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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Active procrastination was composed of outcome 

satisfaction, preference for pressure, intentional decisions to procrastinate and the ability to meet 

deadlines. We thought these factors affec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For this study, 252 adult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participated.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1.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ean of passive procrastination 

was 2.60 out of 5. Second, the mean of active procrastination was 3.03 out of 5. In terms of the ability 

to meet deadlines, (3.60) is the highest, followed by outcome satisfaction(3.01), preference for 

pressure(2.98) and intentional decisions to procrastinate(2.52). Third, the passive procrastin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β=-.615), adjusted 

R2=.376.Fourth,the influencing factor i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the ability to meet 

deadlines (β=.511), adjusted R2=.258. According to the results, passive procrastination is effective in 

decreas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while active procrastination is effective in increas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Key words: Active Procrastinati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Passive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Behavior

Ⅰ. 서론

바쁜 현 사회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은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 등을 

핑계로 수행해야 할 업무 및 과제를 미루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게

으르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1]. 6개 국가의 성

인을 상으로 한 Ferrari 등[2]의 연구에서 지연행동과 관련

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약 40%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지연행동은 학업 부진, 스트레스 유발, 후회, 절망, 불안, 우

울, 자기비난, 죄의식, 수치심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

Lay[4]는 지연행동 현상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이며 광범위

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 특성으로 여기며, 완성해

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성이라 하였으며, 

Burka[5]는 수동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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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하지 못할 것을 예상함에도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연행동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지연행동은 자기조절의 실패로 해야 할 일을 정해

진 시간 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여 목표를 손

상시키는 자기-패배적인 행동으로 단지 수동적인 의미로 정

의되어 왔다[6]. 

그러나 최근 지연행동에 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데, Chu

와 Choi[7]는 일부 지연행동의 경우 역기능적인 것만은 아니

며 지연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부적응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연행동을 

능동 지연행동이라 하는데 이는 지연행동의 기능적이고 긍정

적인 측면을 주장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능동지연행동 수준

이 높은 사람의 경우 적절한 시간조절 방법으로 그들의 결정

을 행하고 행동을 고의로 중단하며, 다른 중요한 과업으로 주

의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7]. 이런 의미에

서 능동 지연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시간 지각 능력, 처양

식, 학업수행에서 수동 지연 행동자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능동 지연행동의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능동 지연행동자들이 비지연행동자

와 유사한 태도, 처방식, 학업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9]. 

지연행동이 인지적, 정서적, 건강상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개

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기에[10][11], 지연행동

은 학업적, 직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영향을 끼

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은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자하는 사회적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치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12], 구강건강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하나이며, 구강건강증진행위는 이러한 구강건강을 유지

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13]. 그

러나 구강건강은 다른 질환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데 이는 구

강질환이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앓고 있는 전신질

환에 비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느끼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4]. 일반적으로 개인의 구강

건강과 구강병은 생의학적인 원인에서만이 아니라 구강건강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구강건강행위는 생물학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사회심리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15]. 그러하기

에 구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

증진행위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구강건강이 좋지 않으면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

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16].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기존연구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통, 완벽주의, 자기 효능감, 성실성, 자기조절학

습전략 등 단편적인 연구[17][18][19]가 많았으며 능동-수동 

지연행동과 구강건강증진행위간의 관련된 포괄적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동 지연행동과 능동 지

연행동의 하부요인인 결과 만족도, 긴박함에 한 선호, 의도

적 결정, 마감능력이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과의 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개개인의 행동습관

성향에 따른 차별화된 구강건강증진 실천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부산, 경남, 

울산지역 2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수동・능동 지연행동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조사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

성하게 하였다.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252부를 회

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동지연행

동, 능동지연행동 및 구강건강증진행위에 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상자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설문내용은 수동지연행동 20문항, 능동지연행동 

16문항, 구강건강증진행위 1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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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주관적 경제상태, 직업, 음주상태, 흡연상태, 운동

량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동 지연행동 척도

연구 상자의 수동지연행동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Lay[4]의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를 임성문

[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식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문항은 역채점 문항(3, 4, 6, 8, 11, 13, 14, 15, 18, 20)

이다. 본 연구에서 수동지연행동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94이었으며 선

행 연구인 임성문의 연구[3]에서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3) 능동 지연행동 척도

Chu와 Choi[7]의 능동 지연 척도(Active procrastination 

Scale :APS)는 앞서 거론된 지연행동에 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수동 지연행동 집단으로 부터 능동 지연행동 집단

을 구별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식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능동적 지연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12문항은 역채점(1, 2, 3, 4, 5, 6, 7, 8, 13, 14, 15, 16)

문항이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이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과 만족도(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는 능

력), 긴박함에 한 선호(시간적 압력에 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능력), 의도적 결정(지연행동에 한 인지적 기제를 나

타내는 능력), 마지막으로 마감 능력(마감시간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행동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동지연행동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80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결과만족도 

.80, 긴박감에 한 선호 .83, 의도적 결정 .84, 마감시간을 맞

추는 능력 .87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증진 행위 척도

연구 상자의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김정술과 이병호[20]가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식의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

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한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89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

으며,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에 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으로 구하였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 습관에 따른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

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는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erson’s의 상관계수와 선

형회귀분석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자 

57.5%, 여자 42.5%, 연령 분류는 20  27.8%, 30  23.0%, 

40  26.2%, 50  이상 23.0% 이다. 학력분포는 고등학교 졸

업이하 39.3%, 전문  졸업 21.8%, 4년제 학 졸업 32.1%, 

학원 졸업 6.8% 이다. 결혼여부 기혼 59.5%, 미혼 40.5% 

이고,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상 6.4%, 중 71.8% 하 21.8%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145 57.5

Female 107 42.5

Age

20-29 70 27.8

30-39 58 23.0

40-49 66 26.2

over 50 58 23.0

Education

High school 99 39.3

College 55 21.8

University 81 32.1

Graduate school 17 6.8

Married status
Married 150 59.5

Single 102 40.5

Economic Situation

High 16 6.4

181 71.8Middle

55 21.8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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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 척도

연구 상자의 수동지연행동은 2.60로 나타났고, 능동지연

행동은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결과만족도 3.01, 긴박감에 한 선호도 2.98, 의도적 

결정 2.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증진행위는 2.87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tive Procrastination 

and Passive Procrastination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동지연행동, 능동지연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정도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수동지연행동, 능

동지연행동,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수동지연행동에서의 결혼여부 조사에서는 미혼 2.74, 

기혼 2.50 으로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났다. 능동지연행동의 하

부영역 중 결과만족도는 학력별 조사의 경우 4년제 학 졸

업이 3.19,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01, 학원 졸업 2.96, 전문

 졸업이 2.75 순으로 나타났다. 긴박함에 한 선호영역에

서의 연령별 조사에서는 30 가 3.18 으로 가장 높았으며 40

 3.13, 50  이상 2.92, 20  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 조사에서는 기혼이 3.09로 미혼 2.84로 나타났다. 마감

시간을 맞추는 능력에서의 연령별 조사에서는 40  3.79, 30

 3.68, 50  이상 3.57, 20  3.37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별 

조사의 경우 4년제 학 졸업이 3.81,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54, 학원 졸업이 3.49, 전문  졸업이 3.4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 조사에서는 기혼이 3.69, 미혼 3.46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ies Mean±SD

Passive Procrastination 2.60±.76

Active Procrastination

Outcome Satisfaction 3.01±.83

Preference for Pressure 2.98±.89

Intentional Decisions to Procrastinate 2.52±.84

The Ability to Meet Deadlines 3.60±.85

Total 3.03±.61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2.87±.77

<Table 3> Difference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tive Procrastination and Passive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assive 

Procrastination

Active Procrastination

Outcome

Satisfaction

Preference for

Pressure

Intentional Decisions 

to Procrastinate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2.64±.76

2.55±.77

0.903

(0.367)

2.99±.80

3.04±.86

0.447

(0.656)

2.96±.89

3.02±.90

-0.530

(0.597)

2.53±.83

2.50±.86

0.347

(0.729)

Age

20-29

30-39

40-49

50-

2.73±.77

2.55±.73

2.49±.57

2.62±.94

1.168

(0.322)

2.93±.83

3.11±.86

3.16±.72

2.82±.87

2.249

(0.083)

2.74±.90

3.18±.91

3.13±.76

2.92±.94

3.511

(0.016
*
)

2.65±.79

2.65±.83

2.33±.81

2.43±.93

2.421

(0.067)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64±.83

2.71±.89

2.47±.61

2.64±.44

1.302

(0.274)

3.01±.88

2.75±.85

3.19±.75

2.96±.60

3.203

(0.024
*
)

2.90±.94

2.80±.96

3.19±.80

3.04±.55

2.621

(0.051)

2.48±.90

2.47±.76

2.62±.86

2.40±.76

0.607

(0.611)

Married 

status

Married

Single

2.50±.75

2.74±.75

-2.455

(0.015
*
)

3.02±.79

2.99±.89

0.319

(0.750)

3.09±.85

2.84±.93

2.161

(0.032
*
)

2.49±.90

2.56±.76

-0.650

(0.516)

Economic 

Situation

High

Middle

Low

2.57±.74

2.59±.77

2.66±.74

0.218

(0.804)

3.13±.71

2.99±.83

3.04±.85

0.258

(0.773)

3.03±.89

2.98±.89

2.98±.90

0.024

(0.976)

2.41±.89

2.49±.83

2.63±.88

0.677

(0.509)

Total 2.60±.76 3.01±.83 2.98±.89 2.52±.84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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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증진행위에서의 결혼여부 조사에서는 기혼 2.97, 

미혼 2.73 으로 기혼이 더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 

조사에서는 상 3.37, 중 2.86, 하 2.76 순으로 나타났다. 

4. 수동 지연행동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수동지연행동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수동지연행동을 독립변수로, 구강건강증진행위

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건강증

진행위에 수동지연행동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37.6%로 설명한다<Table 4>. 

<Table 4> Effect of Passive Procrastination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Variables SE β t(p)

Passive Procrastination -.625 -.615 -12.335(.000)

R2=.378, Adj R2=.376, F=152.151, p<0.001

5. 능동 지연행동 요인들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능동지연행동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 한 결과를 보

기 위해 독립변수를 능동지연행동 요인들로 하고 종속변수를 

구강건강증진행위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이 유의하다는 결과

가 나왔으며 25.8%로 설명한다<Table 5>. 결과만족도, 긴박

함에 한 선호, 의도적 결정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Effect of Active Procrastination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Variables SE β t(p)

The Ability 

to Meet Deadlines
.464 .511 9.390(.000)

R2=.261, Adj R2=.258, F=88.176, p<0.001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성인을 상으로 수동

⋅능동 지연행동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지연행동 유형에 따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개개인의 행동습관성향에 따른 적

절한 구강건강증진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수동지연행동의 조사에서 결혼여부 중 미혼 

2.74, 기혼 2.50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동지연

행동은 아침에 곧장 일어나지 못하고, 전화 요청을 받으면 응

답이 늦으며, 종종 다른 일을 하느라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하

는 등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으로, 이러한 수동지연행동이 미

혼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배우자나 아이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책임감과 가족의 부양에 한 부담감의 정도

가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능동지연행동의 조사에서 결과만족도는 4년제 학 졸업

자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능동지연행동은 마감시간

에 임박 시 일의 효율이 상승하고,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곧 잘해내며 마지막까지 미뤘던 일에 해 만족스러운 결과

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4년제 학 졸업자의 경

우 학시절 전공 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까지 이수하며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긴박함에 한 선호에서는 30 가 가장 높게, 20 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30 의 경우 개 안정적인 직장과 가

정으로 삶의 여유를 즐기는데 비해 20 는 학업⋅취업 스트

레스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메마른 삶속에서 긴박함을 즐

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긴박함에 한 선호도가 20 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 기혼 3.09, 미혼 2.84로 기

혼자가 긴박함에 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는데, 기혼자가 미

혼자에 비해 체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을 선

호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의 경우 40 가 가장 높게, 20 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 가 연장자에 비해 다방면에

서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 시간 활용을 제 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4년제 학교 졸업자가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만족도에서와 

같이 4년제 학교 졸업자가 시간 활용 능력 면에서 뛰어나

며, 마감시간 내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

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혼을 하면 각종 세금납부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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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에 한 책임이 미혼자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조사에서 결혼여부 중 기혼 2.97, 미

혼 2.73으로 기혼이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증진행

위의 요인으로 올바른 잇솔질, 구강보조용품사용, 정기적인 

치과검진, 식이습관, 전신상태의 관리가 있는데 기혼자는 배

우자의 영향으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전신관리 상

태나 식이습관의 균형이 미혼자보다 고루 잡혀있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주관적 경제

상태 관계에서는 경제 상태와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도가 비

례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치과방문에 

부담이 적어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구강⋅
전신건강관리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실천도가 높게 나타

난다고 생각된다.

수동 지연행동의 경우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수동 지연행동의 전체변량 중 37.6%를 유

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동 지연 행동자는 주관적 불편감

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하지 않

을 경우 치아우식, 치주질환 등 구강병에 이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미루는 것

으로 사료된다. 수동 지연행동의 선행연구[1,8,9,21]에서 수동 

지연행동이 부정적인 심리 특성요인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

낸다는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이 수동지연행동의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실천도가 낮아진다고 생각된

다. 향후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

동지연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인별 심리학적 특성

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능동 지연행동의 경우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능동 지연행동의 하위요인인 결과만

족도, 긴박함에 한 선호, 의도적 결정,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 중 본 연구에서는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에서만 25.8%

를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

을 가진 사람은 일을 마지막에 시작하지만 항상 제시간에 마

무리 지을 수 있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잘 달성하며 어떤 일

을 한번 시작하면 끝맺음을 확실히 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

다. 하주희[21]의 선행연구에서는 능동지연행동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자신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능

동지연행동을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

지고 있고 자신감 수준 또한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완벽

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매

사에 깔끔하게 정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성향이 구강건강증

진행위 실천까지 연장선 상에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김

정술과 이병호[20]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있고 활기차고 매사

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

으로 보여 진다는 결과를 토 로 자신감의 수준과 정적관계

인 능동지연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

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동지연행

동의 빈도감소, 능동 지연행동의 하위요인인 마감시간을 맞

추는 능력의 증 와 관련성이 있음을 규명한 이번 연구가, 향

후 차별화된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도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성인을 상으로 실

시하였는데 이는 직업, 학력,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넓은 

범위의 연령 의 다양한 응답과 높은 설문 응답률을 얻기 위

함이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에서 설문을 실시하였기에 표본

의 표성에 문제가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자기 자신의 행동 등을 스스로 모니터하여 답

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 방식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

이 개입되어 자기보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존

재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답

을 할 수 있다. 또 응답한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실제로 실천하

고 있는지와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동, 능동 지연행동의 정도

를 각자의 잣 로 판단 할 때도 주관적인 시선의 차이가 존

재할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절 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직

접적인 행동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입증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능동지연행동의 하위요인 중 마

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에서만 유의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은 표본의 양,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문

항의 잘못된 해석 등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나머지 결과만

족도, 긴박함에 한 선호, 의도적 결정 요인에 한 추후 다

양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능동-수동 지연행

동과 구강건강증진행위간의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수동 지연

행동의 심리학적 특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 

실천도가 낮아지고, 능동지연행동은 그 반 의 결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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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수동 지연행동을 완화하고 마감시간을 맞추는 능력을 증 시

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실천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새로

운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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