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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is a widely used concept in many fields and social science and it refers to general feelings of self-worth or self-value.
Self-esteem is one of the top three covariate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search, along with gender and negative
affectivity. Researches have shown that there is inde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and self-esteem has
held a significant place in positive psychology. The definitions of self-esteem vary and there are several types of self-esteem. Among
many forms of self-esteem, authentic self-esteem and it's implications for well-being or for living the good life has been interested
in positive psychology. (Korean J Str Res 2007;15: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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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서

론

행복과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질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가하는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긍정 심리학에서 중요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게 다루는 분야이다.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질병의 예방을 넘어서 삶의 행복

1. 자기존중감의 개념 및 역사

(happiness), 안녕(well-being), 희망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 늘어났다. 행복한 삶을 만들고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자존감)을 흔히 자아존중감이라고 말하기도

특성을 개발 촉진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

한다. 자기(self)와 자아(ego)라는 용어가 혼동될 수 있으므

이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질병의 예방 그

로 여기에서는 일관적으로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사용

자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회복력을

한다. 이 자기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한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해되고 있다. 자기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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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간의 심리적 적응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여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시인인 David Hume은 자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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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했다.

(Craig, 2006). 그러나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심리학적으

Gecas(1972)는 자아의 평가적 측면, 평가적 태도라고 보

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William James(1890)이다. 그는 자기

았고, Rosenberg(1971)는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의존하고 자아 개념과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밀접

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정이든 비난이든 가치 판단에는

였다. Newman과 Newman(1984)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감정적 반응이 수반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공(성취)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국면에

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는 낮을수록 자기존중감

대한 자기 평가의 총체라고 결론지었다.
요약하자면, 자기존중감은 인격적 용인 가능성과 사랑받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을 가치에 대한 포괄적 평가 또는 판단으로 구성되며, 거

기대를 낮추거나, 성취를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Freud(1957)도 인간이 자기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

기에는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수반된다. 또한 자기존

다. 그는 초자아의 역할의 일부인 이 평가 체계의 형성에

중감은 삶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 지각된 본인에 대한 시각

서 타인의 견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내면화시키는

과 관계가 있다(McGrath and McGrath, 2001).

과정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자기존중감이 일부 정

자기존중감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머물다

신 건강 문제나 부적절한 성격 기능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 198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정치가들에게 수용되

개념을 설명했다. Adler(1927)는 인간 행동의 목표 지향성과

었다. 하원 의원이던 John Vasconcellos는 낮은 자기존중감은

적극적인 성취욕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런 노력의 병적

범죄, 십대 임신, 약물 남용 및 학업 성취 저하를 유발한다

표현은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만

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예방

성적인 낮은 자기존중감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Freud 이후

백신’(social vaccine)으로 생각되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부스

심리학은 자아의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자아가 주도적 방

팅(boosting)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기존

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자아를 존중하고 행동에 책

중감에 대한 사업을 위해 특별 전문 위원회를 만들었고,

임지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cGrath and McGrath,

이것은 1995년에 비영리재단인 NASE (National Association

2001).

for Self-Esteem)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기관은 캘리포니아

1960년대부터는 자기존중감이 유행이 되어 영향력 있는

주에서 자기존중감 운동(self-esteem movement)을 이끌었다

개념이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존중감을 연구에 사용

(Craig, 2006). 자기존중감에 대한 NASE의 정의는 Branden

하였으며, 일관되고 보편성 있는 정의는 갖지 못하였으나

(1969)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존중감

대체로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지어 자기존중감

은 인생의 도전을 만났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으며, 행복

을 설명하였다.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

할 가치가 있다고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보

이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자기존중감 운동에 대

는 가치판단이라고 보았다. Maslow(1970)는 자기존중감을

한 비판을 하였다. 1990년대 Baumeister(1996)는 ‘낮은 자기

인간이 가진 5가지 욕구 중의 하나로 보았다. 즉, 자기존중

존중감이 문제가 되고, 자기존중감이 여러 가지 사회적 병

감이란 자기 자신이 관심이나 인정, 존경을 받을 존재라고

리를 치료한다.’라는 전제가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결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와 밀접한

을 지었다. 그는 자기존중감과 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대부분 안정되기를 원하고,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약자를 괴롭히

자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존

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거나, 높은 자기존중감이 좋은

경하거나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기를 원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

다고 하였다. Branden(1969)은 자기존중감에 대한 많은 저

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더

서를 냈으며, 자기존중감 운동의 지성적 아버지(intellectual

주도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01년 Emler의 연구는 Bau-

father)라고 여겨졌다. 그는 자기존중감을 자기 확신과 자기

meister 등(1996)의 견해를 지지하여, 낮은 자기존중감이 교

존중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살아가는 데 능력이

육 문제나 폭력, 비행, 범죄, 인종 차별, 약물 또는 알코올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설명

남용과 같은 문제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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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임신, 식이 장애와 같은 일부 문제와는 관련이 있는

한다. 그 외 연약한(fraile), 튼튼한(secure), 높은(high),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eligman(1995)과 Crocker(2004)도 자기존

(low), 방어적인(defensive), 참된(true), 역설적인(pradoxical), 최

중감 부스팅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Twenge

적의(optimal) 자기존중감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Mruk,

(2002)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자기존중감에 대한 강박적

2006).

사고가 미국에서 우울증을 높이고 나르시시즘을 조장하

Nathaniel Branden(1969)은 능력(competence)과 가치(worth

고, 젊은 사람들의 기능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Craig C,

또는 worthines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존중감을 설명

2006).

했다. Branden과 유사하게 NASE는 ‘진정한’ 자기존중감과
‘비진정한’ 자기존중감으로 구분하였다. 진정한 자기존중

2. 자기존중감의 종류

감(authentic self-esteem)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Wells과 Marwell(1976)은 인지(cognition)의 역할을 강조한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결점과 인생의 선택에 대

평가와 감정의 역할을 우위에 둔 정동이라는 두 가지 심리

한 책임을 다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기

적 과정을 기초로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려 했다. Smelser

확신에 타인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1989)는 자기존중감을 인지적 요소, 정동적 요소 및 평가

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자기존중감은 거만함

적 요소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또는 상

을 낳지 않는다. 비진정한 자기존중감(inauthentic self-esteem)

황적인 현상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자기존중

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감의 정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는 자기존중감을 “특성(trait) vs. 상태(state)” 자기존중감(Leary

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의

and Downs, 1995), “안정된(stable) vs. 불안정한(unstable)” 자

도한다. 이들은 매우 경쟁적이고, 자신의 그 어떤 실패에

기존중감(Greenier et al., 1995), “전반적(global) vs. 상황적(si-

대해서도 타인의 탓을 하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느끼기 위

tuational)” 자기존중감(Harter, 1999)이라는 용어로 나누기도

해 자기 자신은 부풀려 높이고 타인은 낮출 수 있다. 그래

Fig. 1. 매트릭스로 설명하는 자기
존중감의 종류 및 수준(Mruk, 2006).

207

스트레스硏究：제 15 권 제 3 호 2007

서 그들의 가치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다.

가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 달

1) 낮은 수준의 자기존중감: 경험이나 행동 가능성의 범

라진다. 이것은 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Baumeister를 비

위 또는 연속성의 의미가 포함된 낮은 자기존중감은 두 가

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은 본연의 진정한 자기존중감과 비

지 형태로 설명한다. 이것은 차원적인(dimensional) 개념이

본질적, 방어적 혹은 불안정한 자기존중감을 구분하였다.

다. 한 부분은 사면체의 0에서 5 또는 +5까지 연속성의

능력(competence)과 가치(worth 또는 worthiness)라는 개념

부분으로 이 형태의 경미한 종류이다. 바깥의 나머지 부분

과 이 둘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Mruk(2006)은 현상학적

은 능력과 가치에 대해 낮은 인식이나 낮은 자기존중감과

인 관점에서 자기존중감의 종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

관계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드러내곤 한다.

다. 자기존중감의 종류는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1) 부정적 낮은 자기존중감(negativistic low self-

설명한다(Fig. 1). 가치(worthiness)를 근거로 10점에서 +10

esteem): 어떤 학자는 낮은 자기존중감의 경미한 부분을

까지 수직으로 점수를 두고, 능력(competence)에 근거하여

“중립적(neutral)” 자기존중감(Tice, 1993)이라는 용어를 사용

가로로 10점에서 +10까지 점수를 두어 선을 그어 매트릭

했지만, 안녕이나 행복에 대한 인식의 감소 및 가능성의

스에 세로축과 가로축을 교차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사분

제한으로 인해 이 영역은 명확하게 부정적인 부분이다. 따

면에서 중간점 즉 5에서 +5를 표시한 선으로 경계를 그

라서 이 형태를 “부정적 자기존중감”이라고 부른다. 이러

어 서로 다른 종류의 자기존중감을 구분한다. Fig. 2에서

한 영역의 사람들은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

요약한 바와 같이 자기존중감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

반적으로 성공의 기회나 실패 또는 인생의 행불행에 대해

가치 근거 자기존중감(worthiness-based self-esteem)
1. 일반적인 종류:
- 가치라는 면에서 보완이 된 낮은 능력 수준
- 불안정(unstable)하고 연약한(fragile) 자기존중감

높은 자기존중감(high self-esteem)
1. 일반적인 종류:
- 비교적 안정된(stable) 자기존중감
-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개방성, 옵티미즘, 방어적이
지 않음

2. 수준
2. 수준
가. 보통의(medium):
가. 인정 추구형(approval seeking):
- 능력과 가치라는 면에서 적절한 안정감
- 타인의 인정을 조건으로 함
- 더 이상의 것에 관심
- 비판(criticism)과 거절(rejection)에 민감
나. 진정한(authentic):
나. 자기애적(narcissistic):
- 실제적인 능력과 견고한 가치에 대한 일반적 의식
- 능력 수준을 개의치 않은 과장된 가치감과 비평에 대
- 긍정적인 삶과 내적인 가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
한 반응
- 방어적인 행동화(acting out)에 취약
낮은 자기존중감(low self-esteem)
능력 근거 자기존중감(competence-based self-esteem)
1. 일반적인 종류:
1. 일반적인 종류:
-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더 이상의 상실을 회피하는 데 관 - 불안정한(unstable) 또는 연약한(fragile) 자기존중감
심을 둔 저하된 자기존중감
-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완이 된 낮은 가치감이 특징
2. 수준
2. 수준
가. 부정적(negativistic):
가. 성공 추구형(success seeking):
- 신중한 형태의 자기-조절감
- 성공 또는 성취 획득 추구
- 자기존중감의 상실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자기존중감
- 실패에 대한 염려와 민감성
을 지키는 데 관심
나. 반사회적(antisocial):
나. 고전적(classical):
- 성공 또는 권력에 대한 과장된 욕구
- 능력과 가치감의 저하로 인한 기능 손상
- 적대적인 행동화에 취약
- 우울증에 취약
- 포기
Fig. 2. 통합된 자기존중감의 종류 및 수준(Mru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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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부정적 자기존중감은

(normal narcissism)”라고 칭하였는데(Sekikides et al., 2004), 이

삶에서 실제적인 자기존중감 문제를 만들어 내지만, DSM

정상적 자기애는 진정한 자기존중감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체계의 V-코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없는 개념이다.
(2) 자기애적 가치근거 자기존중감(narcissistic worthi-

아니다.
(2) 고전적 낮은 자기존중감(classical low self-es-

ness-based self-esteem): 이 종류는 잘 알려진 임상

teem): DSM-IV-TR에서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관련 있는

적 자기존중감 문제를 드러내어 DSM-IV-TR 체계에서 임상

임상적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적으로 의미 있는 진단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으로서 우울증은 가장 흔하게 이 영역과 관련 있다. 또한

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과장된 지각을 하고, 자신의

불안 장애, 식이 장애, 집중력 결핍장애 등의 진단도 이와

특별한 능력을 타인들이 자동적으로 인정할 것을 기대하

관련이 있다.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

고, 자신의 기여 또는 성취에 대해 누군가 의문을 가질 때

행된 전향적인 연구에서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증, 식이

아주 강하게 대응하여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진단에 충분

장애, 십대 임신, 범죄피해(victimization), 친밀한 대인관계

히 합당하다. 그 외에도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과 조증에서

지속 및 형성에 어려움,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함, 물질 사

도 볼 수 있다(Epsten, 1980).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취약하

용, 자살 사고 및 시도 등의 광범위한 문제에 감수성을 높

고 불안정하여 자기애적 손상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

이는 것으로 시사되었다(DuBios, 2004).

기도 하여 정신병리적이고 공격성을 지닌 자기존중감의

2) 가치 근거 자기존중감 수준: 진정한 자기존중감과 자

어두운 측면이라고 말한다.

주 혼동되는 두 가지 형태의 자기존중감이 여기에 포함된

3) 능력근거 자기존중감 수준: 자기 가치감의 결핍은 개

다. 이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인의 발달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의 중

하고, 외부나 위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면에 대해 지

요성을 과장함으로써 보상을 시도한다. 이 종류의 자기존

속적으로 방어적이다.

중감도 경미한 부분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으로 나

(1) 인정중심 가치근거 자기존중감(approval-cen-

눈다.

tered worthiness-based self-esteem): 가치근거 자기

(1) 성취 지향적 능력근거 자기존중감(achievement-

존중감은 타인의 수용과 인정에 따른 가치 형태에 따라 구

oriented cempetence-based self-esteem): 집단주

분된다. 이러한 자기존중감은 부모나 배우자의 완벽성이

적인 사회에서는 자기존중감의 가치 차원(worthiness dimen-

라는 사고방식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가치 체계의 한 부

sion)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

분과 양립할 수 없는 외부 사회나 종교적 기준과 더불어

한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강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높은 사회적 수준을 고수할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존중감의 문제를 성공과 실패라는

때; 의존, 비굴, 또는 성적 관심 등을 통하여 사랑과 관심을

용어에서 찾으려고 한다.

애걸할 때 문제가 드러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이 형태에 속한 사람들은 연약하거나 불안정한 자기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능력이 있지만, 인정과 수용이

중감을 지니게 되며, 특정한 취약성과 자기방어적 대응을

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에 민감하

보인다. 사람들이 성공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

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에서 능력보다 낮은 성적을

가 성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성공지향적 능력

내고, 직면에 대한 회피, 변명, 타인 비난 등과 같은 행동을

근거 자기존중감은 유혹적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합리화한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

동기가 매우 강하고, 열심히 일하며, 어떤 분야가 주어져도

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비효율

비상한 성과를 얻는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적이고 타인을 성가시게 하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진

기 때문에 성취가 계속되는 한,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인정과 수용이 가치의 지표가 되

인식된다. 또한 자기존중감을 평가하는 검사에서도 높은

고 자기존중감의 일차적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인정 추구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있는 능력과

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

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는 그 평가가 급변

니지만 연약한 혹은 불안정한 형태의 자기존중감이다. 어

하기도 한다. 완벽주의적인 욕구는 강박적인 인격과 역동

떤 문헌에서는 이 종류의 자기존중감을 “정상적인 자기애

이 비슷하며, 임상적으로 심해지면, 특정한 식이장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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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식욕부진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분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2) 반사회적 능력근거 자기존중감(antisocial com-

없다. 이것의 위치의 의미는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

petence-based self-esteem): 높은-능력 낮은-가치

하거나, 균형이 유지되지만 더 높이 이동하면 더 진정한

범위의 극단에서 성공은 평가 또는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인

수준의 자기존중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여러

식과 더 관련 있게 된다. 얼마나 영리한가, 창조적인가 또

특성들은 정규 분포를 하고 그 중심은 정상, 평균, 또는 적

는 재능이 있는가에 따라 개인은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존중감으로 말하자면 대부분

된다. 이 형태에 속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꽤 공격적이기도

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3.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개념(self-con-

행동의 예는 최고 지위, 성공한 회사의 중요인물, 불미스러

cept)

운 방식을 쓰는 힘 있는 정치가 등이 되기 위해 타인의 경
력을 파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사회의 규

자기존중감은 자기개념, 자아상, 자기가치, 자기평가, 자

범과 대치되면 “반사회적”인 형태의 행동으로 칭해진다.

기수용 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능력근거 자기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

자기개념(self-concept)과 혼동하어 사용되기도 했다. 자기존

하는 부정적 행동과 공격성의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감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의미가 내포되

4) 높은 또는 안정된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의 나머지

어 있는 반면, 자기개념은 판단의 개념보다는 일련의 서술

부분은 긍정적 능력과 긍정적 가치 또는 진정하게 높은 자

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기존중감으로 구성된다.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 비(非)평가적 개념이다(Kagan, 1974).

(1) 진정한 자기존중감(authentic self-esteem): 자기

자기존중감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이 설

존중감의 두 요소, 즉 능력과 가치 사이에 양(+)의 상관성

정된 평가이며 양적인 특성을 띠고, 자기개념은 인지적 활

(positive relation)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진정

동에 의한 대상의 이해이므로 질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한 자기존중감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보다 더 안정된 자기

따라서 자기개념은 서술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

존중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은 네 가지 주요

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자기존

특성으로 설명한다(Kerns, 2003) 잘못이나 결점을 인식 및

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Wells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함(secure); 의식과 무의식

Mawell(1976)은 인간의 평가적 태도에는 감정적 요소가 수

수준을 걸쳐서 일관됨(consistent); 가치감이나 능력에 대한

반되므로 자기존중감의 의미에는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지속적인 입증이 필요 없는 진실성(true); 시간이 흘러도 균

있다고 말하며, 자기개념 형성과정에서 평가적, 판단적, 감

형이 유지되는 안정성(stable). 이러한 자기존중감을 설명하

정적 요소를 자기존중감이라고 하였다.

기 위해 “건강한(healthy)”, “최적의(optimal)”, “진짜의(ge-

Branden(1969)은 자기존중감은 개인적 능력과 가치에 대

nuine)”, “참된(true)”, “실질적인(real)”, “진정한(authentic)” 등

한 자신의 느낌을 말하며,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정신 기능

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현재로선 진정한(authentic) 자기

에 대한 신뢰와 사고의 능력이며, 판단하고 선택 결정하는

존중감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고 하였다. Bandura(1994 &

진정한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는 현재 양적 및 질적 연구

1997)는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자기존중감과 분명히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

구별해 주는 용어이며, authentic이라는 말에는 강한 실존적

고 하였다. 이는 특정한 과제 수행이나 학업 상황에서 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며 그 수행을 잘 해

(2) 보통의 자기존중감(medium self-esteem): 보통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의(평균적인) 자기존중감은 Coopersmith(1959 & 1967)와 Ro-

즉, 상황적 요인에 의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

senber(1965)가 표현했던 용어이다. 이것은 문제를 피할 수

적 특성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며, 행위의 변화 또는 지속에

있을 만큼 긍정적인 경험이 충분했던 결과로 획득된 자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자신의 성격적

존중감이지만 진정으로 높은 상태에 도달한 만큼은 아닌

인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적인 어려움의 가능성을 두려워

수준이다. 매트릭스 도식에서는 진정한 자기존중감과 구

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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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자극받으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는 Coopersmith(1967)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이

주의력을 갖고 스스로 행동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고안된

자기존중감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행동은 그들

수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자녀들의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가장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상황으

의미 있는 행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수용, 인정,

로, 인간의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

애정의 양; 부모가 행동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예상 기준

라서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하거나 학업

을 주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처벌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

성취가 요구되는 상황, 업무 성취 및 정신건강 증진에 영

명에 기초해서 훈육하는가; 가족의 결정과 기여 가치에 대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McGrath

해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정도 등이다. 특히 인정과 수용이

and McGrath(2001)은 자기 효능감은 능력과 관계된 자기존

중요하며, 부모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

중감의 한 구성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진다.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가정 붕괴는 낮은 자기존중
감의 위험 요인이 된다. 부모는 유전자의 유전을 통해서도

4.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자기존중감의 수준은 개인별로 다양하다. Elmer(2000)는

5. 자기존중감의 평가

‘Self-Esteem’이라는 책에서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을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미미한/무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 인종, 계층, 성별

scale): 이 척도는 1960년대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ender): 서양에서는 흑인이나 소수 민족은 백인보다 자

도구 중 하나로,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

기존중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종이 자

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보

기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흔히 가정해 왔지만 이러한 관

고식 척도이다. 긍정적 문항의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

점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 사회 계층 또한 자기존중감과

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각각 순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해 왔으나 다소의 상관관계

서대로 1점에서 4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

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종종 중요한 변수로 평

위는 10에서 40까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병재(1976)가

가된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존중감이 더 낮

번안한 것과 배제현(1984)이 번안한 것이 있다. Baumeister

다고 생각해왔으나, Elmer는 이 차이는 매우 작다고 지적했

등은 평가한 자기존중감의 수준을 설명하기를 높은 자기

다. 그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사춘기 후기에 보이고,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매우(very) 긍정적인 관

그 전후로는 차이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칭하고,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

2) 중간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 성공 및 실패, 외모:

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약간의(slightly) 긍정적

보통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실패

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언급한다고 지적하였다.

를 자주하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가정해 왔다. 이

2) Coopersmith(1967)의 자기존중감 검사(self- es-

러한 것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있지만 강력한 것은 아니

teem inventory):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다. Elmer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작게 보거나

방법은 2점 평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

무시하여 실패로 인해 자기존중감의 손상이 덜하지만 자

는 강종구(1989)가 번안한 것이 있다.

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깎아 내리는 경향

3) 그 외 자기존중감을 평가하는 도구들: 자기존중감을

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평가하기 위해 Tennesse Self-Concept Scale (TSCS) (Roid and

결점을 무시하고,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Fitts, 1988)과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P-

증거를 지속적으로 부인한다.

HCSCS) (Piers and Haris, 1969)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

외모는 사람들의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

Culture Free self-Esteem Inventory (CFSEI) (Battle, 1992) Min-

요 요인이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적으로 매력적이냐 아니

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s Self-Esteem Scale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더

(MMPI-2) (Hathawa et al., 1989),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문제가 된다.

Children (PCSC) (Harter, 1985), Adult Self-Perception Scale

3)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 유전자: Elmer(2000)

(ASPS) (Messer and Harter, 1886), Multidimensional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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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MSEI) (O'Brien and Epstein, 1983), Self-Liking/Self-

였다. Kelley(1978)는 비행과 낮은 자기존중감 사이에 직접

Competence Scale (SLSC) (Tafarodi and Swann Jr, 1995) 등도 자

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자기존중감을 높이면

주 사용되었다.

비행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Kaplan(1975)은 7학년 7,000명을
대상으로 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낮은 자기존중감

6. 자기존중감에 대한 연구

이 범죄나 폭력의 한 요인이며, 적대감과 공격성의 주요

PSychINFO를 통해 검색해보면 여러 학자, 연구자, 실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에서 시행된 자기존중감

가(practitioner) 등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23,215건의 논문,

프로그램의 결과로 야만행위와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

책, 글들이 인간 행동의 중요 인자를 자기존중감에 초점을

성이 40∼50%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Reasoner, 1992).

맞추고 있다(Mruk, 2006). 자기존중감은 성(gender)과 부정

그러나 낮은 자기존중감이 폭력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와 함께 인간의 성격과 사회 심리

높은 자기존중감이 폭력과 관계있으며, 이러한 것은 나르

학 연구에서 상위 3개의 주제 중 하나이다(Rodewalt and

시시즘과 관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Elmer, 2001).
우울증 및 자살과 자기존중감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Tragakis, 2003).
자기존중감과 관계된 연구는 자기존중감의 발달에 영향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James Battle(1990)이다. 자기

을 주는 요인들, 즉 부모와 관계된 요인(유전, 양육 형태 및

존중감은 불안, 죄책감, 우울, 수치감에 대한 완충제로 작

태도, 출생 순위 등), 성별의 차이, 인종 및 경제적인 요인,

용한다고 설명한다.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살 시도와 자살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연구와 낮은 자기존중감과 사회병

사고와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리와의 관련성 및 높은 자기존중감과 긍정적 결과와의 관

그러나 낮은 존중감과 우울증 및 자살과의 관련성의 증거

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자기존중감 수준과 부

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밑바닥에는 오히려 의사소통 기술

정적 또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기존중감 프

의 부족과 대인관계 문제가 더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

로그램 시행과 연관되어 연구되었다.

다(Reasoner, 1992).

자기존중감과 학업 수행, 대인관계, 십대 임신과 같은 성

식이장애와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적 행동, 매력(attractiveness), 약물과 알코올 및 흡연, 식이

대부분의 연구가 이야기한다. 즉, 낮은 자기존중감은 신체

장애(eating disorder), 인종 차별, 폭력, 왕따, 반사회적 행동,

이미지, 신체 활동 저하, 식이장애, 물질 남용, 대인관계 문

집단에서의 행동, 업무나 특정 임무에 대한 수행능력, 행복

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 불안증, 식이 장애

등과의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또한 대처 기술과 우울증,

발생의 선행요인 또는 기여 인자라고 이야기한다. 일부에

신체적 건강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시행되었다.

서는 식이장애의 여러 가지 특성(trait) 요인 중 하나가 낮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와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밀접한

자존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기존중감과 식이장애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Covington, 1989), 대부분의

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Elmer,

연구가 자기존중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성

2001).
사회적 성공과 자기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적이 좋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는 반론도 만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의 결과는 모순되는 것

만찮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 문제, 학교 성적 문제, 사회적인 관

이 많다. 단순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만, 여러 가

습에 동조 결여 등과 함께 자기존중감의 저하도 미국 고등

지 맥락 안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학생들에서 알코올과 약물 사용의 지표가 된다. Keegan

적 성공은 외모, 학업 능력, 운동 능력, 사회적 대인관계에

(1987)은 낮은 자기존중감은 신경증, 불안증, 자기방어적

서의 자기 확신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에게 긍정

성격의 원인이며 결국은 알코올과 약물 남용을 일으킨다

적인 사람이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인관계도 원

고 주장했다. 그러나 Elmer는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평가에 대한 내성, 열린 마

자기존중감과 물질 남용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등에 필요한 것은 자기존중감

범죄와 비행의 원인은 여러 가지여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간관계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을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 Johnson(1977)은 비행 청소년은

한다.
십대의 임신과 자기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많다. Hayes와

낮은 자기존중감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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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1990)은 혼전 성경험과 십대 임신의 여러 요인 중에서

근원이 되어 긍정적인 정서의 근간이 된다(Baumeister et al.,

낮은 자기존중감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 그 외에도 자기존중감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면 성적인 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인

문제와 도전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십대

한다고 생각된다. 자기존중감은 인간의 건강한 기능과 관

임신과 자기존중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기는 어렵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자기존중감으로 인해

고, 신체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다른 제3의 요인으로 인한

최적의 기능과 풍족한 삶으로 연결이 되고, 따라서 자기존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lmer, 2001).

중감은 행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Kernis, 2003). 즉 자

미국에서 젊은 세대에게 시행된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기존중감은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잠

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NASE는 긍정적인 연

재력을 강화시킨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

구를 제시하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의 모든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

는 사람들은 수많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에도 불구하

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도 긍정심리학의 연구, 이

고 반대의 주장도 한다. 즉,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병리

론, 실제에서 자기존중감은 그에 걸맞은 합당한 위치를 차

를 치료하는 마법의 탄환도 아니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역

지한다고 볼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옵티미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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