

실시했을 때 연구참여자의 개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낯선 느낌 혹은

거부감 등이 줄어들다보니 보다 안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개입의 지시

대로 따랐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수용기반개입의 효과성

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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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정서경험 수용개입에 따른 학업지연과정의 행

동차원에서의 변화

본 연구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업지연행

동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만 제공한 집단과 공부

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 정서경험의 수용을 추가한 집단은 개입이

종료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학업지연반응의 개선 정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학업지연반

응의 개선 정도는 학업지연행동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와

실제 자신이 계획한 학습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백분율로 응답하게

한 학습목표 실천율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정도 및 학습목표실천율 모두 부적정

서를 수용하게 한 집단에서 개입 종료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폭이 동기

명료화만 제공한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지

연행동의 개선정도는 .1수준에서, 학습목표실천율은 .05수준에서 통계적

인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체험하고 이것이 자신의 동기 확인으로 이어지

면 치료적 변화가 극대화 된다는 상담전문가들의 주장(김창대, 2009;

Pascual-Leone, Greenberg, La Greca, Annette, 2007) 및 부적정서를 수

용하게 한 경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학업지연행동이 개선되는 경향성

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Wang, Zhou, Yu, Ran, Liu, & Chen,

2015)과 일치하며, 앞에서 설명한 Pascual-Leone과 Greenberg(2007)의

정서처리에 대한 연속성 모델로도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Wa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수용전념치료를 제

공한 집단은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학업지연행동이 꾸준히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Wang 등(2015)의 연구는 인지행동치료와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것이지만, 그들의 연구도 인지기반개입과 정서기반개입을 구분해

서 다룬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분석을 함에 있어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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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Pascual-Leone과 Greenberg(2007)의 정서처리

에 대한 연속성 모델에 입각해서 해석해 볼 때에도, 정서수용기반 개입

을 실시한 집단이 정서처리경험을 보다 깊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깊은 정서처리경험은 목표행동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유용한 개입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사전 선발시 수집된 기초통계 자료에 근거한 내용

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실험에 참여한 학업지연자들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입이 적용가

능한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학업분야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나 학업분야 중

시험불안이나 발표불안이 높은 집단 혹은 학업지연자 중 신경증 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발한 Wang 등(2015)과 달리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집단

은 아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

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업지연자를 정의하는 전통적인 정의를 따름에 있어 두 가

지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첫째, 본인에게 중요한 공부를 하는 대상이어

야 했고, 둘째, 그 공부를 미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선발

당시 각종 공무원 시험, 의·약학 전문대학원 시험, TOEIC, TEPS, GRE,

학위 논문 등 자신에게 중요하며 난이도가 있고 완수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학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중 학업지연을 보이는 집단은 더더욱 스트레스가 높

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동질성 검증 용도로

성격특질 5요인의 신경증 척도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조절곤란척

도를 사용한 바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은

수험생 집단 4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발을 위해 실시한 평균점수와 동

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참여자 집단이 정서조절곤란이 모집단의 평

균이므로 정서적 어려움이 없다고 해석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서

우정(2008)이 수험생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 집단 30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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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연구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95점)가 본 연구 모집단

440명의 평균 점수(96.16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구

직 준비 혹은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

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해 주

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지연자 집단도 기본적으로 정서적 스

트레스가 있는 집단이라는 점, 이러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본 연구가 채

택하였던 개입 지점과 개입방법이 적절한 선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지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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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을 중심으로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업지연행동의 발생과정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

도하였다.

둘째,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을 위해 개입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종합한 학업지연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모형에 근거하여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상정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해 동기를 다루는 것과 정서를 다루는 것이 각각 인지·정서·행

동에 가져오는 변화가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를

명료화하는 개입과 여기에 공부를 못해냈을 때 하게 될 부적 정서경험을

수용하는 개입을 추가했을 때, 각 개입 성분이 어떻게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치료

적 변화기제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다 상담실제에 가까운 형태의 실험

연구를 구현하였다. 보통 실험 방법은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자신이 실제로 겪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본 연구는 관련된 본인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먼저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본인의 경험을 떠

올리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측면에서, 인지적 측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암

묵적 연합검사라는 측정도구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해 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이상의 내용은 실제 학업지연자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어떤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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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7명이라는 적은 수의 표집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일

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개입효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본인에게

중요한 공부’를 미루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중에 연구를 참여할 용

의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도 학

업지연 대상자, 증상, 학업지연이 일어나는 맥락 등을 분명히 하고 수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비

록 적은 수의 표집일지라도 유사한 대상별 혹은 증상별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결과는 향후 학업지연행동

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해 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 연구이므로 개입 모듈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점이 있다.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개입

프로토콜에 충실했지만, 이로 인해 개인에게 딱 맞는 개입을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개입을 위해 할당된 시간에 제약이 있는 실험연구의 한

계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수용기반

개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하고 이를 사전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셋째, 시나리오를 통한 학업지연행동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에서

의 조작 확인 결과 제외되었던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

이 Borkovec 등(2004)이 제안한 걱정의 회피이론 즉, 불안과 같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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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정서가 생길 때 이를 회피하고자 걱정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사용

함으로 인해 정서 측정치가 낮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실험설계상의 오

류나 다른 가능성 때문에 정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

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나 여러 가지 질

적 연구 방식 등을 사용하여 현상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이해가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즉각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다. 그 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해왔던 도구들은 주로 특질 즉,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많았다. 때문에 개입 후 즉각적 변화를 측정

하기에는 측정민감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해 보았

는데,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고, 측정도구를 통해 개입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측정도구의 타당

도, 신뢰도, 민감도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개입이 불

충분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시사된다.

추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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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미루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실험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 공부를 미루는 행동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

한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면 몇 가지 활동과 설문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 참가 자격: 요즘 본인이 하고자 하는 특정 공부가 있고(가령,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 등)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미루게 되는 만 18세 이상 - 37세 이하의 성인남녀

§ 제외 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날 짜: 2016년 9월부터 가능(단, 사전연락을 통해 협의된 날짜와 시간)

§ 장 소: 서울대학교 11동 407호를 비롯한 교내 혹은 외부 장소(추후 개

별연락)

§ 혜 택: 10,000원 혹은 심리상담(30분) 중 본인이 선택 가능

§ 실험 내용: 컴퓨터로 제시되는 과제 수행, 온오프라인 설문 작성

§ 소요 시간: 한 세션 당 40-50분 이내 총 3회 방문

§ 신청 방법:

1)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이메일과 전화번호 모두)

를 pecja81@gmail.com로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2) 메일 제목은 공부하시는 과목명_신청자 이름(ex. 토익_홍길동)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 최정아

e-mail: pecja81@gmail.com

부록1. 실험 참가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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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실험 참가자를 위한 연구 설명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수용 기반 개입이 학업지연과정에 미치는 영향: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의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 정 아(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이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는 개입과 소망을 수용하는 개입이 학업지연

과정에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 (최 정 아, 010-5395-2282)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

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

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

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는 개입과 소망을 수용하는 개입이 학

업지연과정에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만 18세 이상 - 37세 이하의 성인 중 현재 혹은 곧 특정 학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중이거나 예정인 약 12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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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하신 후, 학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체크

하고,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

니다. 이후 귀하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해 정서

단어 등에 체크해 볼 것이며, 이후 귀하가 공부하려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정서단어 등 몇 가지 질문지를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연구자가 귀하를 만나기 위해 제시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 주일에 한 번씩 2회 그리고 한 달 후에 1번으로 총 3번 참여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참가자에 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Sheldon, 2002; Glick & Orsillo, 2015),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

만, 만일 실험도중에 불편하시거나, 중지의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성인의 학업수행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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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최 정 아(010-5395-2282)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

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

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별도의 대가는 없습니다만, 귀하의 연구에 끝까지 충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경우

귀하의 선택에 따라 10,000원 혹은 30분 상당의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최 정 아_ 전화번호: _010-5395-2282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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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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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감정, 신체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에 동그라미 치시오.

답답하다. 가슴이 턱 막힌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심장이 조여온다. 어깨가

꽉 뭉친다. 목이 아프다. 목과 어깨가 아프다. 긴장된다. 배가 아프다. 체한

느낌이 든다.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다. 배가 묵직해진다. 속이 쓰라리다. 짓눌

리는 느낌이 든다. 몸이 무거워진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몸이 젖은 솜같다.

피곤하다. 지친다. 힘이 쪽 빠진다. 손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이 든다. 가만히

누워 있고 싶다. 무섭다. 막막하다. 캄캄하다. 멍하다. 깊은 한숨이 나온다. 나

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세상이 잿빛으로 찐덕하게 흘러내리는 기분이다.

텅 빈 느낌이 든다. 쓸쓸하다.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비참

하다. 초라하다. 심장이 조여온다. 심장이 오그라든다. 입이 바싹 마르고 타들

어가는 느낌이 든다. 가슴에 깊은 통증이 느껴진다. 가슴이 따갑다. 가슴이 아

프다. 울컥한다. 슬픔이 차오른다.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뭉클하다. 속상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저릿저릿하다. 상심이 된다. 갈갈이 찢기는 느낌이다.

서글프다. 서럽다. 한스럽다. 애통하다. 씁쓸하다.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묵

직해진다. 마음이 무겁다.

※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연습을 해 보려

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를 참고하셔서, 당신에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나 감정들에 대하여 그냥 반응들이 나타나는대

로 그리고 느껴지는대로 그 감정과 신체감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

라보고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즉, 자신에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반

응들을 좋다·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하지도 마시고, 의도적으로 줄이려

고 하거나 없애려고 지나치게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부록3. 부적정서의 수용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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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들을 해당하는 곳에 분류하여 넣어 보시오.

생존목적: 먹고 살기 위하여, 공부를 안하면 먹고 살지 못할까봐.

유희목적: 흥미로워서, 즐거워서, 호기심이 생겨서, 알고 싶어서

성취목적: 성적, 직장, 돈, 유명해지고 싶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되

고 싶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자부

심

관계추구목적: 주변의 인정, 인기, 사랑, 좋은 배우자, 주변의 기대

이타적 목적: 남을 돕기 위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록4. 동기명료화 개입 예시자료



- 130 -

N Mean SD

전체 실험 전체 실험 전체 실험

성별 431 27 .49 .56 .501 .506

나이 426 27 25.15 23.74 3.943 2.697

문이과 423 27 .33 .48 .500 .700

학업지연행동 430 27 36.9884 42.5185 8.18848 6.24112

부적정서 409 27 558.7188 544.2593 247.83763 200.08510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
436 27 79.46 86.30 22.782 11.815

정서조절곤란도 411 27 96.1557 96.0741 21.15656 18.34064

학습목표실천율 435 27 57.23 41.67 24.327 26.312

부록5. 사전 선발 검사 기초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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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측정시점 M SD N

부적정서수용

기저선0 515.71 181.742 14

기저선1 509.29 176.012 14

활성화1 460.00 179.107 13

개입1 417.14 235.214 14

기저선2 380.36 212.571 14

활성화2 539.64 156.604 14

개입2 315.00 181.044 14

기저선3 369.29 255.055 14

동기명료화

기저선0 575.00 221.322 13

기저선1 547.69 235.934 13

활성화1 480.00 262.805 13

개입1 459.62 281.576 13

기저선2 445.77 249.807 13

활성화2 572.31 273.950 13

개입2 491.54 279.675 13

기저선3 533.85 293.415 13

부록6. 부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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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측정시점 M SD N

부적정서수용

기저선0 58.57 27.134 14

기저선1 67.50 21.905 14

활성화1 57.69 17.867 13

개입1 57.14 24.315 14

기저선2 49.29 24.951 14

활성화2 56.07 25.883 14

개입2 45.36 26.052 14

기저선3 56.43 27.903 14

동기명료화

기저선0 50.38 36.082 13

기저선1 44.62 29.045 13

활성화1 40.77 29.850 13

개입1 45.38 35.562 13

기저선2 51.92 26.421 13

활성화2 53.08 31.986 13

개입2 53.85 25.993 13

기저선3 57.69 32.953 13

부록7. 사고의 경직성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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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절 대

로 안

그 갰

다

거 의 

안 그

랬다

가 끔 

그 랬

다

대 부

분 그

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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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이 부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8. 학업지연행동 상태 척도

※ 요즘 당신이 하고 계신 공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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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100점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점수

(1)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          점)

(2)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          점)

부록9. 학습목표실천율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1주일 전 ~ 오늘), 당신은 그 공부를 하려고 

당신이 계획했던 일주일치의 공부 분량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

까? (계획한 분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당신이 그 중에서 몇 %나 공부하

셨는지 해당하는 점수를 숫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부록10. 자기일치성 척도: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및 사고의 경

직성 정도 측정

※ 내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의 문항들이 지금 당신의 마

음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지를 0에서 100점 사이의 숫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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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아주

많이

그렇

다

완전

히

그렇

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

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

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

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11.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

※ 다음 문항들이 평소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지 해당

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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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낀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

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

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

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

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

도 없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

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

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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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100점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점수

(1) 활기가 생기는 (          점)

(2) 마음이 들뜨는 (          점)

(3) 할 마음이 내키는 (          점)

(4) 관심이 가는 (          점)

(5) 행복해지는 (          점)

(6) 차분해지는 (          점)

(7) 신경질이 나는 (          점)

(8) 짜증이 나는 (          점)

(9) 하기 싫어지는 (          점)

(10) 부담감이 느껴지는 (          점)

(11) 피로감이 느껴지는 (          점)

(12) 압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          점)

(13) 걱정이 되는 (          점)

(14) 압박감이 느껴지는 (          점)

(15) 두려움이 올라오는 (          점)

(16)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 (          점)

(17) 마음이 아픈 (          점)

부록12. 정서반응척도

※ 다음 문항들이 그 공부에 대해 느끼는 현재 자신의 기분을 얼마나 잘 나타

낸다고 생각되는지 0에서 100점 사이의 숫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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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 단일 대상 암묵적 연합 검사 - 사고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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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 공부에 대한 부적정서 유발 절차에 대한 조작확인

당신은 당신이 공부를 미루고 싶었던 순간을 가급적 상세하게 떠올려 보라고 

하였던 지시사항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떠올렸습니까?

(          점)

0점 --------------------------------------------------------------- 100점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 ------------------------------- (최대한 상세하게 떠올려 보려고 하였다) 

부록15. 처치에 대한 조작확인

당신은 실험의 전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들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점)

0점 --------------------------------------------------------------- 100점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 (완전히 이해하였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신체감각과 감정들이 생길 

때 이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          점)

0점 --------------------------------------------------------------- 100점

(최대한 피해보려고 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신체감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느껴보려고 했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신체감각과 

감정들에 대해 좋다·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하셨습니까?

(          점)

0점 --------------------------------------------------------------- 100점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 (좋다·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신체감각과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셨습니까?

(          점)

0점 --------------------------------------------------------------- 100점

(전혀 줄이려고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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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던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서 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점)

0점 --------------------------------------------------------------- 100점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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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on academic

procrastination

Choi, Jung Ah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crastination is both prevalent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well-being, and physical health.

Despite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benefits of behavioral

control strategies(e.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focusing on

one's motive for the goal, the effectiveness of each approach proved

to be insufficient.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limited impact of

behavioral control approach and motivational approach is that they

may not sufficiently target other factors that play a causal or

maintaining role in the process of procrastination. For example,

procrastination has been found to be associated with fear of failure,

task aversiveness, and problems with emotion regulation, which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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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adequately addressed in those interventions. Even though fear

of failure, in particular, has known for its considerable impact on

procrastination, few empirical research have focused on this variable

as targeting point for overcom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limited impact of behavioral control

approach and motivational approach is that there are many

therapeutic components and targeting point for intervening, and

measures, which limit the interpretability and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as therapeutic target. To deal with these, acceptance of negative

emotion and focusing on motivation were used. In the present study,

an experimental approach was employed for examining the effect of

emotional acceptance. Because emotion can be an index of clients'

changes, and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and fear are

well-known feelings most academic procrastinators feel, it is useful

for dealing with them. In light of negative consequences of emotional

avoidance, academic procrastinators need to be helped to stop

avoiding their painful emotions and learn to accept the emotions as

they are in counseling. 27 academic procrastinat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results, accepting negative emotions condition showed more

reduced irrational thought and anxious feelings, more behavioral

improvement than only clarifying one's motivation con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has summarized and discussed. And Clin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key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intervention, acceptance,

motivation, fear of failure, task aver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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