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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과대학생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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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engagement, and burnout in medical students. Also, the mediating effects of engagement on perfectionism
and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the effects of burnout o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were examined. 
Methods: Two hundred eight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and 167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Hewitt &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chaufeli Engagement Scale (SES), and Mal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Academic achievement
was measured as the grade point average (GPA) of the previous semester.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es, independent
t-tes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for path analysis.
Results: Adaptive perfectionism (personal standard, self-oriented perfectionism) was associated with GPA (r=0.164, p<0.05; r=0.173,
p<0.05) and engagement (r=0.394, p<0.01; r=0.449, p<0.01),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al criticism, concern over 
mistake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r=0.208, p<0.01; r=0.254, p<0.01; r=0.234, p<0.01) 
and burnout (r=0.218, p<0.01; r=0.236, p<0.01; r=0.280, p<0.01). Engagement had mediating effects on adaptive perfectionism  
and GPA, and burnout had mediating effects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tudents who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had lower engagement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re determined 
by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spectively, in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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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과대학생은 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부

담감, 시간압박, 사회적 활동 기회의 상실, 임상실습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환자의 심각한 질병 혹은 죽음 등으로 인해 심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와 같은 스

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

반 인구에 비해 자살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2,3,4]. 특히 많은 의과대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 기준을 부과 받거나 스스로 높은 목표

를 설정하여 이에 도달하고자 노력해 온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향을 완벽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90년대 이

전까지는 완벽주의를 도달하기 힘든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망과 좌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성취로

만 평가하려는 완벽주의 성향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야

기한다고 이해되었다[5,6].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완벽주의

는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주

장이 주목 받게 되었다[7,8].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과 측정법을 제안한 대표

적인 연구로는 Hewitt & Flett [9]와 Frost & Marten [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ewitt & Fleet는 완벽주의의 차원을 자

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다차원적 완벽주

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만들었고, Frost & Marten은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 등 여섯 

가지의 완벽주의 하위개념을 분류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

도를 개발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관련된 이후의 연구

를 볼 때 대체로 완벽주의의 하위 유형 중 자기 지향적 완벽주

의와 개인적 기준, 조직화는 적응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응적인 역할을 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1,12].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과 여러 정서 영역 및 학업 성취도 간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Zhang et al. [13]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활력, 헌

신, 몰입으로 구성된 열의(engagement)와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정

서적 피로, 냉소, 자신감 저하 등으로 구성된 소진(burnout) 

수준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 성취

영역에 있어서도 완벽주의의 적응적 성향은 긍정적 영향

[14,15]을, 부적응적 성향은 부정적 영향[16]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

벽주의 연구[1]에서는 의대생 집단이 일반 대학생 집단과 비

교하여 적응적 완벽주의 항목(개인적 기준)의 수준은 높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항목(수행에 대한 의심)의 수준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생 집단 내에서 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 성취와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에서의 연구[17]에서도 의과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이 학문적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

가 가능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의과대학생의 정서적 측면 

및 성취도 측면에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대학생보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것

으로 추정되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완벽주의

의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측면이 학업성취 및 우울, 열의, 소

진 등의 정서적 영역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밝혀 보고

자 하였고, 둘째, 의과대학에서 특수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학

업 성취도에 대해 결정적인(critical) 기준이라 인식되는 유급

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의과대학생과 없는 의과대학생 군으로 

나누었을 때 두 군 사이의 완벽주의 성향, 우울, 열의, 소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완

벽주의 성향과 성적 및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 열의 또는 소진 

수준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경로 모형을 통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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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8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7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3%였다. 회수 자료 중 누락항목이 있는 

5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67명

(남자 104명, 여자 63명, 1학년 42명, 2학년 52명, 3학년 48

명, 4학년 25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강원대학교병원 IRB에서 승인 후 진행되었으며 설문 실시 

전 학생들은 참가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2. 측정 도구

  1) 완벽주의 성향 척도 

  a.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sionism Scale, FMPS)

  Frost & Marten[10]이 개발한 척도로 이 척도는 조직화

(organization), 개인 기준(personal standards), 부모 기대

(parental expectations), 부모 비판(parental criticism), 수

행 의심(doubts about actions), 실수 염려(concern over 

mistakes) 등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이다. 총 문항은 35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식 5점 척도로 평가한다.

  b. Hewitt & Flet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sionism, HFMPS)

  Hewitt & Flett [9]가 개발한 척도로 3개의 하위영역, 즉 

자기지향(self-oriented) 완벽주의, 사회부과(socially pre-

scribed) 완벽주의, 타인지향(other-oriented) 완벽주의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이다. 각 하위 요인 당 15문

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7점 척도로 평가한다.

  2) 학업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연구 대상 의대생들의 직전 학기 성적의 평

점 평균(grade point average)을 사용하였다. 

  3)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 et al. [18]의 우울척도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4가지 진술문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

각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4) 열의 척도(Schaufeli Engagement Scale, SES)

  열의의 측정은 Schaufeli et al. [19]이 개발한 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활력, 헌신, 몰두 등의 항목에 대해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로 평가한다. 

  5) 소진 척도(Mal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소진은 MBI-GS [20]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정서적 소

진, 냉소, 자신감 저하 등의 항목에 대해 총 16개 문항으로 이

루어 졌으며 Likert식 7점 척도로 평가한다. 

3. 통계 분석

  자료의 분석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

로 완벽주의와 학업성취,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탐색하

기 위해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유급여부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 t-test (2-tailed)

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과 AMOS 7.0 (SPSS Inc.)을 사용하였다.

결과

1. 각 변인 간의 상관 분석

  1) 완벽주의 성향 하위요인과 학점평균, BDI 점수, 

SES 점수, MBI-GS 점수 간의 상관분석 

  FMPS의 하위요인의 경우, 조직화는 SES 점수(r=0.283,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기준은 학점평

균(r=0.164, p<0.05) 및 SES 점수(r=0.394,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비난은 BDI 점수(r=0.20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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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from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Variables of FMPS, GPA, BDI, SES, and MBI-GS Score (n=167)

Factors GPA BDI SES MBI-GS
FMPS OR r -0.059   0.052   0.283** -0.010

p   0.447   0.508 <0.001   0.903
PS r   0.164*   0.113   0.394** -0.030

p   0.034   0.147 <0.001   0.698
PE r   0.024   0.023   0.045   0.150

p   0.760   0.770   0.560   0.052
PC r -0.054   0.208** -0.031   0.218**

p   0.486   0.007   0.695   0.005
DA r -0.075   0.234** -0.021   0.109

p   0.337   0.002   0.789   0.162
CM r   0.069   0.254**   0.088   0.236**

p   0.375   0.001   0.257   0.002
HFMPS SELF r   0.173* -0.028   0.449** -0.030

p   0.025   0.719   0.000   0.698
SOCIAL r   0.049   0.234**   0.142   0.280**

p   0.529   0.002   0.067 <0.001
OTHER r   0.111   0.020   0.236**   0.020

p   0.154   0.799   0.002   0.799

r=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MPS: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OR: Organization, PS: Personal standards, PE: Parental expectations, PC: Parental criticism,
DA: Doubts about actions, CM: Concern over mistakes, HFMPS: Hewitt &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SELF: Self-oriented, 
SOCIAL: Socially prescribed, OTHER: Other-oriented, GPA: Grade point averag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ES: Schaufeli Engagement
Scale, MBI-GS: Mal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p<0.05, **p<0.01.

Table 2. Results from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GPA, BDI, SES,
and MBI-GS Scores (n=167)

Factors GPA BDI SES
BDI r -0.055

p   0.478  
SES r   0.240** -0.219**

p   0.002   0.005  
MBI-GS r -0.153*   0.481** -0.570**

p   0.049 <0.001 <0.001

r=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GPA: Grade point averag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ES:
Schaufeli Engagement Scale, MBI-GS: Mal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p<0.05, **p<0.01.

0.01) 및 MBI-GS 점수(r=0.218, p<0.01)와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행동의심은 BDI 점수(r=0.234, p<0.01)와 정적 상관

을 가지고 있었다. 실수염려는 BDI 점수(r=0.254, p<0.01) 

및 MBI-GS 점수(r=0.236,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기대는 다른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HFMPS의 하위요인의 경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점평

균(r=0.173, p<0.05) 및 SES 점수(r=0.449,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MBI-GS 점수(r=0.280, p<0.01) 및 BDI 점수(r=0.234, p< 
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점평균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타인지향 완벽주의 점수는 SES 점수와 

정적 상관관계(r=0.236, p<0.01)를 보였으며, 학점평균, 

MBI-GS 점수, BDI 점수 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학점평균, BDI 점수, SES 점수, MBI-GS 점수의 

상호 상관분석 

  학점평균은 SES 점수(r=0.240, p<0.01)와 정적 상관을 가

지고 있었으며, MBI-GS 점수(r=-0.153, p<0.05)와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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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FMPS and HFMPS Scores between Students with (n=14) and without (n=153) Previous History of Academic Failure

Factors Academic failure Mean SD t p-value
FMPS OR Yes 3.40 0.58

  0.274 0.784
No 3.35 0.71

PS Yes 3.09 0.64 -0.588 0.557
No 3.18 0.55

PE Yes 3.16 0.85
  1.223 0.223

No 2.91 0.70
PC Yes 2.18 0.73

  0.952 0.342
No 2.01 0.62

DA Yes 2.91 0.51
  0.464 0.643

No 2.83 0.66
CM Yes 2.80 0.52 -0.409 0.683

No 2.86 0.56
HFMPS SELF Yes 4.33 0.96 -0.205 0.838

No 4.37 0.76
SOCIAL Yes 3.69 0.48

  0.322 0.748
No 3.64 0.56

OTHER Yes 3.84 0.41 -0.266 0.791
No 3.86 0.34

FMPS: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 Hewitt &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SD: Standard deviation,
OR: Organization, PS: Personal standards, PE: Parental expectations, PC: Parental criticism, DA: Doubts about actions, CM: Concern over
mistakes, SELF: Self-oriented, SOCIAL: Socially prescribed, OTHER: Other-oriented.

Table 4. Comparisons of GPA, BDI, SES, and MBI-GS Scores between 
Students with (n=14) and without (n=153) Previous History
of Academic Failure

Factors
Academic 

failure
Mean SD t p-value

GPA Yes 2.29 0.37 -6.755 0.000**
No 3.35 0.57 

BDI Yes 1.31 0.32 
  0.161 0.872

No 1.30 0.25 
SES Yes 3.68 1.02 -2.095 0.038*

No 4.17 0.81 
MBI-GS Yes 3.84 0.75 

  1.397 0.164
No 3.51 0.85 

GPA: Grade point averag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ES:
Schaufeli Engagement Scale, MBI-GS: Mal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상관을 보였다. BDI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BDI 점수의 경우 SES 점수(r=-0.219, 

p<0.01)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MBI-GS 점수

(r=0.481,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SES 점수의 경

우 MBI-GS 점수(r=-0.570, p<0.01)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SES 점수와 MBI-GS 점수가 가장 큰 부적 상

관 계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BDI점수와 MBI-GS 점수 

간의 정적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유급 여부에 따른 요인별 차이

  1) 유급 여부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의 차이분석 

  전체적으로 FMPS, HFMPS 완벽주의의 경우 모든 하위요

인에서 유급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2) 유급 여부에 따른 학점평균, BDI 점수, SES 점수, 

MBI-GS 점수 요인 차이 분석 

  학점평균은 유급학생이 2.29점, 비유급학생이 3.35점으로 

비유급 학생이 높았으며(p<0.01), BDI 점수는 유급 학생이 

1.31점, 비유급 학생이 1.3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SES 점수는 유급 학생이 3.68점, 비유급 학생이 4.17점

으로 비유급 학생이 높았으며(p<0.05), MBI-GS 점수는 유

급 학생이 3.84점, 비유급 학생이 3.51점으로 유급 학생이 높

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164)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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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ating Effect of Engagement on Adaptive Perfectionism and GPA

Path SC nSC SE CR Mediating effect
Adaptive perfectionism → SES 0.473 0.197 0.032   6.141***

FullSES → GPA 0.246 0.032 0.012   2.627**
Adaptive perfectionism → GPA 0.057 0.003 0.005   0.656

Standardized mediating effect
SES on adaptive perfectionism (0.473 × 0.246)=0.116 p=0.024

SC: Standardized coefficient, nSC: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ES: Schaufeli Engagement Scale.
**p<0.01, ***p<0.001.

Table 5. Analysis of Goodness of Fit of Path Model (Adaptive Perfectionism through Engagement to GPA)

Category Fit indices Recommended ranges Results 
Absolute Fit Measures χ

2 
degree of freedom (df)
p-value
χ

2/df
≥0.05
≤3.00

8.304
6
0.217
1.384

Goodness of Fit Index (GFI) ≥0.90 0.984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0.05 0.023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0.08 0.048

Incremental Fit Measures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90 0.943
Comparative Fit Index (CFI) ≥0.90 0.990
Normal Fit Index (NFI) ≥0.90 0.967

3. 경로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매개 효과 확인

  1) Hewitt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점평균에 대한 경로 

모형의 적합도 분석

  절대 적합 지수 중 회귀 분석에서의 다중 결정 계수와 의미

가 비슷한 GFI는 0.984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권고 지수인 

0.9를 만족시키고, 절대 적합 지수 중 RMR은 0.023으로 나타

나 권고 지수인 0.05 내에 있었다. 증분 적합 지수 CFI는 

0.990, NFI는 0.967, AGFI는 0.943으로 모두 권고 지수 범

위 내에 있었다. 또한 RMSEA는 0.048로 나타나 일반적 권고 

지수 0.05-0.08 범위 내에 들어 있었다. 또한 카이제곱(χ2) 

값은 8.304, 자유도(df)는 6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를 나

타내는 지수 중 하나인 카이제곱(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χ2/df)의 권고 지수는 3 이하로 본 연구의 χ2/df의 값은 

1.384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Table 5).

  2) Hewitt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점평균에 대한 SES 

점수의 매개효과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과 SES 점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473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SES 점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p<0.05), SES 점수와 학점평

균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46으로 SES 점수가 증가할수록 

학점평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적응적 완벽

주의와 학점평균에 대한 SES점수 매개효과 크기는 (0.473× 

0.246)=0.116이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1단위가 증가하

면 학점평균은 0.116단위 증가함을 나타낸다. 매개효과의 유

의확률이 p=0.024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점평균에 대한 매

개효과인 SES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매개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p>0.05) (Table 6, Fig. 1).

  3)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BDI 점수에 대한 경로 모형

의 적합도 분석

  절대 적합 지수 중 회귀 분석에서의 다중 결정 계수와 의미

가 비슷한 GFI는 0.975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권고 지수인 

0.9를 만족시키고, 절대 적합 지수 중 RMR은 0.02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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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Goodness of Fit on Path Model (Maladaptive Perfectionism through Burnout to Depression)

Category Fit indices Recommended ranges Results 
Absolute Fit Measures χ2

degree of freedom (df)
p-value
χ2/df

≥0.05
≤3.00

15.588
    10

0.112
1.559

Goodness of Fit Index (GFI) ≥0.90 0.975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0.05 0.02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0.08 0.058

Incremental Fit Measures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90 0.930
Comparative Fit Index (CFI) ≥0.90 0.971
Normal Fit Index (NFI) ≥0.90 0.926

Table 8.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Path SC nSC SE CR Mediating effect
Maladaptive perfectionism → MBI-GS 0.277 0.165 0.050 3.317***

FullMBI-GS → BDI 0.542 0.587 0.123 4.781***
Maladaptive perfectionism → BDI 0.084 0.054 0.047 1.148

Standardized mediating effect
MBI-GS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0.277 × 0.542)=0.150 p=0.020

SC: Standardized coefficient, nSC: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MBI-GS:
Mal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p<0.001.

Fig. 1. Path Model of Mediating Effects of Engagement on Adaptive
Perfectionism and GPA

SES: Schaufeli Engagement Scale, GPA: Grade point average.

나 권고 지수인 0.05 내에 있었다. 증분 적합 지수 CFI는 

0.971, NFI는 0.926, AGFI는 0.930으로 모두 권고 지수 안

에 있었다. 또한 RMSEA는 0.058로 나타나 일반적 권고 지

수 0.05~0.08 범위 내에 들어 있었다. 또한 카이제곱(χ2) 값

은 15.588, 자유도(df)는 10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를 나

타내는 지수 중 하나인 카이제곱(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χ2/df)의 권고 지수는 3 이하로 본 연구의 χ2/df의 값은 

1.559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Table 7).

  4)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BDI 점수에 대한 MBI-GS 

점수의 매개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과 MBI-GS 점수의 표준화 회귀계

수는 0.277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MBI- 

GS 점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p<0.05), MBI-GS 

점수와 BDI 점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42로 MBI-GS 점

수가 증가할수록 BDI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BDI 점수에 대한 MBI-GS 

점수의 매개효과 크기는 (0.277×0.542)=0.150이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1단위가 증가하면 BDI 점수는 0.150단

위 증가함을 나타낸다. MBI-GS 점수의 매개효과의 유의확

률이 p=0.020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BDI 점수에 대한 매

개효과인 MBI-GS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5) (Table 8,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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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Model of Mediating Effects of Burnout on Maladpa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MBI-GS: Mal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의 다

양한 성향이 학업 성적 및 우울, 열의, 소진 수준과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완벽주의 성

향과 학업성적, 우울과의 관계에서 몰입 혹은 소진 등의 심리

적 특성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의과대학생의 학업 성취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

위 항목 중 개인 기준이나 자기지향 완벽주의 등 대체적으로 

적응적인 측면을 지니는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 수준에 있어서는 실수 염려, 

행동 의심, 부모 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등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과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의과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와 유사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의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보다 나은 학업성

취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불안

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의 영향으

로 인한 완벽주의 성향의 경우, 설정된 기준을 부담스럽게 느

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담감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정서적인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열의 및 소진 수준

과도 비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 기

준, 조직화, 자기지향 완벽주의 등은 열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실수 염려, 부모 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등

의 항목은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완벽주의 성향과 열의, 소진의 관련성을 확인한 이전의 

연구[13]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의과대학생에 있어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 과정에서 활력, 몰두, 헌신 등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냉소나 

정서적 탈진, 자신감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이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생은 입학 이전에 적응적 완벽주의가 

성공적으로 발휘되어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의과대학 입학 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성

적을 받을 경우 매우 큰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

한 부담감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급 경험의 유무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완벽주의 성향, 

우울, 소진 수준에 있어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흥미롭

게도 유급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보다 높은 열의 수준

을 보였는데, 열의는 학업 성취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

존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심리상태이다[21]. 열의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

업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을 수 있어 낮은 학업성취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급은 의과대학 등 일부 전문 분

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특수한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전반적

인 학업 성취도의 성패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급 경험의 유무가 의과대학 학생의 심

리적 태도인 완벽주의 성향이나 정서적 부담감을 반영하는 

우울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열

의 수준이 유급 경험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므로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기 부여가 유급을 결정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급 경험자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통계적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

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보다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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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항목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나누어 구성하고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을 확인한 결과, HFMPS의 적응적 완벽주의 항목인 자기지

향 완벽주의가 성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토

대로 HFMPS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열

의수준이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는데 적응적 완벽주의가 열의 

수준을 통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이 스스로 학습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러

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높은 활력과 헌신, 몰두 상태

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 과

정을 통계학적 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

주의 성향은 학업 과정에 방해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

진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학업성적과의 

부적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이 학업수행에 있어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

질 수 있는 가능성, 이를테면 소진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성

을 가지는 동시에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동기로도 작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전의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완벽주의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성적

과의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 

HFMPS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경로 모

형이 적합하고 소진 수준이 완전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해 보면, 첫째, 본 연구는 1개 의과

대학에 국한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의 전체 의과대학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성적을 비롯한 변인

들의 관련성에 있어 개인의 지능, 경제적 및 사회환경적 변인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충분히 고려되

지 않았다. 셋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항목이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서로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가질 

수 있어 향후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조군이 없어 의과대학생의 완

벽주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일반 대학생 혹은 다른 특성의 완벽주의 성

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대학생 등과 비교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과대학생은 수많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기준의 성취가 요구

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므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다양한 측면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적응적이냐, 부적응적이냐에 따

라 성취와 정서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열의와 같은 심리적 에

너지를 증가시켜 학업과정을 보다 긍정적 경험으로 변화시키

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소진이나 학업 과정에 대한 냉소

적인 태도, 자신감 저하를 증가시키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

생의 학습 지도에 있어, 의학 지식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의

과대학생이 학업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적

응적 완벽주의 측면을 강화시키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측면

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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