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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조직구성원은과도한경쟁과성과지향적인조직사회에서강요된완벽으로인해부정적인심리적·
정신적특성을나타내고있으나, 조직관점에서완벽주의에대한연구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본
연구는조직구성원의평가염려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가 직무열의와직무
소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매커니즘을밝히고자한다. 첫째, 평가염려완벽주의의부정적인특
성이자기자비(self-compassion)의 매개효과를통해직무열의와직무소진에긍정적인영향을나타

내는인과관계를검증하고둘째, 리더의사회적지지가평가염려완벽주의의자기자비활동에어떠
한영향력을미치는지탐색하였다. 연구의정확한검증을위하여국내 300인이상기업의다양한업
종에서근무하는직장인을대상으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측정시기를2주간격으로분리하고측정
항목의순서를상이하게배열함으로써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를해결하고자하
였다. 통제변수는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정서상태와각종속변수에통계적으로유의적인관계가
있는인구통계학변수로써직책을선별하여사용하였다. 매개변수인자기자비는 2요인구조로구성

됨에 따라 구조방정식에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병렬다중매개모델과 연속다중
매개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자기자비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직무소진
간에관계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매개변수임을확인하였다. 둘째, 연속다중매개모델을
통해자기자비의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하였다. 이는평가염려완벽주의와직무열의및직무
소진간에자기자비의부정적인요인이정(+)의매개효과가있고자기자비의긍정적인요인에부(-)
의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리더의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평가염려완벽주의와직

무열의간의관계에서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는평가염려완벽주의와직
무열의, 직무소진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연구하여평가염려완벽주의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강
화시켰다는점에서기존연구를확장하는데의의가있다. 또한 평가염려완벽주의의긍정적심리상
태와과업성과를향상시키는데초점을두어개인과리더, 조직의역할을재조명하고산업교육의이
론적·실무적 논의와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여조직의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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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Pacth(1984)은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은

불가능한 완벽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경험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듯 과도한 경쟁에서 개인의

실력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완벽은 더욱 강요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완벽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과업을 위해 끊임없이 완벽

을 추구하게 된다. 이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열심히 달성하고자

하며 만족감을 이끌어 내어 완벽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나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가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수용될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기제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에 대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Hamachek(1978)는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와 신경증적 완벽주의

(neurotic perfectionism)로 구분하였고 다차원적 개념의 완벽주의가 존재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초기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되고 하위 구성요소의 부정적

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구분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의 완벽주의를 확증하기 위한

실험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Terry-Short, Owens, Slade, &

Dewey(1995)에 의하면 긍정적 완벽주의는 정적인 강화 기능이 있고 부정적 완벽주의

는 부적인 강화 기능이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된다고 하

였다. Blankstein & Dunkley(2002)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에서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을 재

구성하여 긍정적인 특성이 있는 ‘개인적 높은 기준, 질서와 조직화,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를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특성이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불일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라고 정의하였다. 개

인기준 완벽주의의 특성은 긍정적인 결과변인과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평가염려 완

벽주의 특성은 부정적인 결과변인과의 높은 관계를 나타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실

패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 실수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

려워하며‘해야만 한다(should)’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기비판과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타인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며 현

실적으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판단하여 상황을 회피하

는 모습을 나타낸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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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a; Slaney, Mobley, Trippi, Ashby, & Johnson, 1996). 과도한 경쟁과 조직 내 개

인 및 부서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직 환경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더욱

부정적인 특성이 심화되어 우울과 불안, 열등감, 수치심, 의욕저하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

력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족과 보람을 경험한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특성은

조직성과와 관련이 있으나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은 성과를 저해할 가능

성이 있을 수 있다. 긍정 조직학 관점에서는 조직이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과 복장

성에 의해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제언하

였다(Weick, 2003). 이에 조직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취약성을 수용하고 부정적인 측

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강점과 성장요소에 집중하여 개인과 조직에 탁월한 성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긍정 조직학 맥락에서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염려 완

벽주의 성향이 높은 구성원의 자원을 긍정적으로 개발하고 촉진시켜 개인의 성장과

조직성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개인과 리더 차원의 주요 변수에 대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

다.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자기자비(self-compassion)와 리더의 사회적

지지(leader’s social support)를 중심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직무소진 간

의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기자비와 리더의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자비는 심리적 괴로

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론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Baer, Lykins, & Peter, 2012; Neff, 2003a). 또한 사회적 지지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대처

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Hewitt & Flett, 1991a;

Holahan, Moos, & Bonin, 1997). Thoits(1995)는 사회적 지지를 대처 자원으로 개념

화 하였고 타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경험하고 스트

레스를 완화하는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에

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실망 주는 것을 염려 하는 특성이 있어 조직에서 중요한 영향

력을 발휘하는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직

무소진 간에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직무소진 간에 관계에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이러

한 연구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긍정성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밝힌다는 점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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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확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긍정 조직학 관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

의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통해 개인과 리더의 긍정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조직의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Hamachek(1978)은 완벽주의를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를 구별하는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초기 연구들에서 완벽

주의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정신병리와 역기능적 태도

간의 관련성을 밝혀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이 다차원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지적 요소 간의 관계

를 검증하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개인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을 모두 반영한 두 가

지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완벽주의의 부정과 긍정의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

는 Almost Perfect 척도(Almost Perfect Scale: APS-R)가 개발되면서 완벽주의 척도

의 하위요인 간의 공통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정적 특성과 긍정적 특성의 2요인이

산출되었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Slane et al., 1996). 이

후 Blankstein & Dunkley(2002)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정의된 완벽주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로 구분하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평가

염려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

게 감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으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의미 있는 타인에

게 실망시키는 것을 걱정한다. 또한 개인이 정한 높은 기준을 반복해서 도달하지 못

하는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비판과 책망, 절망감을 느낀다(Blankstein &

Dunkley, 2002; Wu & Wei, 2008). 반면,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기준을 세우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실

패를 경험하더라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과정에 대한 만족감과 고양된 자존감을 가

지는 특성이 있다(Adler, 1956; Burns, 1980; Hamachek 1978, Hollender, 1965; Pacht,

1984).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증

명하거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긍정적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연구결과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결과변인과 높은 정적인 관계가 있고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긍정적 결과변인과 높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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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Rice, Ashby, & Slaney(1998)은 정신 병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평가

염려 완벽주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긍정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긍정적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을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긍정성을 검증하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 하다

(Ashby & Rice, 2002).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주로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논

의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개발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타인의 긍정적인 지지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동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

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

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장되어, 긍

정적 결과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을 해석하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1)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구성요소

 

두 가지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Almost Perfect 척도에서 부정적인 결과변인

과 높은 관계를 나타내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 그리고 불일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Blankstein & Dunkley, 2002; Mills & Blankstein, 2000).

첫째, Frost et al.(1990)은 개인의 내적인 측면을 반영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를 개발하였고 여섯 가지의 하위 구성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와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 높은 개인적 기준

(personal standards), 조직화(organization)가 포함된다. 부모의 기대는 부모의 높은

기준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며 부모의 비난은 부

모의 지나치게 가혹한 믿음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높은 개인적 기준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스스로 높은 목표의 기준을 세우고 완벽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화는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집

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는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특성과 높

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반면,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를 실패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향으로 실수를 할

경우 타인에게 외면 받게 된다고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에 대한 염

려가 높은 완벽주의는 실수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실수한 것을 반추하

면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은 성공적인 과업 결과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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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Frost et al., 1990; Frost,

Turcotte, Heimberg, Mattia, Holt, & Hope, 1995).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은 실증연구 결과에서 우울, 섭식장애, 사회불안, 사회공포의 정신 병리적

특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rost et al., 1993; 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 Minarik & Ahrens, 1996).

이러한 특성은 직무에 대한 수행불안과 만연한 실패감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적 기제가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

추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집단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 둘째,

Hewitt & Flett(1991a)은 대인관계 측면을 반영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하

였고 세 가지의 하위 구성개념이 존재한다.

세 가지 요인은 완벽주의적 행동의 원천과 방향에 의해 구별되며,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성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완벽함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의 완벽주의에 속한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수행이나 행동에 비현실적으로 높인 기준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

다고 지각하며 우울, 불안, 외로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존감, 사회적응문제, 회피성, 수동-공격성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ett, Hewitt, & De Rosa, 199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과 중요

한 타인들에게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과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을 걱

정하며 자기비판이 높다.

셋째, Slaney et al.(1996)은 Almost Perfect 척도 개정판을 개발하였으며 높은 기준

과 질서, 불일치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불일치(discrepancy)는 도달하고

자 하는 높은 기준의 목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부정적 심리상태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vby, 2001).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의 일부를 완화하고자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정서중심치료, 대인관계 치료를 해왔으나 완벽주의적 목표

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보상과 이득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기준에 집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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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적·심

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개인차원

과 조직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부

적응성,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 증상과 지나친 염려로 불안과 두려

움을 느낀다. 실수는 실패를 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

적으로 되새기면서 ‘더 잘했어만 했어’라고 자신을 비판하고 우울과 수치심의 부정 정

서를 경험한다(Blankstein & Dunkley, 2002; 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a; Slaney et al., 1996).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심리적·심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한

편, 조직차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낮은 수준의 문제해결력을 나타내고 상황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Flett, Hewitt, Blankstein, Solnik, &

Brunschot, 1996). 또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문제해결

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타인의 기대를 만

족시키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지하며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을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개인의 직무 수행과 집단의 협력활동 그리고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Flett et al., 1996; Mongrain, 199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상태와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서로 유사한 관련성이 있다. 초기 연구

에서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 병리적인 부정적 측면에 초점

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1990년대 이후 완벽주의는 긍정적 측면의 가치를 인정

하면서 대부분 긍정적 완벽주의와 긍정적인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요구하고 완벽을 강요하

는 조직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의 자원을 긍정적으로 개발

하고 활용하는 차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인 특성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결

과를 높이는 과정에서 개인 및 리더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및 직무소진

긍정심리학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직무태도는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Luthans, 2002).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직무를 긍정적으로 대하며 자

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직무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태도를 말한다(Schaufeli, Sal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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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alez-Roma, & Bakker, 2002). 조직 구성원은 정신적, 정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높

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한다.

직무열의는 특정한 목표와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보다 직무와

관련하여 긍정적 심리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Kahn, 1990; Bakker & Geurts,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Schaufeli & Bakker(2010)는 직무열의가

활력, 헌신, 몰두의 세 가지 특성을 포괄하여 구성된다고 하였다.

활력은 활기찬 기분과 에너지로 직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과제는 인내하면서 주도적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어려운 과제와 환경에 대해서 자기 통제와 유연한 사고

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현재 과제를 도전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헌신은 자신의 가치

와 신념을 일의 의미와 통합하고 내재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강한 몰입과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 몰두는 일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하며 직무와 자신을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집중하며 직무를 수행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의 직무열의는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심리적 안

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

무 수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주어진 직무가 아닌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즉, 조직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자발

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박노윤, 2011; Christian, Garza, &

Slaughter, 2011; Koyuncu, Burke, & Fiksenbaum, 2006; Rich, Lepine & Crawford,

2010).

이처럼 직무열의는 조직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원에게 요구되고 기대하는 긍

정적인 직무태도이다.

반면, 직무열의와 반대되는 개념의 직무소진(job burnout)이 있다. Maslach &

Leiter(1997)은 직무소진을 과도한 직무요구(job demand)와 집단 동료들 간의 접촉에

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갈되고 지쳐 있는 상태라고 정

의하였다.

직무소진은 정서적 소진(emotional burnout),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 성취

감 감소(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

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Maslach & Jackson, 1981b, Maslach & Leiter, 1997). 정서

적 소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직무 수준을 요구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

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직무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인간화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 하위

요인의 개인 성취감 감소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말하며 개

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동료들 간의 협력을 포함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은 의미 있

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정의하면서 근로의욕과 업무효율성 저하, 집단이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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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직무소진은 자기효능감 결여와 조직몰입도 감소, 이직이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lach & Leiter, 1997; Maslach & Jackson, 1981a). 이처럼 조직 구성원

의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의 경향은 팀과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직무열의는 조직성과를 높이는 긍정적 직무

태도이며 직무소진은 조직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직무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

고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직무수행에

서 직무열의는 낮고 직무소진은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완벽주의의 이론적

관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

지 못한다는 인지를 통해 자기비판과 절망감이 심하고 타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또한 완벽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심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자기효

능감을 낮추고 직무소진을 많이 경험한다(Bousman, 2007; Chen, Kee, Chen, & Tsai

2008; Mitchelson, 2009; Mitchelson & Burns, 1998; Zhang, Gan, & Cham 2007). 이

와 반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직무열의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직무열의가 일의 가치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무에 참여하

며 높은 에너지를 몰입하는 특성이 있으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외면, 수치심, 불안 정서에 몰입되어 낮은 자기효능감과 지연행동을 나타내므

로 직무열의를 낮추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홍혜영, 1995; Burka & Yuen,

1983; Onwuegbuzie, 2000).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은 직무소진을 높이고 직무열의를 낮출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의해 직무열의와 직무소진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인 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조

직성과와 관계가 있는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의 직무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개인차원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결과변인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강화시

키는 과정에서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기

자비는 상호 대립되는 세 가지 개념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정의된다.

하위요인은 자기친절(self-kindness)과 자기비판(self-judgement),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과 고립(isolation), 마음챙김(mindfulness)과 과잉동일시

(over-identification)이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된다(Neff, 2003a). 측정

도구에서 부정적 요인의 자기비판과 고립, 과잉동일시는 역 환산 문항으로‘무엇을 하

지 않을수록’의 개념으로 해석한다(Neff,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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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친절은 실패를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약점과 미성숙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반면 자기비판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으로 동일시 여기므로 심

하게 자책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 보편적 인간성은 고통과 실패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지만 고립은 문제의 상황을

자신만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타인은 완벽하며 실수가 없다고 인지하는 과정에

서 타인과 집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고립되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마음챙김은 실패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객

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마음챙김은 외부 자극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유연하게 반응하며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대

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새롭게 발견하고 행동한다. 한편, 과잉

동일시는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며 문제의 상황을 반추하면서 부정적인 생

각과 감정에 과도하게 동일시되는 모습을 의미한다(Germer, 2009; Neff, 2011; Neff &

McGehee, 2010; Neff & Tirch, 2013; Shapiro, Carlson, Astin, & Freedman, 2006).

선행연구에서 자기자비는 우울과 불안, 걱정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긍정 정서, 행복감, 안녕감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기분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Neff, Kirkpatric, & Rude, 2007;

Van Dam, Sheppard, Forsyth, & Earleywine, 2011; Walker & Colosimo, 2011; Raes,

2011, Leary, Adams, Allen, & Hancock, 2007). 조직 환경에서 업무 과부하, 지나친

경쟁, 팀원과 리더와의 갈등, 성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요

인에 의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단절, 소진 등을 높게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차원의 자기자비는 자신에 대한 마음훈련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자비는 개인의 부정적인 결과변인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변인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

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기자비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소진 간의 부정적 특성을

완화시키고 직무열의 간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할 것

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기자비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간의 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자기자비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소진 간의 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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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의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상대방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 사

람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자원을 말한다(Adams, Overholser, & Lehnert, 1994;

Shumaker & Brownell, 1984). 사회적 지지 이론에서‘사회적’단어의 본질은 상호 육성

과 돌봄의 의미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사람의 지각과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하

고 있다(Shumaker & Brownell, 1984).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격려, 관심, 신뢰를 기반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상대방은 따뜻한 애정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평가적 지지는 타인

의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과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

기평가를 지각한다. 정보적 지지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와 지식, 아

이디어,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며 도구적 지지는 시간과 노동,

필요한 물건, 물질 등의 자원을 지지하고 상대방은 힘든 상황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

다고 지각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자원을 얻는 주체가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적 고통, 스

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중재하는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Procidano & Smith, 1997).

특히 우울과 불안의 부정 정서를 낮추는 변수로 일관되고 나타나고 있으며(Cohen

& Wills, 1985; Hart, Hittner, & Paras, 1991; Holt & Espelage, 2005; Lepore, 1992;

Vangelisti, 2009),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과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Turner(1981)은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우울, 불

안, 두려움, 분노의 정신 병리적인 특성들이 증가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결과변인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의 양보다는

네 가지 자원에 대하여 지각하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 조직 적응수준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 &

Schwartz(2002)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직무열의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Koyuncu et

al., 200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매개와 조절의 역할을 통해 부정적인 특성을 완화시

키고 긍정적인 특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이론을 뒷받침 한다. Tardy(1985)는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

(network)을 정의하면서 긍정적인 자원을 교환하는 대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Kahn(1990)은 직장에서 의미 있는 대상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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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조직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의 사회적 지지는 조직 구성원의 사고와 정서, 적응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조직의 현상을 밝히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리더와 리더십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

수로 활용되는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조직 내

리더로 설정하였다. Yukl(1998)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자신감 개발,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백기복(2001)은 구성원이 이

슈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과업에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신제구와 최우재(2012)는 리더가 구성원이 직면한 문제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 경험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

은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 특성,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리더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함으로 실망을 주고 외면 받을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 등을 완화시키는데 있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관점에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이 있는 주체로서 리더에 대

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사회적 지지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

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따

라서 다음의 가설을 통해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3: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금융업,

기타 등 다양한 직종의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에서 상사가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2주간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동일

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시기와 측정

환경을 분리하여 두 차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370부의 자료를 검

토한 결과,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설문 자료는 연구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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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인구통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54.1%)이 여성(45.9%)보다 많고 연령대는

30대(53.8%)의 비율이 높으며 직급과 직책은 대리(31.6%)와 팀원(77.3%)인 경우가 많

았다. 근속기간은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25.9%)이 많으며 직속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2년 이상에서 4년 미만(31.6%)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일방법편의의 평가

본 연구는 설문측정에서 동일 응답자의 편의를 줄이기 위해 종속변수와 종속변수를

제외한 설문문항을 1주일 간격의 측정시기 간격을 두어 진행하였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또한, 측정항목의 간결성을 위해 산업교육의 이해도가 높은 전

문가 6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상황에 맞도록 설문 문항의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Peterson, 2000).

3.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본 연구목적에 의해 Slaney et al.(2001)의 완벽주의 성향 척도

개정판의 불일치를 제외하고 Frost et al.(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10개 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 4개 문항과 Hewitt & Flett(1991a)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5개 문항을 측정도구로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측정문항은 29개이며 신뢰도 계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Schaufeli & Bakker(2006)의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의 단축형 척도에서 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활력, 헌신, 몰

두를 측정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측정문항은 9개이며 신뢰도는 0.92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1996)이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에서 정서적 고갈 5개 문항, 비

인격화 5개 문항, 개인의 성취감 감소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의

성취감 감소가 직무소진의 하위요인과 1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 성취감 감소를 제거한 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Schaufeli et al.(2002)의

연구에서 개인의 성취감 감소의 특성이 직무열의의 하위요인 개념에 가까우며 직무소

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전체 신뢰는 0.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자비. Neff(2003a)가 개발한 자기자비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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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맞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구성한 구도연과 정민철(2016)의 한국

판 자기자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자비의 긍정문항으로 자기친절 5개 문항, 보편

적 인간성 4개 문항, 마음챙김 4개 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자기비판 5개 문항, 고립 4개

문항, 과잉동일시 4개 문항을 역 환산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자기자비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2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Lo ́pez, Sanderman, Smink, Zhang, Sonderen, Ranchor & Schroevers(2015)의
연구에서 자기자비 척도가 2요인 구조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긍정적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모델을 분석하였다. 전체 측정문항은 26개이며 신뢰도는 0.82로 나타나 측정도구

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리더의 사회적 지지. Cohen & Hoberman(1983)이 주장한 개념으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전체 25개 문항이며 신뢰도는 .96으로 나타

나 측정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

정서상태. Van Katwyk, Fox, Spector, & Kelloway(2000)이 개발한

JAWS(Job-related Affective Well-bing Scale)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설문 응답시점으로

부터 최근 14일 동안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정서상태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으로 사용된 실수에 대한 염려,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관측변수는 항목 대 개념 균형법

(item-to-construct balance)의 방법으로 항목을 묶은 다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정서상태와 인구통계학 변수의 직책을 사용하였다.

정서상태는 백윤정과 김보영(2014)의 연구에서 직무관련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의

한 영역인 직무전념(job absorption)을 증대시키고 부정 정서는 직무전념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서상태가 직무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원의 정서상태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과 같은 직무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 변수는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선별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 변수 중에서 근속개

월(p < .02)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성별, 직책, 직급, 학력은 직무열의와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연구목적에 의해 유의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책(p < .001)

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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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M SD 1 2 3 4 5 6

1. 평가염려 완벽주의 3.09 .51 1.000

5.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변수의 신뢰도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그리고 다중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였으며 병렬다중매개모델

(parallel multiple model)과 연속다중매개모델(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조절효과는 다중집단분석과 대응별 모수 비교를 통해 가설

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에 사용되는 관측변수의 왜도 분포는 –.473에서 .499의 범위로 절대 값이 2미

만이고 첨도 분포는 -.827에서 .810의 범위로 절대 값이 8미만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

규분포(multivariate normality)의 가정을 충족함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제변수인 정서상태와 직책, 근속개월을 구분하여 분

석하였으며 직책과 근속개월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 직무소진 간의 순수한

연관성을 측정하고자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으로 실시하였다. 직책을

통제한 편상관분석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열의의 상관계수 r = .01으로 약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p = .81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고, 근속개월을 통제한 경

우,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직무소진의 상관계수 r = .34으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고

p=.001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서상태를 포함한 상관계수는 -.583에

서 .723으로 나타나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C.R.(critical ratio)의 절대치를 통

해 안정된 모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E.)를 의미한다.

<표 1>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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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비 긍정 3.43 .58 .00(.01) 1.000

3. 자기자비 부정 3.26 .81 -.58(-.28)** .45(.02)***  1.000

4. 직무열의 3.42 .67 .11(.02) .48(.02)*** .18(.02)** 1.000

5. 직무소진 3.05 .62 .48(.02)*** -.13(.02)* -.44(.03)*** -.34(.02)*** 1.000

6. 긍정 정서 2.16 .74 .15(.02)* .36(.02)*** .09(.02) .45(.02)*** -.07(.02) 1.000

7. 부정 정서 2.16 .68 .43(.02)*** -.19(.02)** -.53(.03)*** -.24(.02)*** .72(.03)*** .22(.02)***

2. 개념타당도 검증

측정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하고 측정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χ2 값의 유의수

준은 .001보다 작은 값(p < .001)으로 나타나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행렬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거나 설정한 모델이 자료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통해 모

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다수의 적합도 지수는 Hair, Black, Bablin, Anderson, &

Tatham(2006)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1)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신뢰도(C.R.)는 .70 이상으로 척도

의 높은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고 평균분산추출(AVE)은 .50 이상으로 지표가 설명하

는 분산의 크기가 신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이 .60 이상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C.R. > 1.965, p < .05)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다수의 척도

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집중타당도의 존재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잠재변수 간 부정 정서와 직무소진의 상관이 가장 큰 값(.723)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제곱한 .522보다 평균분산추출(AVE)값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개념

간에도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기

준에 의해 판단하면 부정 정서와 직무소진 간에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은

.783과 .663으로 나타나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 = 1.0)은 기각되었다. 셋째,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을 1로 제약한 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모델의 차이가 ∆df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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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관측변수
표준화 

계수
S.E. C.R. P CR AVE

평가염려

완벽주의

실수염려 .84 .03 18.40 .00

.91 .77수행의심 .75 .03 15.82 .00

사회적으로 부과된 .71 .02 16.36 .00

자기자비 

긍정

자기친절 .81 .03 17.39 .00

.91 .77보편적인간성 .74 .03 15.50 .00

마음챙김 .78 .03 16.50 .00

자기자비

부정

자기비판 .83 .03 19.18 .00

.91 .78고립 .88 .03 21.07 .00

과잉동일시 .85 .03 19.74 .00

직무열의

활력 .77 .03 16.97 .00

.92 .79헌신 .88 .03 20.52 .00

몰두 .82 .03 18.29 .00

직무소진
정서적소진 .82 .04 15.74 .00

.82 .70
비인격화 .64 .03 12.45 .00

긍정 정서
긍정 정서1 .74 .04 14.24 .00

.89 .80
긍정 정서2 .90 .03 17.30 .00

부정 정서
부정 정서1 .87 .03 20.05 .00

.93 .88
부정 정서2 .90 .03 20.81 .00

측정모형 적합도

χ2=324.315(.000), df=114, χ2/df=2.845 

RMR=.03, SRMR=.05, GFI=.91, AGFI=.86, NFI=.091, TLI=.92, CFI=.94, RMSEA=.07

∆χ²= 45.682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

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 연구 구조모델의 평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모델의 간명도(parsimony)를 위하여 통제변수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변수의 문

항을 하나의 단일측정항목으로 묶은(parceling)다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델의 적

합도 검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표

3>에 제시하였다(배병렬, 2014).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수용수준을 만족하였고

NFI(normed fit index)의 값(.88)은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함으로 IFI(incrementa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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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GFI TLI NFI IFI CFI RMSEA

χ2=318.175(.000), 

df=108, χ2/df=2.946
값 .91 .90 .88 .92 .92 .07

수용수준 .90 .90 .90 .90 .90 .10

index)의 값을 통해 증분적합지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표 3> 연구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

[그림 1] 연구모델

4. 가설검증

본 연구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분석과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

하여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의 2요인 구조로 구분됨에 따라 병렬다중매개모델과 연속다중매개모델을 비교 분

석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다중매개의 간접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팬텀변수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 45 -

(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병렬다중매개모델을 분석한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직

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비 부정(β= 1.00, p < .01)

을 통해 직무열의(β= 1.00,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소진(β= -.59, p

< .0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

접효과 유의성 검증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자비 부정을 매개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그림 2]의 괄호 안은 표준화추정치이며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또한 굵은 선

경로는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2] 자기자비의 병렬다중매개모델 분석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인 자기친절과 보

편적인간성, 마음챙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행되어야 하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자비

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을 선행변수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

속다중매개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속다중매개모델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4>와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는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β= -.57, p < .001)을 매개로 하여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β= .43,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p < .001)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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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평가염려 완벽주의 → 자기자비 부정 -.75 -.57 .07 -9.77 .00

자기자비 부정 → 자기자비 긍정 .33 .43 .04 7.31 .00

자기자비 긍정 → 직무열의 .53 .48 .07 7.41 .00

자기자비 긍정 → 직무소진 -.19 -.17 .07 -2.83 .01

평가염려 완벽주의 → 직무열의 .09 .08 .06 1.39 .16

평가염려 완벽주의 → 직무소진 .40 .36 .07 5.20 .00

정서상태 → 직무열의 .05 .04 .06 0.87 .38

정서상태 → 직무소진 .37 .29 .07 4.94 .00

직책 → 직무열의 .13 .11 .06 2.16 .03

근속개월 → 직무소진 .00 .02 .01 0.42 .67

적인 특성은 자기를 비판하고 고립시키며 고통스러운 일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

이 높지만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피하거나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자기자비의 부

정적인 요인이 선행될 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

복하려는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

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연속 다중 매

개하여 직무열의(β= .48, p < .001)는 높이고 직무소진(β= -.17, p < .01)은 낮추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다.

[그림 3] 자기자비의 연속다중매개모델 분석결과

<표 4> 자기자비의 연속다중매개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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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의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검증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연구모델에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에서의 조절된 매개모델(moderated medi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Wegener & Fabrigar, 2000; Wu & Zumbo, 2008). 조절효과 분석은

Aiken & West(199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을 기준으

로 표준편차 +1과 -1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제약모델은 χ2(216) = 486.011이며, 리더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제약한 모델은 χ2(220) = 500.769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의 차이검증 결과, χ2(4) =

14.758이 얻어져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모델의 각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집단 간 유의한 경

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로 간 유의한 차이는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

인 요인(χ2(1) = 9.901, p < .002) 간의 관계와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과 직무열의

(χ2(1) = 4.441, p < .03) 간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자기자비의 부정과 긍정의 모수 차이는 –3.073으로 임계치의 절대 값 ±2.58보다 크

기 때문에 두 모수 차이는 ɑ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자기자비의 긍정과 직무열의의

모수 차이는 2.148으로 임계치 절대 값 ±1.96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수 차이는 ɑ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4). 셋째, 리더의 사회

적 지지가 낮은 집단(N = 171)과 높은 집단(N = 199)간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기자비 부정에서 자기자비 긍정의 경로계수는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자비 긍정에서 직무열의의

경로계수는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다소 차이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리더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소진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의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3)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모델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하여 표본으로부터 부트스트래핑의 횟수를

1,000회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에서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p = .002)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와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과 직무열의(p = .005), 직무소진(p = .02)의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p < .05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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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리더의

사회적

지지

낮은 집단

평가염려 완벽주의 → 자기자비 부정 -.75 -.61 .11 -6.78 .00

자기자비 부정 → 자기자비 긍정 .48 .54 .08 5.97 .00

자기자비 긍정 → 직무열의 .27 .25 .09 2.84 .01

자기자비 긍정 → 직무소진 -.27 -.27 .10 -2.59 .01

높은 집단

평가염려 완벽주의 → 자기자비 부정 -.77 -.58 .10 -7.52 .00

자기자비 부정 → 자기자비 긍정 .19 .32 .04 3.96 .00

자기자비 긍정 → 직무열의 .56 .56 .09 5.94 .00

자기자비 긍정 → 직무소진 -.11 -.09 .09 -1.17 .23

<표 5>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존재한 모델에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여 조절된 매개모델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자비를 매개로 직무열의를 증가시키고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에 의해 강화되

었다. 반면, 직무소진으로 가는 경로에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와 <표 5>를 통해 자세한 분석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림 4]의 괄호

안은 비표준화 추정치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굵은선의 경로는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로를 의미한다. 또한, H는 리더의 사회적 지지 높은 집단, L은 리더의 사회적 지지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4]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자기자비 매개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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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이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와 리더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에 긍정

적 영향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직무소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직무열의

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로 인해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염

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과 정서는 직무소진을 높이고 직무열의는 없으나 자기자

비를 할수록 직무소진을 낮추고 직무열의도 올라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병렬다중매개효과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자비의 부정적 요인(자기비

판, 고립, 과잉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이 있고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자기친절, 보편

적 인간성, 마음챙김)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요인의 자기자비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요인의 자기자비

활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속다중매개효과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1차 매개로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2차 매개로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은 자기비판, 고립, 과

잉동일시에 높은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을수록 자기친절, 보편적인간성, 마음챙

김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사고를 통해 직무열의를 높이고 직무소진을 낮출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자비와 직무열의

사이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자기자비와 직무소진 사이에는 완화시키는 조

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평가염려 완

벽주의의 자기자비 활동은 직무열의를 높이고 직무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인 결과변인 간에 영

향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자비의

활동을 통해 직무열의를 증가시키고 직무소진을 감소시키지만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대한 활동은 더욱 강화되고 직무소진은 완화된다는 긍정적인 결

과변인 간의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또한 자기자비 이론에 의해 하위요인이 2요인으로

구분되면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비판과 고립 그리고 과잉동일시를 하지 않을수

록 자기자비의 자기친절과 보편적 인간성 그리고 마음챙김의 긍정적인 요소를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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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열의를 더 강하게 증가시키므로 조직 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부

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될 때 개인의 자기자비 활동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 분야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결과변인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으나 긍정적인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

구에서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부정적인 완벽주의와 부정적인 결과변인과

의 관계, 긍정적인 완벽주의와 긍정적인 결과변인과의 관계만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조직 구성원의 부정적인 완벽주의 특성이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성과와 일의 완벽성이 요구되는 조직 환경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조직 구

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조직 내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자원에 대한 개발과 활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과업

에 대한 실수 염려,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과 타인의 부담스러운 기대와 심리적 압박

감,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의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직무소진을 높일 수 있지만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

리지 않으려는 행동을 우선으로 노력할 때, 상황과 문제를 수용하고 직면하여 자신을

격려하면서 해결해 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자비

의 긍정적인 활동을 보다 강화시켜 직무열의를 높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산업교육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과 리더 그리고 조직의 역할을 재조명함

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시사점과 교육학 분야의 학문적 연계성을 넓혔

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병렬다중매개효과와 연속다중매개효과를 통해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조

절변수가 포함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리더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상태에서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통계방법을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긍정적 결과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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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하였다. 부정적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검

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장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긍정적 결과변인에 미치는

정적의 영향과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과 리더, 조직차원의 세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

정적인 특성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동료에 대한 공격과 과도한 경

쟁심으로 집단 간 협력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기자비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부정적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려는 태도, 집단과 단절하고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행동,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 태도와 정서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 심리적 안

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리더차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고립 등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상태를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리더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

자신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밝힘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을 완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특성에는 타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으

로써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외면당하거나 집단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여

기므로 ‘꼴찌만 아니면 돼’, ‘내가 잘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야’라는 식의 판단으로 효

과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의 취약성은 ‘나도 충분하

지 않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는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리더의 결점을 공유함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과 용기를 얻음으

로써 보편적 인간성과 자신에 대한 친절, 마음챙김과 같은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소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리더의 관심과 격

려를 높게 지각할수록 직면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기효능

감을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리더의 사회적 지지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정서적·심리적인 상태를 완화시키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교육현장에서 리더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직 맥락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성과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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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높은 기준의 목표 달성과 일의 완벽함을 강요하고 있다. 구성원 관점에서는 성

공의 미덕을 완벽으로 여기고 자신의 성공적인 과업을 위해 완벽을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

고 실수에 대한 자기비판이 심하며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다는 사실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은 평

가염려 완벽주의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둠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개발하고 촉진하여 구성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으로 발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긍정 조직학 관점에서 구성원과 리더 차

원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의

욕적인 직무참여와 주인정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실무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

녕감 및 자기자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조직차원에서 제공해야 하며

부정적인 완벽주의의 특성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자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역량개발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한국산업교육

관점에서 설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긍정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시도를 제시하였지만 다

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방법편의의 엄격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연구설계에서 설문의 측정시기

와 환경을 분리하고 설문의 간결성과 구체성을 통해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하였으나

동일한 응답 원천에 따른 편의와 설문 당시의 응답자의 정서와 사회적 바람직성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 원천을 분리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긍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긍정적 결과

변인 간의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긍정 조직학 관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

준 완벽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향후 완벽주의의 긍정적 자원을 개발

하는데 기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기 논의한 연구의 한계와 관

련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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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우울, 불안, 염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개인

과 집단,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완화시키고 개선하는데 리

더의 감성지능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와 리더의 감성지능에 관련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긍정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리더십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긍정 조직학 관점에서 구성원의 긍정적 자원은 조직효과성과 리더와의 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긍정심리자본인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리

더의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동료 간의 신뢰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긍정심리

자본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리더의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을 높게 지각하는 귀인

에 대한 검증을 통해 리더의 역할을 조명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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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ork Engagement and Job Burnou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Well-Moderated Leader’s Social Support

Min-Kyung Kim, Je-Goo Shin

Although organizational members exhibit negative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e to intense competition and perfection in

achievement oriented modern society, there is a lack of perfectionism in terms of

positive histolo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echanism that

positively affects work engagement and job burnout, focusing on evaluator

concerns perfectionism.

First,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engagement and job burnou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assion. Second, we investigated how leader 's social support has an

influence on self compassion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measurement period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to two separate intervals and

to arrange the order of the measurement items for the common method bias

problem Respectively. control variables are emotional states that affect dependent

variab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ach dependent variable. As the parametric self proportion is composed of

two factor structure, the parallel multiple model and the 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 a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phantom variable in the structural

eq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 compassion is an important parameter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work engagement and job burnout.

Assessment Anxiety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perfectionism ha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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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s on job attitude, but the higher the self compassion behavior, the

more positive the work engagement and the decrease job burnout. Second, serial

mediator model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two factors on self

affirma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does not directly affect positive

factors of self affinity but negatively affects self-affinity. negative factors that

interfere with self-compassion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itive factors

of self-compassion. Third, the social support of the leader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work

engagemen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stronger the moderator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nthusiasm.

Therefore, the high social support of the leader increases the self compassion of

the employee and increases the enthusiasm of the job.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panding the existing study in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ve perception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by empiricall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work engagement and job burnout. From a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perspective suggests new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and contributing to the role of organization, leader, and individual in

positive psychological and task performance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key word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work engagement, job burnout,

self compassion, leader's social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