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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군집유형에 따른 동기변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패공포, 자기결정

성,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8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각 집단의 동기 변인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역기능적 집단(수동지연행동, 역기능적 완벽주의)은 가장 높은 실패공포와 가장 낮은 자기결정성을 

보였다. 또한 수행회피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숙달접근목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능적 집단(능동지연행동, 

기능적 완벽주의)의 경우 낮은 실패공포와 높은 자기결정성, 숙달접근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능동지연행동 집단

(능동지연행동, 낮은 완벽주의)은 낮은 실패공포와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유형들 또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능동-수동지연행동과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군집을 확인하고 군집의 동기 변인의 차이를 알

아봄에 따라 차별화된 동기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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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연행동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지점까지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이며(Solomon & 

Rothblum, 1984), 과제의 시작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Burka & Yuen, 

1983). 지연행동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지만(박승호, 서은희, 

2005), 그중에서도 지연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연령대는 20대였다 (McCown & Roberts, 1994). 

Steel(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80~95%가 학업에서 지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 중 

75%가 자신을 지연행동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중 50%가 만성적인 지연행동으로 인해 불편감

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지연행동 발생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윤

숙경, 1996). 대학생 시기는 과도기적 시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감에 따라 대학 입시를 

목표로 수동적으로 정해진 패턴에 맞춰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에 비해 비교적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대학 생활에 혼란을 경험하여 지연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임소영, 2010; 이수민, 

양난미, 2011).

이러한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변인

으로 밝혀져 왔다(Burka & Yuen, 1983; Ellis & Knaus, 1977). 완벽주의란 과제나 일,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Flett & Hewitt, 2002), Blatt(1995)에 의하면 완

벽주의자들의 경우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가 오히려 과제 수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과제를 시작

하거나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환경적인 압력을 받는다. 높은 취업의 문턱에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더 완

벽하게 해내야 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은 문제행

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지연행동을 완벽주의로 설명한 Ellis와 

Knaus(1977)에 따르면, 개인이 높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실패로 이어지기 쉽고 이에 수반되는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연행동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개념의 등장으로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시켜 지

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선행연구(추상엽, 임성문, 2009; Hewitt & Flett, 

1993;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의 관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김현정, 2003; 박재우, 1998; 허효

선, 임선영, 권석만, 2015; Frost et al., 1990). 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함께 지연행동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 때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연

행동이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일 수 있다는 가정으로 지연행동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활

발히 이루어졌다(엄지강, 2012; 윤재호, 2011; Chu & Choi, 2005; Klassen, Ang, Chong, 

Krawchunk, Huan, Wong, & Yeo, 2010). 그 중 Chu와 Choi(2005)는 지연행동의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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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동지연행동(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과 긍정적인 측면인 능동지연행동(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연행동의 다차원적 측면과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두 변인의 관계가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박

선희, 2018; 정상목, 이동귀, 2013; 최민식, 유태용, 2017). 이는 지연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연행동의 다양한 차원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의 단일한 특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연행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Lee&Hyun, 2009).

최근 능동-수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만 대부분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능동-수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의 하위요인들의 점수 조합에 따라 어떤 하위집단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인 완벽주의와 행동적인 특성인 지연행동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 

살펴보고 군집에 따른 심리 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기능적, 

역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연행동은 수동지연행동

과 능동지연행동으로 나누어 보았고,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인 Frost 등

(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와 Hewitt 등(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 중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 인지적 특성 및 발달적 요소를 고려하여 완벽주

의의 기능적, 역기능적 측면을 볼 수 있는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군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

과 함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온 변인들 중 동기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넓은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적절히 계획하고 수행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동기

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을 유지시킨다. 즉, 동기는 행동의 계기가 되는 중요한 변인이므

로 동기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수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기능적 측면인 조직화, 높은 기준과 역

기능적 측면인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군집하고 이에 따

른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연행동

과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른 행동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상담적 개입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능동-수동지연행동과 기능적-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군집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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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군집에 따른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배경

1.�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은 개인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

다. 과제나 업무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기한에 맞추어서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 내적으로는 후회와 자기비난,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고 외적으

로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진로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김지연, 신희천, 

2013; Burka & Yuen, 1983; Flett et al., 1995; Lay, 1995). 학업 상황에서는 낮은 학업 성적, 보고

서 미제출, 수강과목 취소를 유발하게 된다(박재우, 1998; 이수민, 양난미, 2011; Owens & 

Newbegin, 2000; Ozer et al, 2009; Solomon & Rothblum, 1984; Schouwenburg et al., 2004).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Blunt & Pychyl, 2000)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Tice & 

Baumeister, 1997).

한편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연구되어 왔던 지연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하여 Chu

와 Choi(2005)는 능동지연행동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지연행동을 수동지연행동과 능동지연행동으

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고전적 개념의 지연행동을 수동지연행동으로 분류하였고, 시간압박을 선호하

며 의도적인 지연행동이 보임과 동시에 마감 시간에 맞춰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지연행

동을 능동지연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능동지연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시간 지각 능력, 대처양식, 학업

수행에서 보다 적응적이며(김희정, 이영호, 2015), 마감이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 도전정신을 느끼게 

되어(하주희, 2016)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완벽주의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전에는 단일적인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완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와 이어서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가 개발됨으로써 완벽주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

으로 이해 및 평가되었다. FMPS는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

에 대한 의심, 조직화, 개인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MPS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

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두 척도의 하위요인을 재개념화

하였고 다차원적 완벽주의에는 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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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남궁혜정, 이영호, 2005; 이윤아, 이기학, 2003; Frost et al., 1993; Rice, Ashby, & 

Slaney, 1998; Slaney, Ashby, & Trippi, 1995). 본 연구에서 사용한 FMPS 척도의 경우 6개의 완벽

주의 차원 중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았고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

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았다(Frost et al., 1990). 기능적 

완벽주의의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의사결

정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더 높은 능력을 보였다(Rhéaume, Freeston & Ladouceur, 1995; 

Rhéaume, Freeston & Ladouceur, Bouchard, Gallant, Talbot, & Vallieres, 1999).

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개

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둘의 관계가 비일

관적으로 나타났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김현정, 2003; 박재우, 1998; 허효선, 임선영, 권

석만, 2015; Frost et al., 1990). 다차원적 완벽주의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이 부적상

관을 보이거나(김현정, 2003; 윤숙경, 1996; Frost et al., 1990)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Flett et al., 199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은 정적상관을 보이거나(박재우, 

1998; 윤숙경, 1996)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2003).

최근 Chu와 Choi(2005)가 제시한 능동지연행동과 수동지연행동을 고려하여 완벽주의와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들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정상목과 이동귀(2013)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비교

적 낮은 수동지연행동을 보였다. 최민식과 유태용(2017)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능동지연

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이며 수동지연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능동지연행

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박선희(2018)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는 수동지연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은 부적 상관, 수동지연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

였다.

2.� 동기� 변인

1) 실패공포

실패공포는 실패에 따르는 혐오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실패공포는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이 되는 내적 성취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

의 두려움이 더 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작용하기도 한다(이종민, 2011). Atkinson과 

Feather(1966)는 성취에 대한 동기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과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실패공포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실패공포가 높은 개인의 경우, 과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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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수나 실패를 더 의식한다는 것을 뜻하며(Winter, 2007) 실패에 대한 공포가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Onwuegbuzie, 2000; Schouwenburg, 

1992). 한편, Marks(1969)는 실패공포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

패공포가 완벽주의 성향의 기초를 이루는 사고로 작용하게 됨을 뜻한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 이면

에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흠이 있으면 자신이 실패했다는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정승진, 2008).

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은 행동에서 개인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동기와 관련된 변인으로, Deci와 

Ryan(1985)이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은 동기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 있는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데 자신이 행동의 주체자가 되는 자율성(Ryan, 1995),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충족되는 유능

성(Deci & Ryan, 2000), 자신이 타인 또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과 관련된 관계성(Ryan, 

1995)의 욕구가 충족되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때 촉진된다고 보았다(김은영, 2007). 개인의 내재

적 동기가 결핍되면 수행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Ryan & Connell, 1989), Burns(1980)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부족한 개인은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

로 미루는 지연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두 변인과 함께 완벽주의 또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김민선 외, 2009; 배대식, 2009; 계수영 외, 2011; 이미라 외, 2009; 조이슬 외, 

2015; Ferrari et al., 1992). Campbell과 Di Paula(2002)는 자기결정성을 설명할 때, 자기개념의 

부분인 완벽주의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기결정성과 완벽주의 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은 수행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동기화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이 낮고 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은 수행상황에서 개인 내부로부터 동기화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Hewitt & Flett, 1991; Miquelon, Vallerand, 

Grouzet, & Gardinal, 2005). 이는 완벽주의 유형에 따라 동기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동시

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은 개인이 성취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Elliot 

& McGregor, 2001).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수행목표와 접근-회피목표의 2×2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박병기와 이종욱(2005)이 정의한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숙달접근목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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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내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며 과제숙달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숙달회피목표는 내적 성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과제 숙달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다. 

수행접근목표는 타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능력 획득에 중점을 두어 타인의 인정과 우월감을 

경험하고자 과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수행회피목표는 타인과 비교

하여 자신이 무능력해 보일 것을 염려하여 과제 수행을 회피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성취상황이라도 목표에 따라 다른 행동의 결과를 보이며, 목표가 변하면 행동도 변화하게 된다(계수

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양민정, 2017). 즉,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에 따라 지연행동이 다르게 나

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서윤경, 조경숙, 유춘화, 2017; 조경숙, 김빛여울, 2017). 더불어 지연행

동의 예측 변인인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제

시되었다. 앞선 연구에서는 개인의 완벽주의가 성취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하였는

데(김희정, 2007; Campbell & Paula, 2002)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숙달목표와는 부적상관, 수행회피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이

미화, 류진혜, 2002).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수행접근목표와 정적상관을 보였다(이승희, 1999). 이처

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이 다르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김문정, 정윤경, 2012; 김은정, 2009; 김희정, 2007; 이미화, 류진혜, 2002; 이승희, 1999; 이아람, 

2014).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7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온라인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 9부 및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설문지 231부와 온라인으로 수신한 설문 결과 255

건 등 총 486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학생이 199명(40.9%), 여학생이 287명(59.1%)이었

으며, 1학년이 91명(18.7%), 2학년 94명(19.3%), 3학년 138명(28.4%), 4학년 163명(33.5%)이었

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평균연령은 21.81세, 표준편차는 3.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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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기능적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FMPS)를 정승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5점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실수에 대한 염려는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를 포함한 10문항, 조직화는 ‘나는 깔끔하게 정돈

하는 사람이다.’를 포함한 7문항, 높은 기준은 ‘나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를 포함한 5문항, 

부모의 기대는 ‘부모님은 내가 모든 면에서 최고이길 바라신다.’를 포함한 4문항, 부모의 비난은 ‘나

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를 포함한 5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은 ‘일상

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를 포함한 4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승진(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실수에 대한 염려 .82, 높

은 기준 .72, 부모의 기대 .78, 부모의 비난 .66, 수행에 대한 의심 .67, 조직화 .87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α계수는 실수에 대한 염려 .86, 높은 기준 .84, 부모의 기대 .81, 부모의 비난 .83, 

수행에 대한 의심 .70, 조직화 .54로 산출되었다. 기능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 중 높

은 기준과 조직화를 사용하였으며 α계수는 .79로 산출되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을 사용하였으며 α계수

는 .90으로 산출되었다.

2) 수동지연행동

수동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itken(1982)의 학업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박재우(1998)가 번안하고 김환(199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시작하기를 미룬다.’ 등 총 19문항이며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전반에 걸쳐 수동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

미한다. 박재우(199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59로 낮게 보고되었으나 김환(1999)의 연구

에서 α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α계수는 .85로 산출되었다.

3) 능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i와 Moran(2009)의 능동적 지연행동 척도(Active 

Procrastination Scale)를 김지연과 신희천(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지연행동과�완벽주의�군집분석에�따른�동기�변인�특성�분석� � 107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Likert식 7점 척도이며, 결과만족은  ‘마

감시간에 임박했을 때 일의 효율이 떨어지곤 한다(역채점 문항).’를 포함한 4문항, 압력선호는 ‘마감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하는 게 무척 괴롭다(역채점 문항).’를 포함한 4문항, 의도적 지연결정은 

‘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일부러 미뤄놓는다.’를 포함한 4문항, 

그리고 마감능력은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마치기가 어렵다(역채점 문항).’를 포함한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12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능동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김지연과 신희천(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α계수는 .79로 산출되었다.

4) 실패공포

실패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Conroy, Willow와 Metzler(2002)가 개발한 실패공포 평가척도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PFAI-R)를 임성문(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를 포함한 5문항, 자신의 평가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를 포함한 5문항,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

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있다면 나는 

당황한다.’를 포함한 5문항,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쳐 버리고 있다.’를 포함한 5문항,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를 포함한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

수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계수는 .95로 산출되었다.

5)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를 바탕으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자율성은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를 포함한 6문항, 유능감은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를 포함한  6문항, 관계성은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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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느낀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계수는 .90으로 산출되었다.

6) 성취목표지향성 유형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Elliot과 McGregor(2001)의 2×2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에 근거

하여 4개 하위요인의 문항을 구성 및 타당화한 박병기와 이종욱(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숙달접근 목표지향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를 포함한 9문항, 숙달회피 목표지향

은 ‘학습 내용을 일정 수준까지만 이해한다면 만족한다.’를 포함한 5문항, 수행접근 목표지향은 ‘공

부하는 주된 이유는 남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다.’를 포함한 7문항, 수행회피 목표

지향은 ‘모르는 것을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강의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를 포함한 5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병기와 이종욱(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숙달접근목표지

향은 .84, 숙달회피목표지향은 .72, 수행접근목표지향은 .85, 수행회피목표지향은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α계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은 .84, 숙달회피목표지향은 .68, 수행접근목표지향은 .88, 

수행회피목표지향은 .76으로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다루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Wards의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K-means 분석을 통

해 최종군집을 확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 후, 형성된 군집 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

석을 통해 나눠진 하위군집 간에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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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

표지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관계를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수동지연행동과 

능동지연행동은 r=-.25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수동지연행동과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에 대하여는 각각 r=-.32, r=.30으로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 또한, 능동지연행동과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대한 상관계수는 r=-.08, r=-.31

로 나타났다. 여기서 능동지연행동과 역기능적인 완벽주의에 관한 상관계수에 대하여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1>�각�변인별�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
2 -.25*** -
3 -.32*** -.08 -
4  .30*** -.31***  .41*** -
5  .40*** -.34***  .15**  .71*** -
6 -.42***  .34***  .14** -.47*** -.59*** -
7 -.22***  .05  .45***  .19***  .07  .29*** -
8  .22*** -.22*** -.04  .31***  .37*** -.40*** -.35*** -
9  .15** -.15**  .39***  .52***  .44*** -.04  .42***  .10* -
10  .29*** -.27***  .05  .46***  .59*** -.43*** -.03  .51***  .41*** -
M 2.62 3.88 3.28 2.75 2.58 4.44 3.34 2.78 3.12 2.80
SD .57 .81 .57 .62 .74 .68 .62 .68 .85 .83
Sk .030 -.073 -.228 .333 .354 -.198 -.262 .125 -.205 .056
K -.354 .307 .414 .191 -.111 -.002 .957 .268 -.268 -.304

*p<.05, **p<.01, ***p<.001
1=수동지연행동, 2=능동지연행동, 3=기능적 완벽주의, 4=역기능적 완벽주의, 5=실패공포, 
6=자기결정성, 7=숙달접근목표, 8=숙달회피목표, 9=수행접근목표, 10=수행회피목표

2.�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분석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토대로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Wards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군집의 수를 사용하여 파악한 군집의 수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3-4개 정도의 군집이 적절한 

분류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3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경우 각 군집별 특성이 차별된다고 보여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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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어, 2단계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군집 1은 148명(30.5%), 군집 2는 167명(34.4%), 군집 3은 171명(35.2%)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군집 중심 간 거리는 군집1과 군집2는 2.25, 군집1과 군집3은 2.32, 군집2

와 군집3은 2.05로 나왔다. 최종군집 별 중심점을 토대로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였다. 군집 1을 먼저 살펴보면, 세 군집 중 가장 높은 수동지연행동과 가장 높은 역기능적 완벽

주의의 수준을 보임에 따라 ‘역기능적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2는 높은 능동지연행동

과 가장 높은 기능적 완벽주의의 수준을 보이므로 ‘기능적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완벽주의 

수준이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은 능동지연행동과 높은 수동지연행동 수준을 보임으로 ‘능동지연행동 

집단’이라 하였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최종군집�별�중심점

역기능적 집단
(n=148)

기능적 집단(n=167)
능동지연행동 집단

(n=171)

수동지연 .77 -.90 .22

능동지연 -.74 .26 .39

기능적 완벽주의 .21 .72 -.89

역기능적 완벽주의 .92 -.10 -.70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 M=0, SD=1

[그림� 1]� 수동지연,�능동지연,�기능적�완벽주의,�역기능적�완벽주의에�대한�군집�프로파일

3.�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각 군집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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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의 구성표본 특성을 성별, 학년별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집단은 148명(전체의 30.5%, 남 58

명, 여 90명), 기능적 집단은 167명(전체의 34.4%, 남 74명, 여 93명), 능동지연행동 집단은 171명

(전체의 35.2%, 남 67명, 여 104명)이 배정되었다. 각 군집이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및 학년 수준에서 군집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성별: X2=1.191, p=.551, 학년: X2=5.607, p=.461).

<표� 3>�군집유형에�따른�인구통계학적�차이

역기능적 집단 기능적 집단
능동지연행동 

집단
X2(df)

성별
남(총 199명) 58명(39.2%) 74명(44.3%) 67명(40.9%)

1.191(2)
여(총 287명) 90명(60.8%) 93명(55.7%) 104명(59.1%)

학년

1학년(총 91명) 29명(19.6%) 23명(13.8%) 39명(22.8%)

5.607(6)
2학년(총 94명) 27명(18.2%) 32명(19.2%) 35명(20.5%)

3학년(총 138명) 44명(29.7%) 51명(30.5%) 43명(25.1%)

4학년(총 163명) 48명(32.4%) 61명(36.5%) 54명(31.6%)

4.� 각� 군집별�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다차원적� 완벽주의� 차이� 평균

각 군집별로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기능적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유의미한 차

이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군집�별�수동지연,�능동지연,�기능적�완벽주의,�역기능적�완벽주의의�평균�차이

역기능적 
집단

M(SD)

기능적 집단
M(SD)

능동지연행동 
집단

M(SD)
F 사후분석

수동지연 3.06(.40) 2.11(.39) 2.74(.45) 217.189*** 1>3>2

능동지연 3.28(.70) 4.09(.69) 4.19(.73) 77.913*** 2,3>1

기능적
완벽주의

3.40(.41) 3.69(.41) 2.77(.43) 213.424*** 2>1>3

역기능적
완벽주의

3.32(.48) 2.69(.51) 2.31(.42) 182.718*** 1>2>3

N 148 167 171

 ***p < .001
1=역기능적 집단, 2=기능적 집단, 3=능동지연행동 집단



1078�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표 4>와 같이 수동지연행동의 수준은 역기능적 집단, 능동지연행동 집단, 기능적 집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능동지연행동 수준은 기능적 집단과 능동지연행동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역기능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완벽주의의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능적 집단, 

역기능적 집단, 능동지연행동 집단 순서로 높았고, 역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역기능적 집단, 기능적 

집단, 능동지연행동 집단의 순서대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5.� 각� 군집� 별� 특성� 차이(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개의 군집 간에 실패공포,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5>�군집�별�실패공포,�자기결정성,�성취목표지향성�유형의�평균차이

역기능적 
집단

M(SD)

기능적 집단
M(SD)

능동지연행동 
집단

M(SD)
F 사후분석

실패공포 3.14(.65) 2.37(.67) 2.28(.60) 84.525*** 1>2,3

자기결정성 4.01(.62) 4.73(.58) 4.53(.64) 56.613*** 2>3>1

성취
목표
지향
성

숙달접근 3.36(.62) 3.57(.53) 3.09(.62) 28.286*** 2>1>3

숙달회피 3.05(.68) 2.61(.63) 2.70(.65) 19.184*** 1>3,2

수행접근 3.48(.75) 3.21(.82) 2.71(.79) 39.197*** 1>2>3

수행회피 3.26(.71) 2.62(.81) 2.57(.79) 38.125*** 1>2,3

N 148 167 171

 ***p < .001
1=역기능적 집단, 2=기능적 집단, 3=능동지연행동 집단

군집을 모수 변인으로 설정하고 실패공포와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여 각 군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패공포는 역기능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적 집단과 능동지연행동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능동지연행동을 보이며 기능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완벽주의 성향을 거의 보

이지 않는 집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은 기능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숙달접근목표는 기능

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능동지연행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숙달회피목표

와 수행회피목표에서 역기능적 집단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기능적 집단과 능동지연행동 집단에서

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행접근목표에서는 역기능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능동지연

행동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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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능동-수동지연행동과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둘 사이의 상이한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능동지연행동, 수동지연

행동,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군집(역기능적 

집단, 기능적 집단, 능동지연행동 집단)이 도출되었다. 각 군집 별 동기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기능적 집단은 수동지연행동과 역기능

적 완벽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역기능적 집단은 과제 수행에 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는 등 외부의 요구와 압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적으로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고 그 결과 

수동지연행동을 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역기능적 집단은 3개의 군집 중 가장 높은 실패공포와 

가장 낮은 자기결정성을 보였는데 이는 역기능적 집단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며 그들의 

동기는 주로 외부로부터 동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부로부터 발현된 동기는 학업에 대한 

재미나 즐거움보다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의 유능감을 낮추는 등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동기를 통해 발현되는 행동 양상을 불안정하게 만들

어 수동지연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와 자기결정성을 통

해 수동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진주은, 김은하, 2016)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맥락

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숙달접근목표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수행회피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수행에 있어 개인 내적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

다는 타인과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인 능력의 획득을 중요시한다. 동시에 수행상황에서 

실수에 대해 염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도피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수동지연행동과 숙달접근목표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낸 연구(서윤경, 조경숙, 유춘화, 201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역기능적 집단의 경

우, 내재적 동기를 발달시켜주는 상담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개인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

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고 스스로 능동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동기를 외부적 요인이 아닌 개인 내부에 초점을 두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둘째, 기능적 집단은 

능동지연행동과 기능적 완벽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기능적 집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

로 계획을 세워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한 집단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내부통제감이 

발달 되어 전략적인 지연행동을 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다. 기능적 집단은 다른 군집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패공포와 가장 높은 자기결정성을 보였다. 이는 성취와 수행의 초점이 개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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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상을 가진 기능적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수행에 참여하여 실패공포에 대해 보다 더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능적 완벽주의집단의 경우 스스로 통제감을 지각하고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많으며 긍

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박소영, 안창일, 2005)와 일치한다. 기능적 집단은 

3개의 군집 중 숙달접근목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집단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여 호기심

과 즐거움을 통해 수행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타인 또는 외부 

환경의 부정적 평가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개의치 않고 과제를 숙달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이 수행과 학습에 있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학습에 대해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능동지연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한 연구(최민식, 유태용, 2017)와 일치한다. 기능적 집단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 능동

지연행동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능동지연행동을 하다 수행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경우, 긍정적이었

던 자기 상에 대한 변화와 부정적인 정서를 마주할 수 있다. 이는 능동지연행동을 방치할 경우 만성

적인 지연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이정아, 2010)와 일치하며, 이에 따라 기능적 집

단의 경우 학습상황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혹은 전략을 짜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능동

지연행동 집단은 완벽주의 수준이 가장 낮았고 능동지연행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완벽주의 수준이 낮은 개인의 경우, 자신에게 부과한 가치 기준이 낮은 편이며 이러한 기준과 달성 

여부의 차이를 경험하는 수준 또한 낮았다(정상목, 이동귀, 2013). 따라서 능동지연행동 집단은 과제

의 수행에 높은 가치 기준을 두지 않아 지연행동을 하더라도 마감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실패공포가 가장 낮았으며 보통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지연행동 집단은 낮은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게 경험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비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연구(이아람, 2014)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취목표지향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게 나왔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 동기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취상황의 인식과 접근 방향을 결정하는 개념이다. 

즉, 능동지연행동 집단은 성취에 대한 기대, 뚜렷한 학습 동기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조금 더 부담 없이 미루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능동지연행동 집단의 경우 명확한 목표를 스스

로 설정하게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목표를 계획하여 성취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수행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업과 성취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능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동안 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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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동지연행동만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온 이유가 이에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지연행동의 수동적인 측

면과 능동적인 측면을 나누어 다차원적 완벽주의와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수동-능동지연행

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능동지연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앞선 선행연구들의 비일관된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동-능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수동-능동지

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른 집단의 

유형과 그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수동-능동지연행동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군집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각 군집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셋째, 지연행동

과 완벽주의와 함께 많이 연구되어온 동기적 변인으로 실패공포,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을 선

정하여 각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군집 별 동기 변인 특성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기능적 집단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며 기능적 집단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능동지연행동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목표와 

동기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동

기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을 수동지연행동과 능동지연행동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지연행동의 여러 

측면을 포함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능동 지연행동의 차원만을 고려하였지만, 선

행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의 다양한 측면인 착수-완수 지연행동, 회피-각성형 지연행동 등이 논의되

었다(최정아, 2017). 따라서 지연행동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수동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 척도

(AIP)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동-능동지연행동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제시된 척도이므로 수동지

연행동만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 척도(AIP)는 지연행동의 부정

적인 측면을 반영하였지만, 수동-능동지연행동의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동지연행동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응답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지각과 실제 행동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양적 연구만이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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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ylsis� of�Motivational� Variables�According� to�Cluster� of�

Procrastination� and�Perfectionism�among�College� Student*

1)

Kim,� Youngkeun**

Kim,� Yunbhin***

Jung,� D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ub-groups of procrastination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mong college students through cluster analysi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fear of failure,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mong the 

sub-groups.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data of 486 university students, the two-stage cluster 

analysis proposed by Hair and Black(2000)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cluste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differences of the three grou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tivational variables were examined 

through one-way ANOVA and post-test. As a result, the dysfunctional group (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dysfunctional perfectionism) had the highest level of fear of failure and 

the lowest self determination. In addition, performance avoidance goals were the highest and 

mastery approach goals were the lowest. In the functional group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functional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was low and self-determination was high. mastery 

approach goals were the highest. The active procrastination group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low perfectionism) is characterized by low fear of failure and all subtypes of achievement goals 

orientation were low.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ynchronous interventions 

by identifying the types of groupings of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and 

functional-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the differences in motivational variables.

Key words: 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luster analysis, motivation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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