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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양육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기능적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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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depression in female emerging adults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305 female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helicopter parent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Results: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While adaptive 
perfectionism played no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maladaptive perfectionism did.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showed no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perfectionism did not play any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Conclusions: The present findings confirmed that depression in female adult children in emerging 
adulthood c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specifically with reference to designing programs for 
reducing depression in female emergi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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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심리적 안녕을 예

측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

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

근 국내외 문헌과 대중매체에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

게 성인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헬리콥터 양

육’이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헬리콥터 양육이란 Cline

과 Fay (1990)의 자녀양육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로서, 

부모가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진입기에 이른 자녀에게 지나

치게 개입하고 과잉보호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컫는다

(LeMoyne & Buchanan,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 

Segrin, Woszidlo, Givertz, & Murphy, 2012). 이와 같이 성장

기 이후의 젊은 성인(young adult)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새

로운 유형의 양육행동의 등장과 발맞추어, 미국의 심리학자 

Arnett (2006)는 오늘날의 20대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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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단계인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를 제안하였다. 

성인 진입기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여 사랑, 직업 등 가치를 탐색해 나

가는 시기를 의미하며(Arnett, 2006;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헬리콥터 양육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 

속성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헬리콥터 양육

과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통제를 비교한 연구(Padilla-Walker & 

Nelson, 2012)에 의하면, 헬리콥터 양육은 자율성을 억압한다

는 측면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부정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에 대한 지도와 

조언 및 정서적 지원 등 긍정적 측면 또한 포함하고 있어, 중

산층 이상 가정의 대학생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개입

을 의사결정에 대한 침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학업적 지원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국외 연구(Wolf, Sax, & Harper, 

2009)가 보고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헬리콥터 양육의 개념

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Y.-W. Lee 등(2014)은 진

화론적 개념 분석을 통해 헬리콥터 양육을 자녀를 독립시키

지 않고 일상을 함께하는 ‘주의를 맴돌기(hovering)’, 자녀의 발

달단계에 맞지 않게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일삼는 ‘깊이 개입

하기(highly deep involvement)’,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며, 

부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대신 결정하기(proxy decision 

making)’의 3가지 속성을 가진 양육형태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헬리콥터 양육은 근본적으로

는 자녀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부모의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의미상 통제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성인 진입기의 발달단계

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 자녀의 자율

성과 독립심 발달을 저해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헬리콥터 양육으로 인한 자녀의 발달

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자녀의 부적응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Ahn, 2016; C. Y. Han, 2016; Kouros, Pruitt, Ekas, 

Kiriaki, & Sunderland, 2017; Kwon, Yoo, & Bingham, 2016; J. 

Lee, 2016; Schiffrin et al., 2014; Segrin, Givertz, Swaitkowski, 

& Montgomery, 2015; Spokas & Heimberg, 2009; van Ingen et 

a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 사회 맥락에서 진행

되었으며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최근 들어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Ahn, 2016; Padilla-Walker & Nelson, 

2012)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두를 포함하여 헬리콥터 양육이 자녀

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헬리콥터 양육

은 성인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 Kim & Oh,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5). 내면화 문제행동 가운데서도 

우울은 최근 20대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을 

약 1.5배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따라서 우울의 유병률이 높은 성인 

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의 선행 요인으로서 부모의 헬

리콥터 양육의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자녀의 우울 간의 관

계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근

거로 가정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은 내재 동기 이론으로

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환

경에 의해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내면의 동기가 손상되고 이

로 인해 여러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Deci & 

Rya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심은 성인 진입

기에 강조되는 발달과업 중 하나이므로(Chickering & Reisser, 

1993), 이를 저해하는 양육을 경험할 경우 자녀는 우울을 포

함한 여러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헬리콥터 양

육과 성인 진입기 자녀의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

들은 두 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Darlow, Noviltis, & Schuetze, 2017; C. Han, 2016; Kouros 

et al., 2017; LeMoyne & Buchanan, 2011; Reed, Duncan, 

Lucier-Greer, Fixelle, & Ferraro, 2016; Schiffrin et al., 2014). 예

를 들어,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은 여대생의 우울 및 사회불안

(Kouros et al., 2017)과,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예측하였

다(C. Han, 2016). 그러나 국내의 경우, C. Han (2016)의 연구

를 제외하고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드문 실정이다.  

헬리콥터 양육과 자녀의 부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면서 연구자들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인들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으며(Ahn, 2016; J. Kim & Oh, 

2011; Kwon et al., 2016; Segrin et al., 2015; van Ingen et al., 

2014), 그 과정에서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핵심자기평가 

등과 같은 인지적 신념의 매개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

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이 자녀의 역기능적 

인지 신념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자녀의 부적응을 초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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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하게 한다. 인지적 신념 중에서도 완벽주의는 오래전

부터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된 변인이며(Bae & Yang, 

2013; Choi, Yoo, & Hyun, 2005; Egan, Wade, & Shafran, 2011; 

H. J. Kim & Son, 2006; J.-M. Kim, 2009; M. H. Lee & Rhyu, 

2002), 많은 연구자들은 완벽주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

력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Barrow & Moore, 1983; Flett, 

Hewitt, & Singer, 1995;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amachek, 1978). 그러나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

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완벽주의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란 성격을 구성하는 인지적 신

념 중 하나로, 개인이 비합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신을 다그치며,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성취의 차원에서만 평

가하는 등(Burns, 1980; Frost et al., 1990) 주로 개인의 역기

능적 신념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완벽주의

가 부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완벽주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

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완벽주의를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

어 기능적 차원과 역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Frost, Heimberg, Holt, Marttia, & Neubauer, 

1993; Namgung & Lee, 2005). 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등 성취 추구와 

관련되는 긍정적 측면의 완벽주의이며, 역기능적 완벽주의

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등 

실패회피와 관련되는 부정적 측면의 완벽주의를 의미한다

(Namgung & Lee,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기

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서 접근할뿐만 아니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 그 특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가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리

라는 가정은 헬리콥터 양육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와 완벽주

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한다. 앞서,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헬리콥터 양육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 역시 자기결정이론 측면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의 욕구

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외부의 규칙과 가치를 자아와 통

합하지 못하고, 단순히 엄격한 규칙에 복종하는 내사의 수준

에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의해 자율성의 욕구가 

억압될 경우 자녀는 외부의 가치와 규칙을 스스로 통합하지 

못한 채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내사하게 되며(Deci & Richard, 

2011),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이 부과한 기준에 도달하

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실패나 실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

는 등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로서 자기 표상을 발달시키게 되

는 것이다(Blatt, 1995; K.-M. Chang, 2007). 부모의 통제를 포

함한 부정적 양육과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역기능

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측면과 높은 관련이 있다(Hibbard & Walton, 2014; 

Kawamura, Frost, & Harmatz, 2002; H.-I. Kim, Doh, & Chee, 

2011; Ma & Son, 2014). 헬리콥터 양육은 과도한 개입과 간섭

이라는 통제적 성향에서 권위주의적 양육과 유사하며 자녀

의 자율성, 독립심 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Padilla-Walker & Nelson, 2012), 헬리

콥터 양육 또한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리

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기능적 완벽주

의 간의 관계는 관련이 있거나(Besharat, Azizi, & Poursharifi, 

2011; Craddock, Church, & Sand, 2009) 혹은 관련이 없는 등

(Hibbard & Walton, 2014) 다소 비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위와 같이, 완벽주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

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정적 관련성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의 역기능적 요소들과 우울 간의 정적 관계를 밝히

고 있다(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Frost et al., 

1993; H. J. Kim & Son, 2006; Namgung & Lee, 2005; Soenens 

et al., 2005).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능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완벽주의의 기능적 측면과 

우울 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Bae & Yang, 

2013; E. C. Chang & Rand, 2000; Rice, Ashby, & Slaney, 1998), 

심지어 정적 상관을 보이는 등(Hewitt & Flett, 1993) 다소 비

일관된 결과가 발견된다. 앞서 헬리콥터 양육과 완벽주의 간

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와 우울 간에 관계에서

도 기능적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달리 그 특성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역할을 각각 확인해 보았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완벽주의 및 우울

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

의를 매개로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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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게나마 발견되는 실정이다(Ma & Son, 2014; Soenens et al., 

2008).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역

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완벽주의의 경우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보고되고 있으며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

콥터 양육, 완벽주의 및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경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각각의 매개 역할을 탐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기능적 완벽주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1-1.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기능적 완벽주의

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2.  기능적 완벽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성

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1.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

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2-2.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여자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

생으로 구성된 305명의 성인 진입기 여성들이다. 성인 진입기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헬리콥터 양육이 성인 진

입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지

칭하며(Cline & Fay, 1990) 이 시기 여성의 우울이 남성에 비

해 높게 보고된다는 점(Galambos, Barker, & Krahn, 2006)에 근

거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Arnett (2006)이 제안한 성인 진

입기에 속하는 만 18-25세로 평균 연령은 21.94세이었다. 학

업 상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중이 262명(85.9%)으로 가

장 많았고, 대학졸업생과 대학원생이 각각 25명(8.2%)과 18명

(5.9%)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51-60

세 240명(65.3%), 40-50세 49명(16.4%), 61-70세 14명(4.5%)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51-60세 177명(58.0%), 40-50세 

124명(41.0%), 61-70세 3명(1%)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59명

(52.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이 78명(25.6%)으로 뒤

를 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65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9명(25.9%)으로 뒤를 이

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72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과 경영/관리직이 각각 

60명(19.7%)과 48명(15.7%)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

업주부가 134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자유직 37명

(12.1%), 자영업 31명(10.2%)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헬리콥터 양육, 완벽주의 및 우울을 측

정하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성인 진입기 여

성의 자기 보고에 의해 응답되었다. 헬리콥터 양육과 완벽주

의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문항 역시 4점 Likert 척도(극

히 드물게[1점]∼거의 대부분[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헬리콥터 양육

헬리콥터 양육은 LeMoyne와 Buchanan (2011)이 개발하고 Yoo 

(2014)가 번안한 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 수준

을 측정하는 도구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10문항).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을 감독하

셨다.”, “부모님은 종종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신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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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단보다 부모님의 판단을 신뢰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은 .66,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71이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을 Namgung & Lee 

(2005)가 합쳐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 . 타당화한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Frost 등(1990)이 개발한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을 Hyun (1992)

이 번안한 척도와 Hewitt와 Flett (1991)가 개발한 Hewitt and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을 K. Y. Han 

(1993)이 번안한 척도를 합한 것이다. 이 척도는 기능적(즉, 성

취추구적) 완벽주의(20문항)와 역기능적(즉, 실패회피적) 완

벽주의(20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총 40문항)으로 구성된

다. 기능적 완벽주의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

공해야만 한다.” 등을,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문항의 예로는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

서 실패한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잘 해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각각 .89과 .90이었다.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의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Choi와 Yang (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의 빈도를 측

정하는 도구로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총 20문항).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우울 감

정은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슬픔을 느꼈다.” 등이, 긍정적 

감정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거웠

다.” 등이 있고, 신체 및 행동 둔화는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는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

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이 포함

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우

울감정은 .88, 긍정적 감정은 .82, 신체 및 행동 둔화는 .81, 대

인관계는 .82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7월부터 8월 초까지 수집되었으며, 

현장 설문 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의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전자의 경우, 서울시 소재 여자대

학교의 교양수업 담당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강의시간에 질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

여 21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약 86.8%), 회수된 질문지 

중 1개 이상의 척도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09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후자의 경

우, 위와 동일한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에 관한 설

명이 명시된 안내문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

였고, 참여의사를 밝힌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중 남학생으로 표기된 7명과 Arnett (2006)의 성인 진입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즉 만 25세를 초과하며 경제적으로 독

립한 12명을 제외하고 96명을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과 AMOS 22.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그리

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Results

측정 변인들 간 상관 관계

헬리콥터 양육, 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경로 모형과 헬

리콥터 양육,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경로 모형을 각

각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두 가지 모형 모두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하나의 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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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Table 1과 같다. 헬리콥터 양육과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

울 간의 관계의 경우,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은 우울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우울 감정(r = .17, p < .01), 긍정적 감정(r = -.23,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우울의 모든 하위요인, 즉 우울 감정(r = .27, p < .001), 

긍정적 감정(r = -.33, p < .001), 신체 및 행동둔화(r = .24, p < 

.001), 대인관계(r = .17, p < .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헬리

콥터 양육과 자녀의 완벽주의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

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기능적 완벽주의(아버지: r = .13, 

p < .05; 어머니: r = .14, p < .05), 역기능적 완벽주의(아버지: r = 

.38, p < .001; 어머니: r = .54, p < .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완벽주의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관

계의 경우, 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의 일부 하위요인, 즉 우울 

감정(r = .20, p < .01), 신체 및 행동 둔화(r = . 12, p < .05)와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의 모든 

하위요인, 즉 우울 감정(r = .45, p < .001), 긍정적 감정(r = -.46, 

p < .001), 신체 및 행동둔화(r = 39, p < .001), 대인관계(r = .28, p 

< .001) 등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헬리콥터 양육, 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경로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

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에 관

한 기준과 관련하여 χ2 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모델의 적합도

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

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 S. Kim, 2010). 다른 적합

도 지수들 중 NFI, TLI, CFI는 .90을 넘어야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이며(Hong, 2000), .10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라

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 49.466 (df = 11, p < .001), χ2/df = 4.497, NFI 

= .935, CFI = .948, TLI = .900, RMSEA = .107, 90% CI [.078, 

.139]로 RMSEA가 .10을 초과해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가 높으며 동일한 측정도구

를 사용한 우울감정(e4)과 긍정적 감정(e5)의 오차항 간 공분

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G. S. Kim, 2010). 수정 모

형의 적합도는 χ2 = 34.836 (df = 10, p < .001), χ2/df = 3.485, NFI 

= .954, CFI = .966, TLI = .929, RMSEA = .090, 90% CI [.059, 

.124]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최종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

면, 모든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523∼1.000으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Critical Ratio (C.R.)값이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

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Table 1
Correlations Among Helicopter Parent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1.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2.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66*** —

3. Adaptive perfectionism .13* .14* —

4. Maladaptive perfectionism  .38***  .54***  .37*** —

5. Depressed affect .17**  .27*** .20**  .45*** —

6. Positive affect -.23*** -.33***  .02 -.46*** -.52*** —

7. Somatic concerns  .11  .24***  .12*  .39***  .78*** -.55*** —

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9 .17** -.01  .28***  .55*** -.32*** .43*** —
M 2.20 2.45 2.75 2.30 1.67 2.40 1.87 1.32
SD 0.40 0.43 0.42 0.46 0.61 0.67 0.60 0.54
Note. N = 30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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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p < .05. **p < .01. ***p < .001.

Table 2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02 -.02 .12 -.21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36  .25 .11  3.26*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Adaptive perfectionism  .11  .10 .08 1.28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Adaptive perfectionism .06  .06 .08  .73
Adaptive perfectionism → Depression .25  .17 .08  3.14*
*p < .05.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paths among helicopter parenting, 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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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 49.110 (df = 11, p < 

.001), χ2/df = 4.465, NFI = .936, CFI = .949, TLI = .902, RMSEA 

= .107, 90% CI [.078, .138]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차항 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G. S. Kim, 

2010). 수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35.252 (df = 10, p < .001), χ2/df = 3.525, NFI = .954, CFI = 

.966, TLI = .929, RMSEA = .091, 90% CI [.060, .125]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기능

적 완벽주의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헬리

콥터 양육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여(β = .25, p < .05), 성인 진입기 여성은 어머니의 헬리

콥터 양육을 높게 보고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아

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

터 양육이 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헬리콥터 양육이 기능적 완벽

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기능적 완벽주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성인 진입기 여성은 기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β = .17, p < .05)(Table 2, Figure 2). 

헬리콥터 양육,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경로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 37.636 (df = 11, p < 

.001), χ2/df = 3.421, NFI = .958, CFI = .969, TLI = .942, RMSEA 

= .089, 90% CI [.059, .121]로 적합도를 기준을 충족하였다. 최

종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인에서 측정변

인으로의 표준화회귀계수(β)가 .487∼.916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C.R.값이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

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Figure 3.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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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 38.050 (df = 11, p < 

.001), χ2/df = 3.459, NFI = .958, CFI = .969, TLI = .941, RMSEA 

= .090, 90% CI [.060, .122]로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직접 경로

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모두 성인 진

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

접 경로의 경우,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만이 역기능적 완벽

주의를 통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역

기능적 완벽주의는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우울 간의 관계

를 매개하여, 성인 진입기 여성들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으며(β = 

.53, p < .001), 역기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

도 높았다(β = .48, p < .001).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 역기능

Table 3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04 -.03 .10 -.38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07  .06 .11 .69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Maladaptive perfectionism  .02  .01 .08 .19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Maladaptive perfectionism  .58  .53 .07  7.93***
Maladaptive perfectionism → Depression  .58  .48 .08  7.42***
***p < .001.

 
Figure 4. Direct and indirect paths among helicopter parenting,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p < .01. ***p < .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from latent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03 .01 -.02

.25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06  .26**   .31*
Maladaptive perfectionism → Depression   .48** —   .48**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Maladaptive perfectionism .01 —  .01

.30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 Maladaptive perfectionism  .53** —   .53**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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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간접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Figure 4).

한편,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

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

치는 직접 효과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한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4).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이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β = .26, p < .01). 이어서 각 모형에서 

외생변수들에 의해 내생변수의 변량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

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성

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의 25%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

터 양육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30%를 설명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기능적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헬리콥

터 양육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헬리콥터 양육과 우

울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각각

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다. 매개변인인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각각 포함한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헬리콥터 양육, 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의 
경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기능적 완벽주의 및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헬리콥

터 양육만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와 어머

니 모두의 헬리콥터 양육을 다룬 선행 연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결

과는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성인 진입기 자녀의 우울을 

초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Reed et al., 2016; Schiffrin et al., 

2014)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를 마치고 이제 막 

성인기에 진입한 젊은 성인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헬리콥터 양육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심을 강조하는 성인 진입기의 특성상 이에 반하

는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 진입기 여성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과 함께 정서적으로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만이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자녀

의 심리적 안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Stafford, 

Kuh, Gale, Mishra, & Richards, 2016),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

터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 진입기에도 여전히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자

녀 간 관계에서 동성 부모의 양육행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Gecas, 1971)와 유사하게, 모-녀관계

는 부모-자녀관계의 다른 조합보다 가깝고 친밀하여(Kaufman 

& Uhlenberg, 1998) 성인 진입기 여성의 경우 정서적으로 친밀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도 우울

의 일부 하위요인들과 개별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던 점에 근거

할 때, 경로 모형에서 어머니 양육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함으

로써 아버지 양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

도 내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 진입기 여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지

지해주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헬리콥터 양육과 기능적 완벽주의 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는 발견되

지 않았으며, 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모

두 기능적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가 드물어 선행 연구와의 직

접적 비교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양육

이 기능적 완벽주의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Hibbard 

& Walton, 2014)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능적 완벽주의 간

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raddock et al., 2009)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양육과 기능

적 완벽주의의 요소들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

(Besharat et al.,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에 

근거하여 이해할 만하다.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의 특성에 

기초하건대,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으로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할 경우, 자녀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측면은 발달시키

기 쉬운 반면, 개인 내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기능적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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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

의 양육태도와 기능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비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변인이 서

로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 가운데 기능적 완벽주의는 부적

응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적

응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Dunkley et al., 2000; Frost 

et al., 1993; Namgung & Lee, 2005)과 달리, 부정적 정서인 우

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발견한 연구결과(Hewitt & 

Flett, 1993)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존감 등

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되며 부정적 정서와 부

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Ashby & Rice, 2002; Bergman, 

Nyland, & Burns, 2007; Rice & Mirzadeh, 2000)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완벽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각 하위영역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Namgung & Lee, 2005)에 따르

면, 기능적 완벽주의는 정적인 정동(情動)과 관련되었으나, 불

안, 강박 증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마

찬가지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위 연구에서는 불안과 강박을 

완벽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분류하였

다. 불안과 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와 임상적 

관찰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Dobson, 1985; Kleman, 1977), 

강박적 사고 역시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라는 점

에서(Yang, 2013), 기능적 완벽주의 성향도 만족에 대한 강박

적 사고와 높은 불안을 동반할 경우 우울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Greenspan (2000)의 주장과 마찬

가지로, 본 연구결과는 기능적 완벽주의가 개인의 부정적 특

성임을 밝혔다. 

헬리콥터 양육,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 간
의 경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성

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경로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기

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모형과 달리 헬리콥터 양육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역기능적 완벽주의

가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 경로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헬리콥터 양육

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역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헬리콥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와 관

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가운데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

이 발견되어, 성인 진입기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헬리콥터 양

육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Craddock et al., 

2009; H.-I. Kim et al., 2011; H.-Y. Kim & Park, 2008;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

며,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Hibbard & Walton, 2014; 

Kawamura et al., 2002)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는 Deci와 Ryan (1985)이 주장한 자기결정이론의 이론적 가설

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좌절시키는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포함한 외부의 기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무

엇보다도, 기능적 완벽주의를 포함한 매개 모형에서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우울에만 영향을 미

쳤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 모형에서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으로 역기능

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권위주의적 양육과 같

은 통제적 양육이 자녀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예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헬리콥터 양육 역시 역기능적 완벽

주의의 발달과 관련된 점은 흥미롭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경로의 경우, 역

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성인 진입기 

여성은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닐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의 역기능적 요소들

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

구결과들(Bieling, Israeli, & Antony, 2004; Choi et al., 2005; Ellis, 

2002; H. J. Kim & Son, 2006; M. H. Lee & Rhyu, 2002)을 지지

한다. 이는 인지이론적 관점에서 우울을 설명한 Beck (1979)의 

이론적 가설과도 일치하는데, 완벽주의와 관련된 역기능적 신

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게 되어 작은 실패경험에도 자기 비판적 사고에 

빠지는 등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진입

기 여성의 우울에 대한 중재 시 우선적으로 그들의 인지적 신

념, 특히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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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과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헬리콥

터 양육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우울을 모두 포함한 선행 연

구가 드문 실정에,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신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그 결과로 우

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Kenny-

Benson & Pomerantz, 2004; H.-I. Kim et al., 2011;  Ma & Son, 

2014;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과 유사하다.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양육태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

개로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Enns, 

Cox, & Clara, 2002)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서술한 헬리콥터 

양육이 강력한 크기로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

어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건대, 본 

연구결과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야기하는 선행 요인들 

가운데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의 영향력과 더불어 개인의 역기

능적 신념이 차지하는 상대적 영향력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 완벽주의 및 우울 간

의 경로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Namgung과 Lee (2005)가 제안하였듯

이 완벽주의는 하나의 연속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

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헬리콥터 양육은 기능적 완벽주의와 

달리 역기능적 완벽주의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동

기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취 욕구를 지닌 기능적 완벽주의도 

그 영향력은 덜 할지라도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역

기능적 완벽주의는 물론 기능적 완벽주의 역시 우울을 수반하

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와 비교하여 주 양

육자이자 동성 부모인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력이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못지않게 매

우 큰 점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이는 성

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울의 유병률이 높은 성인 진입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의 영향력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

구에서는 남성도 포함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성인 진입기 여

성이 지각하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 완벽주의 및 우울을 측

정함으로써 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이용하여 변인 간 

인과성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여 자녀의 출생순위와 자녀 

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 연구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함으

로써 각 연구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한 연구변인들 간

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성인 진입기 여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간 문화·경제적 차이와 대학 간 특성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

대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

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헬리콥터 양육과 성인 진입기 여

성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

의의 매개 역할을 독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완벽주의의 발

달과정과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헬리콥터 양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성

인 진입기 여성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상

대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헬리콥터 양육에 초점

을 둔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인 실정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

과를 기초로 성인 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대한 중재 시 개인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신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요인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 진입기 여성을 자

녀로 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행동과 자녀의 부정적 발달결과 

간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이 시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

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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