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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건 자기수용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여 학생들의 정 인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에 미치는 향을 238명의 학생을 상으로 진행하 다. 이에

다차원 완벽주의척도(MPS)의 하 요소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 무조건

자기수용 척도(USAQ-R), 우울 척도(CES-D)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상 분석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은 우울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고, 무조건 자기수용과는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구조방정식 검증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계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건 자기 수용이 완 매개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 제언을 제시하 다.

주 어 :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depression b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to well being to improve the positive life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is conducted on 238 college students who are influenc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Depression. This study analyzed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sub-component o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a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IUS), an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Questionnaire-R(USAQ-R), and a depression scale (CES-D) and verified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full mediating effect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Final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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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

면 20 의 주요우울장애 발병률은 다른 연령 의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 만성화된 우울감이 유지

되는 기분부 장애는 2006년 이후 역학 조사에서의 발생

률이 차 증가한다[1]. 이러한 결과는 우울 련 정신질

환에 있어 20 청년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 재 자신의 삶을 포

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해 스펙 리에 지나치게 매

달리는 우리나라의 성취 성과 심 인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해 부

단히 노력하는 완벽주의는 이러한 상을설명하는 요

한 개념이 된다.

기 완벽주의는 부정 인 측면이 강조된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Hollander(1965)는 완벽주의자

를 높은 목표를 세워 수행할 때 이를 극단 으로 평가하

는 사람으로 설명하 고, 그 기 때문에 완벽한 수행이

성공을 수반한다고 하 다. 한편 계속되는 성취욕구는

실패를 반복 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비

난하는패턴을 보이게 되는데[3,4], 이러한 패턴은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 인정서를 야기하게 된다[5,6]. 1990년

이후에는 완벽주의의 다차원에 한 논의가척도의 개발

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완벽주의에 응 인 측면과 부 응 측면이 존재하며

다양한 장애 증상과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 다. 완벽한 자신만의 기 을 세워 스스로에게 성

취를 강요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주변 사람들을

상으로 자신이 세운 완벽한 기 을강요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자신에게 요한 타인이나 환경이 요구하는

비 실 인 기 을 자신에게 부과한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이에부합하기 해노력하는사회부과 완벽주의이다.

완벽주의의 응 인 측면과 부 응 인 측면은 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다르게

불안, 우울 등의 부정 정서, 신경성 폭식증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 부 응 인 요인들과 한 련성을 나타

낸다[7-11]. 반면 자기 지향 완벽주의는 정 정서와

정 상 을 보이지만 부 정서와는 상 을 나타내지 않

는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 응 으로 작용함

을 의미한다. 특히 우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

응 인 측면과 련이 깊다. 주요우울장애환자를 상으

로 한 Enns & Cox(1999)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우울은 높은상 을보 고[6], 최근 국내·외의 연구

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은 매우 높은 상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14]. 그러나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우울로 이어지는 것에 한 직 이

고 직 인 설명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이 두 개념 사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Reuther(2013)은 완벽주의의 특징을 타인으로부터 부

과되는 기 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알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하 다

[15]. 이러한 특징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높은

사람이 타인이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기 을 부여한

다고 지각할 때[16], 모호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은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응

하는 방법에 있어 부정 으로 반응하는 인지 편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17-19].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의 수

이 낮은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에서 부정 인 사건이 발

생할 확률이 낮음에도,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으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회피하게 만든다[20]. 이러한 패

턴은 불확실한 상황에 해 역기능 으로 반응하고 처

하게 되어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에 취약하게 된다

[19]. 국내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간의 상 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통해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울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된다[21-24].

한편 정보처리모델에서는 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인지 편향의 변화가 우울 등 정신병리의 개선에

향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25]. 따라서 인지 편향

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변인

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변화시킴으로 우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 높은 사람은 환경과 타인으로부터 요구되는 모호한

기 을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모호

한 결과에 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

성은 부정 인지 편향을 발생시키고 이에 역기능 으

로 반응하게하고 처하게 되어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

러한 것은 결국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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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을 온 히 수용하지

못함으로 부 응을 경험하게 한다. 무조건 자기수용은

타인의 평가에 상 없이 있는 그 로 자신의 모습을 인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26], 완벽한 기 과 타인의

정 인 평가에 민감해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 로 수

용하는 태도를 말한다[27].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이상

인 기 을 성취하지 못하 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부

정 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모습을 보이게

되는데[28], 이러한 간극은 결국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

[29].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 높은 사람은 성취의

기 을 다른 사람에게 수용 받는 것에 의미를 둔다. 즉

성취에 수반되는 수용을조건 수용이라 한다[30]. 조건

수용은 타인이 부과하는 기 에 부합하기 해 자신

을 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자

기평가의 과정은 Carver과 Scheier(1998)이 제시한 자기

조 이론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자기조 이론은 이상

인 목표 혹은 기 을 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와

자신간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일

치는 지속 인 자기평가를 통해 무조건 인 자기수용을

어렵게만들고 우울로 이어진다고 하 다[29,31]. 즉 사회

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 높은 사람은조건 수용이라

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우울

로 이어지게 된다[32]. 반면 높은 무조건 자기수용은

부정 인 사건에 직면하여도 우울과 같은부정 인 정서

를 덜 경험하게 한다[27]. 이를 통해 무조건 자기수용

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계에서치료 인 요

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계에서 불확실성에 한인내력 부

족과 무조건 자기수용이 매개효과를 지닐것으로 상

하고 이를 검증하 다. 이를 해 첫번째 연구문제로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무

조건 자기수용, 우울의 계가 어떠한지를 설정하 고,

두 번째 연구문제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우울의 계

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무조건 자기수용

이 매개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부권의 4년제, 2년제 학생을 상으로

진행하 다. 총 293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 하 고,

불성실하고 비일 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 무선반

응으로 응답한 55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38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남성은 73명(31.5%),

여성은 159명(68.5%)이 고,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

세(SD=1.64)로 나타났다.

2.2 측 도

2.2.1 사회 과  벽주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한기연(1993)이 번안한 Hewitt과 Fett(1991)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PS) 하 차원인 사회부과 완벽

주의 차원 15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형 7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 체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한기연(1993)의 연

구에서는 .76이 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를 측정하는 15문항의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85

로 나타났다[33,34].

2.2.2 무 건  기수용 척도(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Questionnaire-R: USAQ-R).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한 무조 자기

수용 척도(USAQ-R: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Questionnaire-R)를 추미례와 이 순(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Likert식 7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미례와 이 순

(2014)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존재로

서 자기수용 ,71, 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72, 피드백으

로부터 자기수용 .58로나타났고[35], 본연구에서나타난

체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2.3 확실 에 한 내력  척도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

Freeston 등(1994)이 개발하고 Buhr 등(2002)이 타당

화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를 이슬(2016)이 번안

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4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 Likert식 5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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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eeston 등(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

는 .91이었고, 이슬(2016)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

(Cronbach’s α)는 .92 으며[36-38], 본 연구에서 불확실

성에 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는 14문항의 내 일지

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2.4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증상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며 성인용으로 제작되었다

[16]. 이를 겸구, 이민규(1992)가 번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추어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 다. 척도는 총 20문

항이고, Likert 식 4 척도로 ‘거의 드물게’ 0 에서 ‘거

의 부분’을 3 으로 하여 1주일 동안의 빈도를 나타낸

다. 총 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겸구(1992)등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39,40], 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SPSS statistics

21과 SPSS AMOS 21을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모든 측정도구의 내 일치도(Cronbach's α)

와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분석

을 실시하 다. 셋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구조모형

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자료와 모형간의

합도 지수와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확인하 다. 넷째,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

랩(Bootstrap) 방식을 활용하 고, 이 때 재추출하는 표

본수를 5,000개로 설정하고 유의도는 95% 신뢰도수 을

용하 다. 한 간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를 팬텀변수

(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  간 상 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계를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

벽주의,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우울은 각 변수 간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무조건 자기수용은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확실성에 한 인

내력 부족은 높아지지만, 무조건 자기수용의 수 이

높을수록 다른 변수들의 수 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한 왜도, 첨도가 산출되었고, 각 변수간의

상 평균, 표 편차, 왜도와 첨도는 Table 1에 제시

하 다.

3.2 측  형 검

본 연구에서 측정한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무조건 자기 수용, 우울의 측정지표

들을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 으로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44)=134.91, TLI=.945, CFI=,958,

RMSEA=.074으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SPP) -

2 .Intolerance of Uncertainty(IU) .58** -

3.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USA) -.69** -.60** -

4. Depression .62** .59** -53.** -

M 3.74 2.85 4.21 1.08

SD .78 .75 .81 .53

Skewness -.20 -.07 -.22 -.29

Kurtosis -.01 -.40 .48 -.45

** p< .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Scales                                                               (N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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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 검

연구가설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계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무조건 자기수

용의 향을 알아보기 해 연구모형(완 매개모형)과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의 유의도와 합도 지수를 비교

하 다. Table 2에 제시한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43)=141.70, TLI=.942, CFI=,95, RMSEA=.076이고

경쟁모형의 합도 지수는  
(44)=140.51, TLI=.941,

CFI=,95, RMSEA=.076으로 두 모형 모두 양호한 수 으

로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χ2 df p TLI CFI

RMSEA

(95%Confidence

intervals)

Study

model
141.702 61 .000 .942 .955 .076 (.059~.092)

competing

model
140.515 60 .000 .941 .955 .076 (.060~.09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ices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고 각 잠재변인

간 표 화된 회기계수를 확인하 다. Fig 1에 제시한 연

구모형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728, p<.001)은 정 인 향을 무조

건 자기수용(=-.951, p<.001)은 부 인 향을 미쳤

으며,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에서 우울(=.346,

p<.001)은 정 인 향을 미쳤고, 무조건 자시수용에

서 우울(=-.450, p<.001)은 부 인 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모형으로 제시한 Fig 2에서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728, p<.001)은 정 인 향을 무조건 자기수용은(

=-.951, p<.001) 부 인 향을 미쳤고,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에서 우울(=.341, p<.001)은 정 인 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조건 자기수용에서

우울(=.142, NS)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우울(

=588, NS)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4 매개효과 검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팬텀변수와 부

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하 고 결과

를 Table 3과 4에 제시하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

울과의 계에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건

자기수용이 매개하는 경로는 유의한 간 효과가 나타

났다(p<.001). 한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oute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PP → IU .728*** .728*** -

SPP → USA -.975*** -.975*** -

IU → Depression .346*** .346*** .244***

USA → Depression -.450*** -.450*** .427***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Final Model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diation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s

Lower Upper

SPP → IU → Depression .348*** .134 .595

SPP → USA → Depression .606*** .301 .965

Table 4. Significance test of Mediator Effects using 

Bootstrap Method

Fig. 1. Study model

Fig. 2. Compe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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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이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 계를 확인하기

해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무조건 자기수용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여 구조모형을 확인하 다. 한

이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야기된우울을 감소시

킬 수 있는치료 요인을 모색하고자 하 다.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의 상 분석을 통해 변인

들 간의 유의한 계를 확인하 다. 이는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 우울은 정 상

을 보이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 이 높을 때 정

신병리와 심리 부 응과의 련이 높게나타남을 확인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4,21,41,42]. 한편

무조건 자기수용은 다른 변인들과 부 상 을 보 는

데, 이는 무조건 자기수용이 부정 인정서, 인지 정

신병리에 정 이고 응 인 향을 끼친다는 선행연

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28,29,43,44].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우울로 이어지는 경로

를 확인하기 해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

건 자기수용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사이에서 불확실성

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건 자기수용의 경로가 연

구모형인 완 매개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경

쟁모형인 간 매개에서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우울로 이

어지는 경로에 있어 정 으로는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을, 부 으로는 무조건 자기수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

록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기 에 한 결과를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지각함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러

한 역기능 인 패턴의 반복은 결국 우울로 이어지게 되

지만,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기 과 자기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을 수용할 때에는 우울로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유발되는 우울을 해결하기

해 변인을 구조모형으로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결과

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는 타인의기 을 모호

한 자극으로 지각하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

기 어려운 것으로만 보는 인지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인지 편향을 수정함으로 사회부과 완벽

주의로 나타나는 우울의 수 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무조건 자기수용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우울은 부 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역시 이상 인 기 에 맞게 자신을 평가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임으로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수 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기 에 자신을 맞추기 해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

들의 우울을 해결하기 한 치료 방향성을 제시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재 한국의 학생들은 불투명한 미

래를 해 다양한 스펙을 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응 이지 못한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

를 인내하지 못하고, 이상과 자신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

함으로 우울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치료 개입을 할 때, 불확실성에 한 인내

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부정 인지 편향이 아닌지,

혹은 이상 인 기 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를 수용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지를 살펴 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과 이후에 진행될 연구

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직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그 기 때문에 설문에 해 방어 으로 응

답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하 다. 특히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높은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기 에 부합

하기 해 정왜곡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보완하여 면

담과 같은 질 자료를 수집하여 객 인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표본이 한 지역에 국한 되어 있어 일

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 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상을 표집하여 연구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인 학생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병리 인 수 을 포함한 다양한 상에 일반화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 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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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리 수 이 심각한 상을 포함한표본을 추출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으로 진행된 연구로 연

속 인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추후연구에서는 종단 인

연구와 치료 개입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우울을 해결하기 한 개입으로 불확실성에 한 인내력

부족과 무조건 자기수용의 치료 효과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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