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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과 기질적 및 인지적 선행요인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이 자기계발 유형(향상적, 예방적, 강
박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자기
지향 완벽주의는 강점인식 수준을 높이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 수준
을 낮추었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모든 자기계발 유형의 수준을 높였
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박적 자기계발 수준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점인식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 수준을 높였지만, 강박적 자기계발
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강점인식은 다차원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강점인식에 기반한 적응적 자기계발로 볼 수 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발생시킨 불안에 기초한 부적응적 자기계발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연구모형에 정서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계발 유형에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개입 뿐 아니라 정서적 개입을 제공함으로
써 적응적 자기계발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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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했다. 불안해진 

고용시장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를 겪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은 점차 희

미해졌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도 막을 내렸다.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위 이외

에도 소위 ‘스펙’이라는 추가적인 취업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펙경쟁은 더 

이상 대학생들에게 있어 특별한 일이 아니며 현재도 많은 대학생들이 고스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펙추구 현상의 등장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련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강미영 2012; 반준석 2014; 

신광영 외 2012; 장성연 2013). 하지만, 대학생의 스펙추구는 취업난에 대한 주관

적 대응이며 스펙을 선정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관여되기 때문에 스펙추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허창구 2020).

구직자들은 취업난 속에서 취업성공을 위해 스펙을 준비한다고 하겠지만, 취업

성공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자격증과 같은 스펙이 취업성공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안국 외 2004; 채창균 외 

2005),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자격증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황여정 외 2008).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스펙이 채용 후 성과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함으로써(커리어 19/07/30), 최근 많은 조직에서 탈스펙

화의 일환으로 블라인드 채용방식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잡코리아(2020/4/8)가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구직자의 

78%는 여전히 스펙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스펙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손해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성인과 김은애(2014)의 연구에서도 고스펙을 추구하는 이유

가 ‘남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스펙을 위한 노력이 외현적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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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그 동기가 타인과의 과도한 경쟁이나 막연한 취업불안에 의한 것이라면 

내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창구(2020)는 

스펙추구 행동을 구직자의 심리적 상태에 의한 행동으로 정의하기 위해 ‘자기계발’

로 개념화하고, 자기계발 노력의 의도나 원인에 따라 향상적 자기계발, 예방적 

자기계발, 강박적 자기계발로 유형화하였다. 향상적 자기계발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성취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자기계발 동기이

며, 예방적 자기계발은 당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전략을 통해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기계발 동기이다. 한편, 강박적 자기계발은 직접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자기계발을 의미한다.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진로성숙

도,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향상적 자기계발이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예방적 자기계발은 진로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가정했으나 그러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향상초점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자기계발을 유형화한 허창구(2020)의 연구를 확장하여 향상적, 예방

적, 강박적 자기계발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

다. 이를 위해 자기계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기질적 및 인지적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기질적 요인으로 

다차원 완벽주의를, 인지적 요인으로는 강점인식을 선정하였다. 

Burns(1980)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격특성은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며 타인과 

비교할 때 탁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다. 완벽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는 완벽주의를 정신병리의 일종으로 보고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Pacht 1984). 이후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다양한 하위

차원 즉,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중요한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중요한 타인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

키려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자기계발과 관련된 완벽주의 연구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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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분야 학생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자기지향적 완벽주

의가 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신체관리 등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고은 외 2012; 정태선 2017; 황진철 외 

2013). 본 연구는 완벽주의가 행동의 기준으로 기능하며(Burns 1980),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자기계발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송동림 2009), 대학생

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특성이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전시키는 자기계발 수준

의 차별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강점인식은 개인이 스스로의 강점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Govindji et al. 2007),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갖게 하고 개인적 

목표를 추구(Linley et al. 2010)하게끔 만든다.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련성이

나 강점인식과 자기계발의 관련성을 직접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이수연

(1999)의 연구에서는 장점수용이 높은 집단이 높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보여주었

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과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Hewitt et 

al. 1991), 자기계발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강점인식과 활용이 진로목표와 

관련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Lopez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

적응성 및 진로 정체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김민정 

외 2014; 이지원 외 2017; 조남근 외 2016). 따라서 강점인식은 개인의 완벽주의 

경향성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자기계발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질적 요인(다차원적 완벽주의)과 

인지적 요인(강점인식)이 자기계발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질-인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경향성이 이들의 강점인식 및 다양한 자

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건전한(향상적, 예방적) 자기

계발과 부정적(강박적) 자기계발(허창구 2020)의 선행변인과 매개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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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차원 완벽주의

완벽주의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고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이며 

이러한 완벽추구는 개인의 외모, 도덕성, 행복, 수행 등 모든 영역에 일반화될 

수 있다(Rhéaume et al. 1995). Hewitt과 Flett(1991)는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하위요인을 제안한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

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면서도 낮은 우울과 높은 긍정 정서를 보이는 자기지향 완벽

주의는 적응적 측면을 보여주는데 반해,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비추어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낮은 통제감과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측면을 보여주었다(김현정 외 2006; 이미화 외 2002; 하정희 외 2011; 

Chang et al. 2000; Dunkley et al. 2000; Flett et al. 1991; Hewitt et al. 

1991; Rice et al. 1998).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 엄격

한 기준을 세우고 사회의 높은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

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현상은 사회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이미화 외 

2002; 하정희 외 2006),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완벽주의의 변화에 대한 메타연

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수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an et al. 2019).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자기계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완벽주의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에도 상이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영역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Park et al. 2011; 성민경 20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

도성숙, 진로미결정과 같은 진로 변인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현주 

2011; Muliasari et al. 2019; Park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계발 

주제에 맞게 완벽주의 유형 중 타인의 완벽을 기대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제외

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의 유형(향상, 예방, 강박)

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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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점인식

포괄적 관점에서 강점을 설명한 Linley(2008)에 따르면 강점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 특징이며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게 진정성과 열정을 느끼게 하고 최적의 

기능과 발달 및 수행을 이끌어준다. 강점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강점이 존재한다고 해

서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으며(김민정 외 2014), 

Lopez(200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갖게 하고 개인적 목표를 추구(Linley 

et al. 2010)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발휘(Gardner 

1997)하게 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강점인식의 긍정적 효과는 꾸준히 밝혀져 왔다. 구체적으로 강점인식 

수준은 안녕감이나 활력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Govindji et al. 2007)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조남근 외 2016). 또한 강점인

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분석한 실험연구(김지영 외 2013)

에서는 강점인식 집단의 삶의 만족, 긍정정서, 자존감 등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강점 인식과 활용이 자기

실현을 가져온다는 성장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Lopez et al. 2018), 강점인식은 

진로와 관련된 진로성숙도(김민정 외 2014), 진로결정효능감(김수림 2014), 진로

정체감(이지원 외 2017)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판단의 기

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강점을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영 외 2017; 이수연, 1999). 

한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거나 판단

의 근거를 사회적 기준에서 찾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으로써 강점인식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이애리 외 2019; Hewitt and Flett 



완벽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 ｜ 37 ｜

1991; Hewitt at al. 1999). 

3.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

스펙은 대학생이 취업과 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이러한 과정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비교나 부모의 권유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Higgins(1997; 

1998)의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지향(ideal self-guide)과 의무적 자기지향(ought self-guide) 중 하

나의 동기적 지향성을 가진다. 이상적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긍정적 결과에 민감

하며 성공이나 획득과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데 이를 향상초점

(promotion focus)이라 한다. 한편, 의무적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며 안전확보와 실패방지에 집중하는데 이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라 한다. 

조절초점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계발 동기를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

로 구분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허창구 2020)에서 향상적 자기계발은 불안이나 차별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등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예방적 자기계발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상적 자기계발동기를 가진 사람이 예방적 자기계발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

계발 모두 진로관련 인식(성숙도)과 행동(결정, 준비행동)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동기적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예방적 

자기계발과 향상적 자기계발을 상호배타적인 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

후 진로나 직업준비에 대해서는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동기적 기능을 지닌다고 

해석하며 이를 건전한 자기계발로 구분하는 한편, 불안에 기반한 강박적 자기계발

을 부정적 자기계발로 구분하였다.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과 완벽주의 경향성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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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없다. 다만, Elliot(1999)의 연구에서 숙달목표지향성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숙달목표 지향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도 숙달목표지향이 향상적 자기계발

과 높은 상관관계(r=.64)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과

제의 숙달을 위해 노력하는 숙달목표지향성을 향상적 자기계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한다면, 향상적 자기계발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절초점과 강점인식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Higgns(1996)는 자신의 개인적 능

력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Leonardelli 외(2007)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향상초점 

목표를 설정한다고 주장했다. 강점인식은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조남근, 

2016) 강점인식이 높은 사람은 향상초점적 계획과 동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결과를 최대화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Baumgardner 1990), 그로 인해 예방초점의 동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강박적 자기계발

‘강박’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박행동이란 불안한 느낌이나 괴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의 수준이 

명백히 지나친 경우를 말한다(Reed et al. 1985; 신민섭 외 2007). 과도한 자기계

발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조혜

영 2015)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강박행동의 개념과 일관된 

면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박적 자기계발동기는 불안 및 차별에 대한 

편견과 정적 상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허창구 2020). 이러한 결과는 자기계발이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외현적 행동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

인 심리적 현상에서는 상이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비해 강박적 자기계발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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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지향 완벽

주의와 시험불안 및 그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한 연구(Stoeber, Feast, and 

Hayward, 2009)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의 하위요인인 

걱정(worry)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자신감 부족(lack of 

confidence)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Hewitt 외

(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모두 정신병리학적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여준 바 있으며,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도 강박적 자기계

발은 걱정(worry) 및 불안(anxiety)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불안 및 걱정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보이는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은 서로 

간에도 관련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자기계발 유형의 발생에 관여하는 기질적 

및 인지적 영향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차원 완벽주의(자기지향, 사회부과)

가 자기계발(향상적, 예방적, 강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차원 

완벽주의가 인지적 과정인 강점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 간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계발 유형은 최근(허창구 2020)에 제안

된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및 강점인식과의 관계의 방향성을 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예방적 및 강박적 자기계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기존의 조절초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한 허창구(2020)

의 연구에서도 가설과 달리 예방적 자기계발도 향상적 자기계발만큼이나 진로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 뿐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패를 회피하려는 

예방적 자기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며, 완벽주의의 특성

상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강박적인 자기계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변인 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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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차원 완벽주의는 자기계발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차원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차원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매개역할을 보

여주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Ⅲ.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

은 SPSS 이며, 모형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에는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첫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둘째,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

으며,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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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와 개념신뢰도(CR)를 계산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로 변별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이때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측정문항은 3~4개의 문항묶음

(parceling)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각 변인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부트스트래핑(10,000회)을 실시하여 구조모형의 유의한 경로 중에서 계수 

크기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관심 계수 쌍의 차이검증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매개효과(완벽주의-강점인식-자기계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대상은 편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전국 대학생이었다. 총 21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중복으로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명을 제외한 

총 20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81명(38.8%), 

여자 128명(61.2%)이었으며,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75명(35.9%), 2학년 

44명(23.4%), 3학년 41명(19.6%), 4학년 49명(23.4%) 순이었다. 

3. 측정 도구

1) 다차원 완벽주의

다차원 완벽주의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한국판

으로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

은 7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신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15문항을 제외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15문항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예: 내가 일을 훌륭하게 못해내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15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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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6, 사회부과 완벽

주의 .75이었다.

2) 자기계발 유형

자기계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허창구(2020)가 개발한 것으로 

3가지 자기계발 유형(향상적, 예방적, 강박적)의 수준을 측정한다. 동 연구자는 

Neubert 등(2008)이 개발한 WRFS(Work Regulatory Focus Scale)를 기반으

로 자기계발 동기의 세 가지 하위차원(목표, 과정, 결과)의 의미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향상적 자기계발 9문항(예: 나는 내가 희망하는 미래 모습에 도움 되는 

계발을 우선시한다.)과 예방적 자기계발 9문항(예: 나는 미래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계발하는 편이다.)을 개발하였다. 또한 강박적 자기계발 12문

항(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다.)은 

여가강박 척도(윤지연 외 2013), 일중독 척도(한국노동패널조사 2014; Aziz et 

al. 2013), 비합리적 수행신념 척도(Turner et al. 2016)의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하위개념(강박, 고정관념)을 도출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향상적 자기계발 .78, 예방적 

자기계발 .79, 강박적 자기계발 .88이었다.

3)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하고 김민정(2014)이 번안한 강점

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며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단일요인으로 측정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나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은 7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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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한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평균은 3.71~4.91 범위에서 나타났고, 5점 

척도로 측정한 자기계발 유형의 평균은 3.08~3.80 범위를 보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별이나 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이는 완벽주의, 강점인식, 자기계발이 대학생들

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변인임을 말해준다. 모든 측정변

인의 첨도와 왜도를 확인한 결과 첨도는 –61~1.11, 왜도는 -.56~.11로 절대값이 

각각 7과 2를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다변량 정상성

(multivariate normality)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추가적으로 두 가지 완벽주의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M=4.57±.90)가 사회부과 완벽주의

(M=3.71±.7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t=14.06, p<.001). 

세 가지 자기계발 유형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으며(F=96.38, p<001), 사후검증

(tukey)을 실시한 결과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향상적 자기계발(M=3.68±.61)과 예방적 자기계발

(M=3.80±.59)이 강박적 자기계발(M=3.08±.8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85, p<.001; t=12.93, p<.001). 이러한 결과는 그동

안 부적응적인 변인들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강박적 

자기계발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사회적 평가와 불안에 기초한 자기계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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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자기지향 완벽주의 (.86)

2.사회부과 완벽주의  42**  .75)

3.강점인식 .07  -.29** (.91)

4.향상적 자기계발  .23** -.02  .42**  .79)

5.예방적 자기계발 .49**  .26** .24**  .43** (.78)

6.강박적 자기계발 .52**  .49** -.07  .18**  .40** (.88)

평균 4.57 3.71 4.91 3.80 3.68 3.08

표준편차  .90  .72 1.19  .59  .61  .82

왜도 -.11 -.14 -.36 -.21  .11  .08

첨도 -.25  .15 -.41  .06 -.36 -.32

*p<.05, **p<.01, (Cronbach`s α)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N=209)

변인
남자

(N=81)
여자

(N=128)
t

저학년
(N=119)

고학년
(N=90)

t

자기지향 완벽주의 4.45 4.65 -1.57 4.62 4.53 .92

사회부과 완벽주의 3.76 3.68 .77 3.71 3.71 -.00

강점인식 5.11 4.79 1.88 4.90 4.94 -.20

향상적 자기계발 3.74 3.64 1.16 3.69 3.67 .23

예방적 자기계발 3.85 3.76 1.14 3.81 3.78 .40

강박적 자기계발 2.97 3.15 -1.58 3.07 3.09 -.16

<표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및 차이검증

2. 측정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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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타당도를 확인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3>.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223.536(df=137), CFI=.968, TLI=.960, 

SRMR=.048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

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695~.895 범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고(p<.001), 평균분산추출(AVE)은 .555~.777로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개념신뢰도(CR) 역시 .788~.916으로 .70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가 -.29~.49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아 변별타당도 역시 확인되었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AVE CR

자기지향 완벽주의

Parcel 1 .873

.699 .874Parcel 2 .821

Parcel 3 .812

사회부과 완벽주의

Parcel 1 .771

.555 .788Parcel 2 .695

Parcel 3 .766

강점지각

Parcel 1 .801

.732 .916
Parcel 2 .862

Parcel 3 .885

Parcel 4 .872

향상적 자기계발

Parcel 1 .858

.658 .852Parcel 2 .810

Parcel 3 .762

예방적 자기계발

Parcel 1 .808

.598 .816Parcel 2 .753

Parcel 3 .757

강박적 자기계발

Parcel 1 .876

.777 .913Parcel 2 .873

Parcel 3 .895

<표 3> 측정타당성 검토를 위한 요인부하량, AVE,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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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및 경로계수 비교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으며<표 4>,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236.300(df=140), CFI=.959, TLI=.950, SRMR=.058

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발견되어 <그림 3>과 같이 수정모형을 구성하였

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χ2=241.392(df=143), CFI=.959, TLI=.950, 

SRMR=.062 으로 양호했으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두 

모형은 설명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Δχ2(3)=5.092, 

p=.165).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해석하였다. 

수정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첫째,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

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향상적 자기계발(ß=.271, p<.01), 예방적 자기계발

(ß=.594, p<.001), 강박적 자기계발(ß=.408, p<.001)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

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박적 자기계발(ß=.376, p<.001)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적응적 자기계발 즉, 

성장을 추구하는 향상적 자기계발과 실패방지를 추구하는 예방적 자기계발이 나타

나지만 동시에 불안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부적응적 자기계발인 강박적 자기계발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높은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적응적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적응적인 자기계발 즉, 강박적 자기계

발만을 높인다는 것은 대학생의 자기계발에 있어 특히 사회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부정적인 선행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계에

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높이는데(ß=.350, p<.001)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ß=-.522, p<.001). 다시 말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의 기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과 사회의 기준을 



완벽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 ｜ 47 ｜

중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학생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었

다. 셋째, 강점인식과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향상적 자기계발

(ß=.452, p<.001)과 예방적 자기계발(ß=.234, p<.01)을 향상시키지만 강박적 자

기계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점인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의 적응적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강박적 자기계발

이 강점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강박적 자기계발이 

불안 등의 정서요인에 영향을 받는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중에서 의미있는 비교쌍에 대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경로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했다<표 5>. 첫째,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에 미치

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증가시키는 효과(A1)에 

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감소시키는 효과(A2)가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B=-.415, Bootstrap CI -.360~-.127). 둘째,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

발과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강점인식이 예방적 자기계발

을 증가시키는 효과(B2)에 비해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

(B1)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126, Bootstrap CI .034~.223). 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 높은 대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고 실패를 회피하는 방식

의 예방적 자기계발 노력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새로운 강점을 위해 도전하

는 방식의 향상적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세가지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

의가 향상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C1)에 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예방적 

자기계발(C2)을 높이는 효과(B=-.192, Bootstrap CI -.307~-.077)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을 높이는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183, Bootstrap CI -.370~-.021),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예방적 자기계발

(C2)과 강박적 자기계발(C3)에 미치는 효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009, Bootstrap CI -.166~.164).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도전적 자기계

발 방식(향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완벽추구의 특성으로 인해 위험회피적인 

자기계발 방식(예방적)이나 과도한(강박적) 자기계발의 형태로 나타나는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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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CFI TLI SRMR

연구모형 236.300 140 .959 .950 .058

수정모형 241.392 143 .959 .950 .062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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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ffect 

(B)
SE

95% CI 

LLCI ULCI

A1 자기지향 완벽 → 강점인식 .464 .126 .222 .726

A2 사회부과 완벽 → 강점인식 -.880 .173 -1.237 -.560

효과차이 (A1+A2) -.415 .164 -.756 -.114

B1 강점인식 → 향상적 자기계발 .240 .042 .157 .323

B2 강점인식 → 예방적 자기계발 .113 .044 .029 .202

효과차이 (B1-B2) .126 .048 .034 .223

C1
자기지향 완벽 → 향상적 

자기계발
.191 .061 .078 .317

C2
자기지향 완벽 → 예방적 

자기계발
.382 .053 .286 .494

C3
자기지향 완벽 → 강박적 

자기계발
.374 .084 .230 .558

효과차이 (C1-C2) -.192 .059 -.307 -.077

효과차이 (C1-C3) -.183 .087 -.370 -.021

효과차이 (C2-C3) .009 .084 -.166 .164

<표 5> 경로계수 차이 검증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강점인식이 매개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총 4개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표 6>. 결과적으로 강점인식은 자기지

향 및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향상적 

자기계발(ß=.271)과 예방적 자기계발(ß=.594)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동

시에 강점인식을 매개로 향상적 자기계발(ß=.158, Bootstrap CI .073~.243)과 

예방적 자기계발(ß=.082, Bootstrap CI .011~.153)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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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높임으로써 적응적인 자기계발을 간접적으로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직접효과를 지니지 않았지만, 강점인식을 매개로 향상적 

자기계발(ß=-.236, Bootstrap CI -.346~-.125)과 예방적 자기계발(ß=-.122, 

Bootstrap CI -.217~-.027)에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부적응적인 강박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간접적으로는 강점인식을 낮춤으로써 긍정적인 자기계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로
(완벽주의 → 강점인식 → 자기계발)

Effect
(ß)

SE
95% CI

LLCI ULCI

자기지향 → 강점인식 → 향상적 
.158**

*
.043 .073  .243

자기지향 → 강점인식 → 예방적 .082* .036 .011  .153

사회부과 → 강점인식 → 향상적
-.236*

**
.056

-.34
6

-.12
5

사회부과 → 강점인식 → 예방적 -.122* .049
-.21

7
-.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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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계발 노력에 관여하는 기질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질적 요인인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지향, 사회부과)가 인지적 요인인 강점인식을 통해 자기계발 유형(향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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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강박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 간 관계

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증가시키는데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감소시켰으며, 영향력의 비교

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 영향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강점인식이 자신의 기준보다 사회적인 기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기보

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로의 강점이 비교되는 

경쟁환경에서 5대 스펙, 8대 스펙 등 표준화된 사회기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결과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도 그러한 사회적인 기준에 부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자격증, 

영어성적 등의 사회적 요구(소위, 스펙)에 의해 결정된다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거나 사회적 기준이 강조되는 환경일수록 대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

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적으로 사회적 비교나 평가상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도 강점인식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김희영 외 2017; 이지혜 

2014)을 보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적 상관(이애리 외 2019; 이지혜 2014)을 

보인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또한 강점인식이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 등의 긍정적인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정 

외 2014; 조남근 외 2016)에 비추어 볼 때, 강점인식을 감소시키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진로 및 취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모

든 자기계발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향상적 자기계발 보다 

예방적 및 강박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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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완벽을 위한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벽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방지나 불완전한 수행에 대한 회피 등 완벽주의 고유의 

강박적인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은 정서와의 관련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자기지향 완벽주의

는 긍정정서 뿐 아니라 부정정서와 모두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

정 외 2006; 이미화 외 2002).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우울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Burns(1980)의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

박적 자기계발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

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미래의 성공에 대해 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Flett et al. 1995; Ferrari et al. 1995)와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을 높여 

그 결과 적응적 자기계발보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강박적 자기계발을 하게 만드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점인식과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

방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박적 자기계발과는 유의한 관

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자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강점인식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적응적인 자기계발이

라 볼 수 있으며, 강점인식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한 강박적 자기계발은 

인지적 요인 이외에 다른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창구(2020)는 강박적 자기계발이 걱정 및 취업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삶의 만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강박적 자기계발은 부정적인 

정서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부적응적 

자기계발이라 할 수 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고정관념 수정 등의 인지적 개입과 더불어 불안감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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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강점인식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적인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인지적 요인(강점인식)의 

역할을 확인한 점은 적응적 자기계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여지를 발견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와 적응적 자기계발(향상

적, 예방적)의 관계를 매개하므로 인지적인 개입을 통해 강점인식을 증진시킨다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이 향상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섯째, 허창구(202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향상적, 예방

적, 강박적 자기계발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계발 유형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상적 자기계발 동기가 높은 사람

도 강박적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점인식이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만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를 보았을 때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강박적 자기계발과 

개념적 차별성 뿐 아니라 영향기제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편의표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환경을 통

제할 수 없었다.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응답자의 자발적인 보고 이외

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응답자의 성별, 학년, 지역분포 등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 대학생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내 대학이 지역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이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

역에 따른 차이도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전국규모의 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조사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크기(N=209)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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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자기계발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허창구(2020)가 수행한 

연구 1(N=298)과 연구 2(N=283)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자기계발 유형의 선행변인이나 결과변인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반복이나 대단위 표본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완벽주의와 자기계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변인인 강점인식 

만을 고려하고 정서적인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불안 등의 정서적 요인을 포함시킨다

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물론 자기지향 완

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

으나 향상적 자기계발 경향성이 강점인식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설문조사의 전형적인 한계이며 본 연구도 이러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경쟁의 일상화로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점차 증가(Curran et 

al. 2019)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 개인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감소시키기 위

한 심리적 개입(Lloyd et al. 2015; Suh et al. 2019)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다양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이나 고정관념을 수정함으로써 관점을 자기중심으로 전환시

키고 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킨다면 대학생들의 적응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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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ir 
temperamental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efforts. For this purpos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trength knowledge on 
various types of self-development (promotive, preventive, obsessive) 
were examin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creased strength knowledge, whil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owered strength knowledge. Seco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creased all types of self-development, bu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ncreased obsessive self- 
development. Third, strength knowledge increased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but it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with 
obsessive self-development. Fourth, the strength knowledge mediated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In conclusion,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based on strength knowledge can be seen as adaptive 
self-development, and obsessive self-development based on anxiety 
caused b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can be seen as 
maladaptive self-development. The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include emotional factors along with temperamental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so it does not confirm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self-development type. 

Keyword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trength knowledge, sel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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