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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개념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의 무용전공 대학생 320명을 유의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으
며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완벽주의 성향은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행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및 무용수행 만족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수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무용수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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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the self-concept and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20 college students 
in dance majors at four-year colleges located in Seoul, Gyeonggi, Daejeon, and Gangwon-do. The 
conclusion was drawn. First, perfectionis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lf-concept. Second, 
perfectionism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dance performance. Third,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self-concept, and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ance performance 
by exploring various psychological factors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ance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 dance college student, The Effect of Perfectionism, Self-concept, Dance Performance,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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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만족이란 삶에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
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삶이 발달

해가는 과정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욕구충족에 대하여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가면서 
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위가 ‘만족’임을 인식하였다. 
만족이란 어떠한 목표나 욕구충족에 대하여 정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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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1]. 만족
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
험 기대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2]. 만족은 개인
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똑같은 결과라도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기분이 좋으면 만족, 기대보다 나쁜 결과를 
얻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
한다[3]. 즉 만족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개인이 무용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한 결과로 형성되는 무용 활동 만족은 ‘무용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 지각 또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무용은 여러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서 유일하게 신체를 
매개로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력적인 공연예술이
다. 이러한 무용은 시공간적으로 일회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용수에 대한 판단은 주로 무용수의 일회
적인 수행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일회성의 특징은 
무용수의 심리적·정서적 상태가 무용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력, 기대수준, 무용수행 만족도와 같은 심리
적 요인에 의해 무용수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5]. 

무용수행 시 대부분의 무용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결과가 외부적 요소
에 의해서든 본인의 수행력 미숙에 의해서든 간에 본인
의 무용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는 무용수행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용수행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무용수행에 대하여 
인지하는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무용수행 만족은 주관적
인 경험에 의한 반응이고 요구체제는 개개인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무용수행 만족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무용수는 무용을 수행하는 순
간에 자신에 대한 만족과 기대수준이 높아지며,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성향을 만족과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7]은 “무용수는 자신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는 생활만족, 긍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가 있는 반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 생활만족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8-10]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완벽주의 성
향이 무용수행 만족도 중요한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11]은 ‘완벽하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자란 높은 기
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건강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달하기도 납
득하기도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
과 업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개인의 완벽한 수행을 더욱 
요구하며, 완벽한 수행을 이루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
는 성장에 대한 욕구 또는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다[12].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의 비
현실적 욕구는 자기를 파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하
였다. 경쟁적인 현대사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벽
한 수행의 결과를 평가하며 완벽성을 인정하며 요구하는 
사회이다.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영역
에서 최상의 성취를 추구함은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무용분야에서도 ‘얼마나 무용을 잘 하는지’와 같
은 무용성취에 관계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다양할 것
이며,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 관련성은 매우 의미 있는 학
문적 관심이 된다[13].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기능을 하며 무용전공자의 무용
수행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무용수는 무용을 수행하며 수행과정이라는 연속선상
에 놓여 끊임없이 자아를 형성하고 이러한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무용수의 무용수
행능력은 자존감, 자부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자아개념이 무너지면 자신감 상실, 융통성 결여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자
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확립한다면 무용을 수행하는데 발
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능
률적으로 무용을 수행하여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 행동, 능력 등에 
관하여 지니고 있는 가치, 신념, 견해로써 상황에 대한 주
관적인 지각에 근거한 현상학적 개념이다[14]. [15]는 자
아개념을 개인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이나 신체 및 
행동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신념과 견해 등
으로 상황에 대한 자기지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의 총체로 보았다, 또한 [16]은 자아개념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특히 중
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17]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들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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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현실 경험을 통해 지각한 실제적 자아와 본인이 지
각한 이상적 자아가 불일치할 때 개인에게는 위험과 불
안을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였고 [18]은 실제적 자
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개인은 만족감
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부적응 현상에 직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이상적 자기
와 실제 자기 간에 불일치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불안, 
우울과 관련되기도 하며 섭식장애와 같은 부적응적 양상
을 보이기도 한다. 때론 적응적인 면을 반응하기도 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 [19]의 주장은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이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용수행 만족과 완벽주의성
향에 자아개념이 로서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하고,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동안 무용수행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신체 이미지와 무용수행 만족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20-27]가 대부분이며 완벽성향과 무용수행 만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28]의 연
구에서는 무용수의 완벽주의가 자기관리 및 무용수행 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만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용수행 만족에 있어 완벽주의 성
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무용전공 대학생
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자아개
념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완벽
주의 성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응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무용전공 대학생들에게보다 
나은 무용수행 만족도를 가능케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을 부정적인 단일차원에서 보았던 
심리적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념을 재정
립하고, 무용수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높은 무용성취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
개념 및 무용수행 만족도 간에는 인과관
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및 무용수행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무용전공 대학생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대
전광역시,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무용과 대학생
을 조사 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유의
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324명
을 표집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대답한 4명을 제외하고 총 
3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
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6 11.3  

Female 284 88.8

Grade

1st grade 103 32.2

2nd grade 98 30.6

3rd grade 38 11.9

4th grade 81 25.3

Major

Korean dance 108 33.8

Modern dance 154 48.1

Ballet 58 18.1

A dancing 
career

Less than 2 years 24 7.5

More 2–less 5 years 86 26.9

More 5 –less 8 years 114 35.6

More 8–less 11 years 58 18.1

More than 11 years 38 11.9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설

문지는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4문항과 독립변인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9문항, 매개변인으로 자아개
념을 측정하는 12문항, 종속변인으로 무용수행 만족도를 
측정하는 8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
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기법(factor analytic 
technique)을 통해 검사하였으며, 요인추출은 고유치
(eigenvalue)가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교 회전의 
Varimax rotation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
의 신뢰도는 cronbach’ α방법을 통해 검사되었다.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Table 2 ~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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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완벽주의 성향 
이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9]의 

연구를 바탕으로 [30]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높
은 기준 완벽주의(4문항), 정돈 완벽주의(3문항), 격차 완
벽주의(2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높은 기준과 정돈 격차의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
적비율은 66.994%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높은 기
준 완벽주의 성향이 .752, 정돈 완벽주의 성향이 .784, 
격차 완벽주의 성향이 .687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2. Perfectionis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umb. High standards Order Gap

5 .799 .058 -.047
6 .737 .132 -.078
4 .737 .162 -.245
9 .726 -.021 .157
3 .058 .876 .015
1 -.006 .830 -.143
2 .239 .771 -.107
8 -.003 -.072 .864
7 -.102 -.106 .850

eigen value 2.885 1.765 1.380
 %variance 32.055 19.606 15.333

communality 32.055 51.661 66.994
 cronbach’α .752 .784 .687

2.2.2 자아개념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31]

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 Self concept: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umb. 1 2 3 4 5

10 .809 .081 -.117 .086 .058
12 .809 .051 -.027 .066 .191
11 .695 .184 .077 .095 -.101
4 .084 .900 -.076 -.013 .052
3 .177 .859 -.019 .002 .180
7 -.036 -.029 .825 .053 -.122
8 .088 -.105 .800 -.177 .132
9 -.195 -.127 .573 .178 -.345
1 .081 -.022 -.063 .898 .017
2 .147 .037 .053 .870 .069
6 .009 .108 -.071 .065 .900
5 .171 .544 -.091 .088 .616

eigen value 3.083 1.808 1.555 1.275 .920
%variance 25.694 15.068 12.956 10.624 7.671

communality 25.694 40.762 53.718 64.342 72.013
cronbach’α .693 .799 .614 .769 .668

1. Academic self-concept 2. Social self-concept 
3. Characteristically self-concept 4. Physical self-concept 
5. Moral self-concept

Table 3에서 보면 자아개념은 학업적, 사회적, 성격
적, 신체적, 도덕적 자아개념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비율은 72.013%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학
업적 자아개념이 .693, 사회적 자아개념이 .799, 성격적 
자아개념이 .614, 신체적 자아개념이 .769, 도덕적 자아
개념이 .668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2.3 무용수행 만족도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기 위하여 [32]가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Numb. 
Psycholog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Techn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3 .789 .217

 7 .772 .235

2 .742 .179

6 .741 .230

8 .736 .099

1 .698 .377

5 .188 .889

4 .267 .863

eigen value 4.261 1.067

 %variance 53.264 13.333

communality 53.264 66.597

 cronbach’α .870 .790

Table 4.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4를 보면 무용수행 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심
리적 만족과 기술적 만족 2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
별 요인 부하량은 심리적 .698~.789, 기술적 .863~.889
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누적비율은 66.597%를 보여 타당
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도 .870, 기술적 무
용수행만족도가 .79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
었다.

2.3 조사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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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1

2 .223***    1

3 -.137* -.200***  1

4 .395*** .192** -.121* 1

5 .296*** .319*** -.170** .274*** 1

6 -.114* -.139* .316*** -.096 -.147** 1

7 .302*** .112* -.143* .217* .036 -.007* 1

8 .349***  .358*** -.204***  .232***  .451*** -.236***  .111*     1

9 .206***  .187** -.142*  .216***  .079  -.100  .292***  .040  1

10 .494*** .201*** -.284***  .304***  .181** -.286***  .228***  .351*** -.378***   1

note) 1. High standards 2. Order 3. Gap 
4. Academic self-concept 5. Social self-concept 6. Characteristically self-concept 7. Physical self-concept 
8. Moral self-concept 9. Techn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10. Psycholog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Table 6. A Predisposition to perfectionism analysis for self-concept 

Variables
Academic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Characteristically 

self-concept Physical self-concept Moral self-concep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1.735 5.669 2.465 7.353 2.603 7.803 1.846 4.639 2.168 7.271

High 
standards .414 .366 6.928*** .282 .228 4.299*** -.070 .059 -1.073 .399 .282 5.130*** .309 .272 5.297***

Order .087 .100 1.875 .238 .250 4.666*** -.061 -.067 -1.208 .033 .030 .538 .239 .274 5.287***

Gap -.044 -.051 -.965 -.083 -.088 -1.673 .267 .295 5.411*** -.106 -.098 -1.796 -.-96 -1.12 -2.190*

R2=.170  R2=.162  R2=.109  R2=.102  R2=.216

*p<.05, **p<.01, ***p<.001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의 신뢰도가 낮은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연구문제를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통계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문제는 유의 수
준 a=.05으로 설정하였다. 통계방법들 중 중다회귀분석
은 일괄투입(enter wise)을 이용하였다. 

문제 1. T-test 및 일원변량 분석 
문제 2. 3.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문제 4.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3. 연구결과 

3.1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개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인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수
의 값이 .494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살펴보면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인 높
은기준은 학업적 자아개념(β=.366, p<.001), 사회적 자
아개념(β=.228, p<.001), 신체적 자아개념(β=.282, 
p<.001), 도덕적 자아개념(β=.27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돈은 사회적 
자아개념(β=.250, p<.001), 도덕적 자아개념(β=.366,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
는 성격적 자아개념(β=.295, p<.001)과 도덕적 자아개념
(β=.-1.12, p<.05)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업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성격적, 신체적, 도덕적 
자아개념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의 전체 예언변량은 각각 
17.0%(R²=.170), 16.2%(R²=.162), 10.9%(R²=.109), 
10.2%(R²=.102), 21.6%(R²=.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276

3.2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 중 높은 기준(β=.452, p<.001)은 심리적 무용
수행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
차(β=-.210, p<.001)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기준(β=.164, p<.01), 정돈(β=.132, 
p<.05)은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와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도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의 전체 예언변량
은 각각29.5%(R²=.295), 7.2%(R²=.072)로 나타났다. 

Table 7. A predisposition to perfectionism analysis for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Variables
Psycholog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Techn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B β t B β t

Constant 1.939 6.991 2.033 5.329

High 
standards .504 .452 9.293*** .219 .164 2.935**

Order .050 .058 1.183 .135 .132 2.333*

Gap -.178 -.210 -4.339*** -.095 -.093 -1.676

 R²=.295 R²=.072

*p<.05, **p<.01, ***p<.001

3.3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과 
무용수행 만족도의 관계

완벽주의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것이 매개변인
으로서 자아개념과 종속변인으로서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5
개 단일차원의 변인들 중 무용수행 만족도 하위변인인 
심리적 만족도에는 신체적 자아개념(β=.193, p<.01), 높
은 기준(β=.130, p<.05), 정돈(β=.129,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도
에 대한 5개 변인의 전체 예언 변량은 18.5%(R²=.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만족도에는 도덕적 자아개념(β
=.155, p<.01), 격차(β=-.111, p<.05)순으로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적 무용
수행 만족도에 대한 5개 변인의 전체 예언변량은 
38.3%(R²=.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Multiple recursio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perfectionary attitudes of dance college students
on self-concert and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Variables
Psycholog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Technical

Performance Satisfaction

B β t B β t

Constant 1.714 3.476 2.379 6.647***

High standards .174 .130 2.107* .408 .367 6.818

Order .132 .129 2.251* -.004 -.004 -.088

Gap -.096 -.095 -1.658 -.094 -.111 -2.232*

Academic  
self-concept .126 .107 1.864 .088 .090 1.796

Social self-concept .043 .039 .647 -.080 -.089 -1.675

Characteristically 
self-concept -.117 -.104 -1.745 -.086 -.092 -1.776

Physical 
self-concept .182 .193 3.446** .037 .047 .975

Moral self-concept -.078 -.066 -1.035 .152 .155 2.797**

 R2=.185  R2=.383

***p<.001, **p<.01, *p<.05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행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은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
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무용은 순간의 예술로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져 
다른 분야와는 달리 환경적 요인과 특정상황에 따라 전
반적인 수행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용은 활동과
정에서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높은기준과 완벽함
을 더욱 추구하게 되고 무용수행 시 이는 보다 발전된 성
취욕과 만족감을 연계해줄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다방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들의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
향이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수행 만족도에 있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인 연구결과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완
벽주의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무용수행 만족도를 종속변
인으로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개입하는 
매개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설정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자
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4.1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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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의 하위변인인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 중 ‘높은 기준’이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기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이를 충족시키
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33]의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들이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인 
‘높은 기준’, ‘정돈’이 사회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전공 대학생에게 ‘높
은 기준’과 ‘정돈’과 같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대인관
계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차원이라
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
의 기준과 조직화는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는다는 [3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무용전공의 특성상 공연활동이 잦고, 공연활동 시에는 항
상 많은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
됨으로 인해 개인적 심리 특성인 완벽주의 성향인 높은 
기준이나 정돈과 같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높은 사람
일수록 성취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성격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격차’ 완벽주의 성향은 성격적 자아개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격차의 완벽주
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과 실제 성취 
사이에서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쉽고, 따라서 부적절한 성격
적 자아 개념이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경증적 완벽
주의자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충분히 잘했다거나 완벽하게 해냈다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
운 일을 하기 전에 늘 불안하고 혼란해하며 망설이는 사
람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인 격차는 부정적 성격의 자아를 생성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높은 기준’ 완벽주의 성향은 신체적 자아개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기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 높을수록 신체만
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35]의 연구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도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높은 기준’ ‘정돈’ ‘격차’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높은 기준, 정돈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며 
‘격차’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개념은 낮
아진다는 것이다. 도덕적 자아개념은 완전함으로 대표되
는 가치인 ‘내적 조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무용수행
에 있어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과 정돈은 자기 자신의 요
구에 대한 지배력,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
로 인해 올바른 것을 수행할 강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요
구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준과 정도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격차를 느끼며 자아에 대한 불일치성에 심각한 갈
등과 직면해 무의식중에 자신의 본성이나 격한 행동을 
드러내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본바 완벽주의 성향의 적응적 완
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두 가지 차원은 도덕
적 자아개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변인 중 높은 기준, 정돈이 기술
적 무용수행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높은 기준은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격차는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 성
향인 높은 기준과 정돈은 무용수행 만족도를 높이며, 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인 격차는 무용수행 만족도를 낮춘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 높은 기
준을 설정할수록 그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은 연습을 수
행할 것이고, 연습과 노력은 성취를 높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용수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격차’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행 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에 의
하면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인 ‘격차’는 “자신이 세운 
기준과 실제 자신의 수행간의 불일치를 지각함으로써 내
적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성취기준
과 수행 사이의 격차를 인지함으로써 내적인 갈등을 경
험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기술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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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수행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37]의 연구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즉, 
자신의 성취목표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평가에 대한 격차
를 경험한 무용전공자는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며 무용수
행 만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4.3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및 무용수행 만족도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
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배
경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무용수행 만족도
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
용수행 만족도에 하위변인인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도에
는 신체적 자아개념, 대인관계, 정돈, 높은 기준 완벽주의 
성향이 의미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도에는 도덕적, 경제문제, 대인관계, 학업
적 자아개념이 의미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은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가 있기에 다시 
논하지 않고 다만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를 
매개하는 자아개념에 관해서는 고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로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행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개념
과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수행 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임
이 입증되었으며,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을 통해 무용수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용
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개념 확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
용수행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기준’, ‘정돈’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무용연습을 많이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도, 심리적 무용수행만족도는 높아
지며 ‘격차’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무용수행 불안에 
의한 무용수행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완벽주
의 성향은 자아개념을 높이며 이러한 높은 자아개념은 
무용수행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5. 결론 

무용은 무대 위에서 한순간에 이뤄지는 순간적인 공연 
예술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용수에게 완벽한 수행
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완벽한 무용수행을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
데 이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
개념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
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4개 지역에 소재한 6개교
의 무용전공 대학생 324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총 32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
로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높은 기준 완벽성향일수록 학업적, 사회적, 신
체적,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고 정돈 완벽주의 성향일수록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또한, 격차 완벽주의 성향일
수록 성격적 자아개념이 높고, 도덕적 자아개념이 낮았
다. 

둘째,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높은 기준’ 완벽성향일수록 심리적 무
용수행 만족과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이 높고, ‘정돈’ 완벽
주의 성향일수록 기술적 무용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격차’ 완벽주의 성향일수록 심리적 무용수행 만족도는 
낮았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개념 및 무용수행 만족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볼 때,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수행 만족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행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용수행 만족도를 낮
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용전공 대학생의 개
인의 심리적 변인인 완벽주의 성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
여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무용수행 만족을 높이는 반면 
‘격차’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성격적 자아개
념과 관계하여 심리적 수행만족을 낮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높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
가하는 것은 무용수행 만족도를 낮추고, 의욕상실이나, 
중도탈락 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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