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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 가지는 가치와 특성으로 인해 의과대학생은 전문적인 지식

과 뛰어난 술기 능력을 요구받으며 이로 인해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

일개 의과대학생의 완벽주의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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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usters of perfectionism with cluster analysi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mong clusters of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221 students comprising 55 premedi-

cal course students, 166 medical cours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8 to September 9, 2015 by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All scales used in this study as followe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 2 × 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MANOVA using SPSS ver-

sion 22.0. Results: Four groups were identified: non-perfectionism,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typical perfection-

ism. The group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s higher than the group of non-perfectionism and typical perfectionism in academic burnout. Also, 

the group of typical perfectionism which are high in self-oriented perfectionism showed high mastery-approach goal and performance-approach goal. 

The group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howed high scores in mastery-avoidance goal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group of having high self-oriented perfectionism showed high mastery-approach goal and performance-approach goal orientation 

wherea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howed high mastery-avoidance goal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 orientation. This suggests the impor-

tance of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students to set their own personal standards and strive for achievement in the way of what they want not of what 

others would probably wan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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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1]. 완벽주의는 무결점의 상태를 지향하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성격 특질을 

말한다[2]. 완벽주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주의 각

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이에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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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완벽주의의 하위유형을 분류, 분석하는 연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3-6]. 다차원적 완벽주의 모델 중 가장 많이 다

루어지는 영향력 있는 모델은 Hewitt and Flett [7]의 완벽주의 모델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세 유형

으로 구분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완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

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내적 신념을 뜻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해지고자 하며, 기준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매우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대조적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에 미치

지 못할 경우 매우 비판적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하며 만약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우 비판

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다. 

완벽주의 하위요인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양가적인 특성을 가진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가 하면[8],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 정서 및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9,10]. 반면에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안, 우울 등과 같

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들과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보여왔다[8,9].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에 대한 내적동기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

다[10]. 마지막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나타내

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완벽주의 형태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1]. 

완벽주의의 특성에 따른 하위요인의 구분은 연구에 따라 각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6,12,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witt and Flett [7]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모델의 하위요인 구분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

의 완벽주의 유형별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

근 들어 완벽주의와 관련된 학업상황에서의 심리적 변인으로 많이 다

루어지고 있는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한 정서적 고갈,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학생으로서의 무능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

업소진을 경험하고 있다[14,15]. 특히, 의과대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다

루는 의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심리내적 부담감으로 인해 더욱 학업소

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16,17]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

이 학업소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Miquelon et al. [8]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유형에 따라 학업소진에 각기 다르게 영향

을 미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소진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

하는 반면 개인지향 완벽주의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성취상황에 학생들의 학업 참여와 학습 활동을 

예견하기 위한 핵심변인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18]. 성취목표지

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목표지향성의 개념이 

2요인(숙달목표, 수행목표), 3요인(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

목표)으로 점차 확장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2 × 2 요인(숙달접근목표, 숙

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

다[19-21]. 숙달접근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학업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

제를 익히고 숙달하는 과정을 통해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한편, 숙달회피목표지향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업 과제 수행에

서 유능성을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행접근지향성의 학

생들은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유능성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을 둔

다. 반면에, 수행회피목표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

른 사람들에 비해 뒤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완벽주의와 성

취목표지향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

는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와 정적상관을 보이며[22,23], 또한 수

행회피목표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23-26]. 대조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와는 정적상관을 

보이며, 숙달접근목표와는 부적상관 혹은 유의하지 않는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23,25,26].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기지향 완벽

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에 따라 의과대학생의 완

벽주의 군집을 분류하고, 구분된 군집에 따른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

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생의 완벽주의, 학업소진, 성취목표

지향성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 둘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에 따라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셋째, 군집에 따라 학업소진과 성

취목표지향성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본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

생들의 완벽주의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고, 완벽주의의 하위 특성에 따

라 학업소진, 성취목표지향성과 같은 학습자의 정서 및 동기적 측면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한 A 의과대학에 소속된 의예과 1, 2학

년과 의학과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8월 28일

에서 9월 9일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229명이 응

답하였고 그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

로 판단되는 8부를 제외한 총 221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 성별 분포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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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 and Flett [7]이 

개발하고 Lee [27]가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완벽주

의, 사회부과완벽주의, 타인지향완벽주의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요인별 15문항으로 총 4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0.847이며, 각 하

위요인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자기지향완벽주의 0.869, 사회부과완

벽주의 0.788, 타인지향완벽주의 0.724이다. 

학업소진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et al. [14]이 개발하고 Lee and 

Lee [28]가 타당화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이며, 정서적 고갈 

5문항, 무능력감 5문항, 냉소성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

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소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0.875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고갈 0.890, 무능력감 0.763, 냉소성 0.786이다.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 and Lee [21]가 개발 및 타

당화 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2 × 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이며, 숙달접근 9문항, 숙달회피 5

문항, 수행접근 7문항, 수행회피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목

표지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성취목표지향

성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0.775이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숙달접근 0.868 

숙달회피 0.729 수행접근 0.874 수행회피 0.80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설문 작성에는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등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어떠한 군집들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ir and Black [29]이 제

안한 2단계 군집분석(2-stage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의해 형성된 군집들 간 학업소진과 성취목표

지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Table 1. Demographic data   

Academic year
Gender

Total
Male Female

PM1 27 5 32
PM2 13 10 23
M1 28 19 47
M2 25 14 39
M3 25 14 39
M4 27 14 41
Total 145 76 221

PM, pre-medical course; M, medical course. 

Table 2. Correlations of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1 2 3 4 5 6 7 8

Self-oriented                 
Socially-prescribed 0.35**               
Other-oriented 0.52** 0.40**             
Academic burnout -0.11 0.43** 0.02           
Mastery-approach 0.40** -0.13* 0.22** -0.45**         
Mastery-avoidance -0.26** 0.28** -0.22** 0.47** -0.54**       
Performance-approach 0.34** 0.25** 0.35** -0.16* 0.27** -0.19     
Performance-avoidance -0.01 0.35** 0.08 0.36** -0.25** 0.44** 0.30**   
Mean 3.10 2.74 2.72 2.86 3.36 2.82 2.86 2.78
SD 0.53 0.43 0.46 0.60 0.59 0.60 0.72 0.73

SD, standard deviation.        
Perfectionism: self-oriented, socially-prescribed, other-oriente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y-approach, mastery-avoidance, performance-approach, performance-avoidanc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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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

과 같이 최종 군집별 중심점이 나타났으며, 군집 1은 57명(25.79%), 군

집 2는 85명(38.46%), 군집 3은 26명(11.76%), 군집 4는 53명(23.98%)으로 

나타났다.  

군집별로 표준화 한 점수를 이용한 완벽주의 하위요인 프로파일은 

Figure 1과 같다. 군집 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완벽주의 수준이 전체적

으로 낮으므로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집 2는 타인

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기에 ‘사회부과 

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가 높

게 나타났기에 ‘타인지향 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자

(MANOVA) 및 사후검증(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었다. 먼저 완벽주의의 3가지 하위요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만이 학

업소진과 유의한 상관(r= 0.43, p<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숙달접근지향성(r= 0.40, p< 0.01), 수행접근

지향성(r= 0.34, p<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숙달회피지향

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 -0.26, p< 0.01)을 나타내었다. 사회부과 완

벽주의는 숙달접근지향성과는 부적상관(r= -0.13, p< 0.05)을, 숙달회피

(r= 0.28, p< 0.01), 수행접근(r= 0.25, p< 0.01), 수행회피지향성(r= 0.35, 

p < 0.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타인지향완벽주의는 숙달접근

(r= 0.22, p< 0.01), 수행접근지향성(r= 0.35, p< 0.01)과는 정적상관을, 숙

달회피지향성과는 부적상관(r= -0.22, p< 0.01)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

로 학업소진은 숙달접근(r = -0.45, p < 0.01) 수행접근지향성(r = -0.16, 

p< 0.05)과는 부적상관을, 숙달회피(r= 0.47, p< 0.01), 수행회피지향성

(r= 0.36, p< 0.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완벽주의의 3가지 하위요인(자기지향, 사회부과, 타인지향)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Hair and Black [29]이 

Table 3. Final cluster centers according to K-means clustering

Variables
Cluster 1 

Non-perfectionism
Cluster 2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Cluster 3 

Other-oriented perfectionism
Cluster 4 

Typical perfectionism

(n=57) (n=85) (n=26) (n=53)

Self-oriented perfectionism -0.90 0.19 -0.72 1.01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0.91 0.72 -0.05 -0.15
Other-oriented perfectionism -0.74 -0.37 1.15 0.82

Table 4.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mong clusters       

Variables

Cluster 1
Non

-perfectionism

Cluster 2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Cluster 3
Other-oriented 
perfectionism

Cluster 4
Typical 

perfectionism F
Post-hoc test

(Scheffé)
M±SD M±SD M±SD M±SD

Academic burnout 2.66±0.67 3.02±0.52 3.03±0.65 2.71±0.55 5.95** C1, C4 <C2

Mastery-approach 3.28±0.60 3.26±0.59 3.27±0.50 3.68±0.53 6.84*** C1, C2, C3 <C4

Mastery-avoidance 2.82±0.56 3.01±0.61 2.85±0.48 2.47±0.54 9.85*** C4 <C1, C2

Performance-approach 2.59±0.77 2.97±0.65 2.61±0.78 3.11±0.64 6.78*** C1, C3 <C4, C1 <C2

Performance-avoidance 2.63±0.75 3.00±0.62 2.71±0.77 2.59±0.77 4.77** C1, C4 <C2

C1, Cluster 1; C2, Cluster 2; C3, Cluster 3; C4, Cluster 4;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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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usters by the sub-groups of perf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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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완벽주의적인 행동 및 결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기에 ‘전형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별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군집 간에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

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군집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F(45, 

34813.71) =1.26, p> 0.05], 각 군집이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 전체

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 0.73, F(15, 

572) = 4.53, p< 0.001, 부분 η2 = 0.10]. 구체적으로, 각 군집은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의 4가지 유형 각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3, 210) =5.95, p < 0.01; F(3, 210) = 6.84, p < 0.001; F(3, 

210) = 9.85, p< 0.001; F(3, 210) = 6.78, p< 0.001; F(3, 210) = 4.77, p< 0.01]. 

다음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어떠한 군집 간에 나타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1 ‘비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숙달접

근지향성과 수행접근지향성, 수행회피지향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숙달

회피지향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

지 않은 학생들은 학업상황에서 소진과 같은 정서적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집 2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숙달접근지향성은 군집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숙달회피지향성과 수행회피지향성은 군

집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행접근지향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완벽을 기대 받고 이를 충족하려고 

애쓰는 학생일수록 학업소진을 많이 경험하며, 자기 스스로 학업상황

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숙달하고 이를 통해 유능성을 경험하고자 하기 

보다는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유능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무능함

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군집 3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높은 학업소진을 보이며, 숙달접근지향성과 수

행접근지향성에서는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숙달회피지향성과 

수행회피지향성에서는 보통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인에 대해 완벽을 기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타인지향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일수록 냉소성 등을 

포함하는 학업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넷째, 군집 4 ‘전형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

며, 군집 내에서 숙달접근지향성과 수행접근지향성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숙달회피지향성과 수행회피지향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자기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일수록 학업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능성을 잃지 않거나 타인에 비해 상대적 무

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익히

고 숙달하여 유능성을 나타내거나 타인에 비해 상대적인 유능성을 드

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학업소진, 목표지향성 변인 간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고, 완벽주의 유형에 따른 군집별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각 

집단 간의 학업소진,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숙달접근지향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 0.40 p< 0.01)을 보이며, 숙

달접근, 수행접근지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숙달회피지향성과 수행회피

지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완벽

주의와 목표지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26,30]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숙달접근, 수행접근목표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수행

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7,31]와 일

치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숙달접근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부과 완

벽주의는 접근지향성보다는 회피지향성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접근, 수행회피지향성

과는 정적 상관을, 숙달접근지향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

[2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과제 수행 과정에서 숙달을 통해 스스로 유능성을 발달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유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제

에는 수행 노력을 보이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 수행에서는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

의는 숙달접근, 수행접근과는 정적 상관을, 숙달회피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의 각 하위요인과 목표지향성의 4가지 요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숙달접근(r= 0.40, p< 0.01)지향성과 가장 높

은 상관을 보이는 완벽주의 유형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이며, 숙달회피

(r= 0.28, p< 0.01), 수행회피(r= 0.35, p< 0.01) 지향성과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접근지향

성(r= 0.35, p< 0.01)과는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완벽주의 유형에 따른 군집별 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를 중심으로 완벽주의의 하위 유형을 구분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

류되었다. 먼저 군집 1 (비완벽주의)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완벽주의적인 수행을 기

대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받는 완벽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군집 2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으로부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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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설정한 기준

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나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군

집 3 (타인지향 완벽주의)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지도 않고, 

타인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준도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대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집 4 (전형적 완벽주의)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대

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나 자신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설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군집에 따른 학생들의 분포는 군집 2에 속

한 학생들이 85명으로 전체의 3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상당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타인이 설정한 

기준과 평가에 민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이 완벽주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

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군집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군집 2에 속한 학생들이 군집 1, 4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학

업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완벽주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대를 설정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받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소진

을 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타인에게 높은 기대를 설정하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학업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을 스

스로 통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스트레스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견해[27]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군집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숙달

접근지향성은 군집 4에서 가장 높으며, 군집 1, 2, 3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지향성 또한 군집 4가 군집 1, 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 내적 성취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지향 완

벽주의가 성취동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숙달접근지향성 및 수행접근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유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게 나타난 군집 2에 속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동기화

되는 숙달회피 지향성과 수행회피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군집 2에 속한 학생들이 숙달회피 지향, 

수행회피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7]의 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군집에 따른 유형 및 

분포를 살펴보고, 완벽주의 군집에 따라 학업정서 및 동기의 측면을 

나타내는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대상의 40%에 가까

운 학생들이 강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특성을 가지는 군집으로 분류되

었으며, 이들은 높은 학업소진을 경험하고 과제의 숙달을 통해 유능감

을 경험하려 하기 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타인 

지향적인 행동 성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의과대학생들이 높

은 기대와 완벽함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이것이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인 기대와 기

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스스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유능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한 일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의과대학생 전체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집 대상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및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여 표집에 따른 결과 도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사 도구 사용에 한계를 지닌다. 구조화된 설문은 조사 내용이 설문 

문항에 포함된 사항에 관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 등을 통해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완벽주의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

행 연구 고찰을 통해 추출한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에 사용하여 완벽

주의적인 사고 및 행동이 의과대학생의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형성된 군집들 간에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은 비완벽주의 집단, 사회부과 완벽주의 집단, 타인지향 완벽주의 

집단, 전형적 완벽주의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업소진과 성

취목표지향성의 군집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소진은 사회부과 완

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나 전형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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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숙달접근 목표와 수행

접근 목표는 전형적 완벽주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접근 목표지향성이 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숙달회피 목표와 수행회피 목표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타인의 

기준과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정

서 및 성취동기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 형제, 친구 등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적 타인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완

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스스로 기대와 기준을 설정하는 자

기주도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 교육 및 상담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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