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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 및 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지역의 예

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학생 36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질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완벽

주의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완벽주의를 제외하고는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

족도 간의 모든 하위 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무용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연구모형을 검

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자기효능감이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두 변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학번: 2010-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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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용수들은 대부분의 활동이 실기 시험, 공연, 오디션과 같은 공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활동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일회성으로 평가

받게 된다. 무용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몇 분 동안 완벽한 동작을 해내고 완벽

한 감정을 표출해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내 성격은 남자 무용수들 사이에 유명하다. 그래서 

연습실에 들어올 때부터 큰 한숨을 쉬고 들어오는 파트너도 있다. 위에서 주는 

안무만 받아서 하는 발레리나도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

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나의 완벽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연습

을 하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 경험상 완벽하지 않으

면 난 단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결국 동이 틀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연습하

고 만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발췌, 2013)

이미 백 번 이상 공연을 했던 작품이라도 무대에 오르기 전 150% 이상의 노력

을 쏟아 부어도 관객에게 100% 만족을 주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 독일 슈투트가

르트 수석 무용수 강수진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날 세계 최고령 수석

무용수란 타이틀을 달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야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완벽주의 성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무용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습과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연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최고 실력을 시험이나 공연에서 똑

같이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험이나 공연과 같은 실전환경은 

시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습 환경과 동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들은 연습 시에 경험했던 최고 수행과 동

일한 감정, 느낌, 테크닉을 끌어내기 위해 무한 반복 연습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한 번의 최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이 과정에서 몰입, 불안, 긴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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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안요소를 해소하

기 위해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함현정, 2003). 이를 통해 무용수들은 

필연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게 된다.

완벽주의는 Hamacheck(1978)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

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가 말하는 정상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내고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완벽주

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해야만 한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

였다. 즉, 완벽주의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완벽주의를 역기능적인 부정적 단일 차원

으로 가정하고 주로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강박증, 섭식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

적 부적응의 관계를 살피는데 주력하여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연스럽게 

무시되어 왔다(박희진, 200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Frost와 Flett & Hewitt이 각

각 완벽주의에 관한 다차원적인 측정도구를 제안했으며, 그에 따라 완벽주의에 

대한 관점이 다차원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완벽주의는 적응

적/부적응적 완벽주의(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긍정적/부

정적 완벽주의(Terry-Short, Owens, Slade, & Dewey, 1995), 능동적/수동적 완벽주

의(Adkins & Parker, 1996), 건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Stumpf &

Parker, 2000),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Blankstein & Dunkley,

2002) 등으로 구분되었다.

긍정적 완벽주의자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낮은 반면, 부정

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수행을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여 완전한 성공이 아니면 

모두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Burns & Fedewa, 2005;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latt, 1995:

Flett & Hewitt, 2002). 반면 허현정(2004)은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을 높게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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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은 긍정적 완벽주의로 간주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긍정적 정서를 증가

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완벽주의의 긍정적 특성 또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무용 관련 완벽주의 연구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탈

진, 신체 불만족 등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 또는 단일 차원의 완벽

주의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경란(2005)은 무용전공생들

의 완벽주의 성향과 경쟁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신성철(2012)은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몰입과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무용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이 부정적 심리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하였다. 최승희(2009)

는 발레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신체불만족, 섭식태도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밝혔다. 최근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 

보다 긍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무용과 

관련된 완벽주의 연구는 여전히 부정적 특성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완벽주

의에 대한 단일 차원 접근은 완벽주의를 단순히 부정적 관점으로 간주했기 때문

에 완벽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무

용수들의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 활동을 하면서 무용수들은 보다 높은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만족의 의미

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타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양광희, 2000)라고 

한다면, 무용만족이란 무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 볼 수 있

다. 즉, 무용만족도란 무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적 만족으로 무용수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만족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무용에 대

한 만족여부는 과제 성취 이후 무용수들의 수행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거 미흡한 수행을 보완하여 능동적인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무용에 대한 만족은 무용 자체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의 생활 전반

에 걸친 만족도를 높여 무용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용만족의 근원

과 요인들을 예측해 보면 개인의 성향, 가치관, 신념체계, 과거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개인적 성향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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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은 무용수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 만족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Bandura는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정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

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어

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으로 상황적으로 구체화된 수준이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77).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동기적 신념(Gardner & Pierce,

1998)이기도 하다.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 여부는 무용수가 느끼는 무용 만족

도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인이 완벽주의 성향과 상호작용하면 무용 만족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성향이 무용수의 자기효능감과 연관지

어 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용수의 무용활동이나 공연활동을 성공

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취적이고 성취목표가 분

명한 성향을 지니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반

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새롭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열의가 적고 어려움

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김근홍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며, 류지연(2002)은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지연행

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지연행동을 적게 보이고, 낮으

면 지연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지연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무용 만족도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정은(2011)은 수학영재의 완벽주

의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두 요인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정

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 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홍혜영(1995)은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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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며, 문경(1997)은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

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련

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완벽주의자

들의 상당수가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헌영, 2010).

현재까지 무용과 관련된 완벽주의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심리적 변인이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만

족도를 매개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측면으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척도(FMPS)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 변인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들이 불가피하게 지니게 

되는 완벽주의 성향이 본인 자신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

해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무용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어

떠한 효과로 작용하는지 관련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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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수들이 지닌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중재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여 무용수들의 향후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실기 연마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정하였다.

1)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성향을 검증한

다.

2)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만족도, 자기효능감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3)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5) 무용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6)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구조모형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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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성별, 입상경력)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는 어

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2)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5)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6)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구조모형은 적합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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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용전공학생: 예술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며 꾸준히 공연과 무용 활동

에 참여하는 무용수

2) 긍정적 완벽주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크지 않고,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과 관계 갈등의 위험이 있다 해

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유형

3) 부정적 완벽주의: 부과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행 수준과 

자신의 현재 기술 및 능력간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수에 대해 

염려하며 자신의 수행을 의심하면서 자기 비난을 끊임없이 하고 타인의 비판

과 기대를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유형

4) 자기효능감: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유형의 과업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

5) 무용만족도: 무용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적 만족감으로써 무용수의 기대가 충

족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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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완벽주의의 개념

1)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정신역동이론에서 발전되었다. Hamacheck(1978)은 완벽주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 정상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즐길 줄 

아는 것이고,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과분한 기준을 세우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부정적 특성을 지닌다.

완벽주의 개념이 제안된 이후 1980년대 까지는 주로 부정적 차원의 완벽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Patch(1984)는 완벽주의를 실현 불가능한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라 정의했고 완벽주의자들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 놓

고 사는 삶의 방식(no-win scenario)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성공했을 때에도 자신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하였

다.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95% 혹은 99%의 성취는 대개 실패로 간주되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완벽주의를 단지 정신 병리

의 일종으로만 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며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Patch는 인간의 완벽함은 실제로 불가능한데, 이런 불가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좌절하며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Bruch(1978)는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Burns(1980)는 

완벽주의자들이 생산성 저하, 건강의 약화, 빈약한 자기통제, 원만한 대인관계 곤

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완벽주의

자들은 불만, 비만증, 편두통, 자살과 관련이 높으며(Deffenbacher, 1983; Goldfried

& Sobocinski, 1975), 패배감, 죄의식, 판단의 어려움, 수치심을 자주 느낀다고

(Hollender, 1965) 하였으며, 알콜 중독, 성기능 장애, 식욕 감퇴, 강박적 성격 장애

와 관련된다(Patcht, 1984)고 하였다. Broday(1988)의 완벽주의와 성격유형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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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수동-공격적 성격, 회피적 성격, 정신분열적 성격, 의존

성 강한 성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Hewitt과 Dyck(1986)는 완벽주의가 스트

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Frost의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는 그동안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성격특성으로만 간주하던 연구자에게 완벽주의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안목을 갖게 해주었다(김윤희와 서수균, 2007).

2) Frost 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FMPS)

Frost는 최초로 심리적, 행동적 측면을 조합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개

발하였다. 여기에서는 ➀실수에 대한 염려 ➁수행에 대한 의심 ➂개인적 기준 ➃
부모의 기대 ➄부모의 비난 ➅조직화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실수에 대

한 염려는 성취욕구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수행

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수행 능력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을 나타

낸다. 개인적 기준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

한,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고, 부모의 비난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부모로부터 비난받아 왔다고 지

각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비판 요인은 완벽주의 성향이 어린시절 부

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원인론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

막 요인인 조직화는 정리정돈과 조직화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6가

지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강박충동, 낮은 

자존감 같은 심리적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서은경, 2011; 김정화, 2011). 반면에 개인적 기준과 조

직화는 자기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Juster et al., 1996)가 있었고,

Chang(2004)은 개인적 기준 요인과 조직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

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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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witt &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

Hewitt과 Flett에 의해 만들어진 HMPS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

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기지

향적 완벽주의’는 ‘완벽해지려는 강한 동기’가 특징으로 매우 높은 개인적 기준

을 설정하고,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

째,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신념에 크게 의미를 두는 완벽

주의 성향이다. 이것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이러한 행

동들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의식하여 타인에게 초점

이 맞춰지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

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할 것을 기대하며, 타인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한다.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

실적인 기준을 부과하며 자신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되도

록 압력을 가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비현실

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기준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

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이는 패배, 불안, 분노 등의 정서를 유발하며 

종종 우울 또는 자살 생각 등과 관련된다.

4) 개인기준 / 평가염려 완벽주의

처음 Hamacheck(1978)이 완벽주의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1970년대에는 완벽주

의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Frost

와 Hewitt & Flett이 각각 완벽주의에 관한 다차원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해 내면

서, 완벽주의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완벽주의는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긍정적/부정적 완벽주의(Terry-Short,

Owens, Slade & Dewey, 1995), 능동적/수동적 완벽주의(Adkins & Parker, 1996), 건

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Stumpf & Parker, 2000), 평가염려 완벽

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Blankstein & Dunkley, 2002) 등으로 구분되기 시작했

다. Blankstein과 Dunkley(2002)는 완벽주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

벽주의’로 분류하였다. 부정적이고 부적응적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일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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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행 수준과 자신의 현재 수준 간의 불일치를 지

속적으로 인지하고, 실수에 대해 염려하며 자신의 수행을 의심하면서 자기를 끊

임없이 비난하고 타인의 비판과 기대를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반해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성격특성이며, 자신에게 주

어진 과제에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 지향적이고 완벽한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애

쓴다. 이들은 비교적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관

계 갈등의 위험이 있다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Shafran 등(2002)은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체계성과 통제감을 제공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수행불안, 협소한 관심사, 사회적 고립, 과로, 기분

저하, 만연된 실패감과 관련된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정숙, 2010에서 재인용).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우울과 부

적으로 관련이 있으며(Enns et al, 2002; Wu & Wei, 2008), 낮은 수준의 자살사고

와 관련이 있다(Chang, Wakins, & Bank, 2004). 또한 낮은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Rice, Lopez, & Vergara, 2005), 높은 성실성과 인내력(Stumpf & Parker, 2000), 그

리고 긍정정서와도 관련이 있다(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3).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기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경

향이 있다(Wade & Abetz, 1997; Wu & Wei, 2008;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따라서 자신에 대해 매우 낮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Suddarth & Slaney, 2001), 실수에 대한 염려를 지속적으로 한다(Juster, et al.,

1996). 그들은 부정적인 수행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수를 실패로 지각하고 스스로

에게 더 비판적이다(김정미, 2009; 손은정, 2010; Shafran et al., 2002). 또한 성공

을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고무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Wu & Wei, 2008). 따라서 이들은 쉽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기가치감이 

취약하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완벽함에 대한 압박을 지각하게 된 근

원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자녀의 수행에 대해 비판적이며 조건

적으로 아동을 수용해주는 양육자의 태도를 꼽을 수 있다(Rice, Vergara, & Aldea,

2006; Blatt, 1995). 따라서 양육자를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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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져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내면화하게 된 것이다. 평가

염려 완벽주의는 우울 및 불안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으며(최문선 2006;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Soenens et al., 2008; Wei et al., 2004),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Chang et al., 2004), 신경증(Stumpf & Parker, 2000)과도 관련이 있다. 또

한 낮은 긍정정서(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3)와 낮은 삶의 만족도(김

현정, 손정락, 2006)를 가지고 있다.

2.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정의 및 개념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결정하거나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오랜 시간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구성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라

는 용어는 1977년 Bandura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적 변화를 

중재하는 공통적 인지기제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행동을 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과제 수

행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동영, 1997).

Shell, Covin, & Bruning(1995)은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

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특정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개

인의 일반적 성격특성의 하나로 개념화시켰다. 그들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보다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한 사람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는 관

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행동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차정은, 1997).

Shell 등(1995)은 자기효능감이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 가

지고 있는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술들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생산적인 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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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어진 수준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Zimmerman, 2000). 이러한 자기효능감 이론은 인

간행동 변화 과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설명

해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자아개념, 자기존중감과 구별된다. 자신감은 과제를 성

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을 의미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전체적 수행의 성공을 낙관하는 포괄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아개념이 자

아와 관련된 전체적인 믿음 또는 판단 등과 같이 단일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효능감은 자아개념의 한 특수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이주영, 2007).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라는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하며 이것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

르면 효능기대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자기 자신이 성

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고, 결과기대는 특정행동이 어떠한 결과

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Bandura는 다양한 연구에서 효능기대가 높으

면 수행성취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효능기대가 강할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능기대가 낮은 사람들

은 쉽게 포기하거나 노력을 줄이지만 효능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꾸준한 수행을 한다(Bandura, 1993, 1997).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변화시켜 효과를 보려면 결과기대 보다는 효능기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97).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관계

는 <그림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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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효능이론(Self-efficacy theory, Bandura, 1977)

2) 자기효능감의 형성

자기효능감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지된 능력을 발휘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게 하고,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Bandura et al., 200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감성적 각성이 자기효능감의 주요원천이라고 주장

하였다.

첫 번째로, 과거의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의 핵심적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자신이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이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달라진

다. 과거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성공 수행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 과제에 대

해서는 자기효능감이 강할 것이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과제에서는 자

기효능감이 약할 것이다. 계속적인 성공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지만 지속

적인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여러번의 성공을 통해 이미 높은 자

기효능감이 형성되었다면, 한 두 번 실패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수행 초반에 겪은 실패 경험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경험한 실패

는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본인의 지배 경험에만 자기효능감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특정 과제를 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정보나 이미지,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성취 행동과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효능

감을 가늠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행동을 이루어내는 타인을 관찰함으로

써 자신도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성취에 대한 의욕도 증가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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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쉽고 이용하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 동료 

등에 의해 널리 이용된다. 이것은 격려나 칭찬과 같은 언어적 설득을 통해 결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격려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허경철, 1991).

그러나 이는 성취경험이나 대리경험에 비해 정확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자기효능감 형성 효과가 높지 않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득

이 이뤄질 경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Bandura, 1982).

네 번째, 사람은 불안과 긴장을 느끼거나 강압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

하면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각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존하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불안과 같은 정서적 각성의 감소는 수행성과를 높이는데 이

는 정서적 각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효능 기대감이 증대되어 수행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서적 각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지배받지 않을 때에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기효능감의 4가지 주요원천은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각각의 정보에 대해 어떤 인지적 판단과 평가가 수반되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이상의 네 가지 요인 외에도 과제의 난이도, 노력의 

수준, 개인의 능력차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자기효능감의 차원

자기효능감은 수준, 강도, 일반화 차원에 따라 실제의 행동수행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각 차원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변한다(Bandura, 1982, 1986, 1997).

첫 번째로, 자기효능감의 수준(magnitude level)은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과제

의 난이도와 관련된 것으로 과제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와 관련된 차원이

다. 난이도에 따라 과제가 어려우면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성취기대가 낮아지지

만, 과제가 쉬우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성취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강도(strength level)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지속되

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의 정도가 높을수

록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갖게 되고, 확신의 정도가 낮을수록 자신감이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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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이고 좌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성(generality)은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대상이나 상황

까지 일반화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범위에서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의 적용영역이 그만큼 일반

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Gist, 1987; Bandura, 1997).

3. 무용 만족도

일반적으로 만족이라는 용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만족감은 개인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만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

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 개념이라고 하였다. Burr(1971)에 의하면 

만족이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개인의 심리적 또는 주

관적인 느낌으로 일정한 목표나 욕구충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로 보

았다(김소영, 2000). 이러한 만족감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기대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박정희, 1997).

만족이라는 개념에 관한 많은 정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은 한 개인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라는 견해이

다. 만약 기대 수준이나 성과수준에 비해 실제로 얻은 성과가 차이가 크다면 불

만족이 일어난다. 즉 차이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만족이나 불만족의 수준이 결

정된다는 것이며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내적 기준과 실제의 보상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고 한다(나상영,

1985).

둘째, 만족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의 현상(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측면으

로 보면 만족이 개인의 내적 현상이며 감정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

나 보상의 일치도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정의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한 것의 하나라고 보는 것으로서 결국 만족은 특

정한 면에 대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얘기하

고 있다. 그러므로 만족을 주관적으로 경험 되어진 반응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일 것이다. 만족에 대한 요구체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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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유정준, 1999).

만족의 의미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

태(양광희, 2000)라고 한다면, 무용만족이란 무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감

정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무용만족도란 무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적 만족감으

로 무용수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에 대한 연구는 무용

활동만족(김수연, 2009; 박인실, 2006; 박진희, 2010), 공연만족(구혜민, 2009; 신숙

경, 2008), 무용수행만족(김지은, 2011; 민윤미, 2010; 정세진, 2010)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Beard와 Ragheb(1980)에 의해 개발된 여가 만족 질문지의 하위 구조적 특징은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휴식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

다. 그들이 여가 만족 척도를 개발해 낸 후,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본 척도

를 사용해 왔다. 김승민(2011)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무용수의 상황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질문지의 각 하위 구성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psychological) 요인이다. 만족의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지

표는 다양하다. 각 개인들이 선택한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경험이다. 또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취감과 새로운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educational) 요인이다.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자극,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활동은 새로운 경험, 호기

심 충족, 새로운 시도의 기회에 대한 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발산시키고, 그 욕구

를 충족시켜준다.

셋째, 사회적(sociological) 요인이다.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인간관계

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 집단이나 단체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적응에 기여한다.

넷째, 휴식적(relaxational) 요인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휴식 및 원기회복의 기회

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직면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직·간접적

으로 도움을 준다.

다섯째, 생리적(physiological) 요인이다. 특정 개인은 건강 및 체력증진, 근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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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강화를 위한 여가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이다. 환경이 잘 이루어져있을 때, 참가자들

은 그 활동에 대하여 보다 큰 흥미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만족감

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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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 관

계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여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지역의 예술 고등학교 5곳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학생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연구 분석에 부적합한 39부를 제외한 36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실기연습량과 목표성취의식이 최고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무용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더 나아가 무용수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

기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학생 57 15.8

여학생 304 84.2

전공

한국무용 121 33.5

발레 139 48.5

현대무용 101 28.0

입상경력

무 66 18.3

중하 109 30.2

중상 88 24.4

최상 98 27.1

전체 361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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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1) 완벽주의 척도(FMPS; Frost’ Multidimensional Per fectionism Scale)

완벽주의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국내에서 정승진(2000)이 척도를 번안하였고 각 하위차원의 내적합치도는 α=.66

에서 α=.87로 나타났다. 원래 본 척도의 6개의 하위요인은 개인 기준, 조직, 수행

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

기준 문항(긍정적), 수행에 대한 의심 문항(부정적), 실수에 대한 염려 문항(부정

적)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61부의 설문지 중 18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계수(factor loading)

의 크기가 .30이상(보수적인 연구자는 .40이상으로 함)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탁진국, 2011), 본 연구에서

는 .3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

이 .30보다 낮은 개인기준완벽 요인 3문항(Q3, Q6, Q7), 실수염려완벽 요인 3문항

(Q14, Q15, Q16)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기준 4문항, 수행의심 4문항, 실수

염려 6문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값은 .063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과 같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총 36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8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

하였으며, 가 127.163(df=74)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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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는 .890, RMSEA는 .063으로 나타났다. 검정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검정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Brown & Cudeck(1993)은 RMSEA값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 하였으며,

CFI와 TLI는 .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결과 

CFI값은 .9 이상으로 TLI값은 .9 이하로 나타났지만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완벽주의 최종 문항을 개인기준 4문항, 수행의심 4문항, 실수염려 6문

항으로 총 3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기준 수행의심 실수염려 ⍺
Q1 0.58 -0.14 0.15

.688
Q2 0.40 -0.15 0.13

Q4 0.85 0.10 -0.23

Q5 0.57 0.02 0.15

Q8 -0.02 0.33 0.18

.652
Q9 -0.08 0.55 0.05

Q10 -0.17 0.60 -0.01

Q11 0.19 0.57 0.03

Q12 0.10 0.20 0.46

.788

Q13 0.16 0.06 0.35

Q17 -0.01 0.01 0.75

Q18 -0.09 -0.07 0.83

Q19 -0.08 0.02 0.69

Q20 0.14 0.08 0.51

표2. 완벽주의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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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벽주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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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하여 오현애(2007)

가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무용수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하위

요인은 무용수들의 기술적 효능감, 의지조절 효능감, 판단적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변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가 1

점, ‘아니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61부의 설문지 중 18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기술적 효능감 요인 4문항(Q1, Q2, Q5,

Q6), 의지조절 효능감 요인 1문항(Q11), 판단적 효능감 요인 1문항(Q19), 과제난

이도 선호 2문항(Q20, Q21)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적 효능감 5문항, 의지

조절 효능감 5문항, 판단적 효능감 3문항, 과제난이도선호 3문항으로 확정지었으

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값은 .07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

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36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8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

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4>

와 같이 나타났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가 183.856(df=98)

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06, TLI는 .885, RMSEA는 .070으로 

나타났다. CFI값은 .9 이상으로 TLI값은 .9 이하로 나타났지만 만족할 만한 적합

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최종 문항을 기술적효능감 5문항, 의지조절효능

감 5문항, 판단적효능감 3문항, 과제난이도선호 3문항으로 총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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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의지조절 판단적
과제

난이도
⍺

Q3 0.68 0.12 0.09 -0.07

.791

Q4 0.73 -0.13 0.11 0.08

Q7 0.77 -0.02 0.03 0.07

Q8 0.41 0.15 -0.34 -0.03

Q9 0.61 0.05 0.11 0.02

Q10 0.11 0.63 0.04 -0.16

.784

Q12 0.12 0.59 -0.07 -0.14

Q13 0.01 0.72 -0.11 0.09

Q14 -0.06 0.60 0.07 0.28

Q15 -0.06 0.70 0.22 0.02

Q16 0.12 0.11 0.59 -0.04

.709Q17 0.09 0.01 0.75 0.01

Q18 0.25 0.12 0.51 0.07

Q22 0.19 -0.14 0.01 0.66

.756Q23 -0.03 0.02 -0.05 0.83

Q24 -0.04 0.22 0.06 0.61

표3. 자기효능감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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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기효능감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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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만족도 

무용만족도는 측정은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 만족 척도'를 김승

민(2011)이 무용 상황에 맞게 재구성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4문항으로 심리적 만족도, 교육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휴식적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의 총 6가

지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78~.93으로 나타났다.

무용만족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총 361부의 설문지 중 18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

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사회적 만족 요인 4문항(Q9, Q10, Q11, Q12), 신체적 만

족 요인 1문항(Q20)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 만족 4문항, 교육적 만족 4

문항, 휴식적 만족 4문항, 신체적 만족 3문항, 환경적 만족 4문항으로 확정지었으

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값은 .84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

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과 같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36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8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

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5>

와 같이 나타났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가 320.457(df=142)

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28, TLI는 .913, RMSEA는 .084로 

나타났다. RMSEA값이 .084로 나타났지만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았고, CFI와 TLI값이 .9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

만족도 최종 문항을 심리적만족도 4문항, 교육적만족도 4문항, 휴식적만족도 4문

항, 생리적만족도 3문항, 환경적만족도 4문항으로 총 5요인 19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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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Q1 0.68 0.04 0.20 0.01 0.03

.886
Q2 0.76 0.00 0.06 0.04 0.05

Q3 0.74 0.10 -0.02 0.08 0.06

Q4 0.49 0.26 0.07 0.07 0.01

Q5 0.32 0.57 0.00 -0.08 0.02

.816
Q6 0.17 0.38 -0.03 0.24 0.06

Q7 0.03 0.62 -0.06 0.18 0.07

Q8 0.08 0.87 0.14 0.15 0.05

Q13 0.031 -0.01 0.69 0.04 0.00

.907
Q14 0.08 -0.05 0.85 0.02 0.01

Q15 -0.03 0.03 0.92 -0.02 0.04

Q16 0.01 0.15 0.65 0.12 0.09

Q17 0.00 0.14 0.06 0.57 -0.01

.812Q18 -0.05 -0.07 -0.02 1.06 0.00

Q19 0.21 0.03 0.16 0.48 0.00

Q21 0.22 -0.16 -0.06 -0.03 0.77

.909
Q22 0.07 -0.01 0.26 0.02 0.60

Q23 -0.10 0.04 -0.03 0.00 1.02

Q24 0.13 0.08 0.06 0.03 0.96

표4. 무용만족도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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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용만족도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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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 60명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용어의 적합도, 명료도를 파악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예술 고등학교 5곳을 대상

으로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학교의 

담당 지도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뢰를 부

탁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

(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분석

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

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

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PASW Statistics 18.0,

CEFA 3.04,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

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사용한 질문지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사는 Cronbach ⍺계수를 이용하였다.

4) 성별 및 입상경력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5)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6)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7)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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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 모집에서부터 연구진행

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1307/001-009). 이후 연구참여자들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

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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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무용전공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완벽주의성향 3요인, 자기효능감 4요인, 무용만족도 5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완벽주의
긍정적완벽주의(4) 3.68 .56 2.00 5.00

부정적완벽주의(10) 3.25 .55 1.30 4.60

자기효능감

기술적효능감(5) 3.13 .58 1.40 5.00

의지조절효능감(5) 3.22 .57 1.40 5.00

판단적효능감(3) 3.35 .57 2.00 5.00

과제난이도선호(3) 3.48 .66 1.33 5.00

무용만족도

심리적(4) 3.75 .71 1.25 5.00

교육적(4) 3.61 .62 2.00 5.00

휴식적(4) 3.15 .92 1.00 5.00

신체적(3) 3.82 .68 1.00 5.00

환경적(4) 3.47 .83 1.00 5.00

표 5.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기술통계량                 (n=361)

첫째, 완벽주의는 긍정적 완벽주의(M=3.68, SD=.56)가 부정적 완벽주의(M=3.25,

SD=.55)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4개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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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선호(M=3.48, SD=.6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단적효능감(M=3.35,

SD=.57), 의지조절효능감(M=3.22, SD=.57), 기술적효능감(M=3.13, SD=.58)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무용만족도는 5개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만족

(M=3.82, SD=.6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만족(M=3.75, SD=.71),

교육적 만족(M=3.61, SD=.62), 환경적 만족(M=3.47, SD=.83), 휴식적 만족(M=3.15,

SD=.92)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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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n=57)

여성

(n=304)
t p

긍정적완벽주의 3.80 3.66 1.742 .082

부정적완벽주의 3.26 3.25 .090 .929

자기효능감

기술적효능감 3.39 3.08 3.734 .000

의지조절효능감 3.41 3.19 2.283 .026

판단적효능감 3.34 3.35 -.077 .939

과제난이도선호 3.79 3.42 3.995 .000

무용만족도

심리적 4.01 3.70 2.665 .010

교육적 3.82 3.57 2.464 .016

휴식적 3.72 3.05 5.299 .000

신체적 4.10 3.77 3.463 .001

환경적 3.55 3.45 .783 .434

표 6.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t검정 결과 

2.배경변인(성별, 입상경력)에 따른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1)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성별에 따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무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기술적효능감

(t=3.734, p=.000), 의지조절효능감(t=2.283, p=.026), 과제난이도선호(t=3.995,

p=.000), 심리적만족(t=2.665, p=.010), 교육적만족(t=2.464, p=.016), 휴식적만족

(t=5.299, p=.000), 신체적만족(t=3.463, p=.001)에서 남성과 여성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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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경력

F/p Scheffe
없음

(n=66)

1~3회

(n=109)

4~6회

(n=88)

7회이상

(n=98)

완벽주의
긍정적완벽주의 3.67 3.58 3.70 3.79 2.551/.055

부정적완벽주의 3.26 3.21 3.31 3.24 .502/.681

자기효능감

기술적효능감 2.93 3.10 3.12 3.29 5.383/.001 d>a

의지조절효능감 3.20 3.18 3.21 3.30 .751/.522

판단적효능감 3.23 3.31 3.37 3.44 2.041/.108

과제난이도선호 3.54 3.41 3.45 3.53 .837/.474

무용만족도

심리적 3.71 3.70 3.67 3.89 1.872/.134

교육적 3.60 3.55 3.59 3.69 .920/.431

휴식적 3.22 3.16 3.11 3.15 .201/.896

신체적 3.89 3.84 3.78 3.78 .436/.728

환경적 3.48 3.48 3.37 3.54 .667/.573

표 7. 입상경력에 따른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ANOVA 결과

2) 입상경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과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입상경력에 따라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입상경력은 직

업무용수 2인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4등급(비입상, 1~3회, 4~6회, 7회 이상)으

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표7>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기술적 효

능감(p=.001)에서 입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효능감은 고등학생이 된 이후 입상성적이 7회 이상>4~6회>1~3회>없음 순으로 높

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적 효능감은 입상성적 7회 이상인 집단과 비입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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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연구문제 3, 4, 5, 6>에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aw

data)이므로 완벽주의 3요인, 자기효능감 4요인, 무용만족도 5요인으로 구성된 관

찰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부록1>에 제시되

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와 무용만족

도,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 영향관계

(1) 완벽주의가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가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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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93(p=.000)로 나타나 긍정적 완벽주

의가 무용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7(p〈.05)로 나타나 부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566으로 나타나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를 56.6%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와 같다.

그림 7.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긍정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60(p=.000)으로 나타나 긍정적 완벽

주의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완벽주의

와 자기효능감 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7(p〈.001)로 나타나 부정적 완벽주

의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714으로 나타나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을 71.4%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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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3)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1.54(p=.000)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는 .744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무용만족도를 74.4%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ow data)이므로 완벽주의 3요인, 자기효

능감 4요인, 무용만족도 5요인으로 구성된 관찰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분석과 이론적 배경의 결과를 근거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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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36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림 9>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부

하량을 추정한 결과 =190.509, df=85, (p=.000), CFI=.940, TLI=.926,

RMSEA=.059, RMR=.058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 경로계수는 

.89(p<.001), 자기효능감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79(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 경로계수는 

-.20(p<.01)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완벽주의와 무용

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08(p>.05), 부정적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간은 .02(p>.0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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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

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경향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완벽주의의 기초통계량은 긍정적 완벽주의(M=3.68, SD=.56)가 부정적 완벽주의

(M=3.25, SD=.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완벽주의를 지닌 무용수들이

란 비록 자신의 목표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좌절감, 불쾌감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

이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한 이들, 실수를 하더라도 두 번의 실수를 피하기 위

해 더욱 많은 연습을 하게 되는 무용수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학생들이 시험이나 공연과 같은 일회성을 가진 환경에 많이 노출되지만,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성취해내기 위하여 스스로 완벽주

의 성향을 지니게 되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자기효능감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M=3.48, SD=.6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과제난이도선호란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무용수들이 난이도 높은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

며, 난이도 높은 동작에 대한 도전정신이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용만족도에서는 신체적 만족(M=3.82, SD=.6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참가자의 만족도가 경향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

체적인 부분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김승민(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고, 여가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신체적 만족도의 

영향이 가장 높다고 밝힌 백선경(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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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완벽주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민윤미(2009)

의 연구와 일치하며 조태형(2002)의 ‘골프선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실현의 관

계’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골프선수의 완벽주의 성향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판단적 효능감을 제외한 기술적 효능감, 의지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연자신감이 높다는 유지현(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자들의 공연자신감 수준에 있어서 남·여 간 성격적 특성

차가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무용만족도는 환경적 만족을 제외한 네 가지 하위요인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무용전공생들의 학업만족도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이유리(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는 권순석(2001), 이강진(2005)의 

연구결과와도 어느정도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무용전공 남학생들의 성비가 낮아 어떠한 시험이나 대회

에서도 여학생들보다 심리적으로 경쟁의 압박이 덜 하며 입상의 기회도 수월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입상경력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상경력이 상인 집단과 입상

경력 무인 집단 간에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기술적 효능감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태권도 선수들이 입상성적이 없는 태권도 선수들

보다 자신감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미란(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 또한 농구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경기성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힌 

조원석(2008)의 연구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자기

효능감 하위요인 중에서도 기술적 효능감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러한 사실은 무대경험을 통해 입상실적을 많이 쌓을수록 자신의 무용 능력에 대

한 믿음과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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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앞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

의는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2개 요인, 자기효능감은 기술적 효능

감, 의지조절 효능감, 판단적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4개 요인, 무용만족도는 

심리적만족, 교육적만족, 휴식적만족, 신체적만족, 환경적만족 5개 요인이었으며,

완벽주의가 무용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완벽주의는 정적 측면과 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Hewitt & Dyck,

1986), 완벽주의 성향이 정적으로 작용했을 때에는 자긍심의 유지와 생산성을 고

양시킬 수 있는 반면, 완벽주의가 부적으로 작용하였을 때에는 성취에 대한 강박

감이나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위기의식, 소외감, 자기존중감의 감소, 만성적인 우

울감, 지속적인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Alden, Bieling & Wallace, 1994;

Deffenbacher, Zwemer, Hill, & Sloan, 1983; Hewitt & Dyck, 1986). 본 연구결과에

서도 긍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서 제시

된 완벽주의 연구들의 이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가 만

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들(민윤미, 2010; 오유경, 2012; 전

진실, 2006)과 일치하여 완벽주의가 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무용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

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완벽

주의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마추어 골퍼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완벽주의로 분류되는 자기기준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완벽주의로 분류되는 타인기준 완벽

주의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영향관계가 있다는 이범

(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은 긍정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완벽주의를 지니게 되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효능감을 높게 하지만 부정적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은 자

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효능감을 낮게 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무용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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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은 무용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무용여

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

인임을 밝힌 정은영(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무용전공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체육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밝

힌 하명남(2006)의 연구,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정용각(1999)의 연구와 일치하여 무용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간의 구조모형

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와 무

용만족도 두 변인 사이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경우 완벽주의

가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

능감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용전

공자의 완벽주의와 공연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연구를 실

시한 김명주, 김정련(2010)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만족

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완벽주의를 긍정적 완벽주의

와 부정적 완벽주의로 나누어 무용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사실상 전무

한 실정이다. 무용심리학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완벽주의와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 간의 관계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가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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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 및 무용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용전공 고등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를 측정하였다.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

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완벽주의 총 3요인 14문항, 자기효능감 총 4요인 16문항, 무

용만족도 총 5요인 19문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361명의 자료를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경향성을 살펴

본 결과 완벽주의에서는 긍정적 완벽주의, 자기효능감에서는 과제난이도 선호,

무용만족도에서는 신체적 만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무용전공 학생들의 배경변인(성별, 입상경력)에 따른 완벽주의, 자기효능

감, 무용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는 완벽주의는 차이가 없었

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기술적효능감, 의지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만족도에서는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신체적 만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

상경력에 따라서는 입상경력 상 집단이 입상경력 무인 집단보다 기술적 효능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긍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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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부정적 완벽주의는 무용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정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무용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완벽주의와 무용만

족도 사이에 자기효능감은 이 두 요인을 부분매개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완

벽주의와 무용만족도를 중재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후

속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경험적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완벽주의의 적응성과 부적응성의 논란을 가져왔는

데 이는 오늘날 완벽주의의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다(Stoeber & Otto,

2006). 하지만 현재까지 완벽주의의 긍정적 특성에 관계되어 구체적으로 밝혀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들의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무용수들에게 긍정적 완벽주의는 향후 

성공적인 무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수들을 대

상으로 한 완벽주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애초에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질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을 무용수들의 상황

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재구성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용전

공자들에게 적합한 자기효능감 질문지가 개발되어야만 앞으로 무용수들을 대상

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에 유익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

다. 본 연구는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던 연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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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벽주의와 무용만족도의 관계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중재변인이 두 요인을 부분매개 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향후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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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긍정적

완벽주의

부정적

완벽주의

기술적

효능감

의지조절효능

감

판단적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휴식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긍정적

완벽주의
1 　 　 　 　 　 　 　 　 　 　

부정적

완벽주의
.200** 1 　 　 　 　 　 　 　 　 　

기술적

효능감
.384** -.064 1 　 　 　 　 　 　 　 　

의지조절

효능감
.523** .041 .405** 1 　 　 　 　 　 　 　

판단적

효능감
.363** .088 .452** .447** 1 　 　 　 　 　 　

과제난이도선

호
.400** -.019 .271** .405** .290** 1 　 　 　 　 　

심리적

만족
.547** .007 .435** .488** .448** .486** 1 　 　 　 　

교육적

만족
.461** .041 .407** .463** .495** .420** .676** 1 　 　 　

휴식적

만족
.438** .007 .363** .456** .244** .408** .618** .541** 1 　 　

신체적

만족
.428** .002 .277** .402** .362** .408** .625** .535** .493** 1 　

환경적

만족
.297** .027 .248** .304** .188** .216** .401** .344** .454** .356** 1

* P< .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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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무용 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무용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

다. 

학생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학생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김미진 

(hlight3@snu.ac.kr)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지역 : ① 서울   ② 대전   ③ 광주   ④ 울산  ⑤ 경북    

3. 학년 : ① 고 1 ② 고 2 ③ 고3

④ 대학 1 ⑤ 대학 2 ⑥ 대학 3 ⑦ 대학 4

4. 전공 : ① 한국무용  ② 발레  ③ 현대무용

5. 입상경력 유무(고등학생 이후) : ① 없음  ② 1~3회  ③ 4~6회 ④ 7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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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완벽주의 성향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용과 관련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 1 2 3 4 5

3
스스로에게 상당히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않으면 나는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다
1 2 3 4 5

4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 2 3 4 5

5
매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남들은 나보다 스스로에 대해 낮은 기준도 항상 받아들이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끊임없는 연습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9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0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1 어떤 일을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1 2 3 4 5

12
만일 내가 무용 또는 공부에서 실패한다면, 난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1 2 3 4 5

13 실수를 한다면 속상할 것이 분명하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15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

다
1 2 3 4 5

16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17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1 2 3 4 5

18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곧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1 2 3 4 5

19 내가 항상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20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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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무용 전공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동작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내 부족한 실력에 우울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비교적 성공하는 무용수가 될 것이다 1 2 3 4 5

3
나는 실전에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무

용실력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4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동작도 잘 습득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시험이나 콩쿨을 앞두고 내 무용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6
새로운 작품을 배우기 시작할 때, 동작을 잘 습득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동작을 하든지 다른 친구들이 잘 하는 만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8 주변 친구들의 무용 실력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다 1 2 3 4 5

9
나는 새롭게 배우는 어떤 동작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내 무용실력이라

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연습을 계획성 있게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어떤 동작이 어려워 보이면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12
나는 연습을 할 때,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해야 될 연습은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 1 2 3 4 5

14 어떤 동작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무용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무용과 관련하여 내가 잘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낼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무용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

할 수 있다
1 2 3 4 5

18 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19 나는 동작 연습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1 2 3 4 5

20 쉬운 동작일수록 좋다 1 2 3 4 5

21
만일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작품보다는 쉬운 작품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2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동작을 좋아한다 1 2 3 4 5

23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1 2 3 4 5

24 나는 관심 있는 일은 어렵더라도 꼭 하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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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무용 전공생들의 무용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무용만족도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1 2 3 4 5

2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1 2 3 4 5

3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4 나는 무용 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함을 느낀다 1 2 3 4 5

5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 

준다
1 2 3 4 5

6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1 2 3 4 5

7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8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무용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1 2 3 4 5

10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11 무용 활동을 통해서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1 2 3 4 5

12
나는 무용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1 2 3 4 5

13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다른 고민거리를 잊게 해준다 1 2 3 4 5

14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5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한다 1 2 3 4 5

16
나는 무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는 무용 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1 2 3 4 5

18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1 2 3 4 5

20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건강을 지켜준다 1 2 3 4 5

21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신선하고 깨끗하다 1 2 3 4 5

22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1 2 3 4 5

23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보기가 좋다 1 2 3 4 5

24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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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 among the dance major students'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Miji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dance major high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on their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and verify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361 dance major students who are 
attending art high schools in Seoul, Daejeon, Gwangju, Ulsan and Gyeongbuk. After 
the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questionnaires about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data was analyz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s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except for 
negative perfectionism which is a sub-factor of perfectionism. Route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the factors. As the result, positive perfectionism made positive 
effects on dance satisfaction and negative perfectionism made negative effects on 
dance satisfaction. Also, positive perfectionism made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and negative perfectionism made negative effects on self-efficacy. Finally, self-efficacy 
made positive effects on dance satisfaction. Research model among the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ance satisfaction was verified finally. As the result, suitabil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and self-efficacy mediated perfectionism and dance 
satisfaction, so self-efficacy wa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mediates two variables 
of perfectionism and dance satisfaction. 

Key words: perfectionism, self-efficacy, dan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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