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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 학업지연행동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90명(남 : 98명, 여 : 92명)
을 대상으로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우울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학업적 지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자기
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력
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지연행동
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개입을 우
선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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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연행동(procrastination)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
다. 일부학자들은(Burka & Yuen, 1983; Ellis & Knaus, 1977; Solomon & Rothblum,
1984) 지연행동을 ‘주관적인 불편감을 겪으면서까지 불필요하게 과제를 미루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고 일부학자들(Ferrari, 1995; Lay, 1986) 모든 지연행동이 주관적인 불편함을 동반하
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인 불편함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하여 논란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Lay(1986)가 정의한 ‘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으로 지연행동을 정의하기도 한다(김광숙, 김정희, 2007). 학
업지연행동이란 학업과 관련된 과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로(김광숙, 김정희, 2007;
Solomon & Rothblum, 1984) 특히 대학생의 경우 지연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며(한영숙, 김
선욱, 2012) 국내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약 30~70% 정도가 과제 혹은 시험공부, 교재 읽기
등의 영역에서 지연경향성을 보이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승호,
서은희, 2005).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개인 내 외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물질주의와 인간관계를 경시하는 현상을 고질적인 문제로 가지
고 있는데(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Diener, Suh, Kim, Biswas-Diener & Tay, 2010),
이는 한국사회가 다른 사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이 행복과 우울 정도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정상목, 이동귀, 2013)
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취지향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는 특히 취업을 앞둔 대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고 개인은 높은 이상적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에 부응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Higgins(1987)가 제안한 자기불일치 이론에서 자기불일치
가 큰 학생들은 회피대처(Escape-Avoidance)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on &
Lau, 1999). 이에 학업지연행동 또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회피대처의 한 방식으로서
(Milgram, Mey-Tal & Levision, 1998; 최지연, 2001 재인용) 자기불일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가정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지연행동 관련 선행연구 중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변인들로는 평가
불안(Haycock, McCarthy; Skay, 1998; 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완벽주
의(이미라, 2004; 한영숙, 김선욱, 2012; Frost & Marten, 1990; Hewitt & Flett, 1991), 실
패에 대한 두려움(배대식, 2009; 이종민, 2011; Solomon & Rothblum, 1984), 자존감의 보
호(박보람, 2012; 오지은, 2010), 통제소재(김미령, 2008), 자기효능감(최지연, 2001; Van
Eerde, 2003) 등이 있다. 즉,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 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다
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성취해내야 할 외부적 요구가 증가되
고 있으며(신을진, 고진경, 2012), 증가된 외부적 요구와 함께 개인은 높은 이상적 기준을 세
우게 되고 이는 목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실패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회
피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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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cCown과 Roberts(1994)가 18세에서 77세에 이르는 성인의 지연행동을 조사한 결
과, 20대가 보고한 지연행동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지연
행동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에게 학업지연행동 문제가 더 중요
하며 연구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만성적 학업지연행동은 주로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로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목적으로 지연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변인 탐색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고 실제로 다수 연구
들이 이에 집중되어 있다(강혜자, 2011). 또한 학업지연행동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
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Solomon & Rothblum, 1984),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
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목적으로 행
동, 인지, 정서적 측면에서의 변인을 설정하여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을 일으키는 행동적 영역의 변인으로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설정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나 변
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충동을 억제,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 사고, 그리고 정서를 변경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을 행사하는 자기통제의 과정은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 행동
의 형태를 수정하거나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의식적이고 적극적
인 노력과 관련이 된다(한호성, 2007;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더 성공적으로 자기조절
을 하는 경향이 있다(Finkel & Campbell, 2001; Gailliot, Schmeichel, & Baumeister,
2006;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또한 Tangney와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
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등 그들의 인생에서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남용, 폭력, 학업에서의 실패, 알코올중독, 폭식행동 등은 자기통제력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안하기도 한다(Baumeister, 2002). 이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성공적이고 적응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언급되지만, 그 연구대상이 아동(Finkenauer
et al., 2005), 또는 학령기 청소년(문진희, 2007)으로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을
보호요인으로 본 국내의 연구 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김진희, 2012).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자기통제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것은 학업적 지연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에 자기통제력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됨으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기통제력과 학업지연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는 목표나 주어진 과제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며, 실패나
좌절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제 지속성과 과제 수행에 대한 계획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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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다른 활동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과제를 미루는 경향
이 있다(김미령, 2008; Ellis & Knaus, 1977; Ferrari, 1995). 김현정(2003)은 충동성과 학업
지연행동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자기통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통제력 상실, 즉 충동성을
들 수 있으며 충동성과 학업지연행동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한영숙과 김선욱
(2012)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업지연행동을 덜
보일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학업지연행동과 강하게 관련
되어있고(Ferrari, 1995) 자기통제력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적으로 관련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두 번째 변인은 인지적 영역의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선택과 그 행
동을 끝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고형태와 정서반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Bandura, Hardy & Howells,
1980; Bandura & Schunk, 1981).
환경적 정보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해 처
리되고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적 매개과정인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의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의 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 등과 관련되며 개인의 내적
인 대처자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77). 즉, 개인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 강한 자기효능감이 있다면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긍정
적으로 충분히 잘 대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이 밝혀졌고(Eccles & Wigfield, 2002; Stajkovic
& Luthans, 1998),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
은 불안감이 지연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높은 수행에 그들의 자존감의 기반
을 두는 개인들은 지연행동이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한다. 그래서 능력이
그들의 실제 실행될 능력보다 더 괜찮다는 믿음을 유지시킨다(Haycock et al., 1998).
Tuckman(1991), Tuckman과 Sexton(1991)에서 자기효능감은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
을 보이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는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
의,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
능감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황임숙(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행동,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력하게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지연행동의 원인변인 중 자기효능감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
특성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질적 개입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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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인의 수준을 낮추려면 개입에 어려움이 많지만(황임숙, 2008), 자기가 가진 유용한 자
원을 알아차리고 이를 통해 더욱 힘을 얻도록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자기효능감을 더
욱 키워주는 쪽의 접근은 유용할 뿐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정서영역의 변인은 우울(depression)이다. 우
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서로서 근심, 침
울한 감정, 무력감,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의미한다(Battle,1978). Beck(1967)의
이론에 따르면 우울은 자신의 경험을 잘못 지각하여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이어져 자신을 가치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다. 노명
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2006)에 따르면 대학생의 주요우울장애 1년 유병
률이 남학생 4.2%, 여학생 9.5%로 나타났으며, 경도 우울장애까지 포함하였을 때 우울장애
의 1년 유병률이 남학생 19.3%, 여학생 32.0%로 나타나 우울이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적응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들(권정혜, 유성은, 1997; 김현정, 손정락, 2006; 예미숙,
오경자, 2012; 장애경, 이지연, 2010; 조한익, 2011; 하정희, 2012)에서 완벽주의, 대처방식,
부정적 정서, 불안, 경험회피,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Burns(1980)는 우울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파괴적인 측면 중 하나가 우울한 사람들
의 의지력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과제 수행에 대한
의미부여나 동기유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학업적 지연행동을 가중시킬 수 있
다(곽유미, 2010; 양병한, 2004).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과 학업적 지연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
관이 보고 되었고(곽유미, 2010; 김광숙, 김정희, 2007; 송윤희, 2012; Steel, 2007), 인지적 왜
곡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학업적 지연행
동을 많이 할 것으로 추측된다(홍승일, 현명호, 2005). 따라서 우울은 학업적 지연행동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학업적 지연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변인으로서 역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변인을 행동적, 인지
적, 정서적 영역 별로 각각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통제력(김미령,
2008; 김현정, 2003; Ellis & Knaus, 1977; Ferrari et al., 1992), 자기효능감(김광숙, 김정희,
2007; 김현정, 2003; 임성문, 2006; 최지연, 2001; Haycock et al., 1998), 우울(곽유미, 2010;
김광숙, 김정희, 2007; 송윤희, 2012; Steel, 2007)은 각각 학업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
인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나 이 변인들이 동시에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 세 변인들이 특히 학업 및 스펙준비 등으로
일상을 바쁘게 보내는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실제에서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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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연행동으로 인한 부적응을 보이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지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
학생이 98명(51.6%), 여학생 92명(48.4%)이었고 학년별로 1학년 38명(20.3%) 21명(11.2%),
33명(17.2%), 4학년 95명(50.8%)이 연구에 참여했다. 나이는 19세에서 33세의 범위로 평균
23세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학업지연행동 척도
학업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는 Aitken(1982)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박재우 (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만성화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지연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5이다.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Scale)는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가 개발한 척
도를 한호성(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36개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24개의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제작하고 서은희(2006)의 연구에서 사용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리커트 척도이고 1점(매우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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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된 21문항 4점 리커트 척도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
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항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연구 참가자의 경험에 적
합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89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및 상관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였다. 연구
는 첫째, 지연행동, 우울,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 둘째, 각 변인간 상관
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셋째,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 간의 관계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표 1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
연행동과 자기통제력(r = -.547, p < .01), 자기효능감(r = -.685, p < .01)은 유의미한 부적상관
이, 우울(r = .314,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자기효능
감(r = .65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우울(r = -.545, p < .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우울(r = -.421, p < .01)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1>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 간의 상관 (N = 190)
학업지연행동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547**

자기효능감

-.685**

.651**

우울

.314**

-.54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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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력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학업지연행동 총점을 사용하였고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공차한계 값(Torlerance)과 분산팽창요인(VIF)값을 확인함으로써 예언변인들 사이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살
펴보면, 공차한계 값은 모두 .3이하가 아니었고, VIF값은 10보다 매우 작은 1과 2사이의 범
위 값을 나타내는 바, 예언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낮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최옥현, 김봉환, 2007).
<표 2>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B

독립변인

(상수)

SE

β

t

Torlerance

VIF

103.218

6.808

자기통제력

-.330

.040

-.575

-8.311***

.569

1.756

자기효능감

-.156

.062

-.190

-2.534*

.487

2.055

우울

-.042

.085

-.031

-.492

.696

1.437

R²

15.170***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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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적 지연행동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에 의해 예측 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입력법(Enter)으로 표준회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학업적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510) = 59.721, p < .001). 또한 R²값은
.488로서 학업적 지연행동의 전체변량 가운데 4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
립변인 가운데 자기통제력(β = -.575, t = -8.311, p<.001)은 학업적 지연행동에 가장 많은 예
측력을 보였고, 자기효능감(β = -.190, t = -2.534, p < .05)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β = -.042, t = -.492 p > .05)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우울을
설정하고 상관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지
연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상담개입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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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업지연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적 학업지연행동이 우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곽
유미, 2010)와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미령, 2008; 최
지연, 2001; Ferrari, Parker, Ware, 1992; Haycook, McCarthy, Skay, 1998; Klassen,
Krawchuk & Rajani, 2008; Klassen, Ang, Chong, Krawchuk, Huan, Wong & Yeo,
2013; Solomon & Rothblum, 1984; Tan, Ang, Klassen, Yeo, Wong, Huan & Chong,
2008; Tuckman, 1991; Tuckman & Sexton, 1991)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학업을 지연하려
는 자발적인 의도 없이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한 수행계획 및 실행의 실패로 인해 종종 과업
을 늦게 마무리 하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은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압력을 느끼고, 만족스
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비판하게 된다(Ferrari, Parker & Ware, 1992).
또한 학업적 지연행동은 자기 패배적이고 목표를 손상시키는 면이 있으며(Burka & Yuen,
1983), 중요한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열중함으로써 성공을 방해하는 위함한 습관
(Douglass, 1978)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취지향적 현대사회에서 지연행동은 성취를 방해
하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학업
적 지연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혹은 개인상담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학업적 지연행동에 대한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한 결
과, 학업적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은 학업적 지연행동의 전체변량 가운데 48%가 설명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 가운데 행동적 영역의 자기통제력은 학업적 지연행동
에 가장 많은 예측력을 보였고,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
서적 영역의 우울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
인 결과는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실패공포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자기효능감
과 충동성의 설명력이 높게 나온 결과와 전미현(201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실성, 자기효
능감 중 행동적 요인으로 설정한 성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들에 더 쉽게 유혹된
다. 즉 공부 외에 다양한 활동에 대해 분명한 선호를 보이는 것이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
의 특징이다(Silver & Sabini, 1981). 따라서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통제하고 공부를 하
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일을 사려깊게 계획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즉각적 요구
를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과 관련된다고 한 Dewitte와 Schouwenburg (2002)의 연구를 지지
하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자기통제력과 함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임성문(2006)과 황임숙(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Haycock등 (1998)은 학
업적 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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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 강한 자기효능감이 있다면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업지연
행동을 보이는 경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우울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울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곽유미(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여 자기효능감만이 학업적 지연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양병한(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상관을 나타
내었으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 동시에 우울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울과 같은 정서변인들보다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우울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여 상담개입
시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
인을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그것이 기여하는 정도와 상담 개입 시 자
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자기
통제력의 발달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충동과 만족을 억제하는 능력, 상황에 맞게 적
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 좌절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송명자, 1995)
등의 행동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집단상담은 과정적 측면에서 상담자 및 집단구성원의 행동
을 관찰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말하거나 끼여들지 않으면
서 충동을 억제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학습함으
로써 자기통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집단 구성
원들은 자기통제력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고, 논박을 통
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활동이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김선명, 2010)를 통해 자기통
제력과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본인의 미루는 행동에 대한 변명들, 미
루는 습관의 원인이 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들에 관한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여 학업적 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
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경험이 많을 때, 노력을 통해 실패를 극
복할 때, 모델의 행동이 성공하는 것을 관찰할 때,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 자기효능감은 향상된
다. 자기효능감 또한 집단상담의 과정적 측면에서 큰 목표 대신 작은 목표를 통해 성취경험
을 쌓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등의 간접 경험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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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이는 모델링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과제에 대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언어적 설득 혹은 격려를 받는다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노력하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상담 장면에 나타난 자발적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지
지를 얻으려는 의식적 노력을 한다고 가정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사건자체가 심리적인 기능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며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얻어 스트레스 상황
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Billing & Moos, 1981, 최해연,
2013 재인용). 따라서 상담개입 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격려와 지지
를 하여 학업적 장면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해 모집된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및 나이가 한정되어 있다는데 제
한점이 있다.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서도 부적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되기 위해서
는 후속 연구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학업
지연행동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김환, 1999)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
는 우울이 자기존중감(최희철, 2011), 자기효능감(Stewart, Kennard, Lee, Hughes, Mayes,
Emslie & Lewinsohn, 2004)과 상호 순환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만으로 우울과 학업지연간의 관계를 단정 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적 변인들의 순환적 관련성을 염두에 둔 연구 설계를 통하여 그 결과를 살
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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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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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investigation, 190 college students who are in
Busa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procrastination,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dep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self-control, self-efficacy, depression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rocrastination. Also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showed the significant impacts on procrastinatio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trol, self-efficac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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