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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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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재 남아 132명(초등학생 23명, 중학생 109명)과 일반 남아 282명(초등학생 29명, 중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과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의 경우 

영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운동 능력을 제외한 학업능력, 사

회적 수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묵적 자존감에서

는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영재 남아의 두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두 자존감 수준이 일치할 때보다 불

일치할 때 신체증상과 공격성이 더 높았다. 아동기부터 두 자존감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함

을 확인하였고 영재 아동을 위해 자존감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재 아동,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공격성, 신체증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2000년에 영재교육을 국가

가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영재교육법을 재정하였고 2007년에는 그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대

상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교육부, 2000; 교육인적자원부, 2008).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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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국내의 영재교육은 주로 수학과 과학 등 교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영재아동을 위한 지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Khoury & Appel, 1977; Knepper, Obrzut, & Copeland, 1983). 그 이유는 

영재아동들이 우수한 지적인 발달에 비해 사회정서발달은 일반 또래수준인 경우 발달 영

역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재아동의 

높은 지적 호기심과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불안, 우울, 주의산만 등의 문제

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발달되어야 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적응에 중요한 자존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

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영재아동이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전경원, 2000; 정수자, 1997; Ablard, 1997; Chan, 2001), 다른 연구들

은 영재아동들이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orsyth, 1987; Lea-Wood 
& Clunice-Ross, 1995).

영재아동이 사회 ․ 정서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재아동

의 정서적인 문제가 적으며(Robinson, 2008; Terman, 1925; Terman & Oden, 1947), 전반적

으로 우수성을 지니고 있고 이상적인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Cornell, 1983). 또한 

쉽게 흥분하지 않고 화도 잘 나타내지 않고 욕구 좌절에 대해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독립적, 
협동적, 자기 신뢰적이며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배려한다고 하였다(Ehrlich, 1982).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Knepper et al., 1983), 또래에게 인기가 있고 운동을 잘하며 학교에서 문

제행동을 덜 일으킨다고 보고한다(Dauber & Benbow, 1990; Ludwig & Cullinan, 1984).
그에 반해, 영재적 특성으로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Altman, 1983; Webb, 1993; Whitemore, 1980). 예로 영재들은 정서적인 예민성과 과도한 

흥분으로 극단적으로 유쾌할 수도 있지만 더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

고, 학교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Roedell, 1984). 국내 연구에서도 영재로 추천된 유아를 

대상으로 K-CBCL을 통해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임상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T점수 

60대 이상으로 조사된 아동이 적지 않았다(안도희, 한기순, 김명숙, 2009). 구체적으로 내

재화 문제는 1명(6.25%), 외현화 문제 1명(6.25%), 위축 3명(18.75%), 우울/불안 3명
(18.75%), 사회미성숙 3명(18.75%), 사고 문제 1명(6.25%), 주의집중 1명(6.25%), 공격성 2
명(12.5%) 등으로 1가지 영역 이상의 위험군으로 나타난 아동이 8명(50%)에 달했다. 그 

아동들 중에 4명은 2가지 영역 이상의 문제행동을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어 영재들의 정서 

행동특성에 많은 관심과 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재아동들에게도 사

회 정서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나며 학교 부적응, 도덕적 범죄, 학업미성취, 공격성, 불안, 
우울증, 낮고 부정적인 자존감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사회정서적 특성의 기초를 이루어 중요하다. 자존감의 수준에 따

라서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적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높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은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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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즉, 높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성취를 

보이며, 자기확신,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 기술이 능숙하다고 하였다(Rosenberg, 1965). 
반면 낮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불안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를 보인다. 또한 성공의지가 낮고 공격성이 높으며 적응문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

고 하였다(윤여홍, 1998). 하지만 최근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에게서도 부정적인 사회정

서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집단에서 비행을 통

해 자존감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Kaplan, 1982)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

해 더 공격적이고 비난에 대해 더 방어적이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laine & Crocker, 1993; Bushman & Baumeister, 1998). 이렇게 높은 자존

감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자존감의 측

정방법이나 정의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접근들에는 전반적 

자존감이 아닌 영역별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Harter, 1982) 및 수행결과에 좌우되는가

를 반영하는 수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Kernis, 2003), 자기보고 편파의 영향을 배

제할 수 있는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Greenwald & Banaji, 1995, Nuttin, 1985) 
등이 있다. 이 시도들 중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 척도들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면서 

또한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확인하고자 개발되었다. 암묵

적 자존감 척도는 정보처리과정의 합리적/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자동적 과정에 근

거한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정보처리에 대한 이중 과정 모델에 따르

면, 합리적/의식적 정보처리 과정은 정보에 대한 조작 혹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감정적/자동

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Epstein & Morling, 1995). 이
런 정보처리의 특징에 근거해 사회인지 분야에서 암묵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문지혜, 2009). 인지심리학과 사회인지의 이런 접근방식에 근거해 로젠버그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혼란스러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자존감도 암묵적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

서 암묵적 자존감과 명시적 자존감을 구분하였다. 즉, 암묵적 자존감은 의식적 수준에서 

통제가능한 자기평가와는 다른 비의식적이면서 통제가능하지 않는 자기평가로 접근불가능

한 자기평가라고 정의내렸다. 암묵적 척도는 주로 특정 자극에 대한 감정적 점화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자극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Zajonc(1980)에 따르면 현상학적 인식 

밖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 척도에서는 제시되는 자극이 ‘나’, ‘나의’, ‘나는’ 
등의 자기를 표상하는 대명사 혹은 ‘이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제시하여 이 자극에 대해 

유발되는 감정 유형이나 이와 연합된 정적 단어에 대한 평가속도 등을 암묵적 자존감 척도

로 사용하였다(Nuttin, 1985; Pelham & Hetts, 1999; Spalding & Hardin, 1999).
특히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보다 더 기본적이면서 더 일찍 형성된다(Hetts & 

Pelham, 2001).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자신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감

정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 이 순간부터 우리자신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때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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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도 아울러 하게 된다. 하지만 이성적이며 합리적 노력은 명시적 자존감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부적 결과로 인해 이미 손상된 감정까지 회복시킬 수는 없

다. 따라서 부적 경험을 많이 경험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암묵적 자존감은 저하를 경험

하지만 명시적 자존감 측면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아동들 중에는 명시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의식적 노력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하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어

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유형의 자존감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서 두 자존감의 수준이 불일치한 집단들이 일치한 집단보다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명시적 자존감은 높으나 암묵적 자

존감이 낮은 ‘불일치’ 집단이 타인의 평가에 대해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더 공격성을 나타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또한 불일치의 유형에 따라 우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박승진, 2008). 
또한 명시적 자존감보다 암묵적 자존감이 우울을 더 잘 예측하였다(Frank, De Racdt, & 
De Houwer, 2007). Kernis, Grannemann 및 Barclay(1989)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안정성 차원에 따라 적대감과 분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안정한 자존감 집단이 가

장 높았고 안정적 집단이 가장 낮은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Bushman과 Baumeister 
(1998) 연구에서는 암묵적 자존감이 심리 건강이나 신체 건강과 명시적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보고를 해주고 있다. 문지혜(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의 경우 유사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의 전반적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구체

적 혹은 암묵적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자존감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적응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자존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영재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상

치되는 결과(Altman, 1983; Enrich, 1982; Terman, 1925; Terman et al., 1947; Webb, 1993; 
Whitemore, 1980)들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영재아동의 자기개념을 포함한 사회정서 발

달척도가 연구마다 달랐다는 점에서 해석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보

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여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 자존감의 불일치 정도 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불일치

가 영재아동의 적응 특히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영재아

동의 경우 높은 지적 특성과 학업수행으로 매우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니고 있으나 또

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고 지적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으로 암

묵적인 자존감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경쟁과 획일화의 압력이 큰 국내 교육환경 속에

서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재아동들은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녔더라도 발달

간의 불균형, 스트레스로 인해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을 따라가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 수준이 남아와 여아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강명희, 2000; Lahey, Goodman, Schwab-Stone, Waldman, & Bird, 2000) 본 논문에서는 

남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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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일반 전체

초등  23(17.4)  29(10.3)  52(12.6)
중등 109(82.6) 253(89.7) 362(87.4)
전체 132(31.9) 282(68.1) 414(100.0)

<표 1> 학년별 영재남아와 일반남아의 수                                      N(%)

분의 영재교육이 수학, 과학중심으로 이뤄져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는 남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를 중심으로 영재아동과 일반 아동의 명

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및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집단 및 연령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집단 및 연령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 영재 집단은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의 과학영재 남아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집단인 일반아동은 영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남아 중에서 무선 표집 된 362명을 대상으로 표집대상 아동은 모두 

414명이었다.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의 경우 선발 시 학교장으로부터 1차로 2~3인
을 추천받은 후 서류, 면접 등의 다단계선발을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추천을 받지 못한 

아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별 빈도를 살펴보

면, 영재아동은 초등학생이 23명(17.4%), 중학생이 109명(82.6%)이었다. 일반아동은 초등

학생이 29명(10.3%), 중학생은 253명(89.7%)로 영재아동과 일반 남아의 연령별 비율은 거

의 비슷하였다. 집단별 연령분포는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자존감 검사와 암묵적 자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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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학업능력 1, 7, 13, 19, 25, 31 6 .73
사회적 수용 2, 8, 14, 20, 26, 32 6 .62
운동능력 3, 9, 15, 21, 27, 33 6 .75
외모 4, 10, 16, 22, 28, 34 6 .67
품행 5, 11, 17, 23, 29, 35 6 .42
전반적 자기가치감 6, 12, 18, 24, 30, 36 6 .77
전체 평균(ESE) 총 36문항 .86

<표 2> 명시적 자존감 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

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가 공격성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 행동 척도: 신체증상 검사와 공격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각 도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시  자존감(ESE) 척도: Harter의 자기지각척도

명시적 자존감 검사로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반적 자기가치감을 알아보는 문항이 6문항, 일반적 자아를 알아보는 문항이 3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아는 하위개념으로 학업능력 6문항, 사회적 수용 6문항, 
운동능력 6문항, 외모 6문항, 품행 6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검사지는 긍정형으로 시작하는 문항과 부정형으로 시작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한 문항의 질문형식은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양분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두 범주 중 자신과 비슷한 

쪽을 먼저 택한 후 다시 “약간 나와 비슷”한지 “정말 나와 비슷”한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학업능력 자존감이 .73, 사회적 수용은 

.62, 운동능력 .75, 외모 .67, 품행 .42, 전반적 자기가치감이 .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명시적 자존감 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나. 암묵  자존감(ISE) 척도: 이름 자음 선호

암묵적 자존감 척도는 문지혜(2009)에서 사용된 한글자음 선호를 사용하였다. 이름에 

쓰인 알파벳을 그렇지 않는 알파벳보다 더 선호한다는 Nuttin(1985)의 이름글자 선호효과

에 따라서 알파벳 대신 한글자음 19개를 사용한 것이다. 암묵적 자존감 척도는 다양하지

만 이 척도들은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와 연합된 대상도 좋아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문지혜, 2009에서 재인용). 이름 글자 선호 과제에서 19개 자음은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각 자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직감적으로 빨리 판단하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리커트 7점 척도로 ‘전혀 아름답지 않다(1점)’에서 ‘매우 아름답다(7점)’으로 되어 있다. 
암묵적 자존감은 Kitayama와 Karasawa(1997)에 사용된 방식에 따라 구해졌다. 먼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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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신체증상 1, 2, 3, 4, 5, 6, 7, 8 8 .83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9, 10, 11, 12, 13, 14 6 .78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5, 16, 17, 18, 19, 20 6 .81

<표 3> 신체증상 및 공격성 검사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

자음이 이름에 들어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 자음에 대한 선호점수를 구했

다(기저선 점수). 다음으로, 특정 자음의 개별 평가치에서 기저선 점수를 빼서 각 자음의 

상대적 평가치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각 응답자의 이름 자음 상대 선호치에서 이름비자음 

상대 선호를 빼서 암묵적 자존감 점수를 구하였다. 이름자음 선호점수의 평균은 .21, 비이

름자음 선호점수의 평균은 -.04로 이름자음 선호가 비이름자음 선호점수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대응표본 t=4.31, p<.001).

다. 신체증상  공격성 척도

신체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K-CBCL(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K-CBCL은 부모가 4~17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 및 부적응 행동, 정서적 문

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1991)가 제작한 것을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
이 번안하였다.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

군 척도(Behavior Progra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

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능력 점수의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

동증후군 척도 중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신체증상척도의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은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계수는 .83이었다.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민정(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Crick

와 Grotpeter(1995, 1996) 척도, Dodge와 Coie(1987) 척도, Hart 등(2000)의 척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 척도는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인 4개의 하위 영역별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영역별 6개의 문항

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은 1~5점 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

격성 척도 중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박민

정(2002)의 연구에서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신뢰도는 .88. 대응관계적 공격성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대응

적-외현적 공격성 .78,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81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신체증상 및 

공격성 검사의 문항 구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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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남아 일반 남아 전체
초등 중등 전체 초등 중등 전체 초등 중등 전체

학업 능력
3.25
(.50)

3.14
(.45)

3.16
(.46)

2.58
(.35)

2.52
(.54)

2.52
(.52)

2.88
(.53)

2.70
(.59)

2.72
(.58)

사회적 수용
3.05
(.49)

2.71
(.50)

2.77
(.52)

2.27
(.32)

2.74
(.46)

2.69
(.47)

2.62
(.56)

2.73
(.48)

2.72
(.49)

운동 능력
2.64
(.79)

2.48
(.59)

2.51
(.63)

2.36
(.37)

2.47
(.58)

2.46
(.56)

2.48
(.60)

2.47
(.58)

2.48
(.58)

외모
2.99
(.56)

2.54
(.58)

2.62
(.60)

2.62
(.39)

2.36
(.53)

2.38
(.53)

2.79
(.51)

2.41
(.55)

2.46
(.56)

품행
2.80
(.38)

2.78
(.41)

2.78
(.40)

2.45
(.22)

2.65
(.39)

2.63
(.39)

2.61
(.35)

2.69
(.40)

2.68
(.40)

전반적 자기 가치감
3.45
(.67)

2.86
(.56)

2.96
(.62)

2.43
(.34)

2.71
(.59)

2.68
(.58)

2.88
(.72)

2.76
(.58)

2.77
(.60)

전체 평균 
(ESE)

3.03
(.37)

2.75
(.33)

2.80
(.35)

2.45
(.20)

2.57
(.36)

2.56
(.35)

2.71
(.41)

2.63
(.36)

2.64
(.37)

<표 4>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3. 연구 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5월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영재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 도구 167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중 불성실

한 답변이나 답변이 누락되어 분석할 수 없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132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영재아동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소를 섭외하여 본 영재교육원에 교장 추천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311명(일반아동으로 

정의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미회수 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누락되어 분

석할 수 없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28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산출, 연구대상의 빈도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재 남

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차이,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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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업능력

집단 18.45  1 18.45  72.74***

연령 .33 1 .33  1.29
집단 * 연령 .01 1 .01   .06
오차 103.98 410 .25
합계 141.31 413

사회적
수용

집단 6.18 1 6.18 28.19***

연령 .19 1 .19   .86
집단 * 연령 7.22 1 7.22 32.90***

오차 89.93 410 .22
합계 98.44 413

운동
능력

집단 .96 1 .96  2.79
연령 .03 1 .03   .08
집단 * 연령 .88 1 .88  2.56
오차 140.26 410 .34
합계 141.33 413

외모

집단 3.33 1 3.33 11.44**

연령 5.68 1 5.68 19.48***

집단 * 연령  .41 1 .41  1.40
오차 119.47 410 .29
합계 130.04 413

품행

집단 2.53 1 2.53 16.66***

연령 .36 1 .36  2.36
집단 * 연령  .59 1  .59  3.91*

오차 62.12 410 .15
합계 65.24 413

전반적
자기가치감

집단 14.91 1 14.91 45.34***

연령 1.07 1 1.07  3.24
집단 * 연령  8.33 1  8.33 25.35***

오차 134.80 410 .33
합계 150.47 413

전체평균
(ESE)

집단 6.29 1 6.29 53.59***

연령 .28 1 .28  2.38*

집단 * 연령 1.79 1 1.79 15.22***

오차 48.12 410 .12
합계 55.12 413

<표 5>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변량 분석

연구문제 1-1. 집단 및 연령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아동의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영재아동의 명시적 자존감은 일반아동보다 높았다. 집단 및 연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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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명시적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학업능력에서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74, p<.001). 사회적 수용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8.19, p<.001), 일반 남아에 비해 영재 남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집단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2.90, p<.001).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사회적 수용이 낮았고 일반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으면 

사회적 수용도 높았다.

[그림 1] 사회적 수용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외모에서는 집단(F=11.44, p<.01)과 연령(F=19.48,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품행에서는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16.66, p<.001), 일반 남아에 비해 영재 남아가 더 높았다. 품행에

서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92, p<.05).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 품행이 낮았고 일반 남아는 연령이 증가하면 품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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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품행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도 집단차이가 나타났으며(F=45.34, p<.001), 집단과 연령간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25.35, p<.001).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전반적 자

기가치감이 낮았고 일반 남아는 연령이 높으면 전반적 자기가치감도 높았다. 이러한 자존

감의 평균인 명시적 자존감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3.59, p< .001), 
영재 남아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집단과 연령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15.22, p<.001). 

[그림 3]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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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명시적 자존감 전체평균(ESE)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명시적 자존감이 낮았고 일반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명시적 자존감이 높았다. 따라서 운동능력을 제외한 명시적 자존감의 하위영역인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 전체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

며 모두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이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 간 차이에서는 외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연구문제 1-2. 집단 및 연령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아동의 집단별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

다. 그런데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

은 일반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암묵적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반 남아에 비해 낮은 점이다. 이는 영재 집단의 경우 외현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이고, 안정적이며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

을 따라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암묵적 자존감

영재 남아
초 등
중 등
전 체

-.02 (1.21)
 .22 (1.20)
 .18 (1.20)

일반 남아
초 등
중 등
전 체

 .09 (1.27)
 .31 (1.19)
 .29 (1.20)

전 체
초 등
중 등
전 체

 .04 (1.23)
 .28 (1.19)
 .25 (1.20)

<표 6>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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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48   1  .48    .33
연령   2.34   1 2.34   1.62
집단 * 연령    .00   1  .00    .00
오차 590.50 410 1.44
합계 594.08 413

<표 7>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변량 분석

연구문제 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두 자

존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두 자존감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을 구성

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이 2.80(SD=.35)이고, 암묵적 자존감은 .18(SD=1.20)로 나타

났다. 첫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명시

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명시적 자존감≧2.80 & 암묵적 자

존감≧.18). 두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로 명명하였다(명시적 자존감≧
2.80 & 암묵적 자존감<.18). 세 번째는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낮고, 암묵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으로 하였다(명시적 자존

감<2.80 & 암묵적 자존감≧.18).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

감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명시적 자존감<2.80 & 암묵적 자존감<.18). 두 자존감의 구분기준을 <표 8>에 제

시하였다. 전체 영재아동 중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이 42명(31.8%)
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 ‘명시적 자존감 하 & 암
묵적 자존감 상’ 집단,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 순이었다.

변인 명시적 자존감 점수 암묵적 자존감 점수 N(%)
ESE* 상 & ISE** 상 2.80 이상 .18 이상 26(19.7)

ESE 상 & ISE 하 2.80 이상 .18 미만 33(25.0)
ESE 하 & ISE 상 2.80 미만 .18 이상 31(23.5)
ESE 하 & ISE 하 2.80 미만 .18 미만 42(31.8)

*ESE: 명시적 자존감, **ISE: 암묵적 자존감

<표 8>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수준별 집단 구분 기준

연구문제 2-1.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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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 상 & ISE 상 ESE 상 & ISE 하 ESE 하 & ISE 상 ESE 하 & ISE 하 F
1.95a
(.70)

2.56b
(.61)

2.62b
(.54)

2.31ab
(.88) 5.17**

**p<.01. 
a,b: Scheffé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표 9> 영재 집단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                      M(SD)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경우 신체증상의 평균점수가 1.95 
(SD=.70)이었고,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56(SD=.61)이었

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62(SD=.54)이었으며, ‘명시

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31(SD=.88)이었다. 즉, 신체증상의 평

균이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인 영재 남아의 경우 신체증상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이 높았고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유형, ‘명시적 상 & 암묵적 상’ 순이었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F=5.17, p<.01). 즉, 명시적 자존감이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명

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둘 다 낮은 자

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과 같이 불일치를 지니는 영재 

남아의 경우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

감 하’과 같이 두 자존감이 일치하는 영재 남아에 비해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2.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자존감 유형에 따라 대응적-외현적 공격성과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ESE 상 & 
ISE 상

ESE 상 &  
ISE 하

ESE 하 & 
 ISE 상

ESE 하 & 
 ISE 하 F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2.21a
(.60)

2.71ab
(.91)

2.83b
(.76)

2.50ab
(.69) 3.76*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94a
(.62)

2.24ab
(.78)

2.67b
(.56)

2.37ab
(.72)  5.64**

**p<.01, *p<.05.
a,b: Scheffé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표 10> 자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차이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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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존감의 수준에 따른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을 살펴보면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

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21(SD=.60),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71(SD=.91),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83(SD=.76), 
그리고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50(SD=.69)이었다. 즉 대

응적-외현적 공격성의 평균은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 한 결과 집단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외현적 공격성, F=3.76, p<.01; 관계적 공격성, F=3.76, p<.01). 또한 

Scheffé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두 자존감이 높은 집단 즉 ‘명시적 자존

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집단과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 사이에서

만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및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

로 두 자존감수준이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한 집단보다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

IV.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존감을 비교해보고 영재아동이 우수한 학업성

취나 다양한 수행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과 유사한 많은 문제행동과 적응문제를 

나타내는 이유의 하나로 이들의 자존감 즉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영재아동의 문제행동과 적응문제는 여아에 비해 남

아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아의 신체증상과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

다.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 차이가 나는지 집단 및 연

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시적 자존감에서 운동능력을 제외한 학업 능력, 사회적 수

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영재 남아들은 자신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서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지

각하고 있으며,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

고, 자신의 행동이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며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 남아의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 남아들

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

아동들이 일반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다는 기존연구와 일치(전경원, 2000; 
정수자, 1997; Ablard, 1997; Chan, 1988)하며,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자존감이 일반아동

보다 영재아동이 더 높다는 김혜숙(2001), McCoach와 Siegle(2003)의 연구, 영재 남자아동

은 일반남자아동보다 전반적인 자아개념 점수가 높았다는 Kelly와 Colangelo(1984)의 연

구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일반아동이 영재아동보다 더 높다는 김혜숙

(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외모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제 2차 성징이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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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급격한 신체발달과 성적성숙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 모두 일반 남아의 경우 연령

이 증가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영재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발달

적으로 아동기부터 청소년전기까지 자존감이 높아지나 청소년기이후 자존감이 급속히 낮

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발달이 빠른 영재들이 일반아동보다 빨리 자존

감 저하현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영재집단의 경우 사회성이 인지적 능

력보다 강조되는 청소년초기부터 급속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명시적 자존감은 영재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암묵적 자존감

에서는 집단 및 연령차 모두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재 남아의 겉으로 보이는 혹은 자신이 인지하는 자존감은 높지만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혹은 보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영재 아동은 자신이 우수한 수행에 따른 비교와 잦은 칭찬

과 같은 정적 강화, 영재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 명시적 자존감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한 부담감과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능력

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우며, 우수한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암묵적 자존감의 낮은 점수에 대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영재아동의 사회적 역량이나 자존감의 수준에서 서로 상치하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보았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영재아동이 높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인 행

동을 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영재들의 자존감을 보다 입체

적으로, 즉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모두를 고려했을 때,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재아동의 경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외현적인 학업적 수행과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으로 인해 명시적인 자존감은 높지만 많은 학업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재아동의 경우 암묵적인 자존감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특성은 영재아동의 문제행동,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는 Bushman과 

Mauneister(1998), Hetts와 Pelham(2001), Pelham 과 Hetts(1999) 및 Spalding과 Hardin 
(1999) 등 여러 연구에서 암묵적 자존감이 심리 건강이나 신체 건강과 명시적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 결과들에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

강하기 위해서는 두 자존감의 수준이 모두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문제2>에서 영재 남아의 자존감의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

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자료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인 영재 남아의 경우 신체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공격성도 높았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은 오히



영재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분석

99

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보다도 문제행동수준이 높았다. 이는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낮은 암묵적 자

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두 자존감 수준 모

두 높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며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나 명시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장 문제를 겪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존감 수준 일

치 유형과 불일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자존감이 일치할 때 보다 불일치 할 때 신체증

상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시적 자존감이 낮고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은 현재의 심리적 곤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Zeigler-Hill, 2006) 및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사이의 높은 불일치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과 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Schröder-Abë, Rudolph & Schütz, 2007)와 

일치하는 결과다.
다음으로 자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면, 대응적-외현적 공격성과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에서 ‘명시적 

하 & 암묵적 상’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

존감 하’유형,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적-관계적 공격성도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

감 상’유형 순으로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냈다. 즉,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가진 아

동이라 할지라도 암묵적 자존감이 낮으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에게도 나타나는데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닌 아

동이라도 암묵적 자존감이 높으면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자존감이 일

치할 때 보다 불일치 할 때 공격성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공격

행동과 자존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Rigby & Slee, 1993; Salmivali, 2001)는 자존감의 단편적 측면만 조사했기 때

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자존감의 관련성에서 보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다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문제행동(신체증상 및 공격성)이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의 불일치 유형 중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유형이다. 이들은 명시적으로는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

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방어적 행동

을 보이면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다른 불일치 유형인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은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명시

적 자존감 수준이 유지되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두 자존감이 모두 낮은 아동이 두 자존감이 

불일치한 유형의 아동보다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 이러한 자존감의 불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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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대한 보다 강한 반응(Kernis, Greenier, Herlocker, Whisenhunt, & Abend, 1997), 
보다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Kernis, Granneman, & Barcely, 1989)과 관련되며, 자기 

고양성(Bosson, Brown, Zeigler-Hill, & Swann, 2003)과 방어적 행동들(Jordan et al., 2003)
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재 남아는 일반 남아에 비해 명시적 자존감은 높지만 암묵적 자존

감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의 수준에 따른 유형에 따라 문제행동 즉, 신체증상과 공격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두 자존감의 불일치한 점이 일치할 때보다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더 높게 나타나

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람이 가진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현실에서의 자존감

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심리적 불편을 느끼고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자존감이 일치한다면 자기 개념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것

이고 이는 영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영재 아동에게 한글 이름 자음 선호검사를 실시한 점이다. 국내에서 이름 자음 

선호 검사를 실시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으나, 아동에게 한글로 된 이름 자음 선호를 측정

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본 검사를 다양한 아동집단에서 사용하여 유용성을 확장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본 것이다. 현재, 영재 남

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많았다. 그 차이를 

자존감의 명시적인 부분과 암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신체증상의 차이를 본 것

은 성인연구(문지혜, 2009)에서는 실시되었으나, 아동과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

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두 자존감유형에 따른 적응문제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의 문제로서 표집이 제한적이어서 일반화 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집단을 선정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자존감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구성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대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재 집단과 일반 집단의 사례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간과되

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적이고 비교될 수 있는 집단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

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성차를 나타낸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존감

의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별 집단별 공격성과 신체증상의 정도를 영

재 남아에게만 국한시켜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재와 일반아동의 자존

감 유형별 공격성과 신체증상의 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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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elf-Esteem in the Gifted & Ordinary Boys 
and Analyses of Psychosomatic Symptoms and Aggression 

according to Self-Esteem Patterns in the Gifted

Hye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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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yun Ha

University of Ulsan

Jihye Moon

Kyungnam University

Explicit & implicit self-esteems were measured with 132(23 elementary & 109 middle 

school students) gifted & 282(29 elementary & 253 middle school students) ordinary 

students. Additional measures on psychosomatic symptoms & aggression were obtained 

with gifted students. Gifted boys reported higher ESE on most of subscales except the 

athletic self-esteem.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ISE between two groups. Self 

esteem types significantly predicted psychosomatic symptoms & aggression in the 

gifted. Especially the discrepancy between ESE & ISE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for both internalized &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The behavior problem ratings 

were higher in the self-esteem discrepant groups compared to the congruent group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ngruency between ESE & ISE is important from 

childhood and later studies need to find intervention strategies against the self-esteem 

discrepancy.

Key Words: The gifted, Boys,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 Aggression, 
Psychosomatic symptoms, Self-esteem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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