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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김종학

최보영†

제주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언
변인,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
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적 완벽
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주제어 :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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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사회에서는 조기 교육, 입시 위주 교육, 사교육 열풍, 등 학업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완벽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잘 해야 되고, 더 잘 했어야 한다는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바 있다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

기 위한 완벽주의 신념을 강하게 하기도 한다. 더욱이 열악한 취업 여건 속에서 개인이 더
높은 기준을 갖추길 원하고, 빈틈없는 일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스스로 완벽주의
를 추구하게 된다(김희주, 2014). 그러나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개인은 대부분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Greenspan, 2000). 특히 Pacht(1984)는 완벽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완벽에 대한 추구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
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완벽주의의 특성이 대학생의 심리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구연익, 2010).
완벽주의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Stoeber & Otto, 2006), 최근에는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로 세분

화하여 살펴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김윤희, 서수균, 2008, 김정미, 2009; 김호성, 김현
숙, 2014) 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데 작용하는 부적응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김빛나, 2010; 김호성, 김현숙, 2014).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이후 완벽주의를 긍정적 완벽주의
와 부정적 완벽주의로 구분 또는 함께 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Burns(1980)는 완벽주의를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향해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으로 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단일 차원으
로 정의 하였다. 또한 Pacht(1984)도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완벽하다는 것이 실제
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심리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결국 자신의 능
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존재하지 않는 완벽에 도달하지 못 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하거나 전전긍긍해 하며 실수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
릴 수 있다.
부정적 완벽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 스트레
스, 걱정, 무망감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7; 진소연, 2010; Chang, 2000; Chang & Rand, 2000; Rice, Ashby & Slaney, 199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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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수행의 지연, 자기효능감의 저하 등의 부적응적
인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진, 2000). 더불어 이재창, 최인화(2006)는 완벽
주의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Hewitt 외(2003)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문제들과 더욱 깊이 관련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
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과 더불어 지각된
자신의 능력과 확신에 따라 적응 혹은 부적응의 심리상태가 된다고 하였다(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그러나 이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평가 및 사회적
상황은 이들에게 위협적인 자극으로 여겨질 수 있고(Hope, Gansler, & Heimber, 1989: 김다
정, 2014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행동적 면에서는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
한 의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
우에 비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지연 행동으로 이어 진다(윤숙경, 1996;
Hamachek, 1978;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특히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준비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발
달단계에 비해 완벽주의 신념이 강하고,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정해숙, 정
남운, 2011). 이러한 이상적으로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
람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으며, 실패를 했을 때 평가 절하되는 공격을 당했
다고 여기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정해숙, 정남운, 2011).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Enns, Cox, & Clara, 2002),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얻은 수행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Ashby, Rice, & Martin 2006).

완벽주의를 학습이론적 접근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나온 학습된 행
동이라고 보거나(Burns, 1980; Pacht, 1984), 인지이론적 접근에서는 의식적 사고가 인간의 정
서적 행동과 도구적 행동을 중재한다고 보면서, 완벽주의적 사고를 비합리적 신념의 자동적
사고로 설명하고 있다(Ellis, 2002; Beck, 1976; Burns, 1980). 완벽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부모의 과잉 교육열이나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모나 어린 시절
아동의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배주미, 2000; 김희영, 2008). 특히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한다면, 내가 더 잘한다면, 내가 더 완벽해진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꺼

야’라는 신념이 완벽주의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Hollender, 1965).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진로 영역과 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여러 진로 영역 중에서도 부적응적 완
벽주의와 진로결정가지효능감과의 관계가 많이 언급되어 왔다. 연구결과들은 진로발달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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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기본적인 인성 변인들과 관계 되며, 그 가운데 완벽주의가 진로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이재창, 최인화, 2006; 이현주, 2011; 박혜선, 김봉환,
2013). 또한 인지적 접근으로서 완벽주의는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정한 진로를 확신하고 전념

하여 진로 준비를 하는 등 진로과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희주, 2014). 더불어
완벽주의자들의 심리적 태세가 결과 기대감과 효능 기대감 모두를 손상시키며(Burns, 1980),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 때 완벽주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들 중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의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승진, 2000). 진로미결정 측면에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수행불안, 결정 못함, 미루기와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
문에(심혜원, 1999)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진로 결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시기
로(Super, 1969),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욕구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
하는 현실적 선택의 시기로(Ginzberg, 1988)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가 이러한 진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생 상담소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결정
과 관련된 문제라는 조사결과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김나래, 2013; 이지은, 이은애, 2013). 이러한 진로발달적인 측면
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주도성과 자신감이
있어야 나머지 진로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선
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다. 선
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김민정, 2006; 유지선,
2005; Hackett & Betz, 1981), 진로미결정과(김은주, 2014; 한주옥, 2004), 진로성숙(이은경, 이

혜성, 2002), 진로탐색행동(김민정, 2014; Bandura, 1997), 직업적 정체감(Robbins, 1985), 자존
감(Lent & Hackett, 1987) 등과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
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이은경, 2001; Betz
& Hackett, 1981)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 하는데에도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ent & Hackette, 1987).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응적 완벽주
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저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충분하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Frost,
Lahart, Rosenblate., 1991),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화를 목표로 한 상담 및 치료 개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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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연구도 매우 드물다.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완화해주거나, 조절해 주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진로결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 할 수 있다(신정옥, 2011).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이며(조명실, 2007; 김효진, 2010; 이순자, 2012),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실, 2007).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광자
(2004)는 진로선택시 부모의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

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명실, 최경숙(2007) 역시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를 설
정하고 정보를 수집,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인
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상희(2015)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
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준경
(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개방 및 자기은폐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확인하였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는 가
운데(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Levitt, Guacci-Franco, & Levitt, 1994),
Betz(1989)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

이라고 했으며, 진로와 관련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러한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
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송재영, 이현림, 2004).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한수현, 2003),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
효진,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86)의 연구 이후에도 꾸준히 검증되
어 온 여러 연구들(박헌일, 김기원, 2001; Lent, Brown, 2008; Lent et al., 2001)에 근하여, 사
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 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칭찬
과 격려, 인정, 물질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는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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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이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변인과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부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자의 소
속 교육학과 교수와 시간강사들에게 설문지의 연구 목적과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설문지의 질문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는 총 350부가 배부되었고 수거된 설문지는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자
료 28부를 제외하고 총 3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2%이였다. 성별 구
성은 남학생이 160명(49.7%), 여학생이 162명(50.3%)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2명(56.5%),
2학년 69명(21.4%), 3학년 31명(9.6%), 4학년 40명(12.4%)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
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그들의 비공
식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있어 지지체계를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으로
안내하여 보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응답 반응양식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수(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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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 역시 .95로 나타
났다.
2) 부적응적 완벽주의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적 완벽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et al.(1990)이 개발한 Frost et al.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을 한효정
(2012)이 예비조사 결과 수행의심에 해당하는 17번 문항(“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 되

려고 노력한다.”)이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속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적응적 완
벽주의에 가까운 개인 속성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사용한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의 문항은 실수염려, 수행의심의 2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한
한효정(2012)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85,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는 .73에서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5이었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구성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l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
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직업정보 6문항, 목표설정 11
문항, 미래 계획 5문항, 문제해결 3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
도(Cronbach's  )는 .85이었으며, 최화영(2015)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2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Window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
상자들이 인식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서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서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Cohen 외(200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전, 변인 간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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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작업을 통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화 한 후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절
효과(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
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
시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20, <.01). 또
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5,  <.01). 한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47,  <.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부적응적 완벽주의
1. 부적응 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2. 사회적 지지

-.20**

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5**

.47**

1

M

2.85

3.75

3.45

SD

.74

.53

.51

** p<.01

2.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
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
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주효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
회적 지지를 투입한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변량의 22.0%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46.01,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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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즉, 사회적 지지를 잘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2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3.0%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34.48,  <.00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

지의 상호작용(  =-.16,  <.01)은 유의미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단계

예측변인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β

t

R2

△R2

F

부적응적 완벽주의(A)
사회적 지지(B)

-.06
.46

-1.11
9.10**

.22

.22

46.01***

부적응적 완벽주의(A)
사회적 지지(B)

-.01
.45

-.23
8.90**

.25

.03

34.48***

A×B

-.16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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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
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
으로,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사회적 지지가 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
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완
벽주의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적응
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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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
해, 정작 두 변인 사이에서의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
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완충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
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반대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빛나, 2010; 김희주, 2014). 그
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역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방어적 기제를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
여 실수에 대한 염려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밀접한 사회적 지지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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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적기 때문에 더 부적응적인 것을
지향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
는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지수, 홍혜영(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정적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조명실, 2007; 박헌일, 김기원, 2001).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보
다 상대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고 낮은 경우 모두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홍영옥, 2011)를 재확인하였으며, 부적응
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어 높은 부
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되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될 때, 행동적 측면에서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지연 행동으로 이어 진다(윤숙
경, 1996; Hamachek, 1978; Frost et al., 1990). 결국 완벽주의라는 완벽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대상인 친구, 애인, 부모, 교사의 지지가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들(조명실, 2007; 한수현, 2003; 박헌일, 김기원, 2001)에 근거 하면,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으로부터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
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으로 이어질 가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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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생 집단으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부적 영
향력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각 변인에 하위요인도 구분하여 자
세한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
표집에 학년별 분포가 고르지 않다. 각 학년의 표집 비율을 보면 1학년이 표집의 56.5%, 2학
년은 21.4%, 3학년은 9.6%, 4학년은 12.4%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년별 또는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게 하여 보다 대표성 있게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상담 접근적 함의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관련 있음을 다
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상담장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접근할 때, 부적응적 완벽
주의 또한 중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장면에서 대학생이 호소하는 낮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
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 개입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
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
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부적응적 완벽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적응적 완벽주의 동향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 사이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낮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될 때 경험하게 되
는 지나친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과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 받을 것이라
는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지원해주는 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이 낮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호소할 때, 상담자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자신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고 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자가 대학생
의 지지원을 끌어들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보일 때, 대학생의 지지원을 통해 지지해줌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 장면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지각하고 있을 때 느끼
게 되는 부정적 감정과 사고 등을 지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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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여 대학생들의 원만한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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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ng-hak Kim

Bo-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firmed moderating effect by setting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predicting variable,
social support as moderating variab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322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ladaptive perfectionism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hile social support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a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t is, it turned out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mea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 Maladaptive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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