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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연행동은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적 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 즉 학

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연행동의 두 하위유형인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두 유형의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

로 과제회피/자극추구를 가정하였고,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

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불완전감을 가정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과제수행 상황에서 착수와 완수 행동을 측정하여, 자기보고식 

측정치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모형의 생태

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23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

도, Barratt 충동성 척도,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실시하고, 과제회피

/자극추구, 불완전감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

연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에 대하여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실제 학업 상황에서, 과제의 착수와 완수 시점을 측정하

여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한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과의 관계를 탐색하였

다. 또한, 행동적 측정치와 충동성, 완벽주의, 과제회피/자극추구, 불완전

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주 동안 동일한 실제 과

제를 부여받은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착수와 완수시점을 수집하고, 

과제를 하는 동안 경험한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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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마친 후에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를 통하여 자기보고식으

로 지연행동을 평정하게 하고 성격특성인 충동성과 완벽주의를 측정하였

다. 분석 결과,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의 자기보고식 측정치는, 실

제 과제상황에서 과제의 착수와 완수 시점의 지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과, 착수지연은 과제회피/자극추구와, 완수지연은 불완전감과 관련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에 대

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정교화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적 지연행동, 착수지연, 완수지연, 불완전감, 완벽주의,   

충동성

학번 : 2014-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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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crastination is opportunity’s assassin.

지연행동은 기회의 암살범이다.

- Victor Kiam -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은 사회적, 직업적 적응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일의 시작과 완성을 지연하는 행동 혹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의미한

다.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만성적으로 일을 지연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사

회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을 겪게 된다(Ellis & Knaus, 1977; Steel, 

2007). 미국의 저명한 기업가 Victor Kiam은 지연행동을 ‘기회를 앗아 

가는 암살범’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심각성

에 근거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연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Burka & Yuen, 1983) 지난 30여 년간 임상

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학, 행동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Lay, 1986).

  지연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적인 지연행동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저하, 스트레스(Ferrari, 

1991; Haycock, McCarthy, & Skay, 1998; Martin, Flett, Hewitt, 

Krames, & Szanto, 1996; Parker & Endler, 1989; Senecal, 

Koestner, & Vallerand, 1995), 죄책감(Blunt & Pychyl, 2005), 수

치심(Fee & Tangney, 2000)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장애

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lassen, Krawchuk, & Rajani, 

2008; Stead, Shanahan, & Neufel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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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행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Stead, Shanahan, & Neufeld, 2010; Tice & 

Baumeister, 1997). 지연행동은 두통, 소화장애와 수면장애 등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측하며(Sirois & Tosti, 2012) 고혈압/심혈관계 

질환(HT/CVD)의 취약요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Sirois, 2015).

  지연행동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은 학업과 관련된 지연행동

(학업적 지연행동; academic procrastination)이다. 특히, 대학 수준의 

학업 장면에 만연해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lis & Knaus, 1977). 미국 대학생의 70∼95%가 지연행동으로 고민

한 적이 있으며(Ellis & Knaus, 1977; 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 50%는 만성적으로 지연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Day & O’Sullivan, 2000).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숙경, 1997), 여대생의 

약 80%가 지연행동을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학업적 지연행동은 학업부진, 수강철회, 유급 등

을 예측하며, 학업 성취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y, 1986). 

  지연행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데 반해 그 원인이

나 기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 하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정

되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Van Eerde, 2003). 지연행동과 그로 인

한 부적응에 치료적인 개입을 위하여 지연행동의 발생 원인과 기제에 대

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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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Ellis와 Knaus(1977)가 지연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이론을 제시한 이

래로,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연

구들은 비합리적인 완벽주의 신념(Ellis & Knaus, 1977)과 실패에 대

한 공포(fear of failure), 과제에 대한 혐오가 지연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urka & Yuen, 1983; Solomon & Rothblum, 

1984).

  1990년대부터는 성격요인과 대처방식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 대

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완벽주의(계수영, 2009; 김현정, 

2003; Ferrari, 1992), 충동성(김현정, 2003; Ferrari, 1995), 실패공

포(배대식, 2009; Solomon & Rothblum, 1984), 성실성(Lay, 1987), 

대처방식(이동귀, 박현주, 2009; Ferrari, 1995), 부모의 양육방식(황임

숙, 2008)등 다양한 변인들이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 변량분석 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윤재호, 2011). 그러나 아직까지 위의 변인들 지연행동의 관계는 명확

히 밝혀지지 않았다(Van Eerde, 2003). 

  모든 지연행동이 동일한 원인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동일한 결과를 야

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연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 이질적인 지연행동자 집단이 존재

하며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연행동 

연구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Burka & Yuen, 1983; Schouwenburg 

et al., 2004). Lay(1987)는 만성적인 지연행동자를 비관적 지연행동자

와 낙관적 지연행동자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Ferrari(1992)는 

지연행동을 각성형과 회피형으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

구에서 재검증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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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연행동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

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이론들의 분류 체계에 대한 근거

는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은 없다. 지연행동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연행동의 본

질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완벽주의는 연구 초창기부터 지연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변

인으로 주목받아왔다(박재우, 2007). 많은 임상가들과 경험적 연구자들

은 완벽주의가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Burka & Yuen, 1983; Flett, Hewitt, Blankstein, & Koledin, 1991; 

Hamachek, 1978; Missidine, 1963). 그러나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Van Eerde, 2003). 대규

모의 메타분석 결과,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상관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Steel, 2007).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써,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매개하는 제3의 변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임성문, 2006; 

Ferrari, 1995) 국내에서도 자기효능감, 대처방략, 학업동기 등을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

근영, 이동귀, 2009; 이미라, 오경자, 2009). 그러나 완벽주의와 지연행

동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허효선(2012)과 허효선, 임선영, 권석만(2015)은 선

행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

온 원인을 밝히고자 하던 중, 기존의 측정 도구가 완벽주의적인 지연행

동자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임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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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Pacht, 1984; Spitzer, Williams, Gibbon, & First, 1989)에서 

는 완벽주의자들이 과제의 시작보다는 마무리에서 문제를 겪어 일을 지

연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하지만, 기존의 측정도구는 이러한 지연행동 양

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허효선(2012)은 과제의 착수를 미

루어서 완성이 늦어지는 것과, 시작은 늦지 않았으나 완수를 미루어서 

늦어지는 것을 각각 ‘학업적 착수지연’과 ‘학업적 완수지연’으로 정의하

고, 이에 대한 측정 도구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연행동 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던 변인인 완벽주의

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의 하위 유형과 각각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충동성 총점은 착수지연과 정적 상관

을 보였으나 완수지연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완벽주의 총점은 착수

지연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완수지연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완벽주의자들의 지연행동 양상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지연행

동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의 관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안한다(허효선, 2012).

  허효선(2012)의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 유

형과 관련되는 차별적인 성격 특성을 밝혔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각 지연행동 유형이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

로 연구되지 않았다. 두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각 성격 

특성과 지연행동의 매개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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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완수지연과 완벽주의

  학업적 완수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완벽주의는 다양한 병

리에 하나의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알려져 있으며(Shafran & 

Mansell, 2001) 지연행동에 특정적인 것이 아니다. 지연행동에 대한 심

화된 이해를 위하여, 완벽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완수지연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많은 강박장애 환자들은, 모든 것을 매우 완벽하고 확실하게 통

제 하에 두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00% 만족스러움을 얻지 못했다는 불충분한 느낌(internal 

sense of imperfection)을 ‘불완전감(incompleteness, not just right 

experience; NJRE)’이라고 한다(이은호, 2005; Coles, Frost, 

Heimberg & Rheaume, 2003; Pitman, 1987; Rasmussen & Eisen, 

1992; Summerfeldt, 2004). 불완전감을 높게 경험하는 이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checking), 반복(repeating), 정렬(arranging)등의 

강박 행동을 하고, 그 결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적응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Cougle, Fitch, Jacobson, & Lee, 2013; Summerfeldt, 2004; 

Szechtman & Woody, 2004; Zor, Szechtman, Hermesh, Fineberg,  

& Eilam, 2011).

  임상 사례에서 보고된 완벽주의적 지연행동(Pacht, 1984; Spitzer, 

Williams, Gibbon, & First, 1989)은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

타나는 정렬 및 확인 행동과 현상적으로 유사하다. 허효선(2012)도 완

벽주의적 지연행동자들이 실수에 대한 염려와 행동에 대한 의심 때문에 

과제의 완성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며 지연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불완전감이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이은호, 2005; Coles et al., 20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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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면, 완벽주의와 관련된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은 과제 수행에서 

촉발되는 불완전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 수정 및 확인 행동일 수 있

다. 

학업적 착수지연과 충동성

  충동성은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Ferrari, 1995; Steel, 2007).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충동성과 지연

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었으며(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Aitken, 1982; Dewitte & Schouwenburg, 2002; Johnson & Bloom, 

1995) 지연행동이 충동성의 진화적 부산물(evolutionary by-product 

of impulsivity)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teel, 2010). 최근 행동

유전학 연구에서는 두 구성개념이 유전적으로 공유하는 부분(genetic 

overlap)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Gustavson, Miyake, Hewitt, & 

Friedman, 2014). 

  충동적인 지연행동자들은 주변의 자극이나 대안적인 활동에 쉽게 주의

가 분산됨으로써 과제에 착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현정, 2003; Dewitte & Schouwenburg, 2002; Ellis & Knaus, 

1977; McCown & Johnson, 1991).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고 주의집중

이 어려운 것은 충동성의 한 측면이며, 동기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옮기

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Ferrari(1995)도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

이 과제가 아닌 활동에 쉽게 마음을 뺏긴다고 주장한 바 있다.

  Steel, Brothen과 Wambach(2001)은 행동통제이론(Beckmann & 

Kuhl, 1984; Kuhl & Goschke, 1994)을 적용하여 지연행동을 설명하

려 하였다. 즉, 지연행동의 원인을 동기의 결핍이 아니라, 동기와 수행 

사이의 중재 실패로 보았다(Van Hooft, Born, Taris, Van der F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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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nk, 2005). 어떤 이들은 다양한 내적, 외적 자극에 취약하여 쉽게 

영향을 받는데, 이들은 경쟁(competing)활동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경향성(vulnerable to fun alternative)을 보인다. 결국 이들은, 충분한 

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도를 행동으로 외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현정, 2003; Dewitte & Schouwenburg, 2002; 

Schouwenburg, 1995). 

  허효선(2012)의 선행연구에서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밀접한 관

련성이 제시되었으나,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허효선(2012)은 착수지연을 보이는 사람들이 만

족 지연(delayed gratification)을 못하고 방해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므

로, 과제 해결을 위해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지연행동 양상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행동으

로 외현화되는 기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주는 대안활동(fun alternative)에 

쉽게 이끌리는 회피적 행동경향성을 ‘과제회피/자극추구’로 정의하고, 이

를 측정하여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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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허효선(2012)의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유형을 착수지연과 완수지

연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와 관련되는 차별적인 

성격특성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성격 특성이 지연행

동으로 연결되는 심리내적 기제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두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성격특성과 각 지연행

동 유형을 매개하는 요인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과제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춘 완수지연은 기존의 지연행동 연구

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어 지연행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완수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진 완벽주의는 다양한 병리에 하나의 위험요인(risk factor)으

로 알려져 있으며(Shafran & Mansell, 2001) 지연행동에 특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완벽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업적 완수지연을 예측 하는

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두 하위유형을 각각 예측하는 것으

로 밝혀진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각각 어떤 심리적 매개요인을 통해 각 

유형의 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과제회피/자극추구를 가정하였

고,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불완전

감을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심리적 기제를 정교화 함으로써, 각 하위유형의 치료적 개입

에서 초점이 되어야 할 문제와 치료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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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매개요인 탐색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착수지연은 충동성과, 학업적 완수지연은 완벽주

의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효선, 2012). 연구 1의 

목적은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각각 어떤 심리적 매개요인을 통해 각 유형

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

지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과제회피/자극추구를 가정하였고,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불완전감을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각 지연행동 유형에 대하여 심화

된 이해와 치료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업적 착수지연은 과제회피/자극추구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학업적 완수지연은 불완전감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 이다.

가설 3.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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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 257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16세(표준편자=1.83, 범위 17∼28)였고, 

이 중 남자는 111명(47.4%), 여자는 123명(52.6%)이었다.

측정도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  허효선(2012)이 개발한 척도로 학업

적 착수지연 관련 문항 11개와 학업적 완수지연 관련 문항 7개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검사 개발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전체 .92, 학업적 착수지연 .94, 학업적 

완수지연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5, 학업적 착

수지연 .95, 학업적 완수지연 .88이었다.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Barratt(1959)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BIS척도

는 다양한 버전으로 번안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일관

성을 고려하여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



- 12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충

동성 9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

다. 검사 개발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81이었고, 이현수

(1992)의 연구에서는 인지충동성 .73, 운동충동성 .56 그리고 무계획충

동성 .5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충동성 총점 .84, 인지충

동성 .63, 운동충동성 .75, 무계획충동성 .62이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F).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에 의해 다차

원적 관점에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

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행동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개발 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

는 .90이었고,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7에서 .93사이였다. 국내 연

구에서도 .79에서 .86사이 나타났다(심혜원, 1995; 채숙희, 1997; 현진

원, 1992).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완벽주의 총점 .90, 실수에 대한 

염려 .89, 개인적 기준 .81, 부모의 기대 .86, 부모의 비난 .87, 행동에 

대한 의심 .77, 조직화 .92이었다.

  과제회피/자극추구.  Schouwenburg(1995)는 지연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 행동적 외현화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김현정

(2003)은 Schouwenburg(1995)의 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지연행동 

척도들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를 제

작하고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정(2003)의 척도 중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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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선호’소척도를 사용하여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였다. 

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경쟁적(competing) 또는 대안적(alter- 

native) 활동에 이끌려 과제를 회피하려 경향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불완전감.  Summerfeldt, Kloosterman, Parker, Antony와 Swinson 

(2001)는 강박장애를 동기에 따라 위험회피 차원과 불완전감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Obsessive-Compulsive Trait Core Dimension Questionnaire, 

OC-TCDQ)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호(2005)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OC-TCDQ의 불완전감 차원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일상에서 

불완전감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 본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으로 나타났다(Coles et al., 

2003). 이은호(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통계적 분석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19.0)를 사용하였다. 변인간 관계

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이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분

석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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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234)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2.98 .92

학업적 착수지연 3.19 1.05

학업적 완수지연 2.65 .95

과제회피/자극추구 2.77 .70

불완전감 2.97 .79

충동성 2.19 .38

인지충동성 2.41 .47

운동충동성 1.88 .44

무계획충동성 2.31 .43

완벽주의 3.05 .58

실수에 대한 염려 3.07 .81

개인적 기준 3.43 .72

부모의 기대 3.03 .91

부모의 비난 2.04 .88

행동에 대한 의심 3.04 .82

조직화 3.30 .88

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

=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결  과

  연구 1의 참여자 234명에게서 얻어진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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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N=234)

1 2 3 4 5

1. 학업적 착수지연 -

2. 학업적 완수지연 .631*** -

3. 과제회피/자극추구 .683*** .514*** -

4. 불완전감 .150* .318*** .209** -

5. 충동성 .467*** .415*** .545*** .113* -

6. 완벽주의 -.010 .210** .121 .625*** -.033

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

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05, **p<.01, ***p<.001

  충동성의 평균은 2.19(표준편차 .38)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1.57에

서 3.13까지에 이르렀다. 완벽주의의 평균은 3.05(표준편차 .58)이었으

며, 범위는 1.40에서 4.11까지 분포하였다. 과제회피/자극추구의 평균은 

2.77(표준편차 .70)이었으며, 점수는 1.30에서 3.80까지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불완전감의 평균은 2.97(표준편차 .79)이었으며, 점수는 

.70에서 3.60까지 분포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점수는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며, 범위는 1.61에서 4.67에 이르러 

지연행동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부터 심한 사람까지, 피험자의 표집

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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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 변인들 간의 상관과 부분상관 (N=234)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

상관 부분상관 상관 부분상관

과제회피/자극추구 .683*** .539*** .514*** .146*

불완전감 .150* -.068 .318*** .291***

충동성 .467*** .291*** .415*** .176**

인지충동성 .319*** .169* .308*** .145*

운동충동성 .418*** .234*** .399*** .192**

무계획충동성 .428*** .294*** .338*** .097

완벽주의 -.010 -.188** .210** .279***

실수에 대한 염려 .085 -.075 .224** .221**

개인적 기준 -.212** -.305*** .038 .227***

부모의 기대 .065 .010 .091 .065

부모의 비난 .132* -.056 .275*** .249***

행동에 대한 의심 .185** -.142* .449*** .435***

조직화 -.211** -.211** -.076 .075

주.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05, **p<.01, ***p<.001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변별을 위한 부분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두 지연행동 유형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

우, 다른 변인들과 각 지연행동의 상관이 두 유형의 공통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각 유형의 고유한 부분에 의한 것인지 변별할 필요가 있

다. 두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각 지연행동을 통제하고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17 -

표 4.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t R2 F

1
충동성

→ 과제회피/자극추구
.545 9.890*** .297 97.814***

2
충동성

→ 학업적 착수지연
.467 8.052*** .218 64.833***

3
충동성

→ 학업적 착수지연
.135 2.394* .480 106.468***

과제회피/자극추구

→ 학업적 착수지연
.609 10.769***

*p<.05, **p<.01, ***p<.001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개

효과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충동성과 학

업적 착수지연간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1단

계, 충동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과제회피/자

극추구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에서, 충동성이 과제회피/자극추구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5, 

p<.001). 2단계, 충동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업적 착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에서,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67, p<.001). 3단

계, 충동성과 과제회피/자극추구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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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착수지연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미치는 영향력(β=.135, p<.05)과 과제회피/자극추구가 학

업적 착수지연에 미치는 영향력(β=.609,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

째 단계에서 학업적 착수지연에 대한 충동성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β=.467 ˃ β=.135),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서 과제회피

/자극추구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 있어서 과제

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7.27, p<.001). 그림 1은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과제

회피/자극추구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 1.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

개모형

주. 경로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으로, 괄호 안은 과제회피/자극

추구 매개변인 투입 이전의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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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를 불완전감이 매개하

는지 살펴보았다(표 5).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완벽주의가 매개변

인인 불완전감(β=.625, p<.001)과 종속변인인 학업적 완수지연(β

=.210, p<.01)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매개변인인 불완

전감은 독립변인인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에도 학업적 완수지

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06, p<.001). 또한, 불

완전감을 통제하였을 때,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한 완벽주의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019, ns), 불완전감이 완

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Z=3.67, p<.001),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한 매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t R2 F

1
완벽주의

→ 불완전감
.625 12.207*** .391 149.015***

2
완벽주의

→ 학업적 완수지연
.210 3.277** .044 10.741**

3
완벽주의

→ 학업적 완수지연
.019 .240 .101 13.000***

불완전감

→ 학업적 완수지연
.306 3.82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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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모형

주. 경로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β값으로, 괄호 안은 과제회피/자극

추구매개변인 투입 이전의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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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의 목적은 학업적 지연행동의 두 하위유형인 착수지연, 완수지

연과 충동성,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 불완전감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3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업적 착수-완수 지연 질문지(AICPS),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

(BI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를 실시하고, 기존 척도의 소

척도를 이용하여 과제회피/자극추구와 불완전감을 측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충동성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그리고 완벽주의는 학업

적 완수지연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 선행연구(허효

선, 2012)의 결과를 재검증 하였다. 또한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불완전감은 완벽주의, 학업적 

완수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를 

충족시켰다.   

  이어서 과제회피/자극추구가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

한 결과,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과제회피/자

극추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방법으로 불완전감이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확인한 결과,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

지연을 직접적으로 예측 한다기보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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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학업적 완수지연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

서 완벽주의보다 불완전감에 초점을 두고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3 -

연구 2.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식 측정치의 관계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측정한 변인

들의 관계가 실제 과제 수행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

인하는 것이다. 지연행동 연구의 대부분은 지연행동을 자기보고식 척도

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자기보고식 측정

은 실시가 간단하지만 응답자의 자기인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행동적 측정치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

적인 인식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McHugh, Daughters, Lejuez, Murray, Hearon, Gorka, 

& Otto, 2011).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척도를 개발하고 성격특성

과의 관계를 밝힌 허효선(2012)도 실제 학업 상황에서 실험연구를 통하

여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연구자들은, 실제 행동 양상을 지연행

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기보고로 측정한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탐

색하였다(Krause & Freund, 2014). 그 결과, 자기보고식 측정치는 질

문지 회수 시간, 물품 구매의 시기, 학습 시간 등으로 정의된 지연행동

을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환, 1999; Ferrari, 1992; 

Solomon & Rothblum, 198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

제 과제 수행 상황에서의 착수, 완수시점을 측정하여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과제의 난이도나 중요도, 선호도 등 과제

의 특성에 따라 지연행동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

다(김환, 1999; 허효선, 2012; Solomon & Rothblum, 1984).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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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제의 특성에 의한 혼입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4주 기한의 과제를 제시

한 후, 참여자들이 과제에 착수, 완수하는 시점을 측정하였다. 두 시점을 

이용하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고,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실제 과제 수행 상황에서 꾸물거리는 행동양상

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려 하였다. 또한, 충동성, 완벽주의, 불완전감, 과제

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연구 1에서 

검증한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모형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자기보고식 측

정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1.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2.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충동성 및 과제회피/자극추

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1.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충동성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2-2.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과제회피/자극추구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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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완벽주의 및 불완전감과 관

련이 있을 것이다.

  3-1.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을 보

일 것이다.

  3-2.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불완전감과 정적 상관을 보

일 것이다.

가설 4. 과제회피/자극추구와 불완전감은 충동성, 완벽주의와 행동적으

로 측정한 학업적 착수지연, 완수지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1.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

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2.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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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한 수업을 선정하여 교수자의 협조를 구한 

뒤, 동일한 과제를 부여받은 48명 중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40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하고 35명의 참여자에게서 얻어진 자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91세(SD=1.63)였으며 이 중 남자가 15

명, 여자가 20명이었다. 

측정도구

  과제 수행 기록지.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과제의 진행상황과 행동

양상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의 착수 여부와, 착수시점/계획한 

착수시점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과제수행기록지의 내용을 <부록 6>에 

첨부하였다. 개인마다 상이한 의미로 착수를 정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

하여, 참여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과제 착수시점의 의미에 대하여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내

용의 질문지이다. 과제 중에 경험한 지연행동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지시

문이 주어졌다. 



- 27 -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연구 1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rost: MPS-F).  연구 1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과제회피/자극추구.  연구 1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불완전감.  연구 1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절차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 중

에서 학기 중반까지 과제 제출이 계획되어 있는 수업을 선정하여 교수자

의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라

는 것은 밝히지 않고, 과제 수행 양상에 관련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2 단계: 과제 수행기록지 측정.  과제가 부여된 4주간 참여자들은 주 

1회 모바일로 과제수행 기록지를 받게 되며, 과제 착수여부와 착수시점, 

혹은 계획하고 있는 착수시점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과제 마감 하루 

전 시점에서,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였다.

  3 단계: 자기보고식 측정.  과제 마감일로 부터 일주일 후, 참여자들

은 충동성과 완벽주의 성격변인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지난 과제 

수행에서 겪은 착수-완수 지연에 대하여 회고적으로 자기보고식 평가를 

하였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였다.  

과제수행 기록지와의 맥락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과제 마감 이후에 측



- 28 -

정하였다. 

  4 단계: 디브리핑.  연구에 대한 디브리핑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 하였다.

분석

  본 연구에서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

는 과제의 착수시점을 이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과제가 공지된 

당일에 과제를 시작하는 것을 8점으로 하여, 착수 날짜가 하루 경과할 

때 마다 1점씩 부여하였다. 즉, 과제가 공지된 다음 날에 과제를 착수하

였다면 9점을, 이틀 후 과제를 시작하였다면 10점을 부여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8~33의 범위를 가진다.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  참여자의 과제 제출시점과 사전에 

공지된 과제 마감시점과의 차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학업적 완수지연

의 행동적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협조를 받아 참여자의 정확한 제출시점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고지된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시간이 1분 늦어질수

록 0점에서부터 1점씩 증가하게 하였다. 마감시간 전에 제출하면 음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마감시점을 10분 남겨두고 제출 시에는 –10점을, 

마감시점보다 10분 늦게 제출 시 +10점을 부여받게 된다. 측정치의 값

이 증가할수록 과제를 늦게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추구의 측정:  매개변인인 불완전감과 과제

회피/자극추구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과제 마감 하루 전 시점에서, 

1주일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추구



- 29 -

의 상태(state)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과제 마감 1주일 경과 후 시점에

서, 일상에서 평소에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을 불완전감과 과제회피

/자극추구의 특질(trait)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version 19.0)를 사용하였다. 우

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서 각 변인이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를 잘 설명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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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자기보고식 측정치의 기술통계

  연구 2의 참여자 35명에게서 얻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치의 기술통계 

정보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2 자기보고식 측정치의 기술통계

측정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업적 착수지연 35 3.31 0.74 1.73 4.82

학업적 완수지연 35 3.22 0.91 1.43 5.00

과제회피/자극추구 state 34 2.80 0.94 1.00 5.00

과제회피/자극추구 trait 35 2.66 0.71 1.30 3.80

불완전감 state 34 3.09 0.96 1.20 5.00

불완전감 trait 35 3.04 0.71 1.70 3.60

충동성 35 2.22 0.41 1.57 3.13

완벽주의 35 3.05 0.55 1.40 4.11

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

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state=과제

마감 전 1주일 간 경험한 정도, trait=과제 마감 1주일 후 측정, 평소에 경험하

는 정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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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측정치의 기술통계

표 7. 연구 2 행동적 측정치의 기술통계 (N=35)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과제 착수시점 (일) 22.37 7.83 8 33

과제 완수시점 (분) -298.03 839.95 -3,109 1,543

계획한 착수시점 (일) 19.21 6.11 10 32

주. 과제 착수시점 (일) = 과제 부여일을 8로 하여 하루 경과시 1 증가; 과제

완수시점 (분) = 과제 마감 시점과의 차이(마감 전에 제출 시 음수); 계획한

착수시점 (일) = 과제 부여일을 0으로 하여 하루 경과시 1 증가

  다음으로 행동적 측정치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종속

변인으로 사용된 과제 착수시점은 8에서 33까지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과제 착수시점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아래에 제시하였다(그림 3).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과제

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학생들의 과제 착수시점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과제 착수시점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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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로는 과제의 마감시점과 과제 제출시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제출 시점을 

수집하였다. 고지된 마감시간을 원점으로 하여, 제출 시점이 1분 늦어질

수록 1씩 증가하게 하였다. 마감시간 전에 제출하면, 마감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음수로 부여하였다. 과제 완수시점의 평균은 –298.03, 표준편차

는 839.95이며 분포는 –3,109에서 1,534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학생들의 과제 제출 시점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4에 히스토그램을 제시하였다.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은 

주로 마감시점 직전에 과제를 제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학생의 

60%(n=21)가 마감 세 시간 전과 마감시점 사이에 과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제 제출시점은 편포된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과제 제출 

행동 지연에 대한 기존의 실험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김환(1999)

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54%가, 주어진 15일 중 마감일과 마감일 바로 

전날에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림 4. 과제 완수시점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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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측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학업적 착수지연의 자기보고 측정치는 완수

지연의 자기보고 측정치(r=.490, p<.01), 과제회피/자극추구-state 

(r=.635, p<.01), 과제회피/자극추구-trait (r=.621, p<.01), 충동성

(r=.416,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불완전감-trait, 완벽주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각 r=.216, ns; r=.191, ns). 또한, 학

업적 완수지연의 자기보고 측정치는 불완전감-state(r=.378, p<.05), 

불완전감-trait(r=.489,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과제회피/자

극추구-state(r=.281, ns), 과제회피/자극추구-trait(r=.257, ns), 충

동성(r=.111, ns), 완벽주의(r=.171, ns)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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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N=35)

1 2 3 4 5 6 7 8 9 10

1. 학업적 착수지연 -

2. 학업적 완수지연 .490** -

3. 과제 착수시점 (일) .438** -.016 -

4. 과제 완수시점 (분) .350* .402* .201 -

5. 과제회피/자극추구 state .635** .281 .409* .198 -

6. 과제회피/자극추구 trait .621** .257 .371* .156 .695** -

7. 불완전감 state .432* .378* .270 .339* .375* .109 -

8. 불완전감 trait .216 .489** .056 .191 .165 .248 .583** -

9. 충동성 .416* .170 .298 .137 .366* .565** .180 .156 -

10. 완벽주의 .214 .111 .008 .046 .255 .227 .470** .693** -.099 -

11. 계획한 착수시점 (일) .298 -.078 .803** .139 .296 .323 .097 -.088 .457** -.217

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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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식 측정

치의 관계

  이어서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식 측

정치, 충동성, 완벽주의, 불완전감, 과제회피/자극추구의 상관을 살펴보

았다. 

표 9.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식 측정치, 

불완전감, 과제회피/자극추구, 충동성, 완벽주의 간의 상관(r) (N=35)

학업적 착수지연

(행동적 측정치)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적 측정치)

학업적 착수지연 .438** .350*

학업적 완수지연 -.016 .402*

과제회피/자극추구 state .409* .198

과제회피/자극추구 trait .371* .156

불완전감 state .270 .339*

불완전감 trait .056 .191

충동성 .298† .137

완벽주의 .008 .046

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

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state=과제

마감 전 1주일 간 경험한 정도, trait=과제 마감 1주일 후 측정, 평소에 경험

하는 정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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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와 관련 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업적 착수지연의 자기보고식 측정치

와 행동적 측정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438, p<.01)이 나타

났으며, 충동성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적인 경향성(r=.298, 

p<.10)을 보였고, 과제회피/자극추구(state)와 과제회피/자극추구(trait)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 r=.409, p<.05; r=.371, p<.05)을 보였다. 

또한,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불완전감(state)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339, p<.05)을 보였고, 불완전감(trait)과는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으며(r=.191, ns),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46, ns).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충동성 및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행동적 

측정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매개분석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

해 매개분석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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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실제 과제수행 상황에서 행동을 통하여 착수시점과 완

수시점을 측정하고,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

정치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충동성, 완벽주의, 과제회피/자극추구, 불

완전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과제의 난이도나 중요도 등 과제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혼입을 통제하

기 위하여 동일한 과제를 부여받은 동일 수업의 학생들로 연구 참여를 

제한하였다. 과제가 진행되는 4주 동안 과제 착수와 완수시점, 불완전감,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였고, 과제 마감 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학

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충동성, 완벽주의, 불완전감과 과제회피/자극

추구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각각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높은 학업

적 착수지연 점수는 실제 과제 상황에서의 늦은 시작을, 높은 학업적 완

수지연 점수는 실제 과제 상황에서 늦은 완수를 예측하였다. 이는 허효

선(2012)의 자기보고식 척도가 실제 과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행동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

지연의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실제 지연행동의 외현화 양상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과제회피/자극추구와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고, 충동성과는 정적인 경향성을 보였지만, 유의한 상

관크기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 집단의 크기로 인한 한계일 가

능성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충분한 크기의 집단을 이용하여 착수지

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외현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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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과제의 착수시점을 더 늦

은 시점으로 계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

동적인 지연행동자들이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소 추정함으로써 

과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Schouwenburg & 

Groenewoud, 2001)를 지지한다.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과제 중에 측정한 불완전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완벽주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

동적 측정치와,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측정한 두 구성 개념의 차이에서 

초래된 것일 수 있다. 행동적 측정치는 실제 외현화된 행동을 측정하고 

있으나, 자기보고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의 주관적인 자기인식의 영향을 받기 쉽다(Corkin, Shirley, & Lindt, 

2011; Moon & Illingworth, 2005).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연행동에 대

한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행동 측정치 사이의 괴리가 보고된 바 있다

(DeWitte & Schouwenburg, 2002; Schouwenburg & Groenewoud, 

2001; Steel, 2007).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늦지 않게 일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에 대한 혹독한 기준 때문에 완수지연을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경우, 완벽주의는 완수지연의 행동

적 측정치보다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이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달리, 외현화된 완수지연 행동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완수지연의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행동적 측

정치 모두를 예측하였다. 이는, 불완전감이 완벽주의보다 실제 상황에서 

현상적으로 관측되는 완수 지연행동에 더 가까운 개념임을 시사한다. 이

는 완벽주의가 측정하는 인지적인 요인보다 불완전감이 측정하는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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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 실제 완수지연 행동의 외현화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

미할 수 있다.

  매개모형 가설의 독립변인인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각각의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

였다.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하고, 앞서 밝힌 시사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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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적 지연행동의 두 하위유형인 착수지연과 완수

지연이 나타나는 기제를 탐색하고 정교화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학업

적 착수지연은 충동성과, 학업적 완수지연은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허효선, 2012).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어떤 심리적 매개요인을 통해 각각의 지연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

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을 매개하는 변

인으로는 과제회피/자극추구를 가정하였고,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불완전감을 가정하였다. 또한, 실제 과제 

수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수와 완수 행동을 측정하고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착수와 완수 

행동이 자기보고로 측정된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을 예측하는지 생

태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질문지(AICPS),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BI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를 실시하

였고, ‘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의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를 이용하여 과제회피/자극추구를 측정하고, 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의 불완전감 차원 소척도를 이용하여 불완전감을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충동성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그리고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

과 정적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허효선, 2012)결과를 재검증 하였다. 또

한 과제회피/자극추구는 학업적 착수지연 및 충동성과, 불완전감은 학업

적 완수지연 및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매개변인의 전제

를 충족시켰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

적 착수지연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불완전감은 완벽주

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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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 2에서는 실제 과제 수행 상황에서의 착수와 완수 행동을 측정하

여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업

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및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혼입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제를 부여

받은 학생들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고, 4주간 과제 착수시점과 완수

시점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각각에 상응하는 자기보고식 측정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허효선(2012)의 자기보고식 척도가 실제 과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지연행동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과제회피/자극추구와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충동성과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정적인 경향성을 

보이면서, 학업적 착수지연 행동이 충동성보다 과제회피/자극추구와 더 

가까운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학업적 완수지연의 행동적 측정치는 완벽

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불완전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완벽주의보다 불완전감이 완수지연 행동을 더 잘 예

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매개모형 가설의 독립변인인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각각의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

지연 및 완수지연과 충동성,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을 탐색함

으로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심리적 기제를 정교화 하였다. 충동

성이 과제회피/자극추구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학업적 착수지연으로 외

현화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의도와 동기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행동을 외현화하려면 동기에 대한 보호와 

강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는 행동 통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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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mann & Kuhl, 1984; Kuhl & Goschke, 1994)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강박장애 연구에서 관심 받아온(이은

호, 2005; Summerfeldt, 2004) 불완전감의 개념을 지연행동과 관련시

켜 제시하였다.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개하여 학업적 완수지연을 예

측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학업적 완수지연이 나타나는 심리내적 기제

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결과에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만성적인 완수지연이 인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질적인 신

경생리학적 요인에 기저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접근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학업적 착수

지연에 대하여 과제회피/자극추구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전략을 수립하

면, 회피의 수단으로 다양한 내적, 외적 자극에 쉽게 이끌리는 충동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mindful awareness)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하여 완벽주의보다 불

완전감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전략을 수립하면, 기존의 인지적인 접근에 

더하여 불완전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출 및 반응방지법(ERP: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등의 행동적 둔감화 개입이 효과

적일 수 있다. 아울러 불완전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알아차림을 

통하여 고통을 수용하고 가치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Hayes, Strosahl, & Wilson, 

1999)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완수지연의 심리내

적 기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시 고려할 사항들

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국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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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에 한정되어있다. 타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참

여자 집단에 자체에 선택편향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지연행동

을 보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이미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업적 착수지연의 행동측정치로 사용된 과제 착수

시점 역시 참여자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자가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단일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지연행동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다양한 학업장면으로 일반화시키

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후속 연구로써 장기적인 시험 준비나 논문 연

구와 관련된 지연행동 등 보다 다양한 학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지연행동

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와 행동적 

측정을 모두 사용하여,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심리내적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불완전감의 개념을 학업

적 완수지연과 관련지음으로써 완수지연을 예언하는 보다 핵심적인 변인

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연행동의 유형에 따른 치료적 개입전략의 

초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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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제 보고서를 시작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2.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된다. 1 2 3 4 5

3.
일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
럼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다.

1 2 3 4 5

4. 보고서 과제가 주어지면 “나중에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룬다. 1 2 3 4 5

6.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하더라도 자료를 모으는 데 열중하다
가 마감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서둘러 완성시키기 바쁘다.

1 2 3 4 5

7.
나는 습관적으로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감기한이 가
까워졌을 때 서둘러 과제를 끝내느라 고생한다.

1 2 3 4 5

8. 보고서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9.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께서 제출
일을 늦춰 주셨으면”하고 바란다.

1 2 3 4 5

10.
나는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1 2 3 4 5

11.
매번 과제 시작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과제 시작을 
미루게 된다.

1 2 3 4 5

12. 일의 시작을 미루는 것은 나의 큰 고민거리이다. 1 2 3 4 5

13.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라도 늦게 시작해서 제출이 늦어진다. 1 2 3 4 5

14. 보고서 제출일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1 2 3 4 5

15 보고서를 일찍 쓰기 시작했는데도 마감 전 날에 밤을 새운다. 1 2 3 4 5

16.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더 이상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무리가 늦어진다.

1 2 3 4 5

17.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빨리 마무리 지을 때가 없다. 1 2 3 4 5

18.
아무리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라도 일찍 시작한다. 하지
만 이상하게 완성이 늦어지곤 한다.

1 2 3 4 5

부록 1.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척도 (AICPS) 

◆ 다음은 대학생들이 학업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

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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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 (BIS) 

◆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신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 2 ……… 3 ……… 4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2.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1 2 3 4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1 2 3 4

5.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1 2 3 4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1 2 3 4

7. 한군데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1 2 3 4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1 2 3 4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정성을 깊이 고려한다. 1 2 3 4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1 2 3 4

11. 복잡한 문제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 2 3 4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1 2 3 4

13.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행동한다. 1 2 3 4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1 2 3 4

15 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1 2 3 4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18.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1 2 3 4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 한다. 1 2 3 4

20. 수입액 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1 2 3 4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
게 방해를 받는다.

1 2 3 4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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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지니고 계신다. 1 2 3 4 5

2.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3.
어렸을 때,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
다.

1 2 3 4 5

4.
내 스스로에게 상당히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않으면 나는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다.

1 2 3 4 5

5.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다. 1 2 3 4 5

6.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낸다는 것은 나에게 중
요하다.

1 2 3 4 5

7. 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8.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1 2 3 4 5

9.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며, 나는 한 인간으
로서 실패한 것이다.

1 2 3 4 5

10.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속이 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11. 나의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내가 최고이길 바라셨다. 1 2 3 4 5

1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일 전체
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14.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1 2 3 4 5

15.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잘 해내야지만 인정
받을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데 재주가 있
다.

1 2 3 4 5

부록 3.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PS-F) 

◆ 다음 문항들은 개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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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
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8.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19. 나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0. 나의 부모님은 내가 뛰어나길 기대하신다. 1 2 3 4 5

21.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
다.

1 2 3 4 5

22.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을 것이
다.

1 2 3 4 5

23.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24.
남들은 나보다 스스로에 대해 낮은 기준도 항상 받아들이는 
것 같다.

1 2 3 4 5

25.
내가 항상 잘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
이다.

1 2 3 4 5

26.
나의 부모님은 내 장래에 대해 늘 나보다 높은 기대를 갖고 
계셨다.

1 2 3 4 5

27. 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 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8. 일상생활의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29.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30.
매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1.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32.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3.
무슨 일을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1 2 3 4 5

34.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35.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 같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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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더 즐거운 일을 하려고 공부를 중단했다. 1 2 3 4 5

2.
나는 곧 시험기간 인데도, 종종 마감시간이 다가온 다른 
일을 하고 있다.

1 2 3 4 5

3.
공부할 때 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
족하였다.

1 2 3 4 5

4.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한다. 1 2 3 4 5

5. 내일이 시험인데도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1 2 3 4 5

6. 중요한 과제를 미루고 긴 시간동안 전화통화를 한다. 1 2 3 4 5

7.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인터넷에 몰두한다. 1 2 3 4 5

8.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1 2 3 4 5

9. 다른 일을 하려고 잠시 동안 공부를 중단했다. 1 2 3 4 5

10.
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무언가 다른 하고 싶은 일들(TV
보기, 쇼핑하기, 놀기 등)을 찾아 몰두한다.

1 2 3 4 5

부록 4. 과제회피/자극추구 

◆ 다음은 공부할 때나 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신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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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데, 그 
방식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물건들이나 일들(예, 소지품, 생각, 해야 할 과제)이 완벽
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괴롭다.

1 2 3 4 5

3.
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뭔
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4.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서 마음에 딱 들게 느껴질 때
까지 일을 다시 하거나 계속해야 될 것처럼 느끼곤 한다.

1 2 3 4 5

5.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것 같지 않아
서,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5

6. 일을 내 마음에 딱 맞게 제대로 하려고 시간을 허비한다. 1 2 3 4 5

7.
과제나 일이 언제 만족스럽게 끝날지 예측하는 것은 나에
게 어렵다.

1 2 3 4 5

8.
물건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 나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면이 있다.

1 2 3 4 5

9.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10.
나의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느낌이 들어야 내가 일을 제
대로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1 2 3 4 5

부록 5. 불완전감 

◆ 다음 문항들을 읽고, 당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각 문항이 어느 정

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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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과제수행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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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Role of Incompleteness and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 in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Seongha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crastination is the unnecessary behavior which prohibits 

initiating and completing the given task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two subtyp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initiation-procrastination(AIP) and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ACP), and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diating 

factors AIP and ACP. A series of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1) the possible mediating role of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TA/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AIP, and (2) the mediation effect of 

incomplet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P. 

Also,  procrastinatory behavior in the natural setting was 

assessed in order to examine the ecological valid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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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 procrastination model.

   In study 1, 234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several 

surveys - the Academic Initiation- 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AIC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F),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TA/SS) and incompleteness scale -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A/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AIP. Also, Incomplete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P.

   Study 2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cological validity of the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model by 

examining procrastinatory behavior in the natural setting. 40 

undergraduate students reported on impulsiveness and 

perfectionism via survey. Moreover, they participated in 

challenging academic task for 4 weeks, and reported on their 

feelings of incompleteness,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 the 

timings of planned initiation, actual initiation, and actual completion 

during the period. After the task was completed, participants 

subjectively reported on their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behavioral A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A/SS, the behavioral ACP was correlated with 

incompleteness. However, perfectionism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behavioral ACP. Therefore, the self-report 

scale seemed to significantly assess procrastinatory behavi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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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etting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an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 in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ademic Procrastination, Initiation Procrastination, 

Completion Procrastination, Perfectionism, Impulsiveness, 

Incompleteness

Student Number :　2014-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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