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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ance Majors' Perfectionism on Dance 

Immersion and Self-confidence

Kim Jae-sik

Adviser : Prof. Kim Mi-sook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from October 1, 2019 to December 1, 2019, a 

population of dance students from Gwangju and Jeolla regions were 

established. The survey target will be distributed to Gwangju and Jeolla 

region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the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the self-evaluation method, which is a personal 

interview. Amo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final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study, except for the questionnaire, which was a 

matter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survey respondents consisted of 

39 males and 241 females. The academic background consisted of 31 

elementary school students, 54 middle school students, 89 high school 

students, and 106 university students. It was composed of 68 people 

for social danc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number of 

performances per year, 73 people in 1-2 times, 21 in 3-4 times, 26 

in 5-6 times, 34 in 7-8 times, 39 in 9-10 times, and 87 in 11 or 

more times were found. SPSS Ver. It was computed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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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ackage program of 22.0.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are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α),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tendency of perfectionism 

in dance majors influenced dance immersion. Second, the degree 

of perfectionism of dance majors influenced the sense of self- 

confidence. Third, dance immersion by dance majors influenced the 

performance confidence. 

Through the results of the first study, if you manage dancers 

considering the positive motivation for perfectionism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majors and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be immersed in dance, you can help to 

discover higher performance quality and famous dancers I think it can 

be. Through the results of the second study, the dancer's ability to 

maximize can be maximized when the dancer's innate talent as well 

as the acquired effort meet, and even if his innate talent is not 

enough, dance through his efforts and passion The ability to improve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 performance's confidence. Through 

the results of the third study, dancers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ir 

feelings to improve dance immersion, and they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technology. This self-control and effort will have a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 so that it will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confidence, and is considered to b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mediation role leading to a successfu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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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심리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예

술로서 신체의 미적 움직임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공연예술이며, 일회성의 

무용공연으로 이루어진 무용의 특성상 무용수들은 예측불허의 실수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여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기울인다(오문자, 2000).

무용수 대부분은 공연, 오디션, 실기와 같은 일회성 평가에 대해 자신의 신체적 

표현에 의한 평가를 받는다. 이에 무용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활용

해 본인이 준비한 동작에 대해 어떻게 완벽히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김미진, 2014). 무용수들에 있어 높은 목표추구와 완벽한 무용수행을 통한 

성장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라 하겠다(신성철, 2011). 이러한 일회성 평가

와 목표추구를 위해 완벽주의는 무용수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며, 완벽한 

무대와 정확한 동작, 표현력 등을 관객에게 전달함에 있어 완벽주의성향은 성공

적인 무대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오유진, 

2014).

정유진(2014)은 완벽주의를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예민하게 반응하

고 비판과 평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결점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성격적 특성이라 하였다. 완벽주의에 대한 시각은 사회와 

환경의 특성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으로 의미가 나뉘어 설명되기도 한다. 완벽주

의의 부정적인 성격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능

력을 넘어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는 특

성이다. 하지만 무용수들에 있어 완벽주의 성향이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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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은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통해 자기발

전과 무대에서의 높은 공연의 질을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용

수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진다(이예원, 2016).

이렇듯 완벽주의 성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무용수들의 긍정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아실현 및 성취감을 이룩하기 위해 목표지향성, 성실성, 노력 등을 나타나게 한

다(Hamachek, 1978). 반면 무용수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높은 목표와 계획

을 설정한 자신감 저하와 자신의 역량에 대한 비난,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 불안

감 등의 부정적 심리요인이 작용한다(Alden, Bieling & Wallace, 1994). 고도의 

집중력과 신체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을 통한 몰입의 경

험은 자기관리와 공연상황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함현정, 2003). 완벽주의 성

향은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몰입을 잘 하였을 때 무용수들은 자

신감이 생기고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지만 몰입을 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이나 긴

장감 등에 의해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Flett & Hewitt, 2005).

몰입은 무아지경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무용

수의 감정몰입으로 인해 신체가 하나 되는 심신의 일치와 시간, 공간의 초월의 

체험요인을 동반한다(Csikszentmihalyi, 1975). 무용에 있어 몰입의 경험은 무

용수들의 집중향상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완벽주의 성향과 몰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나타나듯 완벽주

의 성향이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고 자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대의 환경과 공연 

상황에서 더욱 몰입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노정식, 2010; 임승현, 고성경, 이종

삼, 2011). 또한 김지희(2012)는 무용수에 있어 몰입에 대한 경험은 최고의 무

용을 수행하는데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고도의 집중을 하는 체

험적 상황이 형성된다 하였다. 이렇듯 현장의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이 많이 작용

하는 무용은 완벽한 공연성취를 위해 무용수의 몰입에 대한 경험은 필수이며, 공

연에 더욱 몰입하도록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노정식, 2010).

공연자신감은 무용수가 공연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확실함과 믿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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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반면 공연에 대한 자신이 없는 무용수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실감으

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무대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공연결과 

등의 다양한 부정적 심리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선정, 이효민,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의 긍정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것이며, 완벽주의 성향의 몰입이 실제 공연상황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한편 그 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었던 

기존의 선행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의 긍정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것이며, 

완벽주의 성향의 몰입이 실제 공연상황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둘째,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경력, 공연횟수), 완벽주의성

향(자기성향, 타인성향, 사회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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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의 관계

완벽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목표와 삶의 상태에 대해 정신이나 생각으

로 수행해 내는 것이다. 완벽주의의 특성으로 개인의 목표기준을 과도하게 잡고 

완벽을 최고로 추구하였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아에 대한 비판적인 경

향과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들과 다른 정확성과 탁월함으

로 정의할 수 있다(임채은, 2011; 김지윤, 2014). 

최초 완벽주의의 용어를 정의한 학자는 Hamacheck(1978)이다. 그는 완벽주

그림 1 연구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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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타인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수행 기준으로 분류하고 완

벽주의를 신경증적 완벽주의와 정상의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신경증

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능력치 이상의 기준을 선정하여 실수를 인정하거나 허용

하지 않는 성향이므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했을 때의 감정보다 크고 동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 전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정상적 완벽주의자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강하며 목표에 도달하

는 결과물 보다 노력에서 얻어지는 가치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완벽함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완벽주의 성향은 최초에는 부정적인 개념의 측면으로 시작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Pacht(1984)는 사람에 있어 ‘완벽하다’의 정의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불가능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좋지 않는 심리적 문제나 여

러 갈등요인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완벽주의자의 결국은 성

취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성취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좌절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최초의 부정적 완벽주의 개념의 탈피는 1990년대 이르러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에 대한 연구가 되기 시작되면서 달리 해석되었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이해는 기존의 부정적 특성으로만 간주되

었던 완벽주의에 대해 유연한 태도와 안목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윤

희, 서수균, 2008). Hewittl과 Flett(1991)은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행동의 방

향성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첫째는 자기지

향적 완벽주의, 둘째는 타인을 향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셋째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성향으로 완벽해지려는 강한 동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Flett et 

al, 1994). 또한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동기화하려는 특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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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우울함, 불안과 같은 부

적 심리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김태경, 2011). 결국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강

한 내적동기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제갈송현, 2006). 

둘째,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두어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

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성향으로 외부 지향적 감정요소와 관계가 있다

(Hewitt & Flett, 1991). 즉 타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높이 하였을 

때에만 보람을 느끼며, 실패하였을 때 불신과 비난 등의 대인관계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여 자기애에 대한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다(Burns, 

1983; Brown, 1993).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을 엄격히 

평가하고 자신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차원으로 완벽주의의 요구는 타인으로

부터 시작되지만 방향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Hewitt & Flett, 

1991). 이는 타인의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켜야한다는 압박감과 타인의 신뢰에 

대한 신념으로 타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등을 유발

시킬 수 있다(박현주, 2008). 

무용몰입이란 무용수들에 있어 선순환적 구조를 갖게 되는데 무용활동에 있

어 동작의 난이도와 외부적 환경에 조화를 이룰 때 최적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용수들은 자신의 무용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며 다시 무용몰입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무용은 무용수가 신체를 통해 나타

내는 예술분야로 무용수의 내적동기와 신체 인식에 따라 수행능력의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무용공연에서 무용수의 몰입경험은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나타나는 체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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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무용몰입경험은 무용수가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심리적 경험이다. 무용몰입에서의 몰입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이다.

인지몰입은 개인의 내적 동기로부터 무용에 완전히 몰두하는 현상으로 무용

에 대한 열의와 높은 자아인식 등을 이루는 감정이라 하겠으며(최윤영, 2013), 

행위몰입은 자신이 수행하는 동작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무용에 대한 동작과 

분석에 대해 상상하는 행위적 측면을 뜻한다(노정식, 홍혜전, 2011).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서재열, 김나리(2019)의 

무용수의 완벽주의성향과 직무몰입의 구조적 관계, 전미애(2017)의 직업무용수

들의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본 연구 가설의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가설1.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의 관계

2)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관계

공연자신감은 준비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나 확신을 의미한다. 즉, 무용수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

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이효민, 2009).

공연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공연자신감이 형성되는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김영미, 송인숙, 김경옥(2003)이 제시한 무용수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무용수의 무용능력, 공연에 대한 불안감, 상해의 경험 등에 따라 무용수

가 느끼는 공연 자신감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

면 무용수의 성별에 따라, 무용수의 전공에 따라, 무용수의 경력과 공연 횟수에 

따라 공연자신감의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진완

(2005)의 연구에서도 무용수의 학력에 따라, 무용수의 전공에 따라 공연준비에

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책임감과 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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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공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수행행동 예측의 결정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공연자신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심리요인으로는 신체만족을 꼽

을 수 있으며, 신체만족은 무용수의 움직임능력과 우수한 신체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무용수의 자신감 향상을 하게 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박혜

진, 2011).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라할지라도 

공연에 대한 낮은 자신감이 형성되면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에서 오는 실

수 등 공연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며 무용수의 능력을 제대로 발

휘할 수 없게 한다(김진완, 2005). 이를 바탕으로 무용수는 적절한 긴장감과 

집중력, 긍정의 마인드 등의 공연활동에 있어 최적의 자신감이 요구되며, 공연

자신감은 성공적인 공연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김보화, 민솔비, 김준

(2019)의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박혜진(2011)의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인과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본 연구가설의 당위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가설2.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관계

3)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관계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박성무, 허진영

(2018)의 전문무용수의 외모 콤플렉스와 체형불안에 따른 무용몰입과 공연자

신감의 관계, 이화석(2013)의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관

계, 홍연지 등(2014)의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무용몰입, 공연

자신감의 관계를 연구하여 본 연구가설의 당위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가설3.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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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제한점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몰입 및 공연자신감의 인과관계

를 검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의 완벽주의성향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으로 

다른 종목의 완벽주의성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성향, 타인

성향, 사회성향의 3가지 하위요인은 무용전공자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이외의 구성을 다른 종목의 구성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무용전공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으므로 

무용전공자 외의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6. 용어의 정리

1) 완벽주의성향 

완벽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목표와 삶의 상태에 대해 정신이나 생각으

로 수행해 내는 것이다. 완벽주의의 특성으로 개인의 목표기준을 과도하게 잡

고 완벽을 최고로 추구하였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아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과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들과 다른 정확성과 탁월함

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채은, 2011; 김지윤, 2014). 이러한 완벽주의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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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향 완벽주의성향, 타인지향 완벽주의성향, 사회지향 완벽주의성향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2) 무용몰입

공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하는 의지, 무용수의 공연활동에 있어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자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무용에 대해 무용수 자신이 동일시하는 

심리적 상태의 정도다(최윤영, 2013). 즉, 어떤 일에 푹 빠져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로서, 시공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어떠한 보상이 없이도 즐거운 상태를 의미한다(노정식, 홍혜전, 2011).

3) 공연자신감

공연자신감은 준비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나 확신을 의미한다. 즉, 무용수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

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이효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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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현재 광주, 전라

지역의 무용전공생들을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를 이용하여, 광주, 전라지역에 설문지를 배포

하였으며, 개별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인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해 설문응답

을 받았다. 총 300부의 설문지 중 일괄된 기입, 불성실한 응답,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문항은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80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에 활용 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남자 39명, 여자 241명으로 구성되었고 학력은 초등학생 31명,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89명, 대학생 10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은 발레 

62명, 한국무용 91명, 현대무용 59명, 사회무용 68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간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1-2회 73명, 3-4회 21명, 5-6회 26명, 

7-8회 34명, 9-10회 39명, 11회 이상이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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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

성별
남 39 13.9

여 241 86.1

학력

초등학생 31 11.1

중학생 54 19.3

고등학생 89 31.8

대학생 106 37.9

전공

발레 62 22.1

한국무용 91 32.5

현대무용 59 21.1

사회무용 68 24.3

년 공연횟수

1 - 2회 73 26.1

3 - 4회 21 7.5

5 - 6회 26 9.3

7 - 8회 34 12.1

9 - 10회 39 13.9

11회 이상 87 31.1

합 계 280 100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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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몰입 및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개인적 특성인 인구통계적 특

성(성별, 학력, 전공, 년 공연 횟수) 4문항과 완벽주의 성향(자기성향, 타인성향, 

사회성향) 15문항, 무용몰입 5문항, 공연자신감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한편 각 변인의 설문지 구성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설문지는 <표 2>와 같다.

변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수

인구통계적특성

성별

학력

전공

년 공연 횟수

4문항

완벽주의 성향

자기성향 5문항

타인성향 5문항

사회성향 5문항

무용몰입 5문항

공연자신감 6문항

총 문항 수 30문항

  표 2.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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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적 특성

김미진(2014)의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의 관

계, 정유진(2014)의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성향의 척도 개발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성별, 학력, 전공, 년 공연 횟수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완벽주의성향

이예원(2016)의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주의성향에 관한 연구

와 함현정(2003)의 무용참여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관한 연구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자기성향 5문항, 타인성향 5문항, 사회성향 5문항의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무용몰입

노정식(2010)의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전미애(2017)의 직업무용수를 대상으로 직업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

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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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자신감

박혜진(2011)의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의 연구, 김보화, 

민솔비, 김준(2019)의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2.0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을 설명하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

표본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 관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셋째,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요인 간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인과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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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완벽주의성향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3>의 완벽주의성향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개의 

하위요인(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으로 분류되었다. 완벽주의성향에 관한 

하위요인들은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860, BTS= 

2533.108,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9.457%로 나타나 완벽주의

성향의 문항들은 구성적 측면에 있어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 모두에서 

.777 - .932의 값이 도출되어 신뢰도의 기준값 .7이상이 나타나 신뢰성 또한 

확보된 설문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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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타인지향3 .907 -.042 .024

타인지향5 .890 .128 .159

타인지향4 .888 -.008 .099

타인지향2 .867 .090 .057

타인지향1 .858 .067 -.003

자기지향2 .081 .874 .078

자기지향1 .058 .862 .056

자기지향3 .104 .860 .137

자기지향5 .074 .841 .172

자기지향4 -.087 .829 .065

사회지향2 .158 -.046 .753

사회지향4 .016 .105 .735

사회지향1 -.109 .094 .716

사회지향5 .069 .126 .715

사회지향3 .164 .158 .674

전체 3.994 3.736 2.688

분산 26.629 24.909 17.919

누적 26.629 51.538 69.457

신뢰도(cronbach’ɑ) .932 .913 .777

KMO=.860, BTS=2533.108, Sig=.000

  표 3. 완벽주의성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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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4>의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2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939, BTS=2710.320,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

명력은 76.408%로 나타나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문항들은 구성적 측면에 있어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실시한 

결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 모두 .944과 .920의 값이 나타나 신뢰도의 기준값 .7

이상이 나타나 신뢰성 또한 확보된 설문지라 할 수 있겠다. 

1 2

공연자신감4 .827 .276

공연자신감5 .799 .332

공연자신감6 .784 .300

공연자신감3 .768 .369

공연자신감2 .758 .373

공연자신감1 .690 .431

무용몰입4 .380 .850

무용몰입3 .376 .835

무용몰입1 .275 .825

무용몰입5 .397 .824

무용몰입2 .376 .805

전체 4.240 4.165

분산 38.547 37.861

누적 38.547 76.408

신뢰도(cronbach’ɑ) .920 .944

KMO=.939,  BTS=2710.320, Sig=.000

  표 4.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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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상관관계 분석은 5개의(자기지향, 타인

지향, 사회지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타인지향을 

제회한 모든 요인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값에서 기준치인 .8보다 작게 나타

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자기지향 1

타인지향 .114 1

사회지향 .239** .164** 1

무용몰입 .343** .307** .498** 1

공연자신감 .276** .292** .432** .738** 1

p<.01**

  표 5.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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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

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M=3.430), 타인지향(M=2.962)은 여자의 평균

이, 사회지향(M=3.615)은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M=3.544), 

공연자신감(M=3.778)은 모두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서는 남, 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성 별 N M Sd P t 값

완

벽

주

의

성

향

자기지향
남자 39 3.369 .756

.078 -.539
여자 241 3.430 .634

타인지향
남자 39 2.641 .809

.154 -2.535
여자 241 2.962 .721

사회지향
남자 39 3.615 .553

.758 .169
여자 241 3.600 .524

무용몰입
남자 39 3.544 .682

.664 .665

여자 241 3.466 .671

공연자신감
남자 39 3.778 .676

.989 1.755

여자 241 3.585 .630

  표 6.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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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

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M=3.479)은 중학생의 평균이, 타인지향(M=3.065)

은 고등학생 평균이, 사회지향(M=3.774)은 초등학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용몰입(M=3.839), 공연자신감(M=3.882)은 모두 초등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에 있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타인지향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 대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고 무용몰입

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집단, 중학생과 초등학생 집단, 대학생과 초등학

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연자신감은 초등학생과 중

학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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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학 력 N M Sd P F 값
post-
hoc

완

벽

주

의

성

향

자기지향

초등학생(a) 31 3.316 .735

.751 .403
중학생(b) 54 3.478 .590

고등학생(c) 89 3.420 .745

대학생(d) 106 3.425 .572

타인지향

초등학생(a) 31 2.555 .769

.000 6.901

a-c,d,

b-c,d,

c-a,b,

d-a

중학생(b) 54 2.667 .682

고등학생(c) 89 3.065 .723

대학생(d) 106 3.026 .717

사회지향

초등학생(a) 31 3.774 .508

.242 1.404
중학생(b) 54 3.548 .499

고등학생(c) 89 3.609 .552

대학생(d) 106 3.574 .522

무용몰입

초등학생(a) 31 3.839 .726

.002 5.130

a-b,d,

b-a,

d-a

중학생(b) 54 3.263 .620

고등학생(c) 89 3.506 .681

대학생(d) 106 3.457 .634

공연자신감

초등학생(a) 31 3.882 .794

.008 4.032
a-b,

b-a,

중학생(b) 54 3.398 .562

고등학생(c) 89 3.633 .586

대학생(d) 106 3.624 .642

  표 7.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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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

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M=3.524)는 사회무용 전공의 평균이, 타

인지향(M=3.095)과 사회지향(M=3.661)은 현대무용 전공의 평균이 높게 나

타났다. 무용몰입(M=3.532)은 발레 전공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공연자신감

(M=3.654)은 사회무용 전공의 평균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전공에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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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전 공 N M Sd P F 값
post-
hoc

완

벽

주

의

성

향

자기지

향

발레(a) 62 3.365 .645

.274 1.302
한국무용(b) 91 3.345 .648

현대무용(c) 59 3.481 .696

사회무용(d) 68 3.524 .617

타인지

향

발레(a) 62 2.736 .729

.053 2.594
한국무용(b) 91 2.886 .703

현대무용(c) 59 3.095 .703

사회무용(d) 68 2.971 .803

사회지

향

발레(a) 62 3.652 .594

.359 1.076
한국무용(b) 91 3.525 .482

현대무용(c) 59 3.661 .523

사회무용(d) 68 3.609 .523

무용몰입

발레(a) 62 3.532 .670

.851 .265
한국무용(b) 91 3.437 .594

현대무용(c) 59 3.495 .671

사회무용(d) 68 3.465 .775

공연자신감

발레(a) 62 3.624 .673

.733 .428
한국무용(b) 91 3.551 .607

현대무용(c) 59 3.644 .548

사회무용(d) 68 3.654 .724

  표 8.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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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표 9>와 같다.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M=3.528)은 9-10회의 평균이, 

타인지향(M=3.171)은 3-4회의 평균이, 사회지향(M=3.692)은 9-10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M=3.610)은 9-10회의 평균이, 공연자신감

(M=3.770)은 3-4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에서 1-2회와 

5-6회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고, 타인지향에서는 1-2회와 

11회 이상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무용몰입에서는 

.029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의 방법 중 매우 엄격한 Scheffe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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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년 공연횟수 N M Sd P F 값
post-
hoc

완

벽

주

의

성

향

자기지향

1-2회(a) 73 3.526 .636

.013 2.958 a-c

3-4회(b) 21 3.276 .898

5-6회(c) 26 3.023 .672

7-8회(d) 34 3.365 .579

9-10회(e) 39 3.528 .608

11회이상(f) 87 3.462 .597

타인지향

1-2회(a) 73 2.627 .739

.006 3.384 a-f

3-4회(b) 21 3.171 .614

5-6회(c) 26 3.023 .607

7-8회(d) 34 2.988 .857

9-10회(e) 39 3.031 .842

11회이상(f) 87 2.989 .654

사회지향

1-2회(a) 73 3.669 .494

.425 .988

3-4회(b) 21 3.619 .473

5-6회(c) 26 3.469 .423

7-8회(d) 34 3.588 .607

9-10회(e) 39 3.692 .591

11회이상(f) 87 3.547 .531

무용몰입

1-2회(a) 73 3.567 .782

.029 2.540

3-4회(b) 21 3.571 .470

5-6회(c) 26 3.354 .504

7-8회(d) 34 3.147 .538

9-10회(e) 39 3.610 .750

11회이상(f) 87 3.485 .634

공연자신감

1-2회(a) 73 3.616 .778

.280 1.263

3-4회(b) 21 3.770 .581

5-6회(c) 26 3.404 .443

7-8회(d) 34 3.539 .516

9-10회(e) 39 3.748 .668

11회이상(f) 87 3.600 .594

  표 9.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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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인과관계 분석

1) 완벽주의성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성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

인인 자기지향(t=4.379***), 타인지향(t=4.334***), 사회지향(t=8.084***)의 요인

이 높을수록 무용몰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완벽주의성향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34.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구  분 B 표준오차 베타 t p

(상수) .252 .270 .934 .351

자기지향 .227 .052 .220 4.379 .000

타인지향 .195 .045 .215 4.334 .000

사회지향 .522 .065 .410 8.084 .000

R2=.345,  F=48.499 P=.000

종속변수 : 무용몰입

  표 10. 완벽주의성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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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벽주의성향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성향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

요인인 자기지향(t=3.102***), 타인지향(t=4.087***), 사회지향(t=6.645***)의 

요인이 높을수록 공연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완벽주의성향

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26.3%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다.

구분 B 표준오차 베타 t p

(상수) .957 .273 3.509 .001

자기지향 .162 .052 .166 3.102 .002

타인지향 .185 .045 .215 4.087 .000

사회지향 .433 .065 .357 6.645 .000

R2=.263,  F=32.787 P=.000

종속변수 : 공연자신감

  표 11. 완벽주의성향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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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몰입(t=18.213***)의 

요인이 높을수록 공연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54.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구분 B 표준오차 베타 t p

(상수) 1.173 .136 8.599 .000

무용몰입 .701 .039 .738 18.213 .000

R2=.544,  F=331.720 P=.000

종속변수 : 공연자신감

  표 12.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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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성향이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무용전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관계

첫째,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

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타인지향은 여자의 평균이, 사회지향은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 공연자신감 모두는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서는 남, 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 모두 구분없이 무용수에게

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관계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

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은 중학생의 평균이, 타인지향은 고등학생 평균이, 

사회지향은 초등학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은 모두 

초등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에 있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타인지

향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고등

학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 대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고 무용몰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집단, 중학생과 초등학생 

집단, 대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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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의 중 타인지향에 있어 학력에 따라 무대의 규모와 분위기,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의 정도가 다르며, 무용을 대하는 몰입과 공연자신감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무용수의 동기부여를 다르게 

해야 할 것이며, 기대와 보상 또한 차별을 두어야 하겠다.

셋째,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관계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

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은 사회무용 전공의 평균이, 타인지향과 사회지향

은 현대무용 전공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은 발레 전공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공연자신감은 사회무용 전공의 평균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전

공에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전공에 따라 추구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무용몰입은 발레가 공연자신감은 사회

무용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은 공연 횟수와 출현 횟수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안무자의 특성과 무대의 규모에 따라

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공에 있어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 공연

자신감은 모두 차이가 없이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관계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은 9-10회의 평균이, 타인지향은 3-4회의 

평균이, 사회지향은 9-10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몰입은 9-10회의 평

균이, 공연자신감은 3-4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결과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에서 1-2회와 5-6회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고, 타인지향에서는 1-2회와 11회 이상에서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나

타냈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 중 자기지향과 타인지향은 작은 공연 출현횟수 와 

많은 공연 출현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출현횟수는 무용수의 실력과 명성

에 관계가 있으므로 무용수의 전문요소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에는 차이가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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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에 

있어 완벽주의성향은 여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은 

남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여성의 

무용수는 완벽한 무대 준비를 위해 민감하고 예민하게 준비하여 완벽을 추구하지

만 공연에 있어 남자 무용수의 성향에 따라 무용몰입과 공연자신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무용수 뿐 아니라 남성 무용수에 있어도 본 연구의 구성요인의 중요성에 대

해 입증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에 있

어 모두 고른 분포로 위치하고 있어 무용수의 완벽주의성향, 무용몰입, 공연자신

감에 있어 학력은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성

향,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에 있어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 

모두 사회무용, 현대무용, 발레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전공에서 본 연구의 구

성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년 공연횟수에 따른 완벽주의성향, 무용

몰입, 공연자신감의 차이에 있어 공연횟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성향과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본인의 장단점파악

과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라 유추해 볼 수 있다.

2.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의 성향이 높을수록 무용에 대한 몰입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정식(2010)이 연구한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몰입에 영향이 있

다는 연구결과와 신성철(2012)의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임승현, 고성경, 이종삼(2011)의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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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 스스로 보

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있

는 반면 무대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함 등의 부정적 성향의 완벽주의가 

있다. 또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여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성향은 완벽

주의 성향에 정도에 따라 양면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나친 타인지향과 

사회지향의 성향은 개인의 내면적 문제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문제가 내포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하는 모순적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자의 완벽주의 성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무용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지나치거나 과도한 의식은 오히

려 높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고 할 수 있겠다.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무용몰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났고 무용

전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와 무용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무용수들을 관리한다면 보다 높은 

공연의 질과 유명 무용수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의 성향이 높을수록 공연에 대한 자신감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보화(2018)의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자신감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박혜진(2011)의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

자신감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용전공자 중 목표달성의 기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목표를 이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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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많은 연습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은 많은 관객

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무용

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탤런트 뿐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이 함께 부합

하였을 때 무용능력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인의 선천적인 탤런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무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

는 곧 공연의 자신감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연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안정 상태

와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지닌 특성을 발전시켰을 때 긍

정적인 완벽주의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이 높을수록 공연자신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윤지(2016)의 전문 무용수의 공연몰입이 공연자신감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벽

주의 성향이 강한 무용수일수록 무용몰입을 잘하여 무용하는 동안 자신을 컨트롤

하고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여 무대와 일체가 됨으로 무용몰입과 함께 공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무용수일수록 자

신의 무용몰입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며, 집중하므로 

무용에 대한 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무용수는 무용몰입의 향상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자기통제와 노력

은 긍정적인 심리작용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여 공연 자신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할 것이며,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의 필수 요소가 될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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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현재 광주, 전라지역의 

무용전공생들을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를 이용하여, 광주, 전라지역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개별

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인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해 설문응답을 받았다.

총 300부의 설문지 중 일괄된 기입, 불성실한 응답,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문항은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80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에 활용 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남자 39명, 여자 241명으로 구성되었고 학력은 초등학생 31명,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89명, 대학생 10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은 발레 

62명, 한국무용 91명, 현대무용 59명, 사회무용 68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간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1-2회 73명, 3-4회 21명, 5-6회 26명, 7-8회 34명, 

9-10회 39명, 11회 이상이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된 설문지의 데이터는 SPSS Ver. 22.0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을 설명하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무용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공연자신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의 연구결과를 통해 무용전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완벽주의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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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동기부여와 무용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무

용수들을 관리한다면 보다 높은 공연의 질과 유명 무용수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의 연구결과를 통해 무용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탤런트 뿐 아니

라 후천적인 노력이 함께 부합하였을 때 무용능력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의 선천적인 탤런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무용능

력이 향상되어 공연의 자신감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의 연구결과를 통해 무용수는 무용몰입의 향상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자기통제와 노력은 긍정적인 심리작용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여 공연 

자신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할 것이며,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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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no.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무용몰입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

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김재식

1.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3. 귀하의 전공은?

  ① 발레   ② 한국무용   ③ 현대무용    ④ 사회무용 

4. 년 공연횟수는?

  ① 1 - 2회  ② 3 - 4회  ③ 5 - 6회  ④ 7 – 8회  ⑤ 9 – 10회  

  ⑥ 1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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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

기

지

향

① 무용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② 가능한 모든 일에 완벽하려고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③ 내 자신이 더욱 완벽했으면 좋겠다 ⑤ ④ ③ ② ①

④ 무대에서의 나의 모습은 항상 성공적이어

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나는 목표를 세운 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⑤ ④ ③ ② ①

타

인

지

향

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된다 ⑤ ④ ③ ② ①

② 주변사람들은 내가 실수하지 않을 때 인

정해준다
⑤ ④ ③ ② ①

③ 내가 실수했을 때 주변인들을 의식한다 ⑤ ④ ③ ② ①

④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유능함을 인

정 받는다
⑤ ④ ③ ② ①

⑤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성공해

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사

회

지

향

① 가족들은 나의 완벽함을 기대한다 ⑤ ④ ③ ② ①

② 주변인들은 완벽한 나의 모습을 기대한다 ⑤ ④ ③ ② ①

③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것

이다
⑤ ④ ③ ② ①

④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실수를 하면 동료들보다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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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무용몰입, 공연자신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용

몰

입

① 무용공연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⑤ ④ ③ ② ①

② 무용공연이 기다려 진다 ⑤ ④ ③ ② ①

③ 무용공연은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다 ⑤ ④ ③ ② ①

④ 무용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무용공연은 즐겁다 ⑤ ④ ③ ② ①

공

연

자

신

감

① 공연 내내 집중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② 나의 능력발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③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④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공연에 자신감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⑥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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