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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가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의 하위변인인 역기능적 불안 및 역기능적 공격성에만 부분적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의 하위변인인 역기능
적 우울, 역기능적 불안, 역기능적 공격성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경쟁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역기능적 인지 수준이 커지게 되고, 역기능적 인지 수준이 커질수록 자기결정성이 낮
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학업성취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부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특성 및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후속연구에 대
한 제언을 하였다.
« 주제어: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

I. 서 론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외적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
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지각
하기를 원한다(Deci & Ryan, 1986; Ryan, Connell, & Grolnick, 1992)고 한다. 학업에
있어서도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자율권을 갖기를 상대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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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향이 있다.
Parker(1999)는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에서 학습하는 경우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자들의 중도 이탈률이 적으며, 그러기에 학습자로 하여금 스
스로 학업을 지속해야겠다는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
다. Visor외(1995)도 자기관리야말로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학업 완성의 예보자
(predictor)라고 말했으며, Martin(1990)은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과
적인 접근방법은 자신의 학업의 방법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중도 탈락하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며 이런 점에
서 학업성취도는 학업의 지속성 여부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현(2003)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 분석을 통
해, 성인학습자들이 학점을 잘 받고 못 받고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다음 학기에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학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기 주도적이면서 자기결정성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이와
관련한 개인 성향을 탐구하고 정상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성향 중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주목되어 온 완벽주의라는 심리적 변인이 현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왜곡되
어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역기능적 인지와 함께 어떤 경로로 학습자들의 자기결
정성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나 만족도는 물론,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으나 주로 자기결정성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문태형, 2010; 배병훈, 신희천, 2009; 조한익, 권혜연, 2010)이나, 자기결정성의 매개효
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지혜, 이재신, 2009; 조한익, 이나영, 2010)이 주를 이루었
다.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원(김민
성, 신택수, 2010;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내외향적 성격특성 및 부모의 심리통
제(장경문, 2007), 자기효능감(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성격
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성향
가운데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 그리고 이들이 자기결정성과 학업성취에 이르는
과정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 및 학업성
취, 역기능적 인지와 자기결정성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살펴볼 때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는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를 통해 자기결
정성과 학업성취에 이르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적 심리특성과 자기결정이라는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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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업성취라는 산출의 각 영역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역기능적 인지가 자기결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완벽
주의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완벽주의와 학업성취에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벽

1. 완

주의와

역

기능적 인지와의 관계

최근 들어 완벽주의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가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상정하여 연구한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두개의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가 제작되면서부터 이들 MPS를 사용하여 완벽주의의 긍
정적, 부정적 측면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MPS를 개발한 사람들
가운데 Hewitt와 Flett(1991a)은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완벽주의적 행
동이 누구에게 귀인 되는가에 따라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자
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우울(Hewitt & Flett, 1991), 불
안(Flett, Hewitt, & Dyck, 1989)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성을 나타내기도 하
는 등 연구들 간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과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우울 등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차원으로 보인다(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Pacht, 1984; Hewitt & Flett, 1991b; Hewitt, Flett, &
Turn bull-Donovan, 1992; Saboonchi & Lundh, 1997). 이렇듯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는 개인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특성과 일관성 있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을 나타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는 달리 부적응
적 완벽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을 포함한 역기능적인 인지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Beck(1976)은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 관점을 나타내며 임의적인 추론, 이분법적 사고, 선택적 추상화 등 사고에 있어서
의 체계적 왜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우울증상이 없을 때조차 이와 같은 인지
적 과정이 지속될 만큼 부정적 도식은 환경적 자극의 선택, 부조화, 평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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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우울증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우울한 정서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경우 실패나 실수에 대해 내부귀인을 하며, 자신의 이상
적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가치감과 가혹한 자기비난을 함으로서 부정정
서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함으로써 우울은 물론 더욱 더 심각
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Hewitt & Flett, 1991). 또한 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지
나치게 집중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타인이 자신에게 세운 목
표가 너무 높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경험하여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Hewitt & Flett, 1966). 한편, 불안
과 관련된 역기능적 인지과정과 완벽주의 역시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므로, 자
신에게 부과한 기대가 평가위협이 높은 과제인 경우 불안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안감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부족 등에
기인하며(Alden, Bieling, & Wallace, 1994),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간의 인지적
불일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Hewitt & Flett, 1991).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관련
된 역기능적 인지과정 역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관련된다. 공격성의 원인
과 관련된 사고유형으로 반영적-충동적 사고의 불균형, 편파적 사고, 타인과의 공감
실패, 무책임한 의사결정,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 등이 있다(고미영, 1998). 공격
적인 사람들은 귀인에 있어서 편파, 즉 인지적 결핍을 나타낸다. Lochman과
Dodge(1994)의 연구에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
해 귀인편파와 낮은 자기 지각을 보였고, 더 극심한 사회인지의 역기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은 준거를 가지며 끊임
없이 판단하고 실수나 결점을 찾고자 하여 대인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이 실망이 표현 대상이 되는 사람의 화를 유발하게 되며, 결국 양자 모두 좋지 않
은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Burns, 1980). 또한 이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부
과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더욱 완벽해져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공
고히 하게 된다.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평을 듣고서 거부당할까 두려
워하여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려 하는 노출공포를 보이고 사소
한 비판에 대해서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정옥경, 2000)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적 특성은 역기능적 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완벽주
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역기능적 인지과정을 통해 우울, 불안,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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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

기능적 인지와 자기결정성간의 관계

자기결정성이란 보상이나 외부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
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내는
융통성을 의미한다(김은주, 2007). 이러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임지현과 류지헌(2007), Ryan과
Deci(2002)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인간의 기본 욕
구로 설명하였다.
우선 자율성은 행동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자
조절자라고 보는 신념으로써, 이것이 보장될 때 비로소 유능감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Ryan & Deci, 2002). 자기 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성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요구받거나 강요된 행동과 가치 또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이에 다른 사람의 지시와 의견에 따른다고 해서 자율성을 경험할 수 없는 것
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Ryan, 1993; Ryan & Lynch, 1989). 다음으로 유능성은 인간
이 유능해지고 특정 과제를 숙달하려는 선천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
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어진다고 보았다(Deci & Ryan, 2000). 마지막으로 관
계성은 개인이 다른 개인들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
(Ryan, 1995), Rian과 Deci(2002)는 관계성이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함께
내재동기와 관련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내재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에 대
한 욕구 만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충족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결정성이 낮
은 사람들보다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므로(Desi & Rice, 1985) 학
습에 대한 흥미도와 성취, 주의집중력, 지속성,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더 높다(박순영,
2006; 한순미, 2004; Lee, Kim, Song, Lee, & Chun, 2007; Vallerand & Ratelle, 2004;
Ryan, 1993).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Desi &
Ryan, 1985)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을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이러닝 환경에서 역시 학습자의 학업성취(Fjortoft,
1995)뿐만 아니라 학습에서의 만족도(Stein, 1997)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닝 수업에서는 최종적인 학습 진행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들 개
개인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과정은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기결정
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 인지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서 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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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자기결성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임연욱과 하정희(2010)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반추사고의 주된 특성으로 설명되는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이 부정적인
사고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게 되며, 주의력과 집중
력, 도구적 행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울 기분을 유지 및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닝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이 반추사고를 크게 할수록 낮은 자기효능감과 불안을
야기 시키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적, 지속적, 일반적 귀인을 할 경우 무기력
감이 오래 지속되고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되기 쉬우며 자존감이 저하되므로 일상
생활은 물론 학습상황에 대해서도 통제 불능감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런 귀인 양
식이 스트레스 경험과 상호작용할 경우엔 우울증상이 더욱 더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의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저하되고 유능감 역시 저하되리라 예
측할 수 있다. 한편, 불안 역시 부적응적 인지와 관련되는데, 이는 인지적인 오류인
파국화, 과잉일반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eitenberg &
Carrol-wilson, 1986). 학습자들이 이러한 인지왜곡을 할 경우 사건에 대해 왜곡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진술을 지나치게 많이 하므로(김정은, 2008) 심리
적으로 잘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집중이나 능동적인 정보처리, 장기
적 파지, 만족도 등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학습자의 불안은 자기결
정성 가운데 ‘유능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Deci & Ryan, 1992). 과제가 학습자의 수
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대개 불안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학습 동기가 저하되
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도전감을 줄 수 있는 난이도가 중간 중
도인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공격적인 인지과정 또한 자기결정
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공격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지적 왜곡
이나 외부귀인, 오지각 등의 편파적인 사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서 공감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서 결국 부적응적 결
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
키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성의 관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Desi &
Ryan, 2000; Baumeister & Leary, 1995), 결과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유능성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역기능적 인지는 결과적으
로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벽

3. 완

주의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적응적 완벽주의적 성
향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유능감 계발을 위해 과제 숙달에 역점을 두는 특징
을 보여서 마침내 보다 나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Accordino, Accordino, & Sla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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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Bieling et al, 2003; Brown et al., 1999;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이에 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atch, 1984). 또한 이들은 자
신이 목표로 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고와 더불어 매사에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며,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한다(Bieling et
al, 2003; Enns et al., 2001). 또한 이들은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근심스럽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특성들은 이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rown et al., 1999; Elliot & Church,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특징 지워지
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이 학
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역기능적 인
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인지가 자기결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인지가 자기결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자기결정성에 부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완벽주
의는 역기능적 인지 및 자기결정성과 별개로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정적,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
이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적 인지’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완벽주의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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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A 사이버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성인학습
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2010년 1학기 개설된 전공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한 학생들이며, 총 3개의 인문사회 관련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인터넷으
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약 2주 동안 온라인상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업 대
상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3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79명(남자 88명(31.5%), 여자 191명(68.5%))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의 연령범위는 21세～58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35.9세(SD=7.64)였다. 자세한 연
구 참여자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설문지는 자기 보
고식 검사였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표 1> 연구참가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연령별 분포
연령

성별
남자
20세 이상-30세 미만
여자
남자
30세 이상-40세 미만
여자
남자
40세 이상-50세 미만
여자
남자
50세 이상
여자

1학년
4(1.4%)
7(2.5%)
0(0.0%)
8(2.8%)
4(1.4%)
5(1.8%)
0(0.0%)
0(0.0%)

2학년
3(1.0%)
9(3.2%)
8(2.8%)
14(5.0%)
2(0.7%)
7(2.5%)
1(0.4%)
1(0.4%)

학년

3학년
9(3.2%)
30(10.8%)
18(6.4%)
54(19.4%)
17(6.0%)
23(8.2%)
5(1.8%)
5(1.8%)

4학년
2(0.7%)
7(2.5%)
9(3.2%)
11(3.9%)
5(1.8%)
10(3.6%)
1(0.4%)
0(0.0%)

합계
18(6.5%)
53(18.9%)
35(12.5%)
87(31.2%)
28(10.0%)
45(16.1%)
7(2.5%)
6(2.2%)

2. 연구도구

벽

가. 완

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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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onism Scale)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신에 대한 완벽성과 대인관계 측면을 고려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
하였다. 각 하위차원들은 15문항씩 총 45문항이며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
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
하여 학업지연과 부적인 관련성(Busko, 1998; Martin, Flett, Hewitt, Krames, &
Szanto, 1996; Seo, 2008) 및 정적 관련성(Onwuegbuzie, 2000; Wernicke, 1999)을 나
타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만을 사용하였다.
Hewitt 과 Flett(1991)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 .87이었고,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각각
.82, .7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모
두 두 개의 측정변수로 무선할당 하였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측정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었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측정변수의 신뢰도계
수(Cronbach α)는 .74로 나타났다.
나.

역

기능적 인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Leung과 Poon(2001)이 개발한 DSQ(Dysfunctional Schemas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K-DSQ 척도
(김정은, 200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역기능적 우울, 역기능적 불안, 역기능적 공
격성의 총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기능적 우울은 성공과 능력
에 대한 필요성, 실패 및 상실감과 관련된 좌절을 내용으로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의 예로,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
다’ 와 같다. 역기능적 불안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
의 예로써 ‘내가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곧 실패할 것이다’와 같다. 마지막으
로 역기능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비합리적인 권리 획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의 예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등이다.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서 역기능적 사고가 높은 것이며, 이연수 등
(2010)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우울, 역기능적 불안, 역기능적 공격성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가 각각 .76, .85, .84로 나타났고 전체 역기능적 인지척도의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역기능적 인지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4였고, 각각의 역기능적 우울, 역기능적 불안, 역기능적 공격성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90, .87, .85였다.
다. 자기결정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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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1992)이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고자 제작한 기본
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이명희(2008)가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8문항으로 각 하위차원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각 6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
가 높을수록 그 영역과 관련된 기본 심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의
문항은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역산문항)”, 유능
성의 문항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의 문
항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등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김아영과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 .89, .77, .7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 .92, .87로 나타났다.
라. 학업성취

학업성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실시한 교과목의 지난 학기 평점을 적도
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전체 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
기결정성, 학업성취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변인
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각각을 통제한 후 역기능적 인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준
부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계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사용하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x2/p와
GFI(Good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
가를 위하여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TLI와 CFI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x2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x2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x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GFI, TLI, CFI가 .90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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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cCallum et al., 2001).
다음으로 역기능적 인지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 과

벽

1. 자기지향적 완

으

주의, 사회적

벽

로 부과된 완

주의,

역

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인들의 상관을 <표 2>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지향적 완
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와 부분적으로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결정성과도 상관을 나
타내었으며, 학업성취와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자기결정성과는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나
타내었으며, 학업성취와도 약간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역기능적 인지와 자기
결정성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n=279)

변인
1 2 3 4 5 6 7
자기지향 1.자기완벽1 - .79*** .37*** .42*** .22*** -.16** -.00
완벽주의 2.자기완벽2
- .48*** .49*** .34*** -.08 .18**
- .71*** .57*** .34*** .43***
사회부과 3.사회완벽1
완벽주의 4.사회완벽2
- .54*** .21*** .36***
5.역기능적 우울
- .64*** .70***
역기능적 6.역기능적 불안
- .73***
인지
7.역기능적 공격
8.자율성
자기 9.효능감
결정성
10.관계성
11.학업성취
평균 27.54 23.74 23.24 20.47 15.19 17.46 19.63
표준편차 4.00 4.01 3.15 2.68 4.29 6.18 5.57
* p < .05, ** p < .01, *** p < .001

8 9 10 11
.22*** .33**** .26*** .02
.10 .37*** .28*** .02
-.30*** -.01 -.13* -.14*
-.24*** -.04 -.16** -.15*
-.51*** -.15*** -.25*** -.08
-.70*** -.29*** -.42*** -.09
-.55*** -.15* -.28*** -.13*
- .43*** .50*** .15*
- .62*** .18**
- .13*
26.46 26.27 27.26 3.46
5.00 4.82 4.4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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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2. 완

주의와

역

기능적 인지와의 관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된 상
황에서 이들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준부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 하위변인
들간의 준 부분 상관계수
변인
역기능적 우울
자기지향 완벽주의
-.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55***

**

역기능적 불안
-.34***
.42***

역기능적 공격
-.1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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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
하위변인들 간의 준 부분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우울과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역기능적 불안 및 역기능적 공격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우울 및 역기능적 불
안, 역기능적 공격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벽

3. 완

주의와 자기결정성간의 관계에서

역

역

기능적 인지의 매개

할

가.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
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의 변인들이 있다. 우선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의 변인들의 양방향적 관계를 가정한 측정
모형을 구성하고서 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
에 대한 적합도는 χ2(df=19)=152.70이며 p<.001로 나타났다. 또한 GFI, TLI, CFI 값
이 .90 .80, .89로 GFI나 CFI에 비해 TLI 의 적합도가 매우 낮았으며, RMSEA 또한
.16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의 변인들의 양방향적 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서 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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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df=19)=108.74이며 p<.001로 나타났다. 또한 GFI, TLI, CFI
값이 .93 .86, .92로 TLI의 적합도가 .90보다 낮았지만 비교적 .90에 근접하였고,
RMSEA 또한 .13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기능적 인지, 자기결정성, 학업성취
의 측정모형만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으

나. 사회적

벽

로 부과된 완

주의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역

역

기능적 인지의 매개

할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역
기능적 인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모형으로 제시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그리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표 4>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경우에 χ2(df=21)=111.57이며 p<.001로
나타났고 경쟁모형의 경우, χ2(df=22)=112.40으로 p<.001로 나타났다. 이렇듯 p값이
.001보다 작게 나타났을 경우에 GFI, TLI, NFI 등의 다른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 홍세희(2000)의 근거에 따라 GFI, TLI, CFI, RMSEA의 값을 살펴보았다. 적
합도 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GFI,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 값이
비교적 모두 양호하였다. 그러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x2의 차이가 0.83으로써,
경쟁모형의 df 값이 더 큰 것을 감안할 때 연구모형보다 경쟁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x2
df
p
GFI
연구모형 111.57
경쟁모형 112.40

21
22

.000
.000

.93
.93

TLI
.87
.87

CFI
.92
.92

RMSEA
.13
.12

3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그림 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인지의 매개효과
<표 5> 모수의 추정치, 표준오차 및 검정통계량
측정변인간 경로계수
사회완벽 → 역기능적 인지
역기능적 인지 → 자기결정성
사회완벽 → 학업성취
*

비표준화
추정치
.67
-.94
-.03

표준화
추정치
.54***
-.73***
-.16*

표준오차 검정통계량
(S.E.)
(C.R)
.09
7.43
.08
-11.93
.01
-2.47

p < .05, *** p < .001

[그림 2]와 <표 5>를 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인지에 영향
을 미치며(.54, p < .001; -.70, p < .001 ), 역기능적 인지는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
침을 볼 수 있다(-.73, p < .001). 한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학업성취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p < .05). 따라서 역기능적 인지는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Z=-6.51,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와
같은 심리적 변인들을 상정하여 이들과 자기결정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이들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또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를 비롯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지향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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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각각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역기능적 인지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우울 및 역기능적 불안, 역기능적 공격과 모두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자기지향적 완벽주
의는 역기능적 우울과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역기능적 불안 및 역기능적 공격
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역
기능적인 인지의 특성으로 우울, 불안, 공격성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에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불안과 공격성을 덜 지각한다는 것으로, Hewitt과
Flett(1991, 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
면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인들이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월등한 기준을 부과한다고 지각함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파
악할 수 있다. Hewitt, Flett 그리고 Heisel(2002)에 따르면,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사고가 침투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반추하여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는 달리, Chang과 Rand(2000)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서 자기지향
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적응적인 인지양상의 영향으로 인해 우울이나 무
기력과 같은 심리적응과 관련되지 않거나, 또는 우울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러닝 환경에서도 완벽주의 그 자체가 모두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특히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격성을 덜 지각하여 보다
건설적인 사고를 지향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
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부정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자기 패배적인 행동에 이르게
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인지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그
자체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
이 클수록 우울, 불안, 공격성의 역기능적 인지기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실패나 실수에 대해 내부 귀인을 많이 하고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인지왜곡을 하기도 하며,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했을 완벽함을 충족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무기력을 경험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 이
러한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가혹한 자기비난과 좌절감, 부정정서
를 내면에 축적하여 충동적이고 편파적이며 방어적으로 사고하는 등의 공격성을 나
타내게 된다. 결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우울, 불안, 공
격성과 같은 역기능적인 인지가 학습자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포함하는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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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특성, 즉 완벽주의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비합리적인 사고과정을 점검해감으로써 자기결정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업성취는 역기능적 인지나 자기결정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에 과도하게 염려함으
로서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낮은 학업성취가 역기능적 인지나 낮은 자기결정성으로 인한 결
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설
정했다고 가정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며 결과적
으로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결
정성은 물론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학습자 자신의 적응적,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적 특성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심리적 특성의 하나인 완벽주의가 역기능적 인지와 학
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결
정성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인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써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학업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성을 저해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완벽주의적 특성과 인지적 과정에 있어서 파악해야 할 점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해볼 때, 자기결정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이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자기결정성은 학업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조현철, 2003; Gronlnick & Ryan, 1987;
Vallerand, Pelletier, Blais, Briere, Senecal, & Vallieres, 1992) 본 연구에서 이와 다
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선행연구가 이러닝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가 존재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닝 성인학습자의 내재적 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련성을 연
구한 하영자와 임연욱(2010)의 결과를 살펴볼 때도 내재적 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한 것을 볼 때도 이러한 결과가 단지 이러닝 환
경에서의 학습자들의 특성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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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이들의 연
령이나 직업이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닝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
의 특성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러닝의
특징을 반영한 변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
습자 개개인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고 또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자기결정성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들
의 심리적 특성을 다양하게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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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cognition on self decision ma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Ha, Jung-Hee(Hanyang Cyber University)
Im, Yeon-Wook(Hanyang Cyber University)
Ha, Young-Ja(Hanya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279 college student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cognition and the way how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cognition affect self decision ma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finally examined the structural model on them. The results show that self oriented
perfectionism has negative correlation partly only with dysfunctional anxiety and
dysfunctional aggression, which are the sub-variables of dysfunctional cognition. On
the other h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of
the dysfunctional depression, dysfunctional anxiety, dysfunctional aggression which are
the sub-variables of dysfunctional cognition. In this study, the competitive model was
chosen as the final model. This means that dysfunctional cognition increases a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ncreases, and self decision making decreases as
dysfunctional cognition increases. Academic achievement shows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students' self decision making. At last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presented and the further studies are
suggested.
keywords: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ognition, self decision making,
academic achiev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