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1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Relationship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박 란(Park, Young-ran)**・이주리(Lee, Ju-lie)***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자아존 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계

를 검증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연구 상자는 라남도 양에 치한 고등

학교 1, 2 학년에 재학 인 고등학생 306명(남자 150명, 여자 156명)이며, 이들을 

상으로 자아존 감 척도, 자아존 감 안정성 척도, 공격성 질문지를 실시하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의 수 은 성에 따른 차

이가 없었으며, 자아존 감 안정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이 불안정

할수록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 성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공격성의 계에 한 명확한 검증

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기  자료 마련에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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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는 모두 공격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데는 올바른 자아  본

인 스스로의 제어가 필요하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서서히 학습하고 발 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격성을 쉽게 참지 못하

고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발산시키며, 스스로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동의 

사리분별을 악하기 어렵다. 공격성은 개인의 여러 기질 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

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을 지속 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를 말한다(Baron & Rechardson 1994: 7).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이미 매스컴과 방

송 매체 등에 의해 다수 보도 되었으며,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존 감은 공격성과 련된 요한 변

인이며, 선행 연구들은 공격성과 자아존 감의 상 성을 보고하고 있다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Buss 와 Perry(1992)는 분노와 의성이 낮은 자아존 감과 유의한 계를 가

진다고 보고하 으며, 자아존 감과 공격성간의 계를 밝힌 국내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이 우울증, 학교생활의 부 응, 폭력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  부 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 다(백혜정, 황혜정, 
김 희, 2005; 심희옥, 1998; 양종국, 김충기, 2002; 최은 , 최인령, 2002). 낮은 

자아존 감이 공격성의 원인이라고 밝힌 연구들은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을 증가시키기 해 보상  행동으로 공격 행동을 표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Schoenfeld, 1988; Toch, 1969). 
그러나 이런 연구와는 조 으로 낮은 자아존 감이 공격성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 화된 자아존 감이 공격성과 연 이 있다는 것이 

Baumeister 등(2003)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자아개념이 정 인 경우, 자아존 감에 한 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더 

쉽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자아존 감에 한 은 분노를 자

극할 가능성이 더 많다(Averill, 1982). 한 높은 자아 존 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상처 입은 자아존 감을 회복하기 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Crocker, McGraw, Thompson 와 Ingerman(1987)은 높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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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아존 감이 받으면 낮은 자아존 감을 지닌 사람들

보다 외부집단의 구성원을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Baumeister, Smart 과 Boden (1996)은 높은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은 을 

받는 상황에서 공격성향이 강해지게 된다는 ‘ 받는 자아본  이론’을 제시 하

다. 이 이론은 높은 자아존 감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불안

정한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될 수 있다고 본다. 
자아존 감 안정성은 자아존 감 수 과 구별되는 범주로(Roberts, Shapiro, & 

Gambler, 1999),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자아존 감의 변화이며 자신에 한 가

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 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해 

쉽게 받고 손상을 입기 쉬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에 한 이미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하고(Kugle, Clements, & Powell, 1983; Turner, 
1968) 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기 해 인 방식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자아존 감이 불안정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Tevendale, Dubois, 

Lopes 와 Prindville(1997)는 자아존 감의 불안정성은 응상의 어려움과 한 

련이 있다고 하 으며, Kernis, Cornell, Sun, Berry 와 Harlow(1993)의 연구에

서는 자아존 감 불안정성이 자아존 감 수 과 부정 으로 련되어 있고 행복의 

다양한 척도들과 부정 으로 련되어 있음을 밝혔다(Gable & Nezlek, 1998). 아

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한 Rosenberg(1989)의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의 불안정

성은 불안, 우울, 감, 공격성과 계가 있었으며 자아존 감이 불안정 할수록 

응의 정도도 좋지 않았다.  
자아존 감 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은 비교  그 역사

가 오래 되었다. 기의 연구들(Maccoby & Jacklin, 1974; Wylie, 1979)은 자아

개념 체 혹은 합계에서의 차이로 성차를 분석하 으며 거기에서는 성차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 다. 그러나 Feingold(1994)가 그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

(meta-analyses)하여 비교하면서 자아존 감을 포함한 성격 변인에서 .10 내지 

.16의 유의 수 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조  높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

하 다. 
이와 같이 외국의 연구들은 자아존 감의 성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에, 국내 연구들의 부분은 확연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신체능력과 

운동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다(한종혜, 1996). 이진

화와 경숙(1995)은 체  자아존 감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음을 발견하

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아존 감을 보인 연구는 소수가 발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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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혜(1996)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품행에 한 자아존 감이 높았다.
국외 논문에서는 자아존 감의 수 과 자아안정성과 공격성에 한 성인을 상

으로 한 연구(Webster, G. D. et al., 2007; Kernis, M. H. et al., 1989)가 있었으

나, 국내연구에서는 결손자녀나 학 , 학업성취  부모의 학력 등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만이 있었고, 이 세 변인의 계에 해서 밝힌 연구

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 감이 청소년의 

발달연구를 한 유용한 구성요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 감

이 공격성을 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자아존 감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청소

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과 공격성의 계가 어떠한가를 밝힐 것이며, 한, 
단순히 자아존 감과 공격성과의 계가 아니라, 자아존 감의 수   자아존 감 

안정성과 공격성과의 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둘 것이다. 최근 들어 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자아존 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

한 자아존 감과 공격성의 계에 한 명확한 검증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며,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외 화 문제

에 한 함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자아존 감의 안정성과 공격성의 계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1) 청소년의 자아존 감의 수 과 안정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자아존 감의 수 과 안정성은 공격성과 어떠한 계를 나타낼 것

인가?
3) 청소년의 자아존 감의 수 , 자아존 감의 안정성과 성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에 어떠한 향을 나타낼 것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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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남도 순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인 청소년

을 30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청소년 후기의 집단으로 자기 인지 련 변인인 자아존 감

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히 평가와 자기 평정 질문지에 한 정확한 응답

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시행 

되었다. 
표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가 49%, 여자가 51%로 나타

났으며, 연령은 만15세가 10.1%, 만16세가 89.9%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별

로 고등학교 졸업이 63.4%, 문  졸업이 5.2%, 학교 졸업이 25.5%, 학원 

졸업이 5.2%, 기타가 0.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별로 학교 졸업이 

11.4%, 고등학교 졸업이 54.2%, 문  졸업이 5.6%, 학교 졸업이 25.2%, 학

원 졸업이 3.3%, 기타가 0.3%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별로 문직이 3.3%, 
사무직이 86.6%, 매직이 1%, 생산직이 8.5%, 주부, 무직, 실직이 0.3%, 기타가 

0.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별로 문직이 10.8%, 사무직이 24.5%, 매직

이 6.5%, 생산직이 2.3%, 주부, 무직, 실직이 48%, 기타가 7.8%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수입별로 100만원 미만이 0.3%,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5.6%,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9.2%,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9.6%,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3.4%, 500만 원 이상이 21.9%로 나타났다. 

2.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 자아안정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해서 세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각 척도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존 감 Self-Esteem Scale
청소년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 보안하여 사용했다. 척도는 일반 인 자존감

을 측정하기 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형식은 Likert 방식의 

5  척도로 평가했다. 한국 번안 척도에서는 내  합치도가 .89 으며,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는 .84이다.

2)자아존 감 안정성

청소년의 자아존 감 안정성의 측정을 측정하기 해 단일시행으로 자아존 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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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측정 가능한 척도로 Rosenberg(1979)의 자기-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 Scale : SSS)를 양 정(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안정성 척

도는 피험자 스스로 자기 이미지의 안정성을 평가하며(Wright, 2001), 총 5문항으

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4)’까지 4  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양 정(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는 .67이다.

3)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해 Buss-Durkee(1957)가 제작한 BDHI(Buss-Durkey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검사지를 한세리(2007)
가 신체  공격성, 의성, 언어  공격성· 의심, 본 의 4개의 하 역, 총21문항

으로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각 문항의  형식은 Likert 방식의 5  척도로 평

정했다. 
한세리가 보고한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각 역별로 .73∼.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체 신뢰도는 계수는 .85이다.

4. 자료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첫째, 연구 상의 사회 인구학  배경의 일반 인 특성

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 하 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과 안정성이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하 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자아존 감 안정성 과 공격성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하

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 수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과 표준편차분포

연구에 사용된 개념들의 평균과 표 편차의 분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 67 -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자아존 감 306 1.5 5 3.51  0.61  

자아존 감 안정성 306 1.2 4 2.96  0.49  

신체  공격성 306 1 5 2.55  0.76  

의성 306 1 5 2.30  0.73  

언어  공격성 306 1 4.33 2.09  0.69  

분노 306 1 5 2.14  0.73  

공격성 306 1 4.15 2.27  0.58  

　 1. 성별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자아존 감

수

남자 150 3.54  0.64  0.79 0.43
여자 156 3.49  0.59  

자아존 감

안정성

남자 150 2.91  0.51  -2.109 0.036*
여자 156 3.02  0.45  

자아존 감이 3.51±0.61 , 자아존 감 안정성이 2.96±0.49 , 신체  공격성이 

2.55±0.76 , 의성이 2.3±0.73 , 언어  공격성이 2.09±0.69 , 분노가 

2.14±0.73 , 공격성이 2.27±0.58 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과 표 편차분포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의 성에 따른 차이분석

자아존 감 수 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t=0.79, p>.05). 자아존 감 수 의 항목의 평균에서 남자가 3.54±0.64 , 
여자가 3.49±0.59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가 비슷한 자아존 감 수 을 가지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 감 안정성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

를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09, p<.05). 자아존 감 안정성의 항목의 평균에서 남자가 

2.91±0.51 , 여자가 3.02±0.4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아존

감안정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청소년의 자아존 감의 수 과 안정성 성에 따른 차이분석 독립표본 t-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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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

수  

자아존 감

안정성

신체  

공격성
의성

언어  

공격성
분노 공격성

자아존 감 

수
1 　 　 　 　 　 　

자아존 감 

안정성
.242(**) 1 　 　 　 　 　

신체  

공격성
-0.041 -.150(**) 1 　 　 　 　

의성 -.204(**) -.320(**) .366(**) 1 　 　 　

언어  

공격성
0.01 -.212(**) .488(**) .434(**) 1 　 　

분노 -.153(**) -.223(**) .690(**) .523(**) .508(**) 1 　

공격성 -.124(*) -.285(**) .810(**) .734(**) .759(**)
.862(**

)
1

3.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상관분석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 자아존 감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

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 (r=.242, p<.01), 자아존

감 수 과 의성 (r=-.204, p<.01), 자아존 감 수 과 분노 (r=-.153,p<.01), 
자아존 감 수 과 공격성 (r=-.124, 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존 감 안정성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 을 분

석한 결과 자아존 감안정성과 신체  공격성 (r=-.150, p<.01), 자아존 감안정

성과 언어  공격성 (r=-.212, p<.01), 자아존 감안정성과 분노 (r=-.223, 
p<.01), 자아존 감안정성과 공격성 (r=-.285, p<.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감과 자아존 감 안정성, 자아존 감 수

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는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의 항목은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은 상호 보완의 

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항목들은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

쪽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 분석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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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2.48 0.102 　 24.227 0.000

자아존 감 수 -0.143 0.066 -0.124 -2.175 0.03*
R2=.015,     F=4.729,      p=.030*　　

종속변수: 공격성

*p<.05 

4.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자아존 감 수 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 분석

자아존 감 수 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2=.015, F=4.729, 
p<.05)로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아존 감 수 이 95% 신뢰수 에서 공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β=-0.124, p<.05)

<표 4-1> 자아존 감 수 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 단순회귀분석

2)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085, F=14.01,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 감 안정성(β=-0.271, p<.001)이 공격

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아존 감(β=-0.058, 
p>.05)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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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3.325 0.202 　 16.436 0.000

자아존 감 수 -0.067 0.065 -0.058 -1.026 0.306
자아존 감 안정성 -0.323 0.067 -0.271 -4.791 0.000***

R2=.085,     F=14.01,      p=.000***　　
*종속변수: 공격성 

***p<.001

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1

(상수) 3.117 0.31 　 10.053 0.000 　 　
성별 0.152 0.459 0.131 0.33 0.741 0.019 52.755

자아존 감

수
-0.109 0.078 -0.094 -1.4 0.162 0.662 1.511

자아존 감

안정성
-0.254 0.1 -0.213 -2.545 0.011* 0.428 2.336

성별*자아존 감

수
0.086 0.089 0.273 0.967 0.334 0.038 26.532

성별*자아존 감

안정감
-0.112 0.136 -0.291 -0.826 0.409 0.024 41.325
R2=.01,     F=6.68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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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 

3)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

과 회귀식은(R2=.01, F=6.681,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 감 안정성이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β=-0.213, p<.05) 성

별의 경우는 다 공선성이 발생하여 성별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 다.
<표 4-3>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치
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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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1

(상수) 3.221 0.208 　 15.465 0.000 　 　
성별 0.125 0.064 0.108 1.965 0.05 0.985 1.015

자아존 감

수
-0.071 0.065 -0.061 -1.088 0.278 0.941 1.063

자아존 감 

안정성
-0.307 0.068 -0.258 -4.534 0.000*** 0.927 1.079

R2=.096,     F=10.715,      p=.000***　　
*종속변수: 공격성 

*** : p<.001

4)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

치는 향

다 공선성이 있는 성별*자아존 감 수 , 성별*자아존 감 수  안정감 등의 상

호작용변수를 제거하고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변수들

의 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하고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2=.096, 
F=10.715,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 감 안정성이 99.9% 신뢰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β=-0.258, p<.001) 성별은 95% 신뢰수

에서 임계치에 치하 다.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β=0.108, p=.05) 

<표 4-4>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 

5)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보

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결과가 재확인되었다.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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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1 모델2 모델3
　 베타 t 유의

확률
베타 t 유의

확률
베타 t 유의

확률

(상수) 　 24.089 0.000 　 16.176 0.000 　 4.68 0.000
성별 -0.139 -2.453 0.015* -0.108 -1.965 0.05 -0.131 -0.33 0.741

자아존 감

수
　 　 　 -0.061 -1.088 0.278 -0.094 -1.4 0.162

자아존 감

안정성
　 　 　 -0.258 -4.534 0.000*** -0.213 -2.545 0.011*

성별*자아존 감

수
　 　 　 　 　 　 0.273 0.967 0.334

성별*자아존 감

안정감
　 　 　 　 　 　 -0.291 -0.826 0.409

<표 4-5>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 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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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하 역에 미치는 

향

공격성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에 한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

별의 향력을 분석하 다. 이 세 변수가 공격성 하 항목에 향을 확인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신체  공격성의 회

귀식은 (R2=.096, F=10.715,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성별이 신체  공격성에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β=0.226, 
p<.001), 자아존 감 안정성(β=-0.121, p<.05)이 신체  공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의성의 회귀식은(R2=.127, F=14.644,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 감 

수 이 의성에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β
=-0.132, p<.05), 자아존 감 안정성이 의성에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β=-0.299, p<.001)
언어  공격성의 회귀식은(R2=.056, F=5.957, p<.01)로 99% 신뢰수 에서 언

어  공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 감안정성이 99.9% 신뢰수 에서 언어  공격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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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신

체

공

격

성

(상수) 2.971 0.278 　 10.677 0.000 　 　
성별 0.344 0.085 0.226 4.046 0.000*** 0.985 1.015

자아존 감 수 -0.017 0.087 -0.011 -0.199 0.843 0.941 1.063
자아존 감 안정성 -0.189 0.09 -0.121 -2.095 0.037* 0.927 1.079

의

성

(상수) 3.988 0.26 　 15.324 0.000 　 　
성별 -0.126 0.08 -0.086 -1.586 0.114 0.985 1.015

자아존 감 수 -0.194 0.081 -0.132 -2.383 0.018* 0.941 1.063
자아존 감 안정성 -0.452 0.084 -0.299 -5.351 0.000*** 0.927 1.079

언

어

 

공

격

성

(상수) 2.816 0.255 　 11.044 0.000 　 　
성별 0.118 0.078 0.085 1.513 0.131 0.985 1.015

자아존 감 수 0.086 0.08 0.062 1.077 0.282 0.941 1.063
자아존 감 안정성 -0.309 0.083 -0.216 -3.726 0.000*** 0.927 1.079

분

노

(상수) 3.108 0.267 　 11.659 0.000 　 　
성별 0.164 0.081 0.113 2.017 0.045* 0.985 1.015

자아존 감 수 -0.158 0.083 -0.108 -1.896 0.059 0.941 1.063
자아존 감 안정성 -0.276 0.087 -0.184 -3.193 0.002** 0.927 1.079

R2=.096,     F=10.715,      p=.000***　　　
***p<.001,  *p<.05

향을 미치고 있다. (β=-0.216, p<.001)
분노의 회귀식은(R2=.073, F=7.902, p<.001)로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 감 수

이 95% 신뢰수 에서 분노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β
=-0.108, p<.05), 자아존 감 안정성이 95% 신뢰수 에서 분노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β=-0.184, p<.05)

<표4-5-1>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의 하  역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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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상으로 자아존 감과 련하여 공격성을 이해하고자 시도

되었다. 이 의 연구들에서는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계를 체 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수행

된 연구의 결과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에 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존 감 안정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존 감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의 검토를 하여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 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Kernis 등(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은 형질이 유사함을 암시한다(Neiss, Sedikides & 
Stevenson, 2006). 자아존 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계는 음의 상 계를 타나냈

는데 이는 불안정성이 분노  의와 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Kernis, et al., 1989).  
셋째, 자아존 감 수 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 감 수 이 공격성에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 수 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

고, 자아존 감 수 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이는 낮은 자아존

감이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uss et al., 1992).
넷째,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음의 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아존 감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rnis등 (1989)의 연구 결과 와 

일치 하며 자아존 감 수 은 자아존 감 안정성을 매개로 해서 공격성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체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 감 안정성

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는 다 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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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생하여 성별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 다. 한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하고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 감 안정

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나 성별은 유의도 임계치에 치하

다. 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남자는 여성보다 사회 으로 공격성이 더 용인되기 때문에 남성의 

공격성이 여성의 공격성보다 표출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여섯째,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체

에 미치는 향에서 신체 공격성에 성별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통계 으로 유의

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성에는 자아존 감 수 과 자

아존 감 안정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공격성에는 자아존 감 안정성이, 분노에는 자아존 감 수 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체에 미치는 

향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자아존 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재확인되었다. 결론 으로 자아존 감 수 이 자아존 감 안

정성에 양의 향을 미치나 성별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 감 안정성

이 공격성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므로 후속연구를 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집 지역, 표집연력, 표집시기의 한정성과 련한 제한 을 지니다. 따
라서 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표집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청소년기는 심리 내 인 변인이 변환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자존아존 감 수 , 자아존 감 안정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측

정 도구 들이 자기 보고형 측정 도구로써 연구 상자의 주 인 에서 평정한 

결과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교사, 부모, 래 평정과 같은 다각 인 각도에서 변인

을 측정하여 객 인 자료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아존 감 안정성을 측정에 있어 실 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일 시행 

방법을 택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복측정이 효과 이라는 장이 제기 되고 있

다. 따라서 자아존 감 안정성의 향을 더 명확히 밝 내기 해 반복측정과 단일 

측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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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 of stability and 

aggression and level of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306 highschool students in Suncheon, South Jeolla province, including 

150 male students and 156 female students. Each participants completed a 

package of survey by questionnaire  for  Self-esteem scale, and stability 

and aggression scale. 

Followed are the major results; First,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esteem, bu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girls were 

higher than boys in the stability of self-esteem. Second, the lower level of 

self esteem and the unstability adolescents had, the higher aggression they 

had. Third,  Third, aggression of self-esteem was affected by self-esteem, 

and the relations between stability of self-esteem and gender.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hat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 of stability and aggression helps self-esteem development for 

adolescents understand.

Key Words：Self esteem, Aggression,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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