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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후가정사고는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이다. 시험에서

동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도 사람마다 피드백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상향 사후가정사고)하거나

“수업에 덜 집중했더라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생각(하향 사후가정사고)할 수 있다.

학습맥락에서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인 부분은 정서와 과제지속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가정사고의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보통 미래 준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조절 기능이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

자세하게는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를 유발하지만 동기와

과제지속을 증진시키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의 감소나

정적정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기 증진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은 학업적 맥락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경향성은 학생의 개인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개인차 변인 중 하나는 완벽주의이다.

완벽주의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길 기대하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하길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보통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비일관적이지만 정서와 과제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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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정서와 과제지속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사범대학 대학생 또는 교직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

143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향 사후가정사고 집단, 하향

사후가정사고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연구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1차 수행에서는 전공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학

객관식 문제를 풀었고, 일주일 뒤 수행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참여자들에게는 실제 수행과는 무관하게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졌고 이에

대해 각 처치집단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안내에 따라 사후가정사고를 유발하는 문장을 읽은 후 직접

문장을 작성해보았고, 이후 부적정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이어서 교육학 객관식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풀고 싶은 만큼 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지속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에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부적정서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 피드백 후 부적정서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이 부적정서를 증가시키는 상향 사후가정사고 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지속은 사후가정사고 상황과 관계없이 완벽주의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적정서는 목표 달성 과정에

장애물이 있다는 신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적정서를 높게 경험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과제지속이 높아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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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적 사고와 그로 인한 부적정서가 후속 행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고적 사고뿐만 아니라 후속 수행 전의 사고, 즉 사전가정사고와 같이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 사후가정사고의 정서조절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사후가정사고의 정서조절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일부 기존

연구와 상통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완벽주의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이 부적정서를 경험한다고

과제지속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피드백 제시 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교육현장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이 상향 사후가정사고에 지나치게 오래 몰입되어 있지 않도록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후가정사고, 완벽주의, 부적정서, 과제지속

학 번 : 2018-2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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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기준과 비교하여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경향(Stoeber, 2018)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는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와는 수행 피드백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같은 피드백을 받더라도 어떤 학생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더 많이 노력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더 못할

수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끼고 안주할 수도 있다.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즉 기준과 현실 간의 비교

과정을 나타낸 사고과정에 따라서도 같은 피드백에 대해 다른 반응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더 나은 가상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을 상향 사후가정사고라고 하고, 더 나쁜 가상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하향 사후가정사고에 속한다(Roese & Olson, 1995a). 어떤 결과를

받았든 회고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후속 수행을 준비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일 모두 자기조절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다(Boekaerts, 2011). 실제로 경기도교육청(2017)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 교육 및 교과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으로 신념이나 행동, 현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성찰 역량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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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에 따라 완벽주의가 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도 학자마다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 널리 쓰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동기가 높은 개인내적 차원으로(Hewitt & Flett, 1991b), 상향

사후가정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toeber & Diedenhofen,

2017).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주의적인 특징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하향 사후가정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기대로 개인 자신의 정서경험과

학업수행과는 거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 매우 높은 자기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행 피드백을 받은 후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대안적 상황에 대해 생각하려고 할 것이다(Sirois,

Monforton, & Simpson, 2010). 한편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주의적 특징을 기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빴을 수도 있는

대안적 상황을 생각하려 한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가정사고라고 한다(Roese, 1994; Roese & Epstude, 2017). 더

나빴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하여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이든

타인의 기대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든, 이런 사후가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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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비해 보통

정서적·동기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으로 연구(Stoeber, 2018)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사후가정사고 유형에 따라 완벽주의가

정서나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학습맥락에서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적인 부분은 정서와 동기에

조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후가정사고의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보통 미래 준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조절 기능이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Roese,

Hur, & Pennington, 1999). 자세하게는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를

유발하지만 동기와 과제지속을 증진시키고(Roese & Olson, 1995b),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정적정서를 유발하지만 동기나 과제지속 증진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White & Lehman, 2005). 이처럼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은 학습 맥락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사후가정사고가 정서와 동기,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후가정 관련 정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만 사후가정사고가 정적정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 후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

근거(Roese & Hur, 1997)하여 사후가정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부정적

피드백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를 제외하고

부정적 피드백이 유발하기 쉬운 부적정서에 초점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Brown, 2010).

초기 완벽주의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사후가정사고 관련 정서인 후회

등의 정서와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가정사고와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Hewitt &

Flett, 1991).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을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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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Sirois 등(2010)의 연구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여,

사후가정사고의 방향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이렇듯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지만 Sirois 외 (2010)가 연구의

한계점에서 지적했듯이 사후가정사고의 구조나 요소와 완벽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 자체도 적지만 모두 사후가정사고의 방향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가

정서나 과제지속과 같은 후속 반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과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방향의 활성화까지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서와 과제지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완벽주의가 부적정서나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이미 사후가정사고나 완벽주의의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특성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Roese 와 Hur(1999)가 제안하듯 같은 사후가정사고라도 개인내적인

요인에 따라 결과변수에 끼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집중하여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후 사후가정사고

상황에 따라 완벽주의가 부적정서나 과제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과제 수행을 통해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기존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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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탐색한 연구(Sirois et al., 2010; Stoeber & Diedenhofen, 2017)는

모두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실제 과제 수행 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과제 수행을 통해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이 정서와 과제지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에게 상향이나

하향 중 어느 유형의 사후가정사고의 처치가 효과적일지 살펴볼 수

있다. Dyczewski와 Markman(2012)의 연구가 제안하고 확인했듯이

같은 사후가정사고도 개인내적 요인에 따라 정서와 동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와 연관지어 살펴본다면, 어떤 특질을

가진 개인에게 어떤 사후가정사고가 유용하고 기능적인지 기존 연구에

더해 그 기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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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 후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 근거(Roese & Hur, 1997)하여 부정적 피드백 상황에 뒤따르는

사후가정사고에 중점을 두어 후속 정서와 과제지속을 살피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으로 유발되기 쉬운 부적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유발되기 어려운 정적정서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Brown, 2010).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완벽주의 유형(자기지향, 사회적 부과)은 사후가정사고

유형(상향, 하향)에 따라 부적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완벽주의 유형(자기지향, 사회적 부과)은 사후가정사고

유형(상향, 하향)에 따라 과제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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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사후가정사고

사후가정사고는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이다(Roese, 1994;

Roese & Epstude, 2017). 보통 사후가정사고의 방향에 따라 상향

사후가정사고와 하향 사후가정사고로 분류된다.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이다(Roese, 1997). 예를

들어,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현실보다 더 나쁠 수 있었던 대안에 대한

생각이다. 똑같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도 “수업에 덜

집중했더라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보통 매우 비판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평가를 통해

매우 높은 성취 기준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Stoeber, 2018).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이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기대한다. 한편,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주의적인

특징을 기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자신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살피기 때문에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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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적정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 후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정서반응

위주로 살피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후회, 죄책감, 수치심,

실망의 부적정서를 선정하였다(Markman et al., 2008; McMullen &

Markman, 2000; Zeelenberg & Pieters, 2007).

라. 과제지속

과제지속(task persistence)은 얼마나 오래 과제에 임하고자 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Markma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50 문항의 객관식 문항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풀게 했을 때 몇 문항을

풀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제지속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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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후가정사고

가. 사후가정사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만약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 텐데.”와 같은 사고를 통해 이미 일어난 일을

뒤돌아보곤 한다. 이와 같이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는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이다(Roese, 1994; Roese & Epstude, 2017).

보통 “…했다면”의 전제와 “…했을 텐데”와 같은 결과로

이루어진다(Goodman, 1983). 사후가정사고는 회고적인 심적

시뮬레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Sanna, 2000). 어떤 사건에 대한

대안을 사건 이후에 심적으로 가정하고 상상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가정사고 관련 연구는 Kahneman과 Tversky(1981)의 시뮬레이션

휴리스틱(simulation heuristic)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설명은 Kahneman과 Tversky(1981)의

시뮬레이션 휴리스틱(simulation heuristic)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진들은 사람들이 추론에 이용하는 방법 중 자주 사용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은 추론할 때 좀 더 잘 인출할 수 있는 예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교사들은 학교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고, 회사원들은 회사를 떠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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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추론 시

사용하는 심적 조작(mental operation)인 시뮬레이션에 주목하였다.

확률이나 인과관계 추론 시에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측, 특정 사건의 확률 추론, 조건부 확률

추론, 사후가정사고 추론, 인과관계 추론과 같은 상황에서 심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쉽다. 사후가정사고 추론은 역사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안적인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중 핵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면, 2 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와 같이 역사 수업에서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며 묻는 질문 역시 사후가정사고의

일종이다(Kahneman & Tversky, 1981). 보다 일상적으로는 “만약 어제

시험공부를 좀 더 오래 했더라면, 오늘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생각도 포함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정과 달리

일상적 사실에 대한 사후가정사고는 사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나. 사후가정사고의 유형

사후가정사고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표 1> 참고).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을 열거하기 전에, 사후가정사고도 심적

시뮬레이션의 한 유형에 속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전의

사고를 사전가정사고(prefactual thinking), 사건 발생 후를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라고 한다(Sanna, 2000).

사전가정사고는 “만약 …한다면, …할 것이다.”와 같은 가정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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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Epstude, Scholl, &

Roese, 2016).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사전가정사고가 이전의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가 강한 인과관계로 묶여있다는 보장은 없다. 반면

사후가정사고는 사건 발생 후에 “만약 …했다면, …했을 텐데.”와 같이

가정적인 가정과 대안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이전 경험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는 사고이다.

<표 1> 사후가정사고의 유형(Markman, Ratcliff, Mizoguchi, McMullen,

& Elizaga, 2007; Sanna, 2000; Roese & Olson, 1993)

사후가정사고 유형 종류 설명

방향
상향 더 좋은 대안과 비교

하향 더 나쁜 대안과 비교

초점
동화 대안에 몰입

대조 대안과 현실을 비교

구조

첨가형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거형 했던 것에 대해

대체형 대체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은 다시 방향(direction), 초점(focus) 또는

구조(structure)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방향에 따라 상향

사후가정사고와 하향 사후가정사고로 나뉜다. 상향

사후가정사고(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는 현실보다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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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이다(Roese, 1997). 예를 들어,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향 사후가정사고(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는 현실보다 더 나쁜 대안에 대한 생각이다.

똑같이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어떤 학생은 “조금 덜

열심히 했더라면, 더 나쁜 점수를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향 사후가정사고보다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ese, 1997).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향 사후가정사고도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 할 때 일종의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White & Lehman, 2005).

사후가정사고의 초점에 따라 동화와 대조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후가정사고는 보통 현실과 다른 대안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이때

초점을 대안적인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을 동화라고 하고, 초점을

현실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을 대조라고 한다(Markman, Ratcliff,

Mizoguchi, McMullen, & Elizaga, 2007; Sanna, 2000).

동화(assimilation)는 가정한 상황을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상향 사후가정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시험에서 100 점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학생이 자신이 실제로 100 점을

맞은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대조(contrast)는 100 점을 맞지

못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적인 상황과 더욱 대비시키는 것이다.

Markman과 McMullen(2007)은 동화를 숙고, 대조를 평가라고 명명하여

숙고와 평가 모형을 만들어 연구하였다. 사후가정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생각인데, 숙고는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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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평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초점을 둔다(McMullen & Markman, 2002). 다만 자발적인

사후가정사고는 보통 대조효과(contrast effect)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Roese, 1997) 기존 연구에서 주로 상향 및 하향 사후가정사고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도 대조 초점이라는 가정 하에서

상향 및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사후가정사고를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Roese 와

Olson(1993)은 사후가정사고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첨가형, 제거형,

대체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첨가형 사후가정사고(additive

counterfactuals)는 사실에 요소를 더해서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사고이다. 가령 수학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첨가형 사후가정사고는 ‘새 문제집을 사서 풀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거형

사후가정사고(subtractive counterfactuals)는 사실의 요소를 제거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예시에서 제거형 사후가정사고는

‘스마트폰을 덜 보았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체형 사후가정사고(substitutive

counterfactuals)는 ‘필기한 공책보다 교과서에 집중했다면…’과 같이

사실을 다른 대안으로 대체하여 가정하는 사고의 형태이다. 이런

사후가정사고는 사고 자체로 그치지 않고 후속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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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가정사고의 영향을 받는 요소 및 기능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준비적인 기능(preparative function)을 수행하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Roese et al., 1999).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의 증가를

대가로 증진된 동기와 수행, 과제지속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Roese & Olson, 1995a). 반면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안도감과 같은

정적정서와 관련이 있지만 후속 동기나 과제지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White & Lehman, 2005). Epstude 와 Roese(2008)는

사후가정사고가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특수적

경로(content-specific pathway)와 내용중립적 경로(content-neutral

pathway)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내용특수적 경로는 특정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사후가정사고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와 같은 사고는 공부와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이 추론된 인과관계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중립적 경로는 사후가정사고가 정서반응, 동기, 정보처리 양식 등을

거쳐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사후가정사고가 정서와 동기, 과제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후가정 관련 정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Markman et al., 2008; Markman & Tetlock, 2000; McMullen &

Markman, 2000; Roese & Hur, 1997; Sanna, 2000).

한편 일부 학자들은 사후가정사고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후가정사고는 반추나 우울과 연관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Petrocelli, Seta, Seta, & Prince, 2012). 습관화된 사후가정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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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와 관련이 있다. 반추(rumination)는 개인의 우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행동이나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오늘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

우울할까, 이렇게 우울하다 보면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 반추의 한 예시이다. 반추는 쉽게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우울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상향 사후가정사고가 장기화되고 습관화되었을 때의 문제로,

일시적인 사후가정사고나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적응적일 수도 있다. 특히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를

동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기를 증진시키며, 동화

초점 차원을 고려하면 상향 사후가정사고도 정적정서를 동반할 수도

있다.

사후가정사고는 대조효과와 인과추론을 통해 정서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ahneman과 Miller(1986)의 표준 이론(norm theory)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정서는 그 원인이 비정상일수록 더 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후가정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더욱 두드러질수록 사후가정에

수반되는 정서경험은 강렬해질 수 있다(Roese & Olson, 1995a).

Roese(1994)의 실험은 이런 정서적 대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생에서 있었던 불쾌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대안(상향 사후가정사고)과 더 나빴을 수도 있었을

대안(하향 사후가정사고)을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한 참여자들이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한 참여자보다 더

많이 부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kman 외(1993) 역시

상향 사후가정사고가 하향 사후가정사고에 비해 불만족의 정서를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사후가정사고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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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정서에 대해서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높은 부적정서로

이어지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낮은 부적정서나 정적정서로 이어진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Markman & McMullen, 2003; Roese &

Olson, 1995a).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정서는

변화가능성(mutability)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건의

변화가능성이 높을수록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나기 쉽다(Girotto, Legrenzi,

& Rizzo, 1991). 특히 변화가능성이 높고 예외성(exceptionality)이

높은 사건일수록 부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Kahneman &

Miller, 1986). 그러므로 변화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실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사후가정사고가 불러일으키는 정서는 대조효과 외에도 사후가정

추론에 근거하여 발생하기도 한다(Kahneman & Miller, 1986). 이런

사후가정정서(counterfactual emotions)는 모두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정서 반응이다.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후회가 있다. Landman(1993)은 후회 경험과 사후가정사고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후회를 다른 부적정서와 구분한 바 있다.

후회(regret)는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복잡한

정서이다(Zeelenberg & Pieters, 2007). 이 인지적인 과정을

사후가정사고라고 보는 관점이 대부분이다(Roese & Summerville, 2005;

Zeelenberg & Van Dijk, 2005).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다른 정서로는

죄책감, 부러움, 실망, 수치심, 자부심, 만족감, 안도감 등이 있다(<표 2>

참고).

먼저 죄책감(guilt)과 부러움(envy)은 개인 간(interpersonal)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회와 차이가 있다. 죄책감은 타인에게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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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쳤다고 지각할 때 경험하기 쉽지만, 후회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기 쉽다(Berndsen, van der Pligt,

Doosje, & Manstead, 2004). 후회 역시 대안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개인내적으로 비교가 일어나지만, 부러움은 자신과 타인과의 사회적인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oricelli & Rustichini, 2010).

실망은 기대하지 않았던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되는 사건 이후에

경험하기 쉽다. 이에 비해 후회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더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와 관련이 있다(Van Dijk &

Zeelenberg, 2002). 실제로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실망보다는

후회가 후속 소비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Zeelenberg & Pieters, 2004).

<표 2> 사후가정사고 정서

종류 정서

부적정서

후회

죄책감

부러움

실망

수치심

정적정서

자부심

만족감

안도감

마지막으로 수치심(shame)은 죄책감과 함께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기준을 어겼을 때 유발되는 정서로 혼재되어 연구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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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에 의하면 죄책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타인을 배려하려는 성향인 친사회적 지향성과 정적인 연관이 있고,

수치심은 이와 부적인 연관을 나타냈다고 한다(Tignor & Colvin, 2017).

이는 죄책감이 개인 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Niedenthal, Tangney와 Gavanski(1994)는 수치심은 개인의

특성을 대체하는 사후가정사고를 할 때, 죄책감은 개인의 행동을

대체하는 사후가정사고를 할 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수치심은 ‘내가 더 강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고, 죄책감은 ‘내가 더

솔직하게 행동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이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개인의 특성이 행동보다

변화가능성이 낮게 지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똑같이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정서라도 사건의 변화가능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Roese &

Olson, 1995a).

후회, 죄책감, 부러움, 실망, 수치심이 대체로 부적정서로 분류된다면

자부심, 만족감, 안도감은 사후가정사고 관련 정서 중 정적정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이다. 자부심은 하향 사후가정사고와 관련이 있다. 대안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비교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타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결과를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Gilovich & Medvec, 2014; Medvec et al., 1995). 만족감 역시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결과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향

사후가정사고와 관련이 있다. 물론 상향 사후가정사고의 경우에도

숙고의 경우 만족감을 비롯한 정적정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Markman & McMull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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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사후가정사고에 따르는 다른 정서로는 안도감이 있다. 더 나쁜

대안과 비교한 후에 ‘이 정도면 다행이지’와 같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Ferrell, Guttentag, & Gredlein, 2009; Weisberg & Beck, 2012).

Weiner(2007) 는 후회, 죄책감, 부러움, 수치심이 학업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정서(moral emotions)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사후가정사고 관련 정서는 학업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사후가정사고 연구가 개인 내에서 대안 간의 비교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간에서 작용하는 정서보다는 후회, 죄책감,

수치심, 안도감과 같은 정서를 측정하고 있다(Mandel, 2003; Markman,

McMullen, & Elizaga, 2008; Markman & Tetlock, 2000; McMullen &

Markman, 2000).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를 제외하고 부정적 피드백과 이에

따르는 사후가정사고가 유발되기 쉬운 후회, 죄책감, 수치심, 실망을

포함한 부적정서에 초점에 맞추었다(Brown, 2010). 죄책감은 보통 개인

간 정서로 고려되지만, 시험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을 텐데’와 같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로 충분히 이어져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부적정서에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사후가정사고 정서 외에도 사후가정사고에 수반되는 후속행동으로

과제지속도 연구되고 있다. 과제지속(task persistence)은 과제에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임하고자 하는지로 정의된다(Battle, 1965). 주어진

과제에서 풀이를 시도한 문제 개수나 문제 풀이에 임한 시간 등으로

측정된다(Bouffard-Bouchard, 1990; Markman, McMullen, & Elizaga,

2008). 과제지속은 사후가정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제 가치와 관련이

있다(Wigfield & Eccles, 1992).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보통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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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과제지속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Markman et al., 2008).

Markman 등(2008)은 애너그램(anagram) 과제를 이용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통해 과제지속을 측정하였는데,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높은 과제지속을 보였으나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지속을 보였다. 상향 사후가정사고에 비해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과제지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Markman et al., 2008; Roese, 1994). 물론 추후

서술할 조절초점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에 따라 사후가정사고가 추후

행동에 미칠 영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허태균, 2001).

라.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선행사건의 특징이나

개인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사후가정사고를

활성화시키는 선행사건의 특징으로는 사건의 긍정·부정성(valence),

변화가능성(mutability), 정상성(normality) 등이 있다. Roese 와

Hur(1997)는 사후가정사고가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후에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후가정사고가 기존에 일어난 사건을

변화시킨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변화가능성은

사후가정사고의 핵심적인 요인이다(허태균, 2001). 가령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단 하나뿐이라면 변화의 여지도 없고 굳이 변화시킬

필요도 없다. 보통 사지선다처럼 몇 개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채점

후에 다른 번호를 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일상적 영역으로 확대하면 선택의 기회는 무수히 많아진다. 보통



- 21 -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이 높으면 변화가능성도 높다고

지각된다(Girotto et al., 1991). 한편 사건의 정상성이 사후가정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사건의 정상성이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Gavanski & Wells, 1989;

Kahneman & Tversky, 1981), 특이한 사건과 일상적인 사건 간의

사후가정사고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cCloy & Byrne,

2000; Roese et al., 1999). 의외성이 사후가정사고에 미치는 영향 역시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Klauer, Jacobsen, & Migulla, 1995; Sanna,

Turley-Ames, & Meier, 1999).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인 요인으로는 낙관-비관성,

조절초점 등이 있다. 낙관성(optimism)이 높은 사람들은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방어적인 비관성(defensive

pessimism)이 높은 사람들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nna, 1996, 1998). 다른 개인내적 요인인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은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나뉘는데, 향상초점은 바람직한 결과,

예를 들어 성공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말하고, 예방초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즉 실패를 피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Higgins, 1997).

향상초점이 지닌 사람들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더 많이 나타냈고,

예방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허태균, 2001).

통제가능성에 대한 믿음(controllability beliefs)도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pstude 와 Roese(2008)는

사후가정사고의 이론을 재정립하면서 기회(opportunity)가

사후가정사고의 만능 조절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기회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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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Roese & Olson, 2007;

Roese & Summerville, 2005; Summerville, 2011a, 2011b). 지각된

통제가능성, 지각된 달성가능성(attainability)은 이 변화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Dyczewski와 Markman(2012)은 지능에 대한 암묵적

믿음(implicit beliefs)과 사후가정사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증가

믿음(incremental belief)은 지능이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정체 믿음(entity belief)은 지능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연구 결과, 증가 믿음은 상향 사후가정사고와, 정체

믿음은 하향 사후가정사고와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증가

믿음이 더 기회가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기회의

조절효과를 지지하였다. 기회의 맥락에서 앞서 언급된 사건의

반복가능성이나 결정 번복가능성 역시 사후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Roese & Epstude, 2017; Zeelenberg & Pieters, 2007).

과제가치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도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과제가치(perceived task value)는 과제 수행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중요성이나 유용성 같은 개념을 포괄한다(Bong,

2004; Wigfield & Eccles, 1992). Roese 와 Epstude(2017)는

사후가정사고는 목표에 관한 사고라고 말하며 목표에도 위계나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나 우선시되는 사건일수록

사후가정사고가 더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즉,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과제나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기대(Bandura, 1977)로

사후가정사고로 유발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nna(1997)에 따르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반복없는 과제를

수행할 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상향



- 23 -

사후가정사고 후 더 높은 부적정서를 보고하였다. 후속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에 따른 부적정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후가정사고와 이에 따른 정서와 과제지속은 선행사건의

특징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 중 완벽주의도

사후가정사고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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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벽주의

가.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보통 매우 비판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평가를 통해

매우 높은 성취 기준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Stoeber, 2018).

완벽주의는 대체로 안정적인 개인차 요인, 즉 성격으로 연구된다(Stumpf

& Parker, 2000). 그러나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초기 완벽주의 이론은 단일 차원의 완벽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Burns, 1980; Hollender, 1965). 초기 완벽주의 이론은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었지만,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오면서 완벽주의에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에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은 여러 개이며

이런 차원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 또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의 수는 상이하다(<표 3>

참고). 일부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Hamachek(1978)은 긍정적인 완벽주의를 정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로 명명하고, 부정적인 형태의

완벽주의를 신경증적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m)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Stoeber 와 Otto(2006) 역시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입장을 취한다. 완벽주의의 차원을 완벽주의

추구(perfectionistic strivings)와 완벽주의적 염려(perfectionistic

concerns)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건강한 완벽주의자(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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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onist)와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unhealthy perfectionist)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 3> 완벽주의 유형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완벽주의 유형

Burns(1980) 단일차원 완벽주의

Blankstein과 Dunkley(2002)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Hewitt과 Flett(1991)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는

관점도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는 높은 기준을

추구하여 성취나 자존감의 측면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다(Blankstein &

Dunkley, 2002). 그러나 적응적인 완벽주의 추구 역시 지나치면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높은 개인적 기준의

완벽주의(high personal perfectionism)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Blankstein & Dunkley, 2002; Sirois et al., 2010).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는 높은 기준 추구로 인해 자기

비난, 반추, 회피적인 대처와 같은 부적응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Enns,

Cox, & Clara, 2002). 이분법적으로 완벽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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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관련 기존 연구와 달리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적응적인 완벽주의 자체도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특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 비판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걱정은 실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실수는 곧 실패라고 생각하며 실패 후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행동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수행의 질을

의심하는 것이고, 개인적 기준은 자기 평가 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모 기대는 부모로부터 받는

큰 기대를 가리키고, 부모 비판은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완벽주의 유형과 관련된 척도 중 흔히 사용되는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차원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완벽을 추구하는 동기가 높은

개인내적 차원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비현실적인 자기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며,

자기 기준을 일반화시킨다.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타인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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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적인 특징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높은 기준에 대한

기대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Stoeber,

Haskew, & Scott, 2015), 학업적인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Frost 등(1990)의

완벽주의 척도는 전혀 다른 척도로 보이지만, 실은 공통된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단일요인 분석 결과, 개인적 기준, 구조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묶이는 요인과 실수에 대한 걱정, 행동에 대한 의심,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부모 기대, 부모 비판이 한 요인 하에 묶였다고 한다.

특히 하위척도들을 긍정적인 추구(positive striving)와 부적응적

평가(maladaptive evaluation)로 분류하여 웰빙(well-being) 척도와

상관을 구했을 때, 부적응적 평가만이 높은 부적정서와 우울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추구는 높은 정적정서와 연관되었고,

부적정서나 우울과는 연관되지 않았다. 이는 완벽주의는 크게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완벽주의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는 여러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효능감과 성별도 그 중 하나이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Hart, Gilner, Handal, & Gfeller, 1998). 다른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Locicero & Ashby, 2000). 한편 완벽주의의 성차는

완벽주의의 발달이 부모양육방식과 같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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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과보호는 남자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 완벽주의와 관계가 있지만, 여자의 경우 아버지의 과보호만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 완벽주의와 관계를 보였다(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후술할 연구에 따르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차원은

사후가정사고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Stoeber & Diedenhofen,

2017).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기대로 개인 자신의

정서경험과 학업수행과는 거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중심으로

정서와 과제지속과 같은 후속 변인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완벽주의는 자주 부적정서와 연관되어서 연구되고 있다. 먼저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일부 부적정서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Hewitt

& Flett, 1991).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Klass(1987)의 문제상황

설문지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죄책감, 자기실망, 화와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고 후회나 수치심과는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화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부적정서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상황 특수적인 부적정서를 측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완벽주의와 부적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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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울(depression)이나

짜증(anxiety)과 같은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Bieling, Israeli, & Antony,

2004; Hewitt et al., 2002; Santanello & Gardner, 2007; Stoeber,

Schneider, Hussain, & Matthews, 2014). 일반적인 관련성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 피드백 후에

유의한 부적 정서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피드백

유무와 상관없이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를 높게 보고하고 있다(Besser,

Flett, & Hewitt, 2004). 한편, 완벽주의와 자부심과 같은 정적정서의

관련성을 본 연구도 존재한다(Flett, Blankstein, & Hewitt, 2009). 성공

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부심은 유의한 정적관련을 보이고, 특히

완벽추구(perfectionistic strivings) 경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Stoeber, Kempe, & Keogh, 2008; Stoeber, Kobori,

& Tanno, 2013). 한편 동일 연구에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는 경향이 강할수록 즉, 완벽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Tangney(2002)는 수치심, 창피함(embarrassment), 죄책감, 자부심을

자기평가적 정서(self-evaluative emotion)로 묶어 이를 느끼는 경향성과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기평가적

정서란 자기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s)로 자기 반성이나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서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자는 수치심과

창피함을 느끼기 쉬웠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평가적 정서와 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연구자들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완벽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역을 선택지만,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 영역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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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죄책감은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수치심을 느끼기 쉬운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처럼 완벽주의가 정서적으로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는 완벽주의의 유형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보통 수행, 동기와 과제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Bong, Hwang, Noh, & Kim, 2014). Einstein,

Lovibond와 Gaston(2000)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자기보고식 동기와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끈기라는 기질적 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상통하는 결과이다(Kobori, Yamagata, & Kijima, 2005).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와 동기나 과제지속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Hewitt과

Flett(1991b)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적인 특징을

추구하기에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벌을

피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외재적 동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도 외재적 동기의 증가와 내재적 동기의 감소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nal, 2005). 즉,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내재적 동기 증진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외재적 동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동기적으로 부적인 영향만을 끼친다고 하기엔 어렵다.

완벽주의의 동기 증진 또는 감소 효과는 실제 수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 완벽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Stoeber & Otto, 2006), 완벽추구가 높은 학업적 수행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수행의 정적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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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실제로 Stoeber, Haskew와 Scott(2015)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행이 높았으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통제되었을

때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수행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Flett, Blankstein과 Hewitt(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높은 수행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수행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정리하자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소 비일관적이지만 정서와 과제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보통 정서와 과제지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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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정서와 과제지속

부적정서에 논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상적으로 정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더불어

내적인 느낌을 지칭한다(Shiota & Kalat, 2015).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의미가 정서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많은

정서연구에서 정서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흔히 정서는 emotion, affect,

mood 등의 용어로 표기된다. affect와 emotion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Gross(1998)는 어떤 맥락에서는 affect와

emotion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Scherer(1984)와

Rosenberg(1998)는 affect를 emotion과 mood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affect를

emotion과 mood의 상위개념으로 상정할 것이다. emotion과 mood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Nowlis & Nowlis, 1956).

보통 mood가 emotion보다 지속적이고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퍼져 있는 특징을 가졌다고 논의되고 있다. 반면 emotion은 비교적

일시적이고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의해 유발된다(Gross, 1998). 이

때문에 학업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히 사후가정사고와 같이

특정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는 emotion의 의미에서 정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서가 어떻게 유발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William James(1884, 1894)는 심리학 연구 초반에 정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유발되는지 설명하려 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사건의 지각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가 다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건을 지각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



- 33 -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정서라고 설명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Lange(1885)도 이와 유사한 이론을 내놓았기에 이 정서이론은

James-Lange 이론으로 불리게 된다. 반면, Schachter 와 Singer(1962)는

정서를 생리적 각성과 이 각성에 대한 지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체적 변화 후에 사건에 대한 지각이 온다는 점에서

James-Lange 이론과 차이점을 보인다. Gross와 Thompson(2006)은

정서의 양식 모형(the modal model of emotion)을 제시하여

상황-주의-평가-반응의 순서로 정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정서과정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반응이 다시 상황에 영향을 미쳐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lutchik(1982)는 정서는 자극에 뒤따르는 복잡한 추론 반응으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동적인 신경 각성, 행동 충동, 반응을 불러일으킨

자극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여 기존

연구자들과 비슷한 관점에서 정서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일부 학자는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Rosenberg(1998)는 정서를

상태(state)와 특질(trait)로 분류하였다. 정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와 성격차나 반응하는 일반적인 경향인 특질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정서상태는 정서가(valence)와

활성화(activation)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Russell &

Barrett, 1999; Watson & Tellegen, 1985). Russell과 Barrett(1999)의

정서의 원형 모형(circumplex model)에서 활성화 차원은 각성 정도를,

정서가 차원은 쾌와 불쾌의 정도를 의미한다(Russell & Barrett, 1999;

Shiota & Kalat, 2015). 예를 들어, 정서가와 활성화 정도가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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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흥분을, 비활성화된 높은 정서가의 정서는 차분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정서가는 정적정서(positive emotions)와 부적정서(negative

emotions)를 분류하는 값으로 후에 Pekrun, Frenzel, Goetz와

Perry(2007)의 성취정서를 비롯한 많은 정서연구가 정서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Weiner, 1985).

Watson과 Tellegen(1988)은 정서이론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차원을

반영하여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라는 정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로운, 흥분한, 활동적인과 같이 긍정 정서 상태를 기술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항 10 개와 짜증난, 죄책감을 느끼는, 적대적인과 같은

부적정서 상태를 기술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항 10 개로 총 2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척도 사용 시 지금,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과 같은 기간 관련 지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에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성인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임전옥(2003)이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한선화, 현온강(2006)은 이 번안된 척도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수정하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타당화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정서는 다양한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Izard(2010)는 35 명의 정서연구가에게 정서의 정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의 정의 간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정서가 신경회로, 반응 체계, 인지와 행동을 구성하고

동기화시키는 감정 상태 또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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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동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즉, 정서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반응에 그치지 않고 인지와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를 목표 달성과 성취와 관련해서

정의하였다. Frijda(1988)는 정서가 주어진 상황의 의미 구조에 반응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어떤 사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정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정적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목표달성에 방해될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은 부적정서를 불러일으킨다. Carver 와

Scheier(1990)도 정서는 목표 가치와 내재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목표 도달 상태와 기대 목표 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후가정사고가 어떤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을 때

사후가정사고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는 목표도달에 관한 일종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후가정사고, 특히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후회, 죄책감, 실망, 수치심과 같은 부적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Mandel, 2003; Markman, McMullen, &

Elizaga, 2008; Markman & Tetlock, 2000; McMullen & Markman,

2000). 이처럼 정서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서는 정서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 수행에서의 과제지속이나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 Markman 등(2008)은 정서가 곧 정보로 활용된다는

Schwarz와 Clore(1983)의 관점에서 부적정서를 증가시키는

사후가정사고는 높은 과제지속과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애너그램

실험을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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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후속 수행에서의 과제지속이나 동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는 자기조절학습 이론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자기조절학습 연구에서 정서는 자기조절학습 과정 내의 한 가지 요소로

고려된다. Pintrich(2000)는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인 계획, 모니터링, 통제,

반응과 반성 단계 중 반응과 반성 단계에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성취결과가 나온 후, 성취 원인을 찾기 위해

귀인작용이 일어난다. 학습자가 성취의 원인에 대해 반성하는 동안,

귀인의 질과 경험한 정서의 질은 자기조절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Op’t Eynde, De Corte, Verschaffel(2007)이 말하듯 학습자가 행동을

재조정하고 대체 전략을 찾는 행동을 촉발시키는 정서의 동기적 역할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Boekaerts(2011)는 정서를 넓은 의미의 자기조절학습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조절이 적응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였다. 정서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

정서를 조절하거나 정서를 유발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조절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촉발된 정서는 평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Pekrun(2006) 역시 자신이

제시한 통제-가치 이론(control-value theory)에서 정서는 학업적 목표

성취와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수행 후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후가정사고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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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가정사고, 완벽주의, 정서, 과제지속 간의 관계

완벽주의가 사후가정사고 관련 정서인 후회와 관련이 있다는 초기

연구의 시사(Hewitt & Flett, 1991b)에도 불구하고 사후가정사고의

개인차 변인으로 완벽주의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사후가정사고의 기능을 이차원적 완벽주의를 통해 살펴본 Sirois

등(2010)의 연구가 있다. 그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수정된 대부분

완벽주의 척도(Revised Almost Perfect Scale; APS-R)의 일부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완벽주의를 측정하였다. 정서 유도 처치 후에

자유롭게 종이 위에 사후가정사고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거쳐 (상향

사후가정사고 문장의 수)-(하향 사후가정사고 문장의 수)로

사후가정사고 지수(index)를 도출하여,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고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지수와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를

사용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여, 사후가정사고의 방향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Sirois 등(2010)처럼 사후가정사고를 직접 생각해보도록 하여 측정하지

않고 사후가정사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가정사고의 방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상향 사후가정사고와 정적

관련을 나타냈고 하향 사후가정사고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하향 사후가정사고와 관련이 있었지만, 타인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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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는 그 어떤 사후가정사고와도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기에 개인 특질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Stoeber &

Diedenhofen, 2017)에서 후속 정서나 과제지속과 같은 이들의 영향을

받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사후가정사고의 유형과

완벽주의 모두 기준(standard)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높거나 비현실적인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높은 기준을 부과받는다(Hewitt & Flett,

1991a, 1996).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은 실제 자신(actual self)과 이상적인

자신(ideal self)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간극은 대안적인 기준에

대한 달성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달성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는데(Dyczewski & Markman,

2012), 실제로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낮은

자기효능감, 즉 달성가능성에 대한 낮은 지각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Hart, Gilner, Handal, & Gfeller, 1998). 상향 사후가정사고는

달성가능성을 높게 지각할 때 일어나기 쉽고,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낮게

지각할 때 일어나기 쉽다(Markman et al., 2007). 그러므로 기준과 현실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할수록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려 할 것이고,

간극을 작게 생각할수록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하는 사회적 완벽주의는 실제 자신과 타인이 부과한

이상적 자신의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여 앞서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하기 쉬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Stoeber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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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denhofen(2017)의 연구에서 말하는 대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하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완벽하길 기대하기에 실제 자신과 이상적 자신의

차이를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보다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려는 경향과 이어졌다. 이런 개인차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이 부적정서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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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가설 1. 완벽주의 유형(자기지향, 사회적 부과)은 사후가정사고

유형(상향, 하향)에 따라 부적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질 것이다.

1-2.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완벽주의 유형(자기지향, 사회적 부과)은 사후가정사고

유형(상향, 하향)에 따라 과제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과제지속이 낮아질 것이다.

2-2.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과제지속이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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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전남 소재 사범대학 대학생 또는 교직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 143 명이 참여하였다.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후가정사고는 가정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처치로

고등사고가 발달한 대학생 대상으로 주로 실험되고 있다(Markman &

Dyczewski, 2013; Roese & Epstude, 2017). 또한 이미 어느 정도

개인내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선택의 폭이 보다 넓은

대학생에게 완벽주의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Stoeber

& Childs, 2010). 완벽주의가 후속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사후가정사고는 개인에게 더 중요한 사건일 경우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ese & Epstude, 2017). 즉,

과제가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을수록 사후가정사고가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생 시기는 보통 전공을 선택한 이후로 전공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여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가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범대학 대학생이나 교직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은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교육학 전반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국가공무원 7·9급 필기시험 교육학 문제 및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는 사범대학 대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직 이수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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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명의 학생 중 2차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처치를 공란으로

두었거나 설명대로 작성하지 않은 25 명의 학생들과 처치 후 피드백

신뢰도를 측정하는 Likert 5 점 척도 설문(‘점수 피드백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에서 2점 이하를 체크한 학생 2명이 조작 확인을 통해

제외되어 분석에는 총 116 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각 조건에 무선할당되었고, 실험에 참여한 학생의 평균 연령은

만 20.6 세로 나타났다. 상향 조건에 64 명(55.1%), 하향 조건에

52 명(44.9%)이었으며, 상향 조건에는 남성 26 명(40.6%), 여성

38 명(59.4%), 하향 조건에는 남성 26 명(50%), 여성 26 명(5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4> 참고).

<표 4> 연구 참여자 정보

상향 하향 계

남성
26명

(40.6%)

26명

(50%)

52명

(44.9%)

여성
38명

(59.4%)

26명

(50%)

64명

(55.1%)

계
64명

(55.1%)

52명

(44.9%)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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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SNU 19-09-027)을 받아

실시되었다. 2019년 10월 중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여 과제 문항 수, 과제 난이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본 실험은 2019년 10월 중순에서 11월초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실험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에 앞서

연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눈가림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이 ‘사후가정사고와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전공 선택과 진로 준비도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사후가정사고 처치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과제 수행과 관계없이 임의로 연구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기에, 연구 참여자가 피드백이 임의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눈가림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가

종료되고 난 후, 디브리핑을 통해 눈가림법을 사용했음을 공지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된 피드백은 실제 수행과 관계가 없음을 안내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안내 후, 본 실험은 완벽주의 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에 대한 사전 설문으로 시작되었다. Sirois 등(2010)은 시나리오

연구 중 연구 1에서 완벽주의 성향 설문지를 사후 설문으로

사용하였다가 완벽주의 성향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연구 2에서는 사전 설문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지닌 특질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려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 사전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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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를 묻는 설문과 함께 통제변인으로 활용된

성별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도 실시되었다.

설문 후,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1 차 과제는 모두

부여된 시간인 20 분 내에 이루어졌다. 2 개의 실험집단 모두에게 서면

과제의 형태로 동일한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제(30 문항)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교육학 문제에서 발췌된

문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문제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가

주어졌다.

과제 수행 일주일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실제 연구 참여자의 응답과 상관없이 가상의 결과에 기반한

피드백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기존 사후가정사고 처치

연구(Dyczewski & Markman, 2012)에 따라 50점만점에 15, 16 점의

피드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낮은 수행점수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실험집단에 따라 각각 상향 또는 하향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이루어졌다.

상향 사후가정사고 집단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는 이 실험에 참가한

다른 연구 참가자들의 의견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받았다.

다음 문장들은 실험 처치를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문제를 꼼꼼히 읽었으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를 좀 더 신중히 풀었다면 더 많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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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읽은 후, 실제로 더 점수가 좋았을 수도 있을 상황에 대해

상상해보라는 지시문을 읽었다. 기존 실험처치(Dyczewski, 2011;

Markman et al., 2008; 김수향, 2014)를 참고하여 상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지시문에 따라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3문장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문장은 조작 확인(manipulation check)에

활용되었다.

1)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2) ~했다면, ~텐데의 형태로 3문장을 작성해주세요.

3) 단, 지금 당장 변화가능한 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향 사후가정사고 집단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는 이 실험에 참가한

다른 연구 참가자들의 의견의 일부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읽었다. 이

역시 실험 처치를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공부를 좀 덜 했더라면 더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를 대충 읽었더라면 더 낮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를 덜 신중히 풀었다면 더 적게 맞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장을 읽은 후, 실제로 더 점수가 나빴었을 수도 있을 상황에 대해

상상해보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상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지시문에 따라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3문장을

작성하였다. 이 문장 역시 조작 확인에 활용되었다.

1) 더 나빴었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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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했다면, ~것이다의 형태로 3문장을 작성해주세요.

3) 단, 지금 당장 변화가능한 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후가정사고 처치 후, 연구 참여자들은 수행 이후 느끼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4 문항)을 완료하였다. 측정한 정서는 후회,

죄책감, 수치심, 실망으로 사후가정사고에 뒤따르는 정서로 알려진

정서를 측정하였다(Markman et al., 2008; McMullen & Markman, 2000;

Zeelenberg & Breugelmans, 2008; Zeelenberg & Pieters, 2007). 정서

측정 이후에는 조작확인을 위해 피드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설문을

거쳐 과제지속 측정을 위해 학생이 원하는 만큼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제가 다시 제시되었다. 2 차 과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문제 50 문항으로, 1 차 과제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인 교직 이수자들에게 높은 관련성을 가진 과제이다. 2 차

과제 수행 중에 연구 참여자는 원하는 때에 과제를 제출하여 과제를

종료할 수 있었다. 연구 종료 후에는 실제 연구목적에 대한 사후설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흐름도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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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연구 안내

↓

설문 응답(완벽주의 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

1차 과제 수행(피드백 제시 위해)

↓ 일주일 후

수행 피드백 후 사후가정사고 처치

↓

설문 응답(부적정서)

↓

2차 과제 수행(과제지속 측정)

↓

실험 종료 후 연구 목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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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실험과제

1 차 과제 수행 시, 객관식 문제는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교육학 문제 30 문항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교육학

필기시험을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사후가정사고가 자신에게 중요한

과제일수록 잘 발생하기 때문에(Roese & Epstude, 2017), 교직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는 사범대학 대학생 또는 교직 이수 중인 대학생에게 가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과제 수행 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과제 수행 후에 받게 될 피드백이 실제 수행과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학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국가공무원 7·9급 수준의

문제 중 30 문항을 선정하였다([그림 2] 참고). Epstude 와 Roese(2008)가

제시했듯 사후가정사고는 기회, 즉 어떤 행동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실제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직

과목을 바탕으로 연습이나 훈련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전공 관련 문제를 선정하였다.



- 49 -

[그림 2] 1 차 수행 과제 예시

문 23.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의 차

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② 장학금 제도

③ 교육조건의 평등

④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

문 26. 사회인지이론에서 주장하는 관찰학습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

열한 것은?

① 파지단계→재생단계→동기화단계→주의집중단계

② 주의집중단계→파지단계→재생단계→동기화단계

③ 동기화단계→주의집중단계→파지단계→재생단계

④ 재생단계→주의집중단계→동기화단계→파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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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벽주의 성향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중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제외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홍혜영(1995)이 요인분석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타당도가 떨어지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 Likert 5 점 척도의 총 22 문항이

사용되었다(<표 5> 참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에는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와 같은 문항,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에는

‘사람들은 내게 완벽함을 기대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02,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759 로 나타났다.

<표 5> 완벽주의 문항 구성

다. 정서

사후가정사고에 수반하는 정서(Markman et al., 2008; McMullen &

Markman, 2000; Zeelenberg & Pieters, 2007)를 참고하여 후회, 죄책감,

수치심, 실망을 포함한 부적정서를 측정하였다. 정서 도구는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ANAS;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를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구성

자기지향 완벽주의 13 2,3,4,5,7,8,10,12,13,16,17,20,22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9 1,6,9,11,14,15,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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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항상 느낀다’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4 문항이다.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03 로

나타났다.

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 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 문항의 총 28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6> 참고). 자신감은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기조절효능감은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등의 Likert 5 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완벽주의와 관련을 보이는 변인으로(Hart, Gilner,

Handal, & Gfeller, 1998; Locicero & Ashby, 2000)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19 로

나타났다.

<표 6>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구성

자신감 8 5,9,13,15,16,19,23,27

자기조절효능감 10 1,2,6,7,8,11,12,17,22,28

과제난이도 선호 10 3,4,10,14,18,20,21,24,25,26



- 52 -

마. 과제가치

과제가치 척도는 Pintrich(1991)의 학습을 위한 동기

전략(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척도 중

과제 가치(task value) 하위척도를 과제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직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교직

수업 내용은 내게 유익하다’와 같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가치는 사후가정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Roese & Epstude, 2017)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써 분석에 활용되었다.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74 였다.

바. 과제지속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50 문항의 교육학 관련 객관식 문항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풀게 했을 때 몇 문항을 풀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제지속을 측정하였다. 과제지속이 측정된 2차 수행에서는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Roese & Epstude, 2017)

사범대학 소속 대학생들에게 중등교사임용시험 객관식 문제를

제시하였다([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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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 차 수행 과제 예시

문 25. ‘학습과제’와 ‘메릴(M. Merrill)의 수행·내용 행렬표 상의 범주’가 옳

게 짝지어진 것은?

① 포유류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 절차 발견

②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할 수 있다. - 사실 활용

③ 현미경을 조작하는 순서를 말할 수 있다. - 절차 기억

④ 암석이 주어지면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 사실 발견

문 30.범애파(汎愛派)를 대표하는 바제도우(J. Basedow)의 교육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직관의 원리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법을 도입하였다.

② 자연에 관한 관찰 및 실험에 의한 교수를 중시하였다.

③ 훈육을 위하여 기숙제 학교에서의 규율적 생활을 강조하였다.

④ 종교적 지도하에 시민의 덕성을 육성하는 국가기구를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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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분석에 앞서 조작 확인을 진행하여 상향 및 하향 사후가정사고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드백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각각 평균을

구하여 활용되었다. 부적정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는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성별과 상향 및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0, 1 코딩되었다.

집단 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효과

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변인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이고 상향과 하향

각각의 상황에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시에는

통제변인인 성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를 1단계 모형으로

투입하였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2단계

모형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 55 -

Ⅴ.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정서와 과제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인

독립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모두 집단 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변인

상향

(n = 64)

하향

(n = 52)
t p

95%CI
Cohen’s

d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L UL

자기지향

완벽주의
3.40 .53 3.33 .53 .719 .474 -.14 .30 .13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3.13 .53 3.11 .55 .227 .821 -.19 .24 .04

학업적

자기효능감
3.40 .44 3.38 .43 .303 .763 -.15 .20 .05

과제가치 4.14 .63 3.87 .74 1.952 .054 .00 .5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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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8>과 같다.

Kline(2005)은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첨도의 절대값이 10 을 넘지

않는다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이 기준을 만족하여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299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47 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정서의 경우,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와 .205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과제가치와도 .224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 57 -

<표 8>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주요변인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6 7

1. 자기지향

완벽주의
1

2.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299** 1

3. 학업적

자기효능감
.170 -.063 1

4. 과제가치 .096 .020 .479** 1

5. 성별 -.011 -.045 -.247* -.008 1

6. 부적정서 .154 .205* -.002 .224* -.180 1

7. 과제지속 -.072 -.112 -.129 .082 .177 .060 1

평균 3.37 3.12 3.39 4.03 .55 3.16 39.87

표준편차 .53 .53 .43 .68 .50 1.50 14.87

왜도 -.042 .426 -.141 -.326 -.189 .244 -1.19

첨도 -.138 1.31 .063 -.323 -2.006 -.621 -.02

 *p<.05, **p<.01 (성별의 경우, 남자=0, 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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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가정사고와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 단계

모형에 통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을 투입하고,

2 단계 모형에 독립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투입하여 부적정서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 단계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980, p<.01).

과제가치(β=.485, t=3.467, p<.01), 자기지향 완벽주의(β=.282, t=2.316,

p<.05)가 부적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Cohen’s f2)는

0.174 로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Cohen, 2013).

<표 9>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VIF R2 ΔR2 F

1

단

계

자기효능감 -1.066 .493 -.317 -2.161* 1.356 .238 5.005**

과제가치 1.182 .309 .546 3.825*** 1.285

성별 .104 .360 .038 .288 1.071

2

단

계

자기효능감 -.874 .488 -.260 -1.792 1.493 .351 .113 4.980**

과제가치 1.050 .303 .485 3.467** 1.387

성별 .166 .340 .060 .489 1.077

자기지향
완벽주의

.745 .322 .282 2.316* 1.052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375 .340 .142 1.102 1.1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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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 단계 모형에 통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을

투입하고, 2 단계 모형에 독립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투입하여 부적정서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 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908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β=-.426, t=-2.206, p<.05), 과제가치(β=.445, t=2.481,

p<.05), 성별(β=-.498, t=-3.129, p<.01)이 부적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VIF R2 ΔR2 F

1

단

계

자기효능감 -.875 .542 -.294 -1.614 1.452 .246 3.590*

과제가치 .657 .312 .377 2.108* 1.397

성별 -1.217 .414 -.468 -2.939** 1.109

2

단

계

자기효능감 -1.269 .575 -.426 -2.206* 1.701 .319 .073 2.908*

과제가치 .777 .313 .445 2.481* 1.468

성별 -1.295 .414 -.498 -3.129** 1.154

자기지향
완벽주의

.628 .423 .254 1.483 1.334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183 .379 .078 .482 1.20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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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가정사고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1 단계 모형에 통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을

투입하고, 2 단계 모형에 독립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추가로 투입하여 과제지속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 단계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670, p>.05).

<표 11>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VIF R2 ΔR2 F

1

단

계

자기효능감 -.210 5.382 -.007 -.039 1.357 .035 .559

과제가치 -.138 3.374 -.007 -.041 1.281

성별 4.923 4.000 .185 1.231 1.074

2

단

계

자기효능감 -2.297 5.659 -.072 -.406 1.490 .071 .036 .670

과제가치 .958 3.515 .047 .272 1.381

성별 4.804 4.015 .180 1.196 1.075

자기지향
완벽주의

2.156 3.772 .085 .572 1.037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5.007 4.005 -.196 -1.25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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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1 단계 모형에 통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을

투입하고, 2 단계 모형에 독립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를 추가로 투입하여 과제지속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 단계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074, p>.05).

<표 12>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 완벽주의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VIF R2 ΔR2 F

1

단

계

자기효능감 -11.004 5.656 -.342 -1.946 1.404 .164 3.476*

과제가치 8.077 3.234 .433 2.497* 1.365

성별 4.732 4.285 .171 1.104 1.094

2

단

계

자기효능감 -10.769 6.179 -.335 -1.743 1.600 .174 .010 2.074

과제가치 7.765 3.367 .416 2.306 1.413

성별 4.642 4.416 .168 1.051 1.109

자기지향
완벽주의

.863 4.500 .033 .192 1.279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2.742 4.266 -.105 -.643 1.16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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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사후가정사고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후가정사고에 집중하여 후속 정서와 과제지속을 살피고자 하였기에,

부정적 피드백으로 유발되기 쉬운 부적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유발되기

어려운 정적정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Brown, 2010). 이에 따라

상향과 하향의 각 사후가정사고 처치 상황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집단 별로 다른 처치가 주어진

설계 상황에서 개인내적 변인이 부적정서와 과제지속과 같은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에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부적정서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에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지는 패턴은 발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에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모두 부적정서가 높아지는 패턴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과제지속은 사후가정사고 상황과 무관하게 완벽주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에는 과제지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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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하향 사후가정사고 시에는 통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성별을 투입한 1단계 모형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과제지속이 높은 것으로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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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에 따른 완벽주의가 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상향 사후가정사고

상황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진다고

나타났으나, 이외의 상황에서는 완벽주의와 부적정서, 과제지속은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이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이후 후회, 죄책감, 수치심, 실망과 같은 부적정서를

느끼는 것은 상향 사후가정사고의 영향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부적정서 외에

과제지속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가정사고 처치의 효과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만큼 크지 않았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지는 것은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 피드백 후 부적정서의

증가를 보고하였다는 Besser, Flett과 Hewitt(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상향 사후가정사고 역시 더 좋았을 수도 있는 대안에 대한

생각하는 것으로 상향 사후가정사고 후에는 부적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Roese & Epstude,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더 빈번하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Stoeber & Diedenhofen, 2017). 본래 상향 사후가정사고를 하는

경향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학생에게 부적정서 증가를 낳는 상향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했을 경우 부정적 피드백 후 부적정서가 증가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경향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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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ude 와 Roese(2008)는 사후가정사고의 내용중립적 경로에서

사후가정사고가 정서, 동기, 정보처리 양식 등을 거쳐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서가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부적정서는 빈번한 상향 사후가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Sanna, 1998; Sanna, Meier, &

Turley-Ames, 1998; Sanna et al., 1999), 상향 사후가정사고로 유발된

부적정서가 상향 사후가정사고의 효과를 더욱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피드백과 처치 지문 읽기를 통해 충분히 부적정서가

유발되었고 이것이 더욱 상향 사후가정사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어려움에 불구하고 과제에 지속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끈기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Kobori et al., 2005)가

있었고, Markman 등(2008)은 부적정서는 과제지속을 높이기 위한

신호이며 부적정서가 증가하면 과제지속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부적정서와 과제지속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두 변인 간 유사한 방향의 경향성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정서를 느끼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전가정사고(prefactual thinking)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

전에 사전가정사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후속

수행의 준비에 필요한 것은 회고적 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새로운 목표 설정일 수도 있다(Epstude et al., 2016).

사전가정사고 또한 사후가정사고처럼 상향 및 하향과 같은 방향이

존재하는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부적정서가 유발되기 쉽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부적정서가 유발된 상황에서는 상향

사전가정사고를 하기 쉽다(Sanna, 1998). 본 연구에서와 같이 문제

풀이를 앞둔 상황이라면 “만약 지문을 더 집중해서 읽는다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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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사고를 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사고는 ‘지문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와 같이 새로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Epstude et al., 2016). 한편 Scholl과 Sassenberg(2015)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상향 사전가정사고와 예상된 후회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면서 사전가정사고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Epstude 등(2016)이

설명하듯 사후가정사고와 사전가정사고가 다음 수행이나 행동을

하기까지에 미치는 과정적인 사고는 유사하기에 후속 정서와 과제지속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상향 사후가정사고, 하향 사후가정사고

상황 모두에서 부적정서, 과제지속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299 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중학생 대상으로 완벽주의를 연구한 Bong,

Hwang, Noh와 Kim(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한국과 같이 집단의 가치가 중시되는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tic

cultures)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Markus & Kitayama, 1991) 한국 학생들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모두 높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Bong, Hwang, Noh와

Kim(2014)은 완벽주의 변인과 과목별 학습동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보다 적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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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관계를 보인다며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상이하게 구분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와 같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여도 각각 후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부적정서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나 그 이상의 관계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 특성상 타인, 특히 유의미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이

자신에게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Hewitt & Flett, 1991b; Madigan,

2019),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외부에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실험실 연구로 유의미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적기에 그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향 사후가정사고가 정서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는 기존 연구(Roese,

1994)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부적정서의 감소와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Mandel(2003)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연구자는 하향 사후가정사고의 정서조절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며 하향 사후가정사고의 정서조절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부정적 피드백 상황 하에서 진행되었는데, 부정적

피드백 자체가 부적정서를 유발하기 쉽고(Brown, 2010) 완벽주의의 두

유형 모두 부정적 피드백 후에 부적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보니(Besser, Flett, & Hewitt, 2004) 하향 사후가정사고에도

불구하고 정서의 유의한 조절이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향 사후가정사고 상황에서 두 완벽주의 모두 과제지속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정적 패턴을, 사회적 부과

완벽주의는 부적 패턴을 나타냈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Epstude 와

Roese(2008)는 하향 사후가정사고는 상향 사후가정사고에 비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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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의 영향을 받아

과제지속 증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상황에서의

다양한 정서를 탐색하고 있다. Weiner(2007)는 학업상황에서 다양한

정서가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불안, 특히 시험 불안(test

anxiety)만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후회,

수치심, 죄책감 등의 자기평가적이고 자기의식적인 정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와 연관하여 그 결과로

유발되는 다양한 정서 양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실제로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 풀이를 실시하고 처치를 통해 관련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시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를 중점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둘째, 사후가정사고가 완벽주의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로 흔히 완벽주의가 연구되어 왔지만 정서와 행동

관련하여 일부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관찰되어, 세 가지 완벽주의

유형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완벽주의가 제시되어 왔다(Stoeber, 2018).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정서적 또는 행동적 반응이 달라지는

변인으로 사후가정사고를 주목하였고, 사후가정사고 시에 완벽주의의

유형마다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뿐만 아니라 과제지속을 살펴봄으로써

행동적 반응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경향성을 살펴본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의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후속 정서나 행동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비록 정서와 과제지속 간의 매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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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지는 못했지만 정서뿐만 아니라 후속 행동에까지 사후가정사고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학업상황에서의 상향 사후가정사고가 부적 정서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아반성적 태도를 권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기조절학습 이론에서는 정서가 자기조절 및 목표달성점검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Op't Eynde, De Corte, &

Verschaffel, 2007).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상향

사후가정사고 시 부적정서를 더욱 높게 느끼고, 이것을 목표달성에

방해물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에 지나치게 오래

사후가정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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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후가정사고의 여러가지 유형 중 상향, 하향만 고려하였다.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살펴본 Stoeber 와

Diedenhofen(2017)의 선행연구에서 상향 및 하향 사후가정사고까지만

다루고 있어서 이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숙고,

평가 또는 첨가형, 제거형과 같이 더 다양한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Markman & Dyczewski, 2013;

Roese & Olson, 1993). 다만 완벽주의와 사후가정사고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기에 상향, 하향 사후가정사고 외의 사후가정사고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선 후속 정서나 동기의 반응을 살피기보다 완벽주의와

다양한 사후가정사고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에도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Hewitt & Flett, 1991a)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Blankstein & Dunkley, 2002)

또는 Frost 등(1990)의 완벽주의와 같이 다른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완벽주의 변인 간에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이한 완벽주의 척도 간 관계를 탐색한 기존 연구(Frost et al.,

1993)에 기반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정적 피드백 상황만을 고려하였고, 일회성 점수

피드백으로 그쳤다. 보다 다양한 피드백 상황과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나 사후가정사고 관련 연구 모두 과제의 반복성이나

재수행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Stoeber et al., 20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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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다양화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드백 유형을 달리하여 과제점수에 대한 피드백 외에도 과제 진행

과정이나 수행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피드백 또는 사후가정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조절초점 형식으로 제시했을 때와 같은 반응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Hattie & Timperley, 2007; Shin, Lee, & Seo,

2017).

넷째, 본 연구는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학 관련 문제를

수행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다른 전공이나 과목에도 일반화시키기 위해선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행과제의 과제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직 수업에서 보통 배우는 내용을 담은 교육학 관련

객관식 문항을 제시하였으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국어나

수학과 같은 통상적인 과목시험을 제시하였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과제지속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완벽주의라는 개인차가 고려된 모형에서도

Markman 등(2008)이 제안하듯 정서가 과제지속으로 이어지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다른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복잡한 모형으로

나타내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정서와

과제지속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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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전공선택과 진로준비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 3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읽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응답방법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성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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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번호 하나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2.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1 2 3 4 5

3. 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1 2 3 4 5

5.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7.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8. 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다. 1 2 3 4 5

9.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1 2 3 4 5

10.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1 2 3 4 5

11. 사람들은 내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1 2 3 4 5

12. 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공해야 한다. 1 2 3 4 5

13. 나의 일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할 것을 기대한

다.
1 2 3 4 5

15. 내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

을 할 것이다.
1 2 3 4 5

16. 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17.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18.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19.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가 어렵다. 1 2 3 4 5

20.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마칠 때까지 쉬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나는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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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번호 하나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5

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

어 공부한다.
1 2 3 4 5

3.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5.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

악할 수 있다.
1 2 3 4 5

7.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5

9.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

스를 준다.
1 2 3 4 5

10.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1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

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13.
교수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

다.
1 2 3 4 5

14.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5

15. 나는 시험 때가 되면 우울해진다. 1 2 3 4 5

16. 수업시간 중에 교수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17.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 2 3 4 5

18. 가능하다면 어려운 강의는 피해가고 싶다. 1 2 3 4 5

19.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 2 3 4 5

20.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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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번호 하나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하는 사항에 ∨표 또는 숫자를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만약 여러 전공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전공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23.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

하지 못한다.
1 2 3 4 5

24.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 2 3 4 5

25.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26.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27.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2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교직 수업시간에 학습 내용을 익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2. 난 교직 학습 내용과 유사한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교직 수업 내용은 내게 유익하다. 1 2 3 4 5

4. 교직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2. 당신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  세

설문지 작성을 마치셨다면, 

연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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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지

  

   본 문제지는 여러분의 전공 과제 수행능력을 알아보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20분입니다.

  문항들은 모두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교육학 문제에서 발췌되었습니

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어 과제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읽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인지주의 학습전략 중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로운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

를 유의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은?

① 정적 강화

②∨ 정교화

③ 체계적 둔감화

④ 부적 강화

응답방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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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행]

수행결과 및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에는 수행결과 안내와 함께 이에 대한 간단한 설문이 실려있습니다.

  이 설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읽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응답방법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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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결 과

당신의 점수는                  점입니다.

위 점수는                점수대에 속합니다.

아래는 위 점수대에 속한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었을 때 받은 의견입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문제를 꼼꼼히 읽었으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를 좀 더 신중히 풀었다면 더 많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더 점수가 좋았을 수도 있을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 생각을 

아래 조건에 맞게 기술해주십시오. [상향 사후가정사고 조건]

1)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2) ~했다면, ~텐데의 형태로 3 문장을 작성해주세요.

3) 단, 현실적으로 변화가능한 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운이 더 좋았으면, 더 많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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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결 과

당신의 점수는                  점입니다.

위 점수는                점수대에 속합니다.

아래는 위 점수대에 속한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었을 때 받은 의견입니다.

-공부를 덜 했더라면 더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를 대충 읽었더라면 더 낮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를 덜 신중히 풀었다면 더 적게 맞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더 점수가 나빴었을 수도 있을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 생각

을 아래 조건에 맞게 기술해주십시오. [하향 사후가정사고 조건]

1) 더 나빴었을 수도 있었을 결과에 대해서

2) ~했다면, ~것이다의 형태로 3 문장을 작성해주세요.

3) 단, 현실적으로 변화가능한 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운이 더 나빴으면, 더 적게 맞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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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방금 문장 작성 후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번호

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번호 하나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느끼

지

않는

다

보통

정도

로

느낀

다

항상

느낀

다

 1.후회 1 2 3 4 5 6 7

 2.죄책감 1 2 3 4 5 6 7

 3.수치심 1 2 3 4 5 6 7

 4.실망 1 2 3 4 5 6 7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점수 피드백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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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지

 

  본 문제지는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지의 문항들은 모두 임용고

시 필기시험 교육학 문제(2013년 이전)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문제지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수행에서 채점 시 정답은 +1점, 오

답은 –1점, 풀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되오니, 반드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풀고 싶으신 만큼 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어 과제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읽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다음은 김 교사가 학기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을 진술한 것이다. 김 교사가

출제과정에서 고려한 타당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기말 시험문

제를 출제하였다. 우선 이원분류표에 근거하여 수업목표 및 교수·학습과정에서 중요하

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확인하였으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학기말 시험문제를 출제하였

다.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국어 교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신이 출제한 문항들이 대

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표집인지 점검하였다.

① 안면타당도

②∨ 내용타당도

③ 공인타당도

④ 구인타당도

응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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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rfectionism on

Negative Emotions

and Task Persistence

Yura S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rfectionism on negative emotions and

task persistence in a negative feedback situation.

Counterfactual thinking is thoughts on alternative events that could

have happened but did not happen in reality after people experienced

a certain event. Even if students received the same feedback that

they scored poorly on a test, thoughts on the feedback may 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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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might think that “If only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received a higher score on the test (upward counterfactual)” or “If

only I had focused less on contents learned in class, I could have

received a lower score on the test (downward counterfactual).”

The function of counterfactual thinking can be useful in an

academic context, considering its effects on emotions and motivation.

Studies on counterfactuals suggest that upward counterfactuals have

a future-preparing function, and downward counterfactuals regulate

emotions. To be specific, upward counterfactuals might induce

negative emotions but enhance motivation or task persistence, while

downward counterfactuals might lead to a decrease in negative

emotions but have no impact on task persistence. The proneness to

counterfactuals may differ according to individual difference, and

perfectionism is one of the factors that might explain the difference.

On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self-oriented

perfectionists expect themselves to be perfect, whi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ts strive to meet others’ expectation on them to

be perfect. Self-oriented perfectionism usually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emotions and task persistence, even though the directions

of effects are inconsistent in the literatu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emonstrates negative effects on emotions and task

persistence. Self-oriented perfectionists tend to think upward, whi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ts are prone to downward

counterfactuals.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 effects of two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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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onism on negative emotions and task persistence vary

depending on the directions of counterfactual thinking.

A total of 143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education

or other majors in college of educ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upward counterfactual

condition or a downward counterfactual condition. All questionnaires

and tests were provided on paper. Participants took a multiple-choice

test asking knowledge on education and a week after received the

test results. They received manipulated negative feedback regarless of

their acutal performance. Depending on experimental conditions, they

read and wrote sentences that induce either upward or downward

counterfactuals. After counterfactual thinking, participants reported

their emotions and answered to another test questions as many as

they want with no time limits to measure their task persistence.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d that self-oriented perfectionists

reported higher negative emotions in the upward counterfactual

condition. The tendency that self-oriented perfectionists experience

high negative emotions after receiving negative feedback may be

enhanced by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which also increases

negative emotions. Task persistenc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fectionism in both conditions. From the

feelings-as-information perspective, negative emotions should lead to

high task persistence, but in this empirical study they did not. This

suggests that retrospective thinking itself might not be enough to

affect subsequent behavior; rather not only retrospective thinking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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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oughts before the subsequent performance, such as prefactual

thinking and setting a new goal might be needed. In this study,

downward counterfactuals showed no significant emotion regulation

effects, which is in line with some previous studies showing doubt of

the emotion regulating function of downward counterfactual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negative emo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counterfactual

thinking. Experiencing negative emotions may not lead to enhanced

task persistence, so caution is needed when teachers give negative

feedback to students. There is a need for an intervention for

self-oriented perfectionists not to indulge in negative emotions too

long.

keywords : counterfactual thinking, perfectionism, negative

emotions, task persistence

Student Number : 2018-2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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