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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담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해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학업  측면에 해 이야기할 때는, 학업 수행이 우수하든 그 지 않든 자신의 재 

성 에 한 불만과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의 부족을 토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더 잘할 수 있었

고 더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신의 수행에 해 지나치게 높은 기 을 세우고 완

벽해지기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과에 해서는 비  경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완

벽주의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 불가능한 목표의 달성과 생

산성의 에서 평가하고, 스스로 부과한 당 성에 지배받는 경향을 보인다(Frost et al, 1990; 

Stober, Harris, & Moon, 2007).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완벽주의  태도가 궁극 으로는 학업향

상과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Slaney et al, 2000) 완벽

해지기 해 몰두하는 사람들은 부분 심리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

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Greenspan, 2000).

많은 기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높은 기  수 에 도달하기 해 애쓰며 남보다 탁월해야만 한

다는 경직된 사고로 인해 쉽게 패배감을 느끼는 단일한 성격특성으로 정의되어 부 응 인 측면

에 을 맞추어왔으나(Burns, 1980) 1990년  , 두 계열의 선구  연구자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이 완벽주의를 다차원 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한 이후 완벽주의의 정 , 부

정  특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Flett & Hewitt, 2002; Slaney et al, 2001). 

특히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 , 타인지향 , 사회부

과  완벽주의로 구성된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하 는데 이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세 하  척도  자기지향완벽주의는 일부 응  특성과도 련이 있었다. 를 들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성취를 한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도 하고(Hewitt & Flett, 1991; 윤숙경, 

1996),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최정임, 1998). 한 자기

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교사와의 계  학교 수업을 더 정 으로 지각하는 

등(이은 , 2003) 학교생활에서 응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학업 역이 아닌 정서  차원, 즉 우울이나 불안, 고독 등에는 자기지향완벽주의 역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문경, 1998; 손병환, 박경자, 1999; 윤정민, 2006),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조한익(2003)에 따르면, 단기 으로는 성취를 한 동기로 작용했던 자기지향완벽

주의가 결국에는 학업 소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반면 사회부과완벽주의는 일 되게 부 응  특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청소년의 인불안

을 심화시키며(송은 , 2005), 아동의 불안과도 계가 있고(윤정민, 2006), 청소년의 무기력  

자살 행동에도 향을 미쳐(Boergers, Spirito, & Donaldson, 1998; Hewitt et al, 1997) 반 으



로 청소년의 심리  고통과 부 응을 견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왔다(Hewitt et al, 2002). 

이처럼 완벽주의에는 정 , 부정  특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논의되지만, 완벽주의를 부 응

 측면에서 조망할 때에는 공통 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언 된다. 지나치게 높은 기 , 이 

기 을 충족시켜야한다는 경직된 열망, 비 인 자기평가가 그것인데, 이 에서도 특히 기  

충족에 한 경직된 열망과 비 인 자기평가가 완벽주의의 부 응성과 한 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Alden, Ryder, & Mellings., 2002; Burns, 1980; Dunkley, & Blankstein, 2002;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Ellis, 2002; 김윤희, 서수균, 2008에서 재인용)은 지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실무율 (all-or-none)이고 경직된 기 을 만족시켜야하

고 다양한 역에 걸쳐 높은 수행을 보여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경험에 해서는 평

가 하하고, 실패경험에 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때 평가의 상은 과정이나 자신의 행동이 

아닌,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 한 부정 인 감정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한 자신이 그

듯 타인도 자기에 해 단 이고 비 이라고 여겨 사회 인 계상황을 으로 지각하

기 쉬우며,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타인이 알게 되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Greenspan, 2000).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  사고에 따른 우울(Ashby, Rice, & 

Martin, 2006; Flett et al, 2003), 불안(Wang, Slaney, & Rice, 2006), 수치심과 죄책감, 당혹감

(Tangney, 2002)과 같은 부정  정서에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특히, 다양한 역에서 타인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는(Bandura et al, 2002) 타인의 완벽주의  기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청소년으로 

하여  부정 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하여 성인들보다 정신건강상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

다. 한 로, Hewitt 등(2002)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을 상으로 했을 때는 사회부과완벽주의만 

불안과 련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완벽주의  사회부

과완벽주의 모두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완벽주의가 다양한 종류의 부정  정서를 유발하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완벽주의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직  원인이라 

하기에는 심리내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shby, Rice, & Martin, 2006). 가령, 완벽주의는 심리  부 응에 향을 미치지만 수치심과 

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면 직  효과는 사라지고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 숙, 2009), 완벽주의가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제 3의 변인을 

고려했을 때에는 완벽주의의 직 인 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Ashby, Rice, 

& Martin,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해서는 함께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라는 인지  요소



와 개인의 정서경험 처리라는 정서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한 이

해를 더하고자 한다. Manson(1975)이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에게서는 정서가 가장 핵심 인 스트

스 통로라고 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 스는 이후 정서 처리 과정이 그 

부정  향에 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완벽주의 집단에 따른 정서경험 

 처리과정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 으로써 완벽주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  고통이 어떤 

정서처리 과정 때문인지에 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트 스에 한 처에 향을 

미치는 정서경험(Caver & Scheier, 1994; Lazarus & Launier, 1978)을 고려하여, 완벽주의  청소

년들이 스트 스 상황에서 어떻게 처하는지에 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실제로 완벽주

의와 심리  고통의 계에 해 연구했던 Aldea와 Rice(2006)에 따르면 완벽주의와 심리  고통

의 계를 정서조  곤란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자들의 정신건강에 해 이해

하기 해서는 정서  경험에 한 이해가 동반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주의  청소년들은 여러 정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는 정서

경험 양상에 따라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 즉, 자기 평가에 따라 야기된 부정  정서를 지각하는 

정도나 그 정서에 주의 기울이는 정도, 스스로 수치심과 같은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인식하는 

정도, 이런 경험을 표 하는 방식 각각에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심리  향 역

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정  정서에 해서도 어떤 청소년은 정서를 강렬하게 느끼고 

정서에 더 많이 주의함으로써 낮은 강도의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과는 다른 정서 조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게 선택된 조 양식에 따라 이후 정서경험  그 향은 달라지게 된다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개인의 정서 련 정보처리에 있어서 차이를 만드는 변인으로, Clore와 Gohm(2000)은 세 가

지, 정서경험 특성, 정서 강도, 정서 주의력,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들고 있으며 그 에서도 개인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변인으로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꼽았다. 를 들어 어

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에 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같은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강렬

하게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매우 약하게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는 등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강도에는 개인차가 있어 각각의 정서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서강도란, 개인이 일반 으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로, 정서  사건에 한 각성수

과 반응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Larsen & Diener, 1987). 정서강도는 기질의 한 측면으로,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은 각성 상태의 변화에 해 생리 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Blascovich et al, 1992), 심리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결과가 일 이지 않다. 

정서강도는 정서표 , 다양한 정서성의 추구, 외향성이나 정서  안정성과 같은 응  특징과 

련되기도 하지만(Kring, Smith, & Neal, 1994; Larsen & Diener, 1987),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



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은 신경증, 신체화, 우울증상과 정  상

을 보 다. 정서강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은 스트 스를 겪으면 개인화나 과일반화와 같은 인지 

양식으로 자기 을 높이고, 자기비난이나 소망충족 등의 자기- 이고 정서-지향 인 처

를 많이 하게 되어 정서조 에 한 기 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Endler & Parker, 1990; Flett, 

Blankstein, & Obertynski, 1996; Larsen & Diener, 1987; Williams, 1989;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정서강도의 향에 한 상반된 결과는 정서  각성이 다른 변인들의 

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서강도의 효과를 이해하기 해서는 정서  각성 상태

에 수반하는 다른 변인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각성된 정서 상태는 정서인식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자신의 정서경험을 인식하고 이해하

며 구분하는 능력을 정서인식명확성이라고 한다(Gohm & Clore, 2000, 2002; Salovey et al, 1995). 

자신의 내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정서 련 능력, 즉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정서를 정교하게 조 하는 능력 발달에 필수 인 요소이며(Saarni, 2007), 개인의 정

신건강에 있어 가장 응 인 특성으로 알려져있다(Grabe, Carste, & Herald, 2004). 이를테면, 

자신의 정서에 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  기분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행복감 같은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스트 스와 정서표  갈등

이 다(김미경, 1998; 이수정, 최요원, 2004; 조성은, 2005). 한 극 이고 계획 인 처를 통

해 사건을 정 으로 재해석하고 정  사건에 한 자기 확인  귀인을 하는 등 통제감 역시 

높았다(Gohm & Clore, 2002).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

는 능력에도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응과 인 계에서 요한 요소이며, 사회  정

보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박경옥, 2006; Feldstein & Siegman, 1987). 

반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서경험을 조 하는데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며 결과 으로 목표 지향  생각이나 행동을 한 직  자원을 구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Gohm & Clore, 2000, 2002). 정서에 한 이해는 정서  유능감

(emotional competence)의 필수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이는 스트 스 상황에서 청소년의 응

인 탄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Saarni, 2000). 따라서 정서에 한 낮은 인식은 스트

스 상황에서 건설  처 략을 찾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Shields et al, 2001), 부정  정서에 

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im & Zeman, 2005, 2006). 

앞서 살펴본 정서  정보 처리를 조 하는 변인, 즉 정서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다양한 조

합을 통해 개인차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를 연구한 Gohm(2003)는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에 따른 4가지 유형을 도출하 다. 각 유형은 정서강도는 약하면서 정서 인식 명확성은 높은 '안

정  집단(cerebral)', 정서강도는 약하고 정서인식의 명확성도 낮은 '무딘집단(cold)', 정서강도는 

강하지만 정서인식 명확성은 낮은 '압도되는 집단(overwhelmed)', 정서강도는 강하고 정서인식 



명확성도 높은 '격렬한 집단(hot)'이다. 이 에서 압도되는 집단, 즉 정서경험은 강렬하지만 자신

의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인 민성, 우울, 감, 불안 등 정신병

리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괴  충동행동을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

확성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조소 (2004)에 따르면 불편한 신체  각성을 강렬하게 자주 느

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체  자극에 압도되어 보통 사람

들보다 즉각 인 정서 조 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며 독에 쉽게 빠진다고 한다. 과도한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경험을 명료화하는 능력의 결함은 정보처리를 차단하게 하고 이후 심

리  증상의 발달과 정신건강의 유지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Josephs et al, 1994).

이와 같은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라는 인지  요소와 개인의 정서 경험  처

리 과정의 정서 요인을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청소년 집단에서는 어떤 자연발생 인 하  집단

이 존재하는지, 각 집단의 정신건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 , 정신 으로 격한 발달이 일어나 이 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지 , 심리 , 사회 , 도

덕 ,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나, 여러 역경에 처하는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해야하는 정서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인지  요인인 완벽주의, 그 에서도 응 /부 응  완벽주의와 정서경험  처리에 련된 

정서 련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되어 군집을 이루는지, 이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어떤 

련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응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연구는 경기, 인천 지역의 , 고등학생 357명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에 응한 357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5.8%)을 제외한 총 336명(94.1%)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12명(30.6%), 여학생 224명(60.9%)이었다. 

1)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해 Hewitt과 Flett(1991)이 제작하고 한기연(1993)이 번안한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이하 HFMP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

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3차원이 각 15문항씩 총 45문항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

용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문항으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요

한 일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문항의 로는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함을 기 한다"가 있다. 

이 문항들은 리커트식 7  척도(1=  아니다, 7=매우 그 다)로 평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각 

역과 련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김 정(2003)에

서 신뢰도(Cronbach's 계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88,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74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79로 나타났다.

2) 정서강도 척도

개인의 정서체험에 있어 크기 혹은 강도의 차이를 측정하기 해 Larsen과 Diener(1987)가 개

발한 정서강도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 AIM)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정  정서강도와 

부정  정서강도를 아우르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  척도(1=  이 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 게 느낀다)로 응답한다. 수의 범 는 40 ~200 으로 수가 높을

수록 정서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주  경험( : " 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나는 처질 듯 행복해지곤 한다"), 신체반응( : "내가 조해 질 때, 나는 온몸이 떨린다"), 

인지  수행( : "내가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제를 완수했을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 

등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반응이 표출되는 다양한 경로에 한 내용을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 황석 , 한정원과 민경환(199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신

뢰도(Cronbach's 계수)는 최해연 등(2008)에서 .80,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3)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정서인식 척도(Trait 

Meta-Mood Scales : TMMS)를 사용했다. 정서지능의 하 요소인 정서에 한 주의, 정서인식 

명확성, 부정  정서에 한 개선 믿음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총 30문항 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인 정서인식 명확성 11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5  

척도(1=  이 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 게 느낀다)로 응답하며 최해연 등(2008)에서 신

뢰도(Cronbach's 계수)는 .79인,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4) 정신건강 척도 

연구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표 화하고 이훈구(1986)가 요인분석 후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 47개 문항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정신진단검사지의 단축형으로 SCL-90-R과 높은 상 이 있음이 보고되었

다. 이 척도로 4개의 증상(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에 해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

안 경험한 증상에 따라 ‘  그 지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평정하며 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계수)는 강재희(2005)에서 감 .85, 인 민성. 86, 우울.88, 불안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감 .86, 인 민성 .78, 우울 .86, 불안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반 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해서는 신뢰도(Cronbach's  계수)를 검토하 다. 둘째, 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명료

성과 정신건강 하 요인인 감, 인 민성, 우울, 불안 간의 계를 검토하기 해 Pearson 

상 계 분석을 하 다. 셋째, 그리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은 “ 상(응답자, 상품, 혹은 다른 단 들)을 미리 정해진 기 에 의거, 한 군집 내에 

유사한 상들이 속하도록 분류” 하는 것으로(Hair & Black, 2000), 2단계 군집분석은 계  

군집분석과 비 계  군집분석을 조합한 방식이다. 먼  1단계에서는 표 인 계  군집방

법인 Wards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각 군집의 기 심 을 결정한다. 그 다음 2단계에

서는 각 군집의 심 을 비 계  군집방법인 K-means방법의 기 시작 으로 투입하여, 각 

사례를 그 심 을 향해 흩뿌리는 방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계  군집

방법이 많은 수의 사례에 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단 , 즉 사례  다른 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되는 정도가 큰 사례가 군집형성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한다는 이 이 있다. 넷째, 군집분

석을 통해 나 어진 각 집단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 다. 이 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정신건강의 하 요인(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이었다. 



Ⅲ.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 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 을 <표 1>에 

제시하 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지향완벽주의는 정서강도와는 간 정도의 정 상

(r=.40, p<.01)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는 낮은 정도의 정 상 (r=.20, p<.01)을 보 으나 정신

건강과는 상 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r=-.06～10, p>.05). 이는 자기지향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정서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정신건강과는 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 사회부과완벽주의는 정서강도(r=.22, p<.01), 정신건강(r=.20～.29, p<.01)과는 낮은 정도의 정

상 을 보 으나 정서인식 명확성과는 상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r=-.05, p>.05). 이는 사회

부과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정서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이 높

아짐을 의미한다. 정서강도와 정신건강간의 상 은 감(r=.24, p<.01), 인 민성(r=.23, 

p<.01)에서 유의한 낮은 정도의 정 상 을, 우울(r=.35, p<.01), 불안(r=.37, p<.01)과는 유의한 

간 정도의 정 상 을 보 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신건강 간에는 모든 정신건강 하 역에서 

유의한 간정도의 부 상 을 나타내었다(r=-.30～-.44, p<.01). 이는 정서강도가 높을수록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이 높아지고,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1> 각 변인들간 상 (n=336)

  

*p<05, **p<.01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일

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들을 사회부과완벽주의와 자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 

수 에 따라 분류해볼 때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됨이 시사되었다. 이어서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군

집변인들의 평균 수를 기 심 (speed points)으로 삼아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

시하여 각 참여자를 해당군집에 최종 분류하 다. 그 결과 군집 1은 121명( 체의 36.0%), 군집 

2는 76명( 체의 22.6%), 군집 3은 57명( 체의 17.0%), 군집 4는 82명( 체의 24.4%)으로 나타났

다. 이어서 각 군집의 양상을 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해 [그림 1]에 각 군집별 군집변

인들의 수를 표 화하여 나타내었다.

군집 1은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보다 높고, 사회부과완벽주의

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자기지향완벽주의격렬정서”집단, 군집 2는 자기지향완벽주의, 사회

부과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이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을 “비완벽주의무딘정서” 집

단, 군집3은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 정서강도는 평균보다 높고, 정서인식명확성

은 평균보다 낮은 “완벽주의압도정서”집단, 군집4는 사회부과완벽주의는 평균보다 높으나 자기

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사회부과완벽주의무딘정서”집

단이라고 명명하 다. 각 군집의 형태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 다.

<표 2> 최종군집별 심

 

군집변인은 표 화된 수임 : M=0, SD=1



[그림 1]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에 따른 군집 로 일

각 군집을 독립 변인으로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을 

종속변인으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결과 군집에 따른 사회부과완벽주의(F=122.76, 

p<.001), 자기지향완벽주의(F=144.40, p<.001), 정서강도(F=63.26, p<.001), 정서인식명확성

(F=76.62, p<.001)수 은 유의미하 다. 사후검증결과 사회부과완벽주의는 군집 3이 군집 4보다, 

군집 4는 군집 1보다, 군집 1은 군집 2보다 .05수 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기지향완벽주의는 

군집 3이 군집 1에 비해, 그리고 군집 1은 군집 4보다, 군집 4는 군집 2에 비해 .05 수 에서 유의

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정서강도는 군집 3이 군집 1, 4에 비해, 군집 1, 4는 군집 2에 

비해 .05수 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군집 1이 군집 2, 3에 비해, 

군집 2, 3은 군집 4에 비해 .05수 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군집별 완벽주의  정서

경험 수 의 차이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 다. 

<표 3> 군집별 완벽주의와 정서경험 수 의 차이

***p<.001



  

[그림 2] 군집별 완벽주의와 정서경험수  차이비교(표 수)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 수 에 따라 구성된 네 개의 

군집들 사이에 정신건강 하 변인의 평균 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MANOVA를 실시하 다. 이때 Box의 공분산행렬상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 으므로 〔F(30, 194472)=2.25, p<.05〕, Mettler와 Vannatta(2001)이 제안한

로 Pillai's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 군집 간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illai's Trace=.23, F(12, 993)=6.89, p<.05, 부분 2= .08〕. 구체 으로 정신건강 하

변인 각각에 한 MANOVA 결과를 살펴보면, 네 군집은 정신건강 하 차원인 감, 인

민성, 우울, 불안 모두 .01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

가 어느 군집 간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해 Scheffe'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고 그 결

과,  감, 인 민성, 우울, 불안은 유의도 .05수 에서 군집 3(완벽주의압도정서집단)과 군

집 4(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가 군집 1(자기지향완벽주의 격렬정서)과 군집2(비완벽주

의 무딘정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와 [그림 3] 참고). 요약하면, 군집3(완벽주의 압

도정서 집단)과 군집4(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감, 인 민

성, 우울, 불안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 각 군집별 정신건강 하 변인 평균 수

**p<.01, *p<.05 사후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 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시함 (p<.05)  

[그림 3] 군집간 정신건강 평균비교(표 수)

Ⅳ. 

본 연구는 청소년을 상으로, 다차원  완벽주의와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에 따라 어

떤 자연발생 인 하 집단 혹은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각 하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

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경우, 다차원  완벽주의와 정서 련 변인

의 수 조합에 따른 집단을 분류해보았을 때, 4개의 서로 다른 군집(자기지향완벽주의 격렬정

서, 비완벽주의 무딘정서, 완벽주의 압도정서,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이 존재하며, 특히 완

벽주의 압도정서 집단과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의 청소년이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많

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완벽주의와 정서 련 변

인의 조합에 따라 여러 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주의가 비교  안정 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질임을 고려해봤을 때, 상담 장이나 



교육 장면에서 완벽주의에 해 직  개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그 효과가 제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에서 생되는 정서를 명확히 하고, 조 하는 능력은 선천 이기 

보다 다분히 후천 이며, 상담  교육을 통해 직 으로 획득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 개입하고자 하는 

정신건강 문가들은 완벽주의로 인해 심리  불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과 만났을 때, 이들의 

완벽주의가 어떤 정서경험  처리과정과 함께 나타나는지에 한 이해를 통해 효과 인 정서

조 을 한 개입방향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구체 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의 두 유형과 정서강도, 정서인식 

명확성, 정신건강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지향완벽주의는 정신건강과 상 계가 유의

하지 않았으나 사회부과완벽주의는 정신건강의 네 하 역 모두와 정  상 계를 보여 사회

부과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간 사회

부과완벽주의가 고독감, 불안,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부  상 이 있다는 연구결과(홍석인, 명호, 2007; Flett, Hewitt, & DeRosa, 1996; 김윤희, 서수

균, 2008에서 재인용)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에 비해 정신건강과 별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지향완벽주의는 자기에 한 수행 기 이 높지만 경직되지 않고, 역 선택 이어서 

응  측면을 갖고 있다(Tangney, 2002)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 정서변인과 정신건강 하 역과의 상 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강도는 정신건강 하

역과 정  상 을 보 으나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신건강 하 역과 부  상 을 보여 정

서강도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완벽주의와 정서 련 변인과의 상 계에서는 사회부과완벽주의와 자기지향완벽주의 

모두 그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가 높은 청소년들은 비완

벽주의자들 보다 강렬하게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

의자들은 자기평가에 많은 에 지를 집 하고 특히 자기 평가 인 부정 정서, 즉 수치심, 당혹

감, 불안과 우울 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 졌는데(Ashby, Rice & Martin, 2006; Tangney, 

2002), 이들의 정서강도가 비완벽주의보다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완벽주의  청소

년들은 와 같은 부정  정서로 인한 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 정서

를 강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유발된 정서에 의해 기존의 태도나 고정 념에까지 크게 향

을 받는다는 사실(Haddock, Zanna, & Esses, 1994)을 생각해보면 완벽주의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은 삶의 여러 역에 더욱 큰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범 하게 향

을 미치는 정서경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지향완벽주의자들의 경우 정서인식 명확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 두 하 역과 정서 련 변인의 조합에 따라 군집을 분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하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자기지향완벽주의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사회부과완벽주의가 평균보다 낮고, 정서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자기지

향완벽주의 격렬정서" 집단, 군집 2는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가 모두 평균보다 

낮고 정서강도  정서인식 명확성 역시 평균보다 낮은 "비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 군집 3은 

자기지향완벽주의와 사회부과완벽주의 모두와  정서강도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정서인식 명확

성은 평균보다 낮은 "완벽주의 압도정서" 집단, 군집 4는 사회부과완벽주의는 평균보다 높고 자

기지향완벽주의, 정서강도, 정서인식명확성 모두 평균보다 낮은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완벽주의 하 요인  정서 련 변인들 모두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은 가장 스트 스가 은 것으로 보고되는 낮은 정서강도와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에 해당하는 안정정서 하 집단이 청소년을 상으로 한 군집분석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는 이다. 이는 성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박혜 , 2008; 조성은, 2004; 조소 , 

2004; Gohm, 2003)과는 다른 결과로, 청소년기의 발달  특수성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그동안 받았던 양육자의 지시와 가이드에서 

벗어나 독립 인 인격체로 거듭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생리 , 심리 , 사회 으로도 

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강렬하고 일 성이 결여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서를 

발달시키고 조 하는 능력을 학습, 개발해야하는 단계에 돌입하므로(Mayer & Salovey, 1997), 

그 과도기  특성상, 정서 강도는 낮고 정서인식 명확성은 높아 정서를 안정되게 잘 활용하는 

'안정 집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와 같이 분류된 군집을 상으로 정신건강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압도

정서 집단(군집 3)과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군집 4)이 정신건강상 문제를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사회부과완벽주의의 수가 평균보다 높으며 정서강도

에 비해 상 으로 정서인식 명확성 수가 낮은 특성을 공통 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정신건

강과 상 이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 수에서 군집 2(비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와 군집 3(완벽

주의 압도정서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군집 2의 경우 정신건강상 문제를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차이는 군집 2의 정서강도 수가 평균보다 낮아 다소 낮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그간 정신건강과 상

이 높다고 알려진 정서인식 명확성이 정서강도에 따라 정신건강에 다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 한다. 이는 정서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크기는 정서 경험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Gohm(2003)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가 약하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서 경험의 강도가 크다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혼란과 향이 부정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강렬한 정서체험을 통해 신체각성을 느끼지만 정서를 구분하고 이해하여 해석하는 능력의 결함

으로 즉각 인 정서조 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신체 각성을 해소하고자 독에 쉽게 빠지

는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조소 , 2004) 많은 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군집 3과 더불어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군집 4(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

서 집단)의 경우, 같은 무딘정서 집단으로 분류된 비완벽주의 집단과 정서 변인 수 차이를 비교

해보면, 사회부과완벽주의 집단이 정서 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은 비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에 비해 정서강도는 큰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 으로 

더 클 것이라 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집단의 정신건강 척도 수는 군집 3과 비슷한 정도로 

심리 증상의 심각도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집단의 정서강도와 정서인식 명확성 

수가 모두 평균 이하로 스스로 정서체험 수 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정서에 동반되는 생리  지표 수는 높은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모순  결과에 한 잠정  

추론  하나는 이 집단이 스스로 불쾌한 정서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지만 실제 정서 

상황에서 민감한 생리  각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과 방어성의 조합을 통해 정서조

 방식  하나로 '억압'을 개념화한 Weinberger(1990)에 따르면, 억압자들은 객 인 행동 찰

이나 생리  지표가 정서 으로 각성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이와 상충되게 주 인 불편감

이 없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억압자들이 의식  차원에서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데

에는 환경  자극이나 자신의 생리  반응성, 행동, 장기 기억 등의 정보 원천에 주의하기를 피하

고 정보를 비 인 방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편 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Deraksha & Eysenck, 1999). 억압자들은 생리 으로 긴장되었을 때에도 불쾌한 정서  상황을 

경험하거나 표 하는 걸 억제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 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평가

에 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Newton & Contrada, 1992). 

이와 같은 설명은 사회부과완벽주의자의 특성, 즉 타인을 기쁘게 하고 체벌을 피하려는 열망이 

커 내 인 느낌과 의미에 주의를 두지 않는 경향(Deci & Ryan, 1985)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Mendolia(1999, 2002)는 억압자들이 스스로 잘 응하고 자기를 잘 조 하며 스스로에 해 만족

스럽고 행동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해 이런 자기개념에 

이 되는 상황에서 주로 방어  혹은 회피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억압자들이 스스

로에 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많은 경우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 에 따른 것이며 

특히 유의미한 타인이 나에게 기 하는 바라 지각되는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집 4가 

평균 이하로 보고하는 정서강도에 해서는 실제 정서  반응의 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사회

부과완벽주의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치심, 좌 감, 무력감, 두려움 등의 정서를 느끼



지 않으려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긴장이 정서에 압도된 군집 3과 유사

한 정도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 경험을 만성

으로 회피하고 무력감,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으로 느껴 정서주의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지각  방어성은 오히려 생리  각성, 정서  반응성 수 , 심리  고통을 증가시키며 

기분회복을 느리게 하는 등의 역기능  측면을 갖고 있다(Sloan, 2004). 따라서 군집 4에 속한 청

소년들은 군집 3에 비해 정서 으로 둔감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이들 역시 정신건강 상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한 상담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서 언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집 3과 군집 4는 공통 으로 사회부과완벽주의가 평균보다 

높으며 정서강도에 비해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 두 군집에 속한 청소년들

은 사회부과완벽주의에 따른 스트 스  부정  정서가 많을 수 있지만, 이를 인식하고 구분하

며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서를 강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서가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Haddock, Zanna, & Esses, 1994), 이들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주호소문제의 실성보다 

정서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감을 훨씬 크게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 압도집단

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실제보다 더 크게 심리  불편감을 과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들의 높은 정서강도에 따른 정서  압도감을 고려하여, 정서  경험을 타당화하고 공감해 으

로써 압도감을 완화시켜  필요가 있다. 정서  압도감이 일단 그러지면 상황을 조  더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때 게슈탈트(Gestalt)를 비롯한 여러 심리치료 기

법에서 소개하는 알아차림(awareness)을 이용한 정서인식 훈련이 유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

회 으로,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 을 맞추지 못하면 수용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이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 실패라고 생각되는 데서 오는 불안, 낙오자

가 된 것 같은 우울 등 경험하고 있는 부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고 구체화하여 표 할 수 있도

록 격려하는 것이다. 정서 표 을 연습하고 일단 학습하게 되면, 이 정서표  자체가 내 인 느

낌과 상황에 한 피드백을 증가시켜 정서  통찰을 더 진하게 되므로(Pennebaker, 1995) 더 

깊이 정서를 인식하는 선순환 과정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아

지고 자신의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강렬한 정서 체험은 오히려 정서를 제 로 경험

하게 하며(박혜 , 2008; 조소 , 2004), 사회부과완벽주의로 인해 생겨나는 스트 스에 해서

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동기체계나 목표지향  행동을 진하는데 응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완벽주의와 정신건강에 한 연구  정서경험과 정신건강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어왔지만, 완벽주의자들의 정서경험을 통해 정신건강을 이해하려고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며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정서경험을 연결시켜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주  안녕감에는 인지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정서  구성 요소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Diener와 그의 동료들(Diener, 

1984; Diener, Diener, & Diener, 1995; Gohm, Oishi, Darlington, & Diener, 1998; Lucas, Diener, 

&  Suh, 1996)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높은 청소년들의 인지  특성  정서

 경험의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건강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세분화된 상담개

입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어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덧붙이고

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군집 분석의 결과는 표본에 민감한 탐색  특

성이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청소년 집단에서도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분조 을 완화하는 상황 변인을 연구

한 Erber와 Erb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상호작용을 기 할 때, 정확성이 필요한 과제

를 수행할 때, 혹은 인지  수행을 요하는 과제를 해야할 때 사람들은 정  정서와 부  정서의 

경험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가 과제 수행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정서 경험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결과는 다른 집단에서 추

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한 각 변인을 측정하는데 선택된 도구들은 자기보고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결과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  각성의 경우 지각  방어성으로 인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험  찰을 통해 주  보고와 실제 신체  각성 지

표를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부과완벽주의 

무딘정서 집단  완벽주의 압도정서 집단이 정서표 과 정서조  방략  처방식에 있어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한 연구를 통해 두 집단의 차이 과 공통 에 해 보다 세 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  응에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

업  응 변인을 추가하면 청소년 완벽주의에 한 보다 다면 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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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s by Perfectionism, Affect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exami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fectionism and emotional variable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SPP), Self-Oriented Perfectionism(SOP), Affect Intensity(AI) and 

Emotional Clarity(EC)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Correlational analysis of the variables suggests that highe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core, higher emotional intensity and lower emotional clarity are related to poor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combination of the four variables drawn from 35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and Kyunggi provinces formed four clusters. "The Hot Self-Oriented 

Perfectionism group" is characterized by higher scores on Self Oriented Perfectionism, Affect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than other groups. And "Cool Non-Perfectionism group" is 

characterized by lower scores on both Socially Prescribed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Affect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than other group. By contrast, "Overwhelmed General 

Perfectionism group" is characterized by higher scores on both Socially Prescribed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ffect Intensity and a lower score on Emotional Clarity than 

other groups. Finally, "Cool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group" is characterized by a 

higher score 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lower scores on Self Oriented 

Perfectionism, Affect Intensity and Emotional Clarity than other groups. Cluster analysis along 

with MANOVA results suggest the four groups significantly differ in their score across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four groups, "Overwhelmed General Perfectionism group" 

and "Cool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group" reveal the most elevated symptoms, 

specifically hostility, depress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Two group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that a higher score 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latively 

a lower score of emotional clarity compared to emotional intensity than other group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perfectionism, affect intensity, emotional clarity, psychologic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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