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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examination of delinquency according to , narcissism, 
self-esteem, hostility and alienation of juvenile. For this, setting 172 students of an 
academic high school and 366 students of a vocational school(total 538) as the object of 
this study, the measur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s, Self-Esteem Scales, Alienation 
Scales, and Delinquency Scales were inquired. The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about 
these materials was composed of Two-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0.0.

The result, when delinquency was examined according to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the case that narcissism was highest, self-esteem was lowest, delinquency was highest. 
When delinquency was examined according to narcissism and hostility, in the case that 
narcissism was highest, hostility was highest, delinquency was highest. When delinquency 
was examined according to narcissism and alienation, in the case that narcissism was 
highest, alienation was highest, delinquency was highest. And, when Multi-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narcissism, self-esteem, hostility and alienation on delinquency 
was administrated, the variation that affected delinquency significantly was narcissism, 
hostility and alienation. 

That is, we could look forward that the more narcissists feel hostility and alienation, the 
higher they hav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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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정서적 유대가 없는 기능적 합리화 

과정을 강하게 추구하여 온 결과 오히려 비합리

적․충동적 인간과 상호 착취적 정신으로 가득찬 

고독한 군중을 산출하였다. 즉 개성과 자아실현

이 더욱 더 강조되어지지만, 강한 이기주의와 개

인주의 성향 때문에 인격의 황폐화와 허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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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추구할 수 

없는 비극적 존재가 되었다.

개인의 개성과 자아실현은 이 세상에 자기자신

을 진정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롭

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자기사랑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결탁되어 버리면, 과

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의 형태로 변질되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자기 가치감을 오히려 추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충실감과 보람을 느끼고 그 자

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Lasch(1979)는 현대 미국사회를 자기애적 사회

라고 규정하면서 자기애적 특징이 사회 문화적 

흐름으로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

고, Kohut(1977)은 이 자기애가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모든 

성격장애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면서, 우

리는 이러한 자기애적 현상에 대하여 부인을 하

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Gabbard(1989)도 이 

자기애적 문제들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이 자기

애성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현대 사회 이

후의 모든 사회 병리적 현상을 자기애적 관점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애를 현상적 특징으로 정의해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화,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

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과시와 거

만함, 특권의식과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자기중

심적 지각,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내면적 공허감과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차

타순, 2002a). 그리고 자기애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 혹은 과정으로 자기애를 설명할 때 먼저 대

상관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자기애적 현상은 

분리상태의 지각에 의해 촉발된 분리불안의 신호

에 대해 자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차적 

자기애적 투자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실제 자기상들이 병리적으로 융합

된 것으로 보았으며, Kohut(1977)은 자기애적 장

애의 핵심병리를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하

는 내적인 구조의 부재 혹은 결핍으로 보아 자기

애적 패턴이 약하고 미숙한 자기응집성과 자존감

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이론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자

기애란 분리불안, 자기구조의 병리적 융합, 자기

구조의 결핍 등의 원인으로 취약해진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 자기애란 권위, 착취/특권

의식, 우월성, 허영심,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성, 자기중심성 등이 DSM-4(1994)의 진단기

준으로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 비교적 현저하게 이

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자존감은 자기애의 핵심적인 속성으로써 자기

애와 자존감은 정적 관련성을 보이며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외현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Rhodewalt & Morf, 1998; Rhodewalt &

Eddings, 2002), 이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자존

감이 높긴 하지만 주로 방어적인 자존감과 관련

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는 냉담하고, 다

른 사람들과 상호호혜성이 부족하며, 거만한 태

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

성, 노출적 과시행동, 그리고 이상적 타인을 동일

시함으로써 자기애적 소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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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간 갈등을 일으키

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짧고 피상적인 극단적 이

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대인관계를 맺어 적

대감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또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적대감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Hart ＆ 

Joubert, 1996; Rhodewalt & Morf, 1998). 이러한 

실험연구 결과들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자

기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서도 더 높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자

기(self)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적대감과 분노를 많

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소외(alienation)라는 개념은 9세기 Hegel에 의

해 학문적인 개념으로 확립된 이후 사회과학의 

중심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Maddi, Kobasa와 

Hoover(1979)는 네 가지의 소외유형(무력감, 극단

적 모험성, 허무주의, 의욕상실)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무력감이란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일에 대

한 영향력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고, 극단적 모험

성이란 극단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생

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무주의

란 의미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의

욕상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중요성 

또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소외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란 자기애적 성격 특징 중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

고 있다. 자기애적 개념에 대한 Akhtar와 Thomson

(1982), 그리고 Wink(1991b)의 설명에서, 자기애

적 사람들은 지나친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함,

취약함, 만성적인 지루함, 직업적․사회적 정체성

에 대한 불만족, 윤리와 이상에 대한 진실성의 

결여, 소심함과 수동성, 두려움과 억제성, 무력함,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자기애적 성

격 특징들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내면적으

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다. Meissner(1986)도 소외의 문제가 사회적, 문

화적 기반과 관계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소

외의 병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병리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을 여러 연구 

문헌들로 종합해 볼 때, 그들은  과다 활동적이

고, 외향적이며, 반항적, 우울적, 불안, 의존적, 충

동적, 적대적, 강한 분노감, 공격적, 정서 불안성,

끊임없는 흥분과 쾌락의 추구, 즉시적인 욕구충

족, 자기중심적, 죄의식의 상실, 부정적 자아개념

과 낮은 자존감, 공감성의 결핍, 과장된 두려움,

성취동기의 결여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 태도는 거부적, 지배적, 방

임적, 과보호적 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비행청소

년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성장환경의 특징들은 자

기애적 성격장애의 현상과 원인, 기제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또한 임상적, 경험적 연구

의 결과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비

행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자기애에 대한 임상적, 경험적 문헌에 의하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웅

대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ernberg, 1975; Kohut & Wolf, 1978; Baushman

& Baumeister, 1998;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먼저, 임상적 문헌을 통한 자기

애적 성격성향과 비행성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Kohut와 Wolf(1978)은 이상적이고 전지전능

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완벽함, 권

력, 전지전능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에

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분노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자기애적 분노는 반영과 

이상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며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살인적인 공격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물중독과 성도

착, 비행행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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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남을 공감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만성적으

로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하며 약물을 남용하거나 비양심적인 일을 쉽

게 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가치관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준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요즈음 신세대 청소년들은 탈현대 사회의 

규범을 정립하지 못한 혼돈 상태에서 소비와 향

락, 대중성과 감수성을 자극하는 상업주의에 방

치되어 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감각적 중독성의 몰입으로 공허와 

방황 속에서 결국은 비행으로 나아가 심각한 사

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비행청소년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장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박탈된 대상자들이다. 청년기

는 혼미, 혼란, 갈등이 많은 격동의 시기이지만,

이 또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Kohut과 Wolf(1978)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동안 자기를 충족시켜 주는 원천으로써 자기

대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대상의 추구

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기를 

자기애 발달의 중요한 변환시점으로 보았다. 따

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자존감, 적대감, 소외

감 및 비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이론

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고찰되어지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관련성이 실제 경험적으로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다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자존감, 적대

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은 어떻

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

감, 소외감은 얼마만큼 비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내 인

문계 1개교와 실업계 2개교 학생 61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설문자의 방어척도에

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응답하여 응답 결과가 

방어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 수와 응답 프로파

일 경향성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신뢰성이 없을 

수 있는 사례 수 72명은 제외시켜 총 538명을 통

계처리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538

명 중 인문계 학생이 172명(31.97%), 실업계 학생

이 366명(68.03%)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409명

(76.02%), 여학생이 129명(23.98%)이었다. 또 연령

분포는 만16-17세가 484명으로 전체의 89.96%였

고, 만18-19세는 48명(8.92%), 만15세는 4명

(0.74%), 만14세는 2명(0.37%)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적 성격 척도는 자기

애 이론과 국내외 자기애 척도들의 하위 요인들

과 문항들을 분석하여 차타순(2002a)이 다시 제

작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예비문항 총 65문항에

서 7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하

위요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요인 척도간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여 타당도가 낮

은 문항은 제외시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사용된 척도 범위는 7점 척도였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애적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

기애적 성격성향 척도(47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

수(Cronbach's ⍺)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내

적 합치도 계수는 귄위(9문항) .79, 착취/특권의

식(7문항) .77, 우월성(7문항) .82, 허영심(5문항)

.78, 자기중심성(7문항) .69, 칭찬과 주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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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7문항) .81, 과장된 자기이미지(5문항) .70 등

으로 나타났다.

나. 자존감 척도 

자존감에 대한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

한 검사 문항을 이영자(1996)가 사용한 것을 사

용하였는데,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이 

5개로 총 10문항이었는데, 이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에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70이

었다.

다. 적대감 척도

적대감에 대한 척도는 안창규(1990)가 잠재적 

청소년 비행측정을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사용

했으며, 총 10문항에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75였다.

라. 소외감 척도

소외감에 대한 문항은 이명신(1997)이 사용한 

소외감 척도 60문항 중 무력감(6문항), 의욕상실

(9문항), 허무주의(9문항), 극단적 모험성(6문항)

등 4개 하위요인 총 30문항을 선정하여 청소년 

실정에 맞게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

는 .93이었다.

바. 비행성향 척도

비행성향 척도는 안창규(1990)가 잠재적 비행 

청소년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성향 척도 

중 약물사용 10문항, 폭력문항 10문항, 이성 관계 

10문항, 또래교우관계 9문항 등 총 39문항을 선

정하여 4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

수(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적대감, 자존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자기애적성격성향 집단

을 상, 중, 하로 나누고, 자존감과 적대감, 소외감 

집단을 각각 상, 하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과 일

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자존감, 적대감 및 소외감이 

비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비행성향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중, 하 집단별로 유의미하

게 차이가 났으며(p< .05～p< .001), 또 자존감 

상하, 적대감 상하, 소외감 상하 등의 집단에서도 

비행성향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

.05, p< .001).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

감, 적대감, 소외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

지 않았다.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에 따른 비행점수

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표 2>. 그리고 집단간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

으로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3>,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자존감 하 집단

(M=79.43)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자존감 하 

집단(M=73.70) 간에 차이가 있었고, 또 자기애적 

성격 성향 중, 자존감 상 집단(M=67.75)과 자기

애적 성격성향 중, 자존감 하 집단(M=73.70)간에,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자존감 하 집단(M=73.70)

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자존감 하 집단

(M=68.20)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2>의 평균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

단과 자존감 하 집단일 때 비행점수(M=79.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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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량원 SS df MS F

비행

NPS 집단

자존감 집단

NPS×자존감

오차

6767.28

2329.81

46.47

141476.2

2

1

2

374

3383.64

2329.81

23.24

378.279

8.95***

6.16*

.61

NPS 집단

적대감 집단

NPS×적대감

오차

3093.47

11668.16

72.81

129680.7

2

1

2

355

1546.74

11668.16

36.40

365.298

4.48*

33.76***

.11

NPS 집단

소외감 집단

NPS×소외감

오차

4757.07

12130.76

1007.38

129953.6

2

1

2

376

2378.53

12130.76

503.69

345.621

6.51**

33.21***

1.38

*p< .05 **p< .01 ***p< .001

<표 1>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가장 높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집단과 자존

감 상 집단일 때 비행점수(M=67.75)가 가장 낮았

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고 자

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NPS 자존감 N M SD F

상
상(1) 78 73.86 20.28

3.03*

하(2) 44 79.43 22.67

중
상(3) 79 67.75 17.88

하(4) 54 73.70 23.47

하
상(5) 87 68.40 20.40

하(6) 79 68.20 18.38

*p< .051

<표 2>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자존감에 따

른 비행성향 점수 비교

NPS 자존감 (1) (2) (3) (4) (5) (6)

상
상(1)

하(2)   *

중
상(3) *

하(4) * * *

하
상(5)

하(6) *

*p< .05

<표 3>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자존감에 따

른 비행성향의 Tukey HSD 사후검증 결과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적대감에 따른 

비행성향 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4>. 그리고 집단 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적대감 상 

집단(M=79.67)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적대감 

하 집단(M=63.39)간 차이가 있었고, 자기애적 성

격성향 상, 적대감 상 집단(M=79.67)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적대감 하 집단(M=61.44)간, 자기애

적 성격성향 중, 적대감 상 집단(M=76.14)과 자기

애적 성격성향 중, 적대감 하 집단(M=63.39)간, 자

기애적 성격성향 중, 적대감 상 집단(M=76.14)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적대감 하 집단(M=61.44)간,

NPS 적대감 N M SD F

상
상(1) 85 79.67 23.37

10.84***

하(2) 38 69.45 16.54

중
상(3) 73 76.14 21.43

하(4) 62 63.39 16.27

하
상(5) 86 71.88 18.66

하(6) 80 61.44 13.52

***p< .001

<표 4>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적대감에 따

른 비행성향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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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자존감 (1) (2) (3) (4) (5) (6)

상
상(1) * *

하(2)

중
상(3) * *

하(4) * *

하
상(5) *

하(6) * * *

*p< .05

<표 5>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적대감에 따

른 비행성향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적대감 상 집단(M=71.88)

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적대감 하 집단

(M=61.44)간에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 평균 비교

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과 적대감 상 집

단에 의한 비행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집단과 적대감 하 집단일 때는 비행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애적 성격성향이 높고 적대감이 높을수록 비행성

향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NPS 소외감 N M SD F

상
상(1) 74 81.93 25.59

12.15***

하(2) 51 68.61 14.40

중
상(3) 78 77.22 23.38

하(4) 68 63.62 14.35

하
상(5) 65 66.86 17.16

하(6) 83 63.10 14.26

***p< .001

<표 6>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 점수 비교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 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6>. 그리고 잡단 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

과<표 7>,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소외감 상

(M=81.93)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소외감 하

(M=68.61)간에 차이가 있었고, 또 자기애적 성격

NPS 소외감 (1) (2) (3) (4) (5) (6)

상
상(1) * * * *

하(2) *

중
상(3) *

하(4) * *

하
상(5) *

하(6) *

*p< .051

<표 7> 자기애적 성격성향(NPS)과 소외감에 따

른 비행성향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성향 상, 소외감 상(M=81.93)과 자기애적 성격성

향 중, 소외감 하(M=63.62)간,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소외감 상(M=81.93)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소외감 상(M=66.86)간,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소

외감 상(M=81.93)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 소외

감 하(M=63.10)간,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소외감 

상(M=77.22)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소외감 하

(M=63.62)간에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 평균비교

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과 소외감 상 집

단이었을 때 비행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기애

적 성격성향 하 집단과 소외감 하 집단이었을 때

는 비행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애적 성격성향이 높고 소외감이 높을수록 비행성

향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이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소

외감 등이 비행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기

애적 성격성향(NPS)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 등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5>.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 등이 비행변동의 22.1%(R2= .221)

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을 

제외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적대감, 소외감이 유

의미하게(p< .05)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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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R² F Beta t

비행

NPS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

.221 24.269 ***

.114

-.015

.220

.260

1.999 *

-.277

3.823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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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비행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NPS), 자존감, 적대감 및 소외감의 다중회귀분석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적대

감, 소외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

도를 Beta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대감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소외감임을 나타내는 것이

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

감, 적대감, 소외감에 따른 비행성향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가장 높

고 자존감이 낮을 때 비행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가장 높고 적대감이 높을 

때, 또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가장 높고 소외감이 

높을 때 각각 비행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 중 자존감이 

낮고, 적대감과 소외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행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

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이 비

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비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애

적 성격성향, 적대감, 소외감이었으며, 이 중 소

외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 따

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심리적으로 적대

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가졌을 때 비행으로 나아

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 먼저 차타순(차타순, 2002a)

의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 적대감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적대감을 내면적으

로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

감도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존감

은 적대감과 반대되는 심리 특성이기 때문에 자

존감이 외현적으로 높게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불

안정한 것으로써 방어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며 자기애가 자존감 조절의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격

성, 웅대성, 지배성, 특권의식, 착취성 등은 자기

애자들이 자기회의와 우울감, 불안과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고 이러한 

방어적 노력들이 성공함으로써 자기애자들은 높

은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외현적으로 높게 나타나더라

도 모든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

다. 이에 대해 Baumeister, Smart와 Boden(1996)

의 위협화된 자기중심성과 공격성에 대한 이론으

로 살펴보면, 공격행동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

아위협(self의 긍정적인 면을 폄하 하는 사건)의 

결합에 의해 일으켜진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아위협에 취약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사사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자

존감이 높긴 하지만 자아위협에 취약한 사람들이

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과민해지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도전하는 정보나 상황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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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자아위

협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적

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공격반응은 미래에 그들에

게 도전하고 부정적인 피이드백을 표현하는 것으

로부터 자아위협의 근원을 처벌하고 감소시키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격행동이 성공

한다는 것은 자기 지각된 우월성을 확고하게 하

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성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연구의 결과에서 자기애

적 성격성향이 가장 높고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비행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 집단

이 이미 그들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자존감의 방

어선이 와해되어 무너진 상태로써, 자기애적 성

격성향자 중 비행으로 이탈된 사람들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 및 비행

에 관하여 고찰해 보면, Kernberg(1975)는 이 웅

대한 자기가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이

상적인 대상이 서로 병리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자기애를 병리적 성격구조로 간주하였다.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의해 병리적 자

기애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소외의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 신경증 환자

들은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경증적 실패 때

문에 자신이 가진 한계들과 부적절함들을 증오하

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증오는 자신에 대한 가혹

한 요구들, 반복된 자기비난들, 자기  평가절하,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

한 것는 현실감을 상실한 무감정의 형태로 나타

나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비인격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개인은 자기자신의 

삶에서 책임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계속적인 실망감은 점점 더 현

실적인 자기를 포기하고 무력한 삶의 형태로 후

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Winnicott(1965)과 

Kohut(1977)에 따르면, 자기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내적 야망(참 자기)과 외적으로 추구하는 

현제 목표(거짓자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도전간의 

불일치로 지루함과 불만족, 공허함이 발생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루한 감정은 결국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감각추구를 하는 것으로 귀결되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적 야망(실제적 자기)과 외적으로 추구하는 목

표(이상적 자기)와의 불일치로 인해 지루감, 공허

감, 불만족, 신경증적 실패 등을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감정은 결국 소외감과 자기 파괴적 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의 가장 중심적인 특성인 공격

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Kernberg(1975)는 공격

성을 보다 일차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즉, 자기

애적 환자는 기본적인 본능인 공격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파괴적으로 된다고 보았

다. 이러한 관점은 행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성적, 공격적 본능이라는 Freud의 관점을 보유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Kohut(1977)은 이

러한 공격성이 일차적인 요소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self)가 취약해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요소로 보았다. 즉, 자기반영과 이상화 욕구를 충

족하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 좌절 

경험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때 자

기(self)가 견고하지 못하고 취약하게 되면 자기 

해체와 붕괴가 일어나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모든 정신병리의 핵심문제는 성적 및 

공격적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에 

있으며, 약하고 파편화된 자기는 순수한 쾌락 추

구적인 활동에 몰두하거나 분노의 형태로 변질되

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자기감을 느끼기 위

한 일종의 방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청소년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기애의 

성격 특성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적 연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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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을 자기애적 관점으로 상

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자가 비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 중 

낮은 자존감을 가진 집단이 비행성향이 가장 높

음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비행성향이 높아진 것

은 자신을 떠받치고 있던 자존감의 방어선이 무

너지고 와해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더 구

체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은 자기애적 성격성

향자의 자존감의 방어선을 무너지게 하는 구체적

인 생활사건과 변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자기애적 성

격성향자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더 많이 경험

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것과 함께, 그러한 심리적 

특성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동과 경로들을 규

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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