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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대학생 시기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러한 후회는
대학생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어떤 후회를 하며 그러한 후회가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충남의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입학한 이후 경험했던 후회 사건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주관적 안녕, 대학 생활
적응, 대학생 시기의 후회와 후회 사건의 빈도 강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대학생 시기 동안 학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외에 대인관계, 학교 활동, 자기 계발, 전공 및 진로,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시간 관리, 금전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관계적 영역 보다 개인적 영역의 후회가 많았으며, 행위에 관한
후회 보다 무행위에 관한 후회가 많았다. 둘째,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는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후회 사건의 빈도와 강도는 주관적 안녕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였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후회, 주관적 안녕, 대학 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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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 한 이후 확장된 대인관계와 자율적인 시간 활용 등 이전과는 확연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의사 결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
때,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최선의 대안을 위해 다른 대안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부정적이게 되면 후회라는 감정적·인지적 기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후회는 개인이 이루기를 바랐던 그러나 얻을 수 없었던 방해 받은 목표 혹은 과거의 의도에
대한 회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Lecci, Okun & Karoly, 1994). 또한 후회는 지나간 삶에서 개인이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거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적 감정이 수반된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Gilovich & Medvec, 1994; Gilovich, Medvec, & KJahneman,
1998; Kahneman & Tversky, 1982; Landman, 1987, 1993; Wrosch & Heckhausen, 2002). 즉, 후
회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정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의 인지 과정에
수반되는 대표적 정서이며, 경험 당사자가 과거에 달리 행동하거나 선택함으로 해서 현재의 결
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인과적 관계가 지각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허태균,
2002; Roese, 1994). 이렇듯 후회는 개인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후회를 하게 된다. Jokisaari(2003)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삶
의 영역은 교육, 가족/결혼, 직업/일, 관계/친구, 자기 순이었다고 하였으며, Roese와
Summerville(2005)는 미국 대학생들이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삶의 영역은 연애, 친구, 교육, 여
가, 자기계발, 직업경력, 가족, 건강, 영성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느끼는 후회의 유형이나 후회를 평가하는 방식은 인생의 단계마다 다양할 수 있으
며 비슷하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회, 후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한미영, 김재휘, 안서원, 2010). Wrosch, Bauer와 Schgeier(2005)는 연령에
따라 후회의 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후회의 경험은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과 높은 수준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Jokisaari(2003)는 후회의 내용에 있어 연령차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관계나 여가와 관련된 후회를 자주 하며, 나이든 사람은 직업이나 가족과
관련된 후회를 더 자주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 보건데, 삶의 특정 시기 또는 연령대에 따라 후회의 내용과 영역이 달
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 대학생 시기는 변화와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했던
수많은 결정과 행동으로 인한 후회는 성인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는 후회와는 다른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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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후회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정서
적 안녕감과 적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후회로 인한 심리적 부적
응이나 정서상의 문제는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향후 성인으로서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실패에 대해 민감하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다른 선택이 더 났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경험하게 되는 후회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Landman, 1987;
Lecci, Okun, & Karoly, 1994). 즉, 후회경험은 부적 정서를 동반하며(Gilovich & Medvec, 1994;
Gilovich & Medvec, 1995; Gilovich, Medvec, & Kahneman, 1998)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Lecci et al., 1994). 이렇듯 후회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적응의 문제
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대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체성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므로 더욱 더 후회로 인한 적응과 심리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
이 대학생 시기 동안 후회로 인해 대학 생활 적응이나 개인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
는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후회에 관한 연구는 후회의 보편적인 속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거나(허태균, 2001,
2002, 2004), 특정 영역(교육)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졌다(허태균, 남궁재은, 장미, 2008). 또한 후회
와 주관적 안녕과의 연구는 미혼 여성과 노인 등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유경, 2010; 주미정,
정영숙, 2009; 한미영, 김재휘, 안서원, 2010), 대학생들의 경우, 전체 삶과 관련하여 후회의 영역
을 파악하거나 후회와 지각된 기회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남궁재은, 허태균,
2009; 정영숙, 2010). 정리해 보면, 기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삶을 되돌아 보고 후회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대학 재학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후회를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대학생의 성차에 따라 후회의 내용과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후 갑자기 자유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결정이나 통제를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
다. 대학 재학 중 경험하는 후회는 대학 적응에도 영향을 주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도 직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이나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성경, 2003; Coffman & Gilligan, 2002)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후회의 내용과 양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
의 적응과 안녕감에 선행하여 파악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 동안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후회를 하는지, 후회의 질과 양은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
고 이러한 후회 경험이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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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생들은 대학생 시기 동안 주로 어떤 내용의 후회를 하는가?
둘째, 대학생 시기의 후회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 시기의 후회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넷째, 대학생 시기 중 경험한 특정 사건의 후회 빈도와 강도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후회의 개념 및 영역
후회는 만일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자신의 현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었음을 깨닫거나 상상할
수 있을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Zeelenberg, 1996). 즉 후회는 비교라는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자기 의식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Landman,
1993; Lewis, 2000). 박지숙과 양윤(2007)은 후회를 적어도 둘 이상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
써 발생한 결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선택한 대안보
다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더 좋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책임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회의 경
험에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한 후에 그 불쾌함을 유발하는 과거의 선행사건을 추론하는, 즉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남궁재은, 허태균, 2009).
후회는 개인적인 성향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Alexander,
Rubinstein, Goodman & Luborsky, 1992; Toktas, 2002). 뿐만 아니라 후회는 성, 인종, 계층 등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이로 인해 제약을 받는 생애 과정 및 차별에 대한 지각에 기반 할 수 있다
(Shieman, Pearlin, & Nguyen, 2005; Toktas, 2002). 이 외에 인생의 성공 여부에 따라 후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윤현숙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노인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과거 특정 행동을 후회하는 반면, 실패한 노인은 과거 특정시기에
인생의 행복을 느꼈으며 현재는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 기존의 연구들은 영역이나 범주를 구분하고 사람들이
어느 영역의 후회를 많이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Wrosch와 Heckhausen(2002)는 삶의 후회 영
역을 8개의 범주 즉 직업/교육, 가족/배우자, 자기계발, 여가, 우정, 사회적 관여, 건강, 재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직업/교육, 가족/배우자, 그리고 자기 계발 영역에서 가장 많은 후회가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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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였다. 또한 Jokisaari(2003)는 후회의 영역을 11개의 범주, 즉 교육, 직업/일, 관계, 가족,
자기, 친척, 재정, 여가, 건강, 사회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삶의 후회 영역은 교육,

가족/결혼,

직업/일,

관계/친구,

자기 순이었다.

Roese와

Summerville(2005)는 미국 대학생들이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삶의 영역은 연애, 친구, 교육, 여
가, 자기계발, 직업경력, 가족, 건강, 영성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후회를 많이 하는 삶의 영역은 교육, 애정, 자기, 친구,
직무, 가족, 공동체, 건강, 여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Roese와 Summerville(2005)는 삶의 영역에서 후회의 순위가 나타나는 이유를 지각된 기회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기회가 많은 영역일수록 개인이 과거에 달리 행동할 수 있었던 여러 가
지 선택의 가능성들을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영역일수록 후회도 더 잘 일어난다
고 주장하였다.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 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삶의
영역과 자신이 통제 가능한 기회가 더 많았다고 지각한 삶의 영역 순서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각된 기회의 수준과 후회의 관계를 밝혔다.
후회 연구의 또 다른 흐름은 후회의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후회의 구조는 후회의 내용 혹은
대상이 행동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것인지로 구분된다(남궁재은, 허태균,
2009; 허태균, 2002; Roese, 1994). 일부 연구들은 사람들이 무행동에 비해 행동에 대해서 더 큰
후회를 경험한다는 행동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은 반면(Kahneman & Tversky, 1982;
Sprance, Minsk, & Baron, 1991), 다른 연구들은 행동보다 무행동에서 더 큰 후회를 경험한다는
무행동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Gilovich & Medvec, 1995; Zeelenberg, Van der Bos,
Van Dijk, & Pieters,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Roese 등(2007)은 행동에 대한 후회와 무
행동에 대한 후회는 동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Zeelenberg와 Rieters(2007)는 행동과
무행동 중 어떤 것이 더 후회를 유발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 결정의 정당화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Zeelenberg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행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
해야 하는 순간에 이전의 결과를 살펴보는데, 만약 이전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행동을 하지 않
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규범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동으로 인한 후회
보다 무행동으로 인한 후회가 더 커지게 된다.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보다 우세한 경우로 장기적인 관
점을 가지고 후회를 떠올리게 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라고 하였다. Gilovich와
Medvec(1994)도 피험자들에게 실제 후회를 질문하였을 때, 즉 인생 전체를 놓고 뒤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 지 물어본 결과, 행동한 것보다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즉, 인생 전반이나 장기적 시간의 관점에서 자신
의 후회를 회고할 때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일관되게 많이 나타

310 아시아교육연구 14권 1호

났으며(Gilovich & Medvec, 1995; Zeelenberg, Pligt, & Manstead, 1998), 이는 미국, 러시아, 중
국, 일본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Chen et al., 2006).

2. 후회의 영향
후회는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므로, 인지와 정서 둘 다와 관계가
있는 심리적 현상이다(Gilovich, Medvec, & Kahneman, 1998; Kahneman & Tversky, 1982 ). 보
통 후회는 화나 절망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Gilovich, Medvec, &
Kahneman, 1998),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다. 대안적인 과거에 대한 가상적인 생
각과 그에 다른 후회는 실패 경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은 우울증이나 낮은 삶의 만족
도와 같이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ecci, Okun, & Kaloy, 1994).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후회는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후회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
(Markus & Ruvolo, 1989). 즉, 후회는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은 목표나 의도를 드러나게 함으로
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Gilovich & Medvec, 1995;
Lecci et al., 1994).
후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후회 경험이 많을수록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여인숙, 김춘경, 2006; Torges, Stewart, & Miner-Rubino, 2005). Lecci 등(1994)
은 삶의 후회나 현재의 목표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적응의 예측변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후회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결과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Shieman, Pearlin, & Nguyen, 200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회에 수반된 부적 감
정은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약화시키고(Jokisaari, 2003),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hieman, Perlin, & Nguyen, 2005),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Landman, 1987;
Lecci, Okun, & Karoly, 1994; Shieman, Perlin,m & Nguyen, 2005) 심리적 안녕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Gilovich, Medveck, & Kahneman, 1998; Lecci, Okun, & Karoly, 1994; Wrosch, Bauer,
& Scheier, 2005).
이렇듯 후회가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후회 자체라
기보다는 후회에 대한 평가나 전반적 후회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Jokisaari(2003)는 후
회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후회와 관련된 목표
나 사건이 현재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보다 많은 신체적 증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후회
경험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후회의 강도나 빈도 자체보다는 삶에 대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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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후회가 삶의 만족도나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
도 있다(한미영 외, 2010).
이 외에 후회와 삶의 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Wrosch, Bauer와 Schgeier(2005)는 연령에 따라 후회의 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후회의 경험은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과 높은 수준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관
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미영 등 (2010)은 30대 미혼 여성들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
후회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 대학생의 후회와 적응 및 주관적 안녕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성인 생활을 준비하며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의
발달 과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 이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데
특히 학업과 진로 관련 영역에 있어 선택과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성과의 교제, 선후배
와의 교류 등 폭넓은 인간 관계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생의 학교 적응은 대학
환경과 대학생 사이에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요구에 적
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
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성경, 2003). 또한 대학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
된 생활과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 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Baker & Siryk, 1984).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 적응을 개인이 대학 재학 중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개인 내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학 적응은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데, 대학생들이 확장된 삶의 영역과 기회 안에서 다양한 후회에
직면하게 되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삶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판단을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이다(Diener, 1996; Diener,
Scollon, & Lucas, 2003).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주관적
으로 긍정 정서를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영숙(201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후회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건데, 실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해 느끼는 안녕감이나 적응도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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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어떤 영역에서 후회를 많이 느끼는지 그 구조와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후회가 자기 통제감 혹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기회를 지각했을 때 발생
하는 것(Roese & Summerville, 2005)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특히 학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하
여 후회를 하는 경우 절망과 포기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업이나 진로
와 관련해서 한번 선택을 하면 다른 대안이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후회 양상과 내용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또래와의 협력을 위한 수업 방
식을 강화하여 보다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후회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인간 관계가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권석만, 2009)이기 때문에 이성 및 교우 관계, 선후배 관계에서 많은 후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후회 경험 후 스스로 발전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면 대인관계 자체를 두려
워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될 수 있다. 자유스럽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스스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상대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인
관계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권석만, 1995). 하지만 대학 입학 후 갑자
기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면 대학생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절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대처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대학 내에 활성화되어 대학생들에게 인간관계 회복의 발
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후회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이후에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은 반복된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2011년 12월 충
남의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남녀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대
학 재학 중 삶의 후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적어도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은 임의로 선정된 인문사회, 이공, 방송예술, 호텔 관광 계열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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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학생들로서 전공 과목 수업 중 설문에 응답하였다.
대학생 시기의 후회와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 조사에는 2012년 5월 충남
의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한 257명이 최종 대상자이다. 피험자들은 임의로 선정된 인문사회, 이공, 방송예술,
호텔 관광 계열의 3 - 4학년 학생들로서 전공 과목 수업 중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설문의 양과 응답 시간의 과다로 인한 피로
효과를 억제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응답 학생과 설문지 응답 학생은
다르게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 현황
개방형 설문 응답 학생
구분

명

%

남

105

39.2

여

163

60.8

3

92

34.3

4

176

65.7

인문 사회

67

25.0

이공

58

21.6

방송 예술

72

26.9

호텔 관광

71

26.5

268

100.0

성별

학년

전공

설문지 참여 학생

합 계

구분

명

%

남

122

47.5

여

135

52.5

3

119

46.3

4

138

53.7

인문 사회

72

28.0

이공

63

24.5

방송 예술

57

22.2

호텔 관광

65

25.3

257

100.0

성별

학년

전공

합 계

2. 측정 도구

1) 단축형 행복 척도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
정적 정서를 측정하며 총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감 총점과 긍정정서 총점에서
부정정서 총점을 뺀 점수의 합으로 전체 점수를 구한다. 삶의 만족은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
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
서 만족한다’의 문항들이고, 긍정정서는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부정정서는 ‘짜증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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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무기력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기존의 주관적 행복 척도(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Lybomirsky &
Lepper, 1999)와 .78, D-T 척도(Delighted-Terrible Scale; Andrews & Withey, 1976)와 .67, ITAS
척도 중 긍정적 정서(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Diener et al., 1995)와 .77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되었다(서은국, 구재선, 2011). 본 연구에서 단축형
행복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대학 적응 척도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 적응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19 문항으로 개발된 이 측정 도구는 모두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 준비, 개인 심리, 사회체험 등이다. 이 척도는 ‘나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한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기존의 대학 생
활 적응 척도(Baker & Siryk, 1984)와 .59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되었다(정은이, 박용한, 2009). 본 연구에서 대학 적응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후회 사건의 빈도와 강도
본 연구에서 대학생 시기 동안의 후회 사건과 관련하여 후회의 강도 및 빈도를 측정하였다.
한미영 등(2010)의 연구에서 삶의 후회에 대한 강도 및 빈도 측정 관련 지시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중 경험했던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이나 행동을 떠올리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후회의 강도는 조사대상자들이 보고한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현재 ‘얼
마나 강하게 후회하는지’를, 그리고 후회의 빈도는 현재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으
며 각각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4)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척도
대학생 시기에 대한 전반적 후회는 대학생 시기동안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후회를 느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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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가정사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영 등(2010)
의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전반적 후회 척도를 대학생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대학생 시절 중 어떤 부분은 다시 살고 싶다’, ‘나는 과거보다는 대학 졸업 후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대학 재학 중 어쩌면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Likert식 7점 척도인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설문지)의 분석 방법은 대학생들의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와 후회 사건 빈도
와 강도, 대학 생활 적응, 주관적 안녕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와 후회 사건 빈도와 강도가 주관적 안녕과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stepwise)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 기초
통계량, 중다회귀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학생들은 수업 중 ‘대학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후회되는 일은 무엇
인지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진술문은 본
연구자와 교육심리를 전공한 박사 1명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응답 내용별로 연구자들은 각각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리 분류하였고, 그 후 연구자들 간에 동일 내용의 분류 범주가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은 진술문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예비 범주를 만든 뒤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정미경, 2007; 최영신, 1999; Spradly, 1980; Stake, 1995)을 사용하였다. 내
용이 통합될 수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내
용을 분석하였다(Lincoln & Guba, 1985).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류 범주를 중심으로 진술한 내용
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고자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빈도수가 전체 3%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적 진술 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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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대학생들이
입학 후 지금까지 후회했던 일 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즉 대학생들은 재학 중 공부를 게을리 한 것, 성적 관리를 못한 것
등 학업과 관련된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가 16.0%로 2위를
차지해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이성관계 등의 후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대학생들
이 재학 중 후회하는 영역은 학교활동(13.3%), 자기 계발(10.6%), 전공 및 진로(7.4%), 건강 관리
(6.5%), 여가 활동(5.8%), 시간 관리(3.9%), 금전 관리(3.2%)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위 안의 후회
영역을 살펴보면 학업, 학교 활동, 전공 등 대학생 본연의 의무인 학업 및 학교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후회의 영역별 남녀 차이를 보면 순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없었
으며, 빈도에 있어서도 남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후회 영역별 빈도
남
순위

범주명

여

전체

구체적 진술내용
n

%

n

%

n

%

학업

공부 못한 것, 학점 관리 못한 것, 영어 공부
못한 것,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한 것, 성적 관
리 못한 것, 외국어 공부 안 한 것 등

51

30.0

112

29.0

163

29.3

2

대인 관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 선후배 관계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 교수님과 친분 쌓지 못한 것, 연애하
지 못한 것, 이성 친구에게 잘 하지 못한 것,
이성 친구 사귄 것, 미팅과 소개팅 못한 것 등

27

15.9

62

16.1

89

16.0

3

학교 활동

학교 행사 참여 못한 것, 동아리 활동 못한 것,
과 활동 못한 것, 엠티 못간 것, 축제 참여 못
한 것, 학교 빠진 것, 수업 빠진 것 등

23

13.5

51

13.2

74

13.3

4

자기 계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것, 목
표를 정하지 못한 것, 도전하지 못한 것, 최선
을 다하지 못한 것, 목표 없이 산 것, 책 많이
읽지 못한 것, 봉사활동 못한 것 등

17

10.0

42

10.9

59

10.6

진로 준비 못한 것, 자격증 따지 못한 것, 전과
전공 및 진로 하지 못한 것, 편입하지 못한 것, 전공에 대해
애착 가지지 못한 것 등

12

7.1

29

7.5

41

7.4

다이어트하지 못한 것, 건강 관리 못한 것, 흡
연한 것, 운동하지 못한 것, 과식한 것, 술 마
신것등

10

5.9

26

6.7

36

6.5

1

5

6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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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가 활동

친구들과 논 것, 게임 많이 한 것, 제대로 놀지
못한 것, 여행 못간 것, 여가 생활 즐기지 못한
것등

9

5.3

23

5.9

32

5.8

8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못한 것, 시간 낭비한 것, 수업 중간
의 빈 시간 활용 못한 것, 시간 계획 못 세움,
방과 후 시간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 등

7

4.1

15

3.8

22

3.9

9

금전 관리

돈 관리 못한 것, 과소비 한 것, 충동 구매 한
것, 돈 모으지 못한 것, 스스로 돈 벌지 못한
것등

6

3.5

12

3.1

18

3.2

기타

수강 신청 잘못한 것, 아르바이트 못한 것, 부
모님께 효도 못한 것, 휴학한 것 등

8

4.7

13

3.4

21

3.7

170

100.0

385

100.0

555

100.0

소계

후회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들(남궁재은, 허태균, 2009; 허태균, 2002; 정영숙, 2010; Roese,
1994, Gilovich & Medvec, 1995; Kahneman & Miller, 1986)을 기준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후회하는 일들을 개인적 후회와 관계적 후회 그리고 행위와 무행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관계적 후회(20.5%)보다는 개인적 후회
(79.5%)를 더 많이 했으며, 한 일에 대한 후회인 행위 후회(21.2%) 보다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인 무행위 후회(78.7%)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표 3> 후회의 종류에 따른 빈도
행위

무행위

전체

개인적 후회

79 (17.9)

362 (82.1)

441 (79.5)

관계적 후회

39 (34.2)

75 (65.8)

114 (20.5)

전체

118 (21.2)

437 (78.7)

555 (100.0)

2. 성별에 따른 후회의 차이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와 후회 사건 강도,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생 시기에 전반적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대학생 시기의 후회
사건의 강도와 빈도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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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에 따른 대학생 시기 후회의 차이

t

성별

M

SD

남

20.56

5.05

여

22.63

5.71

남

4.64

1.76

여

5.00

1.55

남

4.12

1.72

여

4.50

1.59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대학생 시기의 후회 사건 강도

대학생 시기의 후회 사건 빈도

-2.302*

-1.326

-1.401

*

p<.05

3.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와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이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와 후회 사건 강도, 빈도와의 상
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생 시기의 전
반적 후회와 -.42(p<.0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주관적 안녕은 대학생 시기의 전
반적 후회와-.40(p<.05), 후회 사건 강도와 -.14(p<.05), 후회 사건 빈도와 -.16(p<.0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5>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및 기초통계량
대학
생활
적응
대학 생활 적응

1

주관적 안녕

.385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주관적
안녕

*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후회
사건
강도

후회
사건
빈도

1
*

-.428

-.407*
*

1

후회 사건 강도

.037

-.143

.289*

1

후회 사건 빈도

-.053

-.167*

.428*

.756*

1
*

p<.05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이 후회 사건의 빈도, 강도 및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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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으로 후회 사건의 빈도, 강도, 대학생 시기의 후회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
(stepwise)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식 각각,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
성을 진단하기 위해 VIF 값과 공차(tolerance)를 살펴본 결과 모두 1.0에 가까운 값들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
며,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 생활 적응은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R 값이 .212(F(1,256)=17.325, p<.05)로서 회귀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의 후회(B=-1.138, t=-6.92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적응의 21%가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의
해 설명되고 있으며, β값이 -.49(p<.05)로 대학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
다. 또한 부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대학생 시기 동안 전반적으로 후회가 많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도가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2

주관적 안녕은 표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R 값이 .168(F(1,256)=13.023, p<.05)로서 회귀식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생활 전반적 후회(B=-.664, t=-5.69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의 16%가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β값이 -.41(p<.05)로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
다. 또한 부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대학생 시기에 전반적으로 후회가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후회 사건의 빈도와 강도, 대학생 시기의 후회가 대학 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대학
적응

주관적
안녕

독립변인

△R2

(상수)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212

(상수)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

.168

비표준화계수

B

SE

77.832

3.758

-1.138

.164

32.514

2.669

-.664

.117

β

t

F

R2

17.325*

.212

13.023*

.168

*

20.710
-.490

-6.923*
*

12.182
-.414

*

-5.694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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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선택했던 행동과 현재와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나타났을 결과들을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비교 과정 후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적 상황이 가능했
을 것이라는 사고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후회를 하게 된다.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의 행복과 대학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달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대학생들이 대학생 시기 동안 어떤 후회를 하며 그러한 후회
가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대학생 시기 동안 후회하는 영역은 학업, 대인관계, 학교 활동, 여가 활동,
전공 및 진로, 자기 계발, 시간 관리, 금전 관리, 건강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 입학하
면 학점 이수, 시간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 잠재적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다(Coffman & Gilligan, 2002)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관
한 후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 동안 학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Roesed와 Summerville(2005)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영역이 교육
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정영숙(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삶의 전반에 대한
후회 중 인간관계와 학업과 관련된 후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 특히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행했거나 행하지 않은 일들 중에서 학업, 학교 생활, 전공
등 학생 본연의 의무에 기반한 일들에 관해 많은 후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에
게 졸업 후 취업이 당면 과제로 인식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재학 중 학점 관리와 전공 및
어학 공부가 중요해지고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후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 다음으로 대인관계에 관한 후회가 많았는데,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다. 이는 인간관계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이며(Emmons, 1999), 삶을 의미있게 하는 원천 중 가장 압도적인 원천이라는 주장
(Ebersole, 1998)에 근거해 볼 때,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와 기존의 후회 영역 관련 연구들을 비교한 결과, 국내 연구의 경우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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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여성, 노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에 관한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
궁재은, 허태균, 2009; 한미영, 김재휘, 안서원, 2010, 주미정, 정영숙, 2009), 대학 재학 기간으로
한정해 후회를 분석한 본 연구 역시 학업에 관한 후회가 가장 많았다. 이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Roese & Summerville, 2005)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주로 학업, 교육과 관련된 후회가 많았지만 미국 대학생의 경우는 애정, 친구에 관한
후회가 학업에 관한 후회보다 많았다.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는 이를 한국 사회의 입시 경쟁
및 교육열 현상과 같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대학생들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입시와 관련하여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이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하
지 못한 것 등이 큰 후회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 재학 기간으로 한정했을 때도
역시 대학생들은 학업에 관한 후회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력 중시 성향과 최근의 청년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학
기간 중 학점을 잘 받아야 하고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학업에 관한 후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다.
셋째,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중 관계적 영역 보다 개인적 영역의 후회를 더 많이 했으며,
행위에 관한 후회 보다 무행위에 관한 후회를 더 많이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 개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회가 발생한 시점
과 현재와의 시간 차이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행한 것으로 인한 후회
가 더 많은 반면에(Kahneman & Tversky, 1982; Landmanm, 1987), 시간 간격이 길어지면 행하
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Gilovich & Medvec, 1995;
Zeelenberg, Pligt, & Manstead, 1998)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이나 관
계적 후회 모두에서 행위보다 무행위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가 대학생
입학 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을 고려 할 때, 대학생들이 지난 과거의
3, 4년을 돌이켜 보고 후회의 사건이나 행동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의 연구에서 관계적 영역에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나타난 결
과 즉, 대학생들이 인간관계에서는 행위 후회를 주로 했고, 학업이나 경력에 관해서는 무행위
후회를 주로 했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의 연구가 대학생의
전체 삶을 대상으로 후회를 조사했기 때문에 사춘기나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구를
실망시켰던 일들이 포함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생 시기의 후회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후회의 영역과 빈도에 있어서
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에 있어서만 여학생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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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간 후회 내용의 질적 차이는 없으며, 양적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학생들의 경우 군 입대 등으로 재학 기간이 길어져
1, 2학년 재학 중 자신이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를 통해 대안적 행위를 할 기회
가 훨씬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는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이 있었으며 이는 후회 사건의 빈도 및 강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보다 상관
계수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가 특정 후회 사건 보다 대학 생활
적응 및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더 큰 부적 상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삶에 대해 전반적인 후회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낮
고 삶에 대한 전반적 정서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 결과(정영숙, 2010)와 30대
미혼여성들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 후회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정서를 더 크게
느끼는 반면, 부정 정서는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한미영 외, 2010)와 같은 맥락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후회의 빈도와 강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후회하는지 보다는 대학생
시기 동안의 전반적인 후회가 대학생의 개인이 느끼는 안녕감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해 주
는 결과이다. 또한 후회 강도나 후회빈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
회 관련 정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주미정, 정영숙, 2009)와 본 연구 결과
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후회 경험 자체보다는 후회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 경험이 개인
의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Gilovich, et al., 1998; Lecci, et al., 1994; Torges,
et al., 2005; Wrosch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은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였는데, 이는 대학
생 시기 후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 진로 등 학교 생활 관련된 것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가 대학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이숙정,
유지현, 2008)로 보건데,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후회를 많이 할수록 대학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외에 대학 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도
대학생들에게 후회로 작용할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와 관
련된 사건 및 행동은 대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후회하는 일 중 학업 영역 다음으로 많았다.
즉 학업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후회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은 역시 대학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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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에 따른 고민과 스트레스가 크고
목표로 한 만큼 학업성취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는 일종의 성공경험으로 개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학업실패는 심리적 스트레
스 및 다양한 문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7).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
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스
터디 그룹의 활성화, 학습문제에 대한 상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경험하는 후회의 내용과 지각된 기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궁재은과 허태균(2009)은 한국 대학생들은 기회가 많았다고 지각되는 인생 영역
에서 더 많은 후회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후회스러운 행동을 극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심각한 후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후회의 긍정적인 측면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Wrosch,
Bauer, & Scheier, 2005)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보건데, 대학생들이 후회하는
학업이나 대인관계 문제에 기회가 많았다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미
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Zeelenberg(1999)는 후회 경험은 후회를 교정할 수 있는 동기를 부
여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후회와 반성을 통해 향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후회가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에만 머물도록 하지 말고 후회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로서 작용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이 하는 후회의 내용과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후회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무행위에 대한 후회가 많
았다. 즉, 대학 재학 중 공부를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 등에 대해 대학생
들은 후회를 많이 하였다. Roese와 Summerville(2005)은 후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통제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실제로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큰 인생 영역에서
후회도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Zeelenberg 등(1998)은 후회를 경험하는 원인이
의사결정자에게 있으며 의사결정자의 책임 기여가 높을수록 잘못된 선택에 따른 후회도 커진다
고 하였다. 또한 Jokisaari(2003)는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그들이 후회하고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그에 대한 통제력을 낮게 보고하였고 젊은 사람들은 후회 관련 목
표나 사건을 보다 변화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로 미루어 보건데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후회가 많은 것은 이들 영역
의 문제들에 대한 실패나 부정적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후회 사건이나 행동은 추후 이를 반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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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후회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생 시기의 전반적 후회가 대학 생활 적응과 대학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다는 사실은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적응을 위해 후회를 적게 하고, 후회를 발전의 기회로 삼도
록 대학 자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Wrosch 등(2005)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부터 벗어나 미래의 새로운 목표를 갖는 것은 강한 후회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주관적 안녕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고 이전의 후회를 반
복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후배간 멘토 제도를 강화하고 학업이나 대인관
계, 이성 문제 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생적 해결
력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 성장 집단 상담(유영달 외,
2012),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정은이, 201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이은준, 김태형,
2011)등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향상 및 학습 효과를 보았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후회 내용을 반영
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향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 습관, 대인 관계 문제 해결, 이성 문제
대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집단 상담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의 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회의 내용과 양상은 개인차 변인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제약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회는 성, 인종, 계층 등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이로 인해 제약을 받는 생애 과정 및 차별에 대한 지각에 기반 할 수 있다는 연구들
(Toktas, 2002; Sheman, Pearlin, Nguyen, 2005)은 후회 관련 연구가 개인차에 관한 고려가 있어
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휴학, 남학생의 군 입대 등에 따른 재학 기간과 학년, 전공 등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대학생의 후회 양상과 내용이 아시아 지역 문화에서 독특한 양상이 있는 지 추후 연구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이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삶의 영역이 다른 것
처럼(Roese & Summerville, 2005; 남궁재은, 허태균, 2009)아시아 국가들도 각 나라의 고유한 문
화와 사회 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대학 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 그리고 대학생 후회에 대한 관
계를 살펴보았으나, 보다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된 후에 이들 변인들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구
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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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 of Regret,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for
College Students
1)
*

Jeong, Eun I

College students have various opportunities for choice but negative results from the choices
lead to regrets. These regrets are known to affect students' mental health as well as their
academic life, which requires more empirical evidences. Thus,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types of regrets that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n students' college adap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ritical type of regrets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was related to their
academic events or behaviors. Others include interpersonal relations, extracurricular activity,
self-development, major and career, health management, leisure, time management, and
money management in the order. When these regrets were analyzed by their areas, there
were more intrapersonal regrets than relational regrets and more non-behavioral regrets than
behavioral regrets. Second, overall regre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The frequency and strength of regretful events had a negative correlation
only with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from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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