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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영(공주대학교)**, 어윤경(공주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습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완
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12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한 달 동안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3.0과 SPSS Macro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지향 완
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 몰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검증되었
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지향 완벽
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별매개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한 다중매개모델을 검증한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몰입의 관계에서 학업몰입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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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학생에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
기로 장래 사회인으로서의 편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학업적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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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특히 현재 대학생들은 기성세대들에 비해 학력이나 역량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거나
그 지위에 도달하는 것마저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들은 대인관계, 이성관
계 및 진로와 취업, 발표 등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가희, 송원영, 2016) 이는 대학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주호소 문제이기도 하다(금명자, 남향자, 2010). 최근 취업난이 점차 가중되고 불확실
성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에게 학업성과가 향후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고
몰두하며 학습과정 그 자체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무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의미에서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
임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 몰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는 대학생들이 가진 학업관련 동기나 성향 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들에 대한 고
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 내적
특성인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부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스로 조절이 용이한 개인 내
적 특성의 변화를 유도함으로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적으로 몰입하여 앎에 대한 욕구
를 향상시키고 학문하는 즐거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업몰입(learning flow)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습활동에 완전
히 빠져들어 몰두한 상태이다(Steel & Fullagar, 2009). 즉,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결
과를 위해 학습자가 하는 노력의 질,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학습자의 집중, 흥미의 강
도 등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몰입은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출되는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최근 들어 학업몰입이 연구자
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컨대 학업몰입은 몰입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어 내
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높은 학업 성취로 연결될 수 있다(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공동체 학습에서 학습자가 완전히 빠져든 몰입상태로 학습한다면 학습에 집중
한 만큼 학습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장은정, 2002). 또한, 몰입경험은 학습시간의 단
축 및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 등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은주, 2001).
이처럼 학습자의 몰입 정도는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쏟는 에너지와 노력의 강도에
서 개인차를 야기하며, 이러한 차이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에 몰입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처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통한
하나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불확
실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선택이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수
록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편함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이아라, 이주영, 2015). 이처럼,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수준에서 지각, 해석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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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IU)이라 한다(Dugas et al., 2004). IU가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이
나 정보를 위협적인 것으로 편향된 해석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
할 경우에는 매우 당황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한다(Freeston
et al., 1994). 또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며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사건들을 회피하려 한다(Buhr & Dugas, 2002). 따라서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을 감소시키며
(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걱정을 증가시키고(김지혜, 현명호, 2011) 타인
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 경향성을 높여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크게 지각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김나래, 이기학, 2012)등 스트레스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익, 정미영, 2009).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
게 되고(Bredemeier & Berenbaum, 2008) 불확실한 상황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여긴다(Freestom et al., 1994). 국내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직
무스트레스(김지윤, 2014), 생활스트레스(송미경, 2016), 그리고 진로스트레스(김현숙,
2014)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은 사회인으로의 편입을 위해 더욱 완벽
한 스펙을 가지려고 몰두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완벽주의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
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Frost et al, 1990)으로 상담이나 심
리치료 장면에서 임상가들이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에 주목하면서부터 심리학 분
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왔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완벽주의에 대한 임상
적 관찰과 수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단일차원의 특성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개념과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 중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Hewitt와 Flett(1991a) 모델이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고 스
스로의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며 비판하는 성향을 말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
(other-oriented perfectionism)는 주변의 중요 타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그 기
준이 충족되기를 기대하며 다른 사람의 행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사
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란 중요 타인이 자기에게 높은 기
준을 부과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자신을 수용해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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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경우 타인에 대한 비난, 적대감으로 인해 부적응적 개념으로 알려졌으나
(Hewit & Flett, 1993) 우울, 주관적 안녕감 등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서 서
로 불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 그 속성이 명료하지 않다(문경, 1998; 김현정, 손경락,
2006; 허현정, 한종철, 2004)고 보고하는 등 많은 연구에서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특히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가진 상
반된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정적 신념이나
성취관련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할 때 자신에 대한 통제, 삶의 만족이나 몰입 등과 관
련되는 적응적 요소임을 보였다(김현정, 손경락, 2006; 허현정, 한종철, 2004; Hewitt
& Flett, 1991).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존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몰입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타나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Saboonchi, & Lundh, 2003). 이승희(1999)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
성향은 내외동기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높
여줌으로써 능력의 신장이나 능력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
한다고 보았다. 학업장면에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의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자기지향적 완벽성향은 학업적응에 도움을 주는 완벽성향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또 최선자(2003)는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을 격려하고 증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 성향은 의미 있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타인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
를 부과하여 강요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정윤주(2012)은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취동기가 높고
노력의 결과에 따른 타인의 인정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중요시하여 자아존중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미화, 류진혜(2002)은 성취동기가 자기지향적
완벽성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완벽주의 성향은 그것이 스스로 부여한 것이든 사회적으로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든 수행과 평가의 결과와 관련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에 완벽주의 성향의 연구는
평가에 대한 염려와 관련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평가염려 완벽주의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로 명명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란 달성하기 어
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인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잦은
실패감으로 인한 우울, 과도한 자기비난으로 인한 무가치감과 절망감, 자기 효능감으
로 인한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 부정적 평가로 인한 수치심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latt, 1995; Hamacheck, 1978). 또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실패에 대한 두려
움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과제수행의 질적인 축면에서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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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10)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의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높은 욕구가
학업에 열중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
의가 학업몰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임정섭, 201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학업 몰입에도 이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연구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학
업 영역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다(Blankstein, Dunkley, &
Wilson, 2008; Miquelon et al, 2005). 예컨대, Rice와 Mirzadeh(2000)는 학업 영역에
서의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는데, 적응적 완벽
주의는 학업적인 영역, 즉 학업성취도나 학업 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 Castro와 Rice(2003)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낮다고 보고하여 완벽주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Sahaufeli와 동료들(2002)도 학업몰입의 특성이 높은 학생이 학
업 수행이 더 우수했음을 보여주어 학업몰입이 학업수행에도 직접적인 예측변인임을
설명하였다. Rice와 Dellwo(2002)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집단은 정서적
웰빙 수준이 낮고 대학 적응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완벽주의 집단이 학업적인 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김민선 등, 2009; 표경선, 안도희, 2006). 한민희
(2010)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의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높은 욕구가 학
업에 열중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민현숙 등(2012)은 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학습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습 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학습몰입도가 높고,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학습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용정현, 2011).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완벽주의 성향은 특히 학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완벽주의와 학업몰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Zhang, Gan & Cham, 2007)에서 긍정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학업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완벽주의 특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에 몰입하는 특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 중 긍정
적 완벽주의로 알려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로 알려진 사회부과 완
벽주의에 따라 학업 몰입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차별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완벽주의
성향, 학업몰입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은 자기지향 완벽
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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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들의 학업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불안 관련 요인들에 대해 탐
색함으로써 학업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성향적 측면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변인들을 통해 대학생들이 진정한 학업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
록 돕는 상담 및 개입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는 어
떠한가?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넷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
별매개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232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
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피험자들이 포함되도록 표집하였다. 문항에 대
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피험자 20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21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들의 성별 구성은 남자 69명(32.5%), 여자
143명(67.5%)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41명(19.3%), 2학년 51명(24.1%), 3학년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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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4학년 22명(10.4%)이었다. 전공 구성은 사범교육계열이 207명(97.6%)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
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0.61세(SD=1.70)였다.
2. 측정 도구
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단축형(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IUS-12)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
는 Freeston 등(1994) 의해 프랑스 에서 개발 되었으며 이후 Buhr 등(2002)이 영문으
로 번역하여 타당화 하였다. 원래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연구들
에서 척도의 문항 간 상관이 매우 높고, 요인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Carleton, Norton과 Asmundson(2007)은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12문항을 뽑아 2요인 구조의 단축형 척도(IUS-12)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 연구
에서는 최혜경(1997)의 번안을 참고하여 수정한 IUS-12을 사용하였다. 예기불안 7문
항과 억제불안 5문항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6점
에서 72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함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구한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05였다.
나. 자기지향 완벽주의 척도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개인기준, 조직화의 6개 하위 차원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만을 측정하기 위해 실수에 대한 염려 9
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의 총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이 연구에서 구한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5였다.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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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한기연(1993)이
번안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
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3개 차원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구한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890이었다.
라. 학업 몰입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몰입 측정을 위해 김아영, 탁하얀, 김채희(2010)가 개
발하고 타당화 한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
는 동안의 몰입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전-기술의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지각 일치, 과제 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변형된 시간감각, 자기 목
적적 경험 등 9개의 요인에 각각 3-5문항씩 배당되어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구
한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5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학업 몰입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도구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 사회부과 완
벽주의 성향, 학업 몰입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개별매개효과 및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개별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이 연구
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
였다. 다음으로 자기부과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
한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2)의 Macro Model 4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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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관계 검증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6점
만점에 3.23점(SD=.72)이었고,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은 5점 만점에 3.49점(SD=.80)
이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5점 만점에 1.20점(SD=.28)이었으며, 학업 몰입은
6점 만점에 3.53점(SD=.67)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몰입(r=-.215, p<.01),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
과 학업몰입(r=-.307,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몰입
(r=.174, p<.05)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은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633,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319, p<.01), 자기지향 완벽
주의 성향(r=.40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2.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
3.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4. 학업 몰입

M
SD
*p <.05, **p <.01

1
1
.633**
.319**
-.215**
3.23
.72

2
1
.400**
-.307**
3.49
.80

3

4

1
.174*
1.20
.28

1
3.53
.67

2. 개별매개효과 검증
가.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β=.63, p<.001). 2단계에서는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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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01). 3단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29, p<.001).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투입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22→β
=-.04).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
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 내린다(Preacher & Hayes, 2004). 표 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값이 각각 -.71과
-.15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완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대한
1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
대한
2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부족
3 인내력
자기지향
완벽주의
**p <.01, ***p <.001

종속변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학업 몰입
학업 몰입

β

.63
-.22
-.04
-.29

B(SE)
t
.77(.07) 11.86***
-.49(.15) -3.20**
-.08(.19) -.41
-.53(.15) -3.35***

<표 3> 부트스트래핑 검증
종속변인: 학업 몰입
*p <.05

표준화 계수
-.41*

Boot S. E.
.14

R2

F

.40
.05

140.71***
10.21**

.10

10.96***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71
-.15

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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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β=.32, p<.001). 2단계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
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β=-.22, p<.01). 3단계에서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 p<.001).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투입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었다(β=-.22→β=-.20). 따라서 사회
부과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
의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값이 각각 .08과 .3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사
회부과 완벽주의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B(SE)
t
R2
F
대한 사회부과
1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 완벽주의
대한
2 불확실성에
인내력 부족 학업 몰입
불확실성에 대한
부족 학업 몰입
3 인내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p <.01, ***p <.001

.32 .16(.03) 4.88***
-.22 -.49(.15) -3.20**
-.20 -.68(.16) -2.38**
.27 1.24(.32) 3.93***

<표 5> 부트스트래핑 검증
종속변인: 학업 몰입
*p <.05

표준화 계수

Boot S. E.

.20*

.07

.10
.05

23.83***
10.21**

.11

13.16***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8
.36

3. 다중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완전 매개하고 사회부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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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의가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분석 방법에 따라 개별매개모형을 통합한 평행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을 SPSS Macro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평행다중매개모형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동시에 여러 개가 있는 모델을 의미한다. 그
림 2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학업 몰입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β=-.487, p<.01). 매개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
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했을 때 학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때, 자기지향 완벽주의(β
=-.754, p<.001)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β=1.657, p<.001)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 몰입을 억제(-)하는 효
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몰입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다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가진 영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값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간접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
해 검증하였다. 두 간접효과의 차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뺀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의미한다. 그 결과, 두 변인의 간접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837), 이 때 음수의 값은 사회부과 완벽주
의의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평행다중매개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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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트스트래핑 검증
B
-.578*
.259*
-.837*
-.319*

X → M₁→ Y
X → M₂→ Y
M₁- M₂
전체
*p <.05

SE
.140
.077
.169
.152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869 -.324
.133 .440
-1.185 -.524
-.632 -.037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습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완벽주의 성향을 통해 학
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
회부과 완벽주의를 구분하고 이러한 서로 차별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모두 대학
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또한 평행다중매개모형 분석 결과 두 완벽주의 성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간접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4개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학업 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r=-.215, p<.01).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학업 몰입
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r=.633, p<.01)이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319, p<.01)이 검증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능적이
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스트레스로 인식한다(Bhur & Dugas,
2002; Freeston et al., 1994)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 몰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r=-.307. p<.01)이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174, p<.05)이 나타났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
몰입에 방해를 받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 몰입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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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나 우울 성향이 높아 부정적인 측면을 입증했던 선행 연구들(문경, 1998; 모혜연,
2000)과 그 맥을 함께 한다. 이는 완벽주의자들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 기준을 중요시하나 완벽주의자들이 가지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때로는 이로 인해 걱정, 불안,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우울에 빠지며,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는 기대한 것을 해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진정
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에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증진시키고 스스로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것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 및 상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 몰입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의 특성인 실수에 대한 염려나 수행에 대한 의심을 통해 학
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측
면의 완벽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긍정적 측면의 완벽주의는 학업적인 영역, 즉 학업성
취도나 학업 적응에 있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Rice &
Mirzade(2000). 또한 Zang과 동료들(2007)은 긍정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이 높은 학생
은 자신의 학업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완벽주의 특성이 높
은 학생은 학업에 몰입하는 특성이 낮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문경(1998)과
모혜연(2000)은 자기지향 완벽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향이나 우울이 높아 부
정적인 측면을 입증하였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특히 실패의 경험과 상호
작용하여 우울을 유발하기도 한다(Hewit & Flett, 1996)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Flett와 동료들(1991)의 연구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와 상
호작용하여 대학생의 우울점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이들 연구결과들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에 대하여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
는 성향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역설적이게도 학업몰입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이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학업에는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이나 인지적 경직성을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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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학업 몰입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학업 몰입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학업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중요한 요인이며,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
서 자신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낮다면 학업에 몰입할 가능
성은 낮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높은 상
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
게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히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같은 부정적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민위, 강지현, 2015; 유성진, 권석만, 2000). 사회부과 완벽
주의는 자존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몰입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aboonchi, & Lundh,
2003), Castro와 Rice(2003)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
취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학습몰입
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용정현, 2011). 그러나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인
압력과 같은 외재적인 이유로 동기화 된다(Sheldon & Elliot, 1999)는 선행연구 결과
나 특히 Walker와 동료들(2006)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와 인지적 몰입의 관계
에서 외재적 동기 또한 인지적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외부의 기대와 타인의 인정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특징이 학업몰입을 동기화시켜 학업몰입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별매개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매개모델을 검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
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한 자
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교육성취와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기대하며 자녀의 학업에 끊임없이 간섭
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 동기는 부모-자
녀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상호의존적인 자아이해와 효의 전통 윤리, 가족주
의 등으로 인해 강한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다(봉미미 외, 2008)고 볼 수 있다. 부모
의 기대와 성취 압력은 자녀로 하여금 학습의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부담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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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며 학교폭력, 학업의 실패에 따른 자살, 가출 등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그러나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은 자녀의 성
취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학업 성과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박영신 외, 2004),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부모로부터의 성취 압력이 청소년의 성
취동기를 향상시킨다는 연구(박영신 외, 2004; 박영신 외, 2005) 결과가 있다. 또한 많
은 자녀들이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지도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라고 응답하고 여기
에 부응하지 못해 느껴지는 죄책감과 학업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박영신 외, 2004).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나 성취 압력에 부응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긍정적인 완벽주의로 알려진 자기지향 완벽주의보다 학
업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주로 부정적인 특성에 주목해왔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존
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몰입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부정
적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boonchi, & Lundh, 2003).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개인의 동기나 성취결과가 흥미나 가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인
주의 문화에 토대를 둔 서구 중심의 이론이 가정하는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현상은 개인주의 문화에 틀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틀 안에서 해석할 때, 부정적 완벽주의로 알려진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학업몰입에 적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이에 따른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
몰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 간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실제 대학
생들의 학업 몰입을 위한 개선 방안 및 교육 차원에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별 매개효과의 상대
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부정적 완벽주의로 알려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몰입을 잘 할 수 있
도록 하지만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들의 내적 요인
들만을 고려했다. 학업 몰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이나 교육관
경, 부모와의 관계, 학습관여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 변인들도 학업 몰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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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 몰
입을 저해하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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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the learning flow: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fectionism

Kim, Yi-young(Kongju National
Au, Yun-kyung(Kongju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fectionism tend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learning flow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the data and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with 212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had been
attending the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cheongnam-do. The research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Between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he learning fl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ppeared. Secondly, it appeared that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complet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learning flow. Thirdly, it appeared that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learning flow. Fourth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ultiple mediating model
of which the research model was set up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ve influences of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both variables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However,
relatively, it appeared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the tendency of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ere bigger. With such research results and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he learning flow, the implications regarding the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the learning flow were discussed.
Key words: intolerance of uncertainty, perfectionism, learning flow,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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