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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특성들을 정교화 하기 위하여 주로 Shavelson, Hubner 그리고 Stanton

(1976), Song(1982), Song과 Hat t ie(1986), 송인섭(1989, 1997) 등에서 추론했던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들이 논의된다.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긴 역사의 탐구기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자아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론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어려

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아개념 연구의 문한 고찰을 통해서 그를 정리하고자 한다.

자아개념은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이라는 측면이다. 다음으로 일반 자아개념의 잠재성이다.

더욱 방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자아개념은 한 개인에게 있어 유일무이한 특성이라는 점이다. 유일무이할 뿐

만 아니라, 이 특성은 한 개인의 행동과 관련지어 진다. 그러나 하나의 행동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

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자아개념은 중

요 타인의 영향, 상황,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누적되어있다. 끝으로 자아개념은

세대에 따라 가중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안정적 측면이 있다. 이상의 자아개념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의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Ⅰ. 문제의 제기

자아개념은 정의적 특성 중 중심적이며 정신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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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느냐에 따라 자아개념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

학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며 핵심적 개념이다.

사람이란 말만큼이나 흔히 사용되고 때로는 매력적인 용어로 등장하여 무척 친숙하게 느껴지

는 정신적인 개념인 자아개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수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

리고 교육학자 등 학문의 초점을 인간에 맞춘 학도들이 자아개념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철학, 사

상, 학문적 배경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이론은 형성

되지 않은 듯하다.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둔 학문의 시작과 더불어 논의되었다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역사의 탐구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어 자체부터 통일되고 합

일된 개념이 없이 마구 남발되어 연구자들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므로 자아개념의 정체 찾기는 힘

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보인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해석해왔다. 자아개념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Psychological Abstracts 의 정기 간행집에서는 1974년 이후 자아개념 혹은 자아 존중감

에 대한 10,910개의 논문이 실려있다. 이것은 대략 전체 논문 중 2.5%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비

율은 과거 17년 이상동안 상당히 일정했다.

이러한 자아 개념을 다룬 행동과학에서 감동적인 책 중 하나는 자신을 찾고 있는 딥스라는 한

작은 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딥스는 정신적으로 지진아이고 자폐아이며,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아이처럼 행동한다. 딥스의 행동이 책을 읽는 것같이 보였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에게 읽도

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어휘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

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교사들은 자신들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이 다섯 살 난 아이로

인해 좌절하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교사 Virginia Axline(1964)은 딥스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

려 숨어 있던 딥스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Axline이 심리 요법자로서 딥스에게

행했던 그의 경험을 정리하여 딥스의 성장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은 딥스의

아름다운 의지와 한 교사의 감동적인 사랑의 기록이 소개되었다. 이것은 성장이 자신의 세계 밖

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세계를 다루는 힘인 자아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혹은 자아개

념에 관한 논의는 철학, 심리학, 그리고 심리요법의 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임을 의미한다.

Rogers(1951)와 같은 많은 학자들은 자아개념이 개인의 행동연구를 위한 기본적 단위임을 주

장한다. 자아개념을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Cooley, 1912)과 한 인간의

내적 잠재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Horney, 1950)도 있다. Fromm(1947)은 자아개념을 인간의

내적 본성 혹은 기본적인 본성으로 간주하며, Harre(1983b)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동인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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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아(self), 자신(ego), 자아지식(self- knowledge), 자아정

체(self- identity), 자기이해(self- understanding), 자아상(self- image), 자아존중감(self- esteem), 현

상적 자아(phenonmenal self) 등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아개념이란 용어는 불분명하게 개

념화되어 있다(Burns, 1979) 더욱 경험적인 문헌들도 혼란스럽다. 예를 들면, 자아개념과 성취간

관계연구에서, Hansford와 Hattie(1982c)는 그들 간의 상관 범위를 - .77에서 +.96이라고 보고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절차들을 제시했지만, 아주 미미한 증거만을 제공했다.

이론적·방법론적으로 타당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논문들도 있다. 주요 문

제는 실혐설계와 관련된다. 전형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자아개념 검사(보통은 단지 특정 연구를

위해 고안된 것임)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거의 혹

은 전혀 없었다. 과학은 이론을 형성하고, 일련의 관찰을 통하여 그 이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

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도 관찰을 위한 이론이나 모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아개념의 이론의 출발은 어디인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개념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점을

먼저 개괄한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개념을 인간사고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우리가 친숙한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그서의 독특한 형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X 혹은

Y로 분류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차를 볼 때 비록 그것이 여러 특징 면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차의 분류 개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가 자극의 질을 정확히 기억하려고 하고, 모든 자극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인지적 긴

장은 크다. 개념들은 우리가 자극을 분화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자극은 다른 자극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다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분류는

개인이 그의 감각기관에 부여하는 다양한 자극을 유목화함으로써 그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정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자아개념은 개인적 장·단점, 행동, 기대되는 행동이 일관성 있

도록 일반화를 부여한다. 반면에 행동에 관해 미결정과 결과를 예측 못하는 능력은 긴장과 불안

을 일으키게 된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타인과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를 갖는다.

자아개념은 가설적 구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인간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

다.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수용과 같은 용어를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우며 실제로 그들이 물리

적으로 실재하고 실체적인 것처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구인들은 가설적 특성을 지닌

설명적인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교사가 한 학생이 능력과 수완이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

고 확신을 한다면, 그리고 후에 그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높은 성취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자아개념은 그 두 관찰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개변인 혹은 가

설적 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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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가 있는 자아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론에 대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

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물론 자아개념에 대한 시각 모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적인 측

면에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아개념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 인

식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자아개념의 인식론

1 . 자아개념의 위계적·다면적 특성

1 ) 위계적 특성

자아개념은 나이에 따라 위계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어린 아동들보다 청소년들은 좀더 다면적

이고 위계적이다. 보다 어린 아동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고차요인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

은 보다 많은 고차원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개념의 위계성에 대한 개념은 물질에서도 유사하다. Rychlak(1968)는 위계적인 개념은 사

람이 항목들의 형식적인 속성들을 생각할 때 제시되며, 각각의 하위 개념은 어떤 부류의 좀더 추

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들을 형성한다 . 예를 들면, 가구는 물건의 부류를 의미한다. 탁자와 의자

는 가구의 구체적인 예들이지만, 가구라는 용어는 단순히 많은 유형의 가구의 집합은 아니다. 가

구 유형들간 관계의 형태는 분명하지도 않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가구는 탁자와 의자보다는

고차 개념이다. 가구는 최소한 3수준을 지니는데, 가구라는 용어가 최상위에 있고, 탁자와 의자같

은 구체적인 사물들은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속성들(둥근 탁자, 떡갈나무 탁자, 혹은 두꺼운

등받이 의자 특성이)은 다음에 있다.

유사하게 자아개념은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

자아개념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특성들이 있다. 가구처럼, 일반 자아개념은 단순히 보다 저차 특

성들의 단순한 부가적인 합체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추상화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더 많은

이러한 유추 수준들을 끌어올리면서, 세부사항들 보다 점점 더 고차 추상개념들을 형성한다. 이 사

다리는 천장이 없고, 항상 추상화의 추상화(자아재귀성이라고 불리우는)를 할 수 있다 (p. 14).

위계적 모형에서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아개념들 간에는 일치성이 있다. 위계구

조에서 저차원 구조들 간에는 모순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나는 대퇴부가 굵다 그러

나 나는 멋진 이두근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진술이 고차수준에서는 나는 내 신

체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차수준에서는 속성들이 통합되어-좋고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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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만하고 수용할 수 없는 등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 분명히, 개인의 고차 구인들

에 대한 지식은 좀더 신뢰로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차개념들은 저차수준 개념들보다는

좀더 안정적이고 시간과 상황 전반에 걸쳐 일관된 것 같다. 이러한 고차 의미들은 Mischel과

Peake에 의해 논의되었던 바 原型과 관계한다(1983; 이전에 논의되었음). 전형적으로, 고차원은

좀더 추상적이며, 저차원은 기초적 요소다.

개개인들이 다양한 자아와 요소들을 통합할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자아개념에서의 출현

성의 중요성을 상술했다. 그러므로, 많은 개개인들에게, 자아는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며, 하나의

단위를 이룬 실체도 아니다. 자아개념은 출현성, 통합, 다양한 의도들, 사회적 상황들, 그리고 의

도된 결과들에 의해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위계모형으로서 그 의미는 이론적·경험적으로 이해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자아개념이 개인에 대한 지배적인 힘임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

는다.

송인섭(1982), Shavelson(1976)의 동료는 자아개념 모형을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탐색요인 분석기법들(Marsh, Barnes, Caims, & Tidman,

1984)의 위계구조를 검사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요인 분석방법의 적용은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다. 1985년에 Marsh와 Hocevar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

의 자아기술검사(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 SDQ) Ⅰ에 대한 반응의 1차원적 구조를 검사했

다(Marsh & Shavelson). 1차 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네 개 학년 수준에 걸쳐 독립적으로 각

학년수준별로 검증되었다. 모수치평가와 지수의 적합도는 제 1차 요인구조가 각 학년수준에서 입

증되었다(Binthaupt & Lipka, 1992).

SDQ Ⅰ 요인 간 상관은 1차 모형에서 추정되었지만, 상관의 패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가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Shavelson 등의 모형과 SDQ Ⅰ 설계는 1차 요인 간 이러한 상

관들의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 특성들의 체계적 위계 순서가 있다고 가정한다.

2 ) 다면적 특성

자아개념 이론은 자아개념의 다양한 국면들이 위계모형의 저차원에서 분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상호관련성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 점이 많이 논의되었다.

한 예로 Goldstein(1939), Rogers(1934, 1951, 1954), 그리고 Murphy(1947)는 자아는 부분들이

얽혀 있어, 모두 잠재적으로 어느 주어진 순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全體形態라는 자아개념 이론

을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Freud(1923/ 1964)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세 구조 개념을 가졌지

만, Jung(1933)과 Rank(1945) 같은 후기 작가들보다 이 세 부분의 균형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았

다. Jung은 예를 들어, 자아는 의식이 무의식에 대하여 균형을 이룰 때만 단일체로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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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자아개념들의 다양성을 주장했던 연구자들은 機能심리학자들일 것이다. 이 기능심리학

자들은 19세기에 주류를 이루었고, 별개의 정신기능들이 있는 수만큼 별개의 대뇌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뇌의 독립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뇌에 좌우반구를 갖고

있으며, 이 두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의 단일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Sperry(1968)은 분리된 뇌 연구를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대부분의 의식적인 자각영역에는 분명한 중복이 있다. 정상적으로 통일된 의식의 흐름 대신, 마

치 횡연합신경을 절제한 환자들은 각 반구에 하나씩, 두 개의 독립된 의식적인 지각의 흐름을 가지

고 있어서, 각각의 흐름은 나머지의 정신적인 경험으로부터 단절되고 접촉하지 못한 것처럼 많은 방

식으로 행동한다. 환언하면, 각 반구는 각기 고유의 독립되고 전용의 감각들인 고유의 지각들, 고유

개념들, 관련된 의지적 경험, 인지적 경험, 학습경험들을 지니고 행동하려는 충동을 지니는 것 같

다 (p. 724).

두 개의 자아들간에 갈등이 없는 이유는, Sperry가 주장하듯이, 이 두 정신적 영역들이 오직

한 개의 몸체를 가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영역들은 항상 동일한 장소로 끌려가, 동일한 사람

들을 만나고, 항상 동일한 것들을 하고, 그래서 공통의, 거의 똑같은 경험을 중복해서 하도록 되

어 있다 (p. 724).

Robinson(1982)은 자아, 자아정체, 그리고 사람과 같은 용어들에 관한 의미에 대한 합법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반론들은 단순하다. 우선, 뇌는 두 부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결정

적인 세 번째 부분인 전두엽이 있다. Luria(1973)는 전두엽들이 기획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

다. 그래서, 좌반구 혹은 우반구보다 오히려 전두엽들이 인과적인 기획, 집행, 통합하는 행위자로

서의 자아개념과 더 관련되는 것 같다. 전두엽들은 9- 11세경에 발달하고, 전두엽들의 기획 혹은

집행 기능은 분명히 자아의 고차 개념들이 발달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더나아가 자아가 뇌에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자아에 통일성

(혹은 분열)을 제공하는 기계 속에 있는 난쟁이 혹은 유령이 있다-은 오류다. 반대로, 이 책에서 지

지된 주장은 자아는 인지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처리능력은 부분들의 부가적인 통합체

그 이상이다. 그것은 다양한 기술들, 기대들, 그리고 자아의 여러가지 차원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자아 개념의 다면성들의 통합에 있어서 큰 개인차가 있다. Ryle(1949)이 어떤 사람들은 타인들

속에서의 관계를 좀더 잘 알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분들을 좀더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tkin, 1950, 1965). 상호관련성은 통일체, 핵, 혹은 심리측정적 언어에서 공통요인이 틀림없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Sherif, 1967). 묘사들의 상호관련된 특성, 처방들, 그리고 자아에 대한 기대의

상호관련 특성 때문에, 자아개념의 요소 부분들간에 갈등이 있을지도 모른다.

Hegel(1817, 1990)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들에 기초하였다. 그는 한 사람 의 하나의 몫 혹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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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몫들이 개체내 다른 몫들과 반대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반대의 결과는 긴장과

갈등이며, 변화를 야기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야기하여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는다. Hegel

은 이러한 과정을 정, 반, 합이라고 불렀다. 이 Hegel적 구조로 볼 때, 지식은 사회적 맥락 내에 그

리고 사회적 맥락과 뒤엉켜져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정신은 정보의 선택과 처리, 그리고 평

가의 구성과 사용에 있어 능동적이다. 이 평가들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일 수 있다. 그 평

가들은 수정되고, 변형되고, 거부되며, 때로는 이전 평가에 동화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개인은 인식아가 그들과 진실로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때조차도 평가를 수용할 지 모

른다. Rogers(1981)는 이 무언의 승낙 과정을 왜곡된 상징화라고 불렀다. 비록 자아개념 모형의 다

양한 특성들이 구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호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 일반자아개념의 잠재성

자아개념이 사람 속에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

다릴 뿐인 통합체가 아니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자아개념은 우리 자

신에 대해 가지는 단지 신념의 집합일 뿐이며, 이 신념들간의 관계들의 집합이다. 그 신념의 집합

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념을 말할 수 있다는 그리고/혹은 크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아개념의 잠재성은 우선적으로 이 관계들과 관련하며, 그래서 자아개념은 우리의 모형

의 저수준에서 보다 정상에서 더 잠재적이다. 자아개념은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국면에 불과하며,

그 출현성과 유의미도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자아개념은 사람, 인성, 혹은 성격과 동의어가 아니다.

일반자아개념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Marsh(1986c)는 일반자아개념에 대해 5가지 정의를

하였는데, 즉 ① 위계적 일반자아개념은 정상에 나타난다; ② 하위 특성들의 범위에서 폭넓게 표

집된 자아 참조 항목들의 총점, ③ 비교적 단일차원적 일반 자아존중감과 많은 구체적 영역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자아가치 혹은 자기확신에 관련하는 내용; ④ 불일치 일반자아개념(예, 실제적-

이상적); 그리고 ⑤ 출현성, 가치, 중요성에 따라 가중된 평균 일반자아개념. Harter (1985a)는 적

합성과 중요성 판단간의 불일치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했고, Pelham과 Swann(1989)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아관점들을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의한 가중화를 주장했다.

일반자아개념은 자아의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반응의 가중체제에 좀더 관련되어 있으며, 개개

인에 걸쳐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중체제는 개개인의 일반자아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결정 인자이다.

연구는 점차로 일반 자아개념을 특별히 유용한 구인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갔다. 일반

자아개념은 분명히 구체적 자아특성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만약 자아개념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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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각기 다른 문맥 내에서 자아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고, 널리 다양한 행동들을 예측하고,

다양한 중재에 대한 결과 척도들을 제공하고, 자아개념과 다른 구인들을 관련시키는 것이라면, 자

아개념의 구체적 특성들은 일반적인 특성보다 더 유용하다. 흥미롭게도 Marsh와 Shavelson 수정

모형은 일반 자아개념에 대한 과신에 대한 이러한 논평은 또한 일반 학문 자아개념의 유영성에도

적용했다. 수학과 언어 자아개념들이 약하게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학문 자아개념

의 척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개념의 내용 특수차원들에 더 많

은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아개념의 다차원들을 고려하도록 고

무되어야 하고, 아마도 일반적인 척도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에 대한 더 많은 지

지는 자아개념의 일반적 차원과 특수차원을 다른 구인들과 관련시키는 네트워크간 연구들의 평

가로부터 발생한다.

자아개념은 중재자 변인으로서의 역할, 다른 구인들의 관련, 그리고 방법론적 문제와 특정 문

제 등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자아개념 연구는 그 이론적 모형과 측정도구에서 엄격함이 부족하다.

자아개념의 차원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아개념

연구는 자아개념과 다른 구인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기술된 연구는 SDQ 도구들

과 그 도구들이 근거로 한 송인섭과 Shavelson 등의 모형에 대한 반응들의 구인타당도를 지지한

다. 연구는 또한 자아개념 연구에 있어서 많은 이론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했으며, 수정된

Marsh/ Shavelson 모형을 낳았다. 이러한 점에서 SDQ 연구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간에 상호작용

을 나타내고, SDQ 연구를 이끈 구인 타당도 접근을 지지한다.

3 . 개인에게 唯一無二한 特性

Calkins(1910)는 각 개인의 자아개념이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양육을 받고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위치에 있으며, 세상을 보는 각기 다른 신념체제를 발달

시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각 사람마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발견하고 본다. Rosenberg(1979)는 다른 사람의 展望들보다 더 혹

은 덜 정확할 수는 있으나 각 개인의 自身의 展望이 독특하다고 덧붙였다. 비록 한 사람이 자신

을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듯이 볼 지 모르고, 그 사람과 유사한 신념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할 지라도,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똑같은 자아개념을 모두 나누지는 않을 것

이다. 개개인에 걸쳐 특징이 있으며, 이것들은 자아개념의 구조와 과정들에 관련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별하기에는 충분히 다른 특징이 있다. 키가 큰 혹은 키가 작은 사람은

평균 키의 사람보다 키를 자아개념에의 출현으로 더 간주할 것 같다. 가사에서 여성들의 몫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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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처럼 소년들은 자신을 남자다움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을 묘사하고 여자 아이는 여자다

움에 대한 감각을 더 중시한다(McGuire, 1984; McGuire & McGuire, 1982).

Marsh(1984, 1987a, 1990b; Marsh & Parker , 1984)는 큰 연못 속에 작은 물고기와 작은 연못

속의 큰 물고기의 은유를 사용해서 자아개념의 이 요인을 강조하였다. 개개인의 자아개념은 자신

이 표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 관계한다. 그들이 비유하는 집단과 관련하여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보다 더 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만

약 그때, 학교에서 가장 잘 하는 농구선수가 재능에 관해서는 거의 밑바닥인 엘리트 농구진영에

배치된다면, 더 낮은 자아개념을 가질 지도 모른다.

방대한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인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중요성은 전망들 속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은 행동을 안내할지 모르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개인들이 전부 엄격하게 그들의 자아지표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너 자신을 알라 대신에 몇몇 사람들은 너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주창해왔다. 이 충고는

특별히 상담에 적당할지 모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아에 대한 강박관념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James(1890)는 실재에 대한 지나친 주장을 의문시했으며, Frued는 자기 도취증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Frued(1908)는 그들의 헌법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고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경증에 걸리게 된다. 만약 그들이 덜 훌륭한 것이 가능했다면 좀더 건강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

다. Storr (1988)는 고독이 학습, 사고, 혁신, 변화를 감수하기, 그리고 상상의 내부세계와 접촉을

유지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러 사회에서 자아개념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에서 자아

개념의 역할에 대해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T riandis, 1989).

우리의 자아개념들이 반드시 옳다거나, 혹은 우리가 자아개념들을 옳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가정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존중감을 거짓말하여 부풀릴 수 있으며(Sackeim, 1983), 사기와

기만이 자아에 대한 신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온 심리학과 교육사에 유명한 경우들이 있

다. Rogers(1961)가 지적했듯이 , 자아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와 타인들에 대한 보

다 나은 이해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 개인이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최상의 관심

일 필요는 없다.

4 . 행동의 예측

1 ) 行動의 길잡이

자아개념은 행동을 안내하고, 중재하고 조절하지만, 행동은 아니다. 자아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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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개념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Ryle, 1949;

Segal & Stacy, 1975).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좀처럼 묻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

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개념과 조화하여 행동할 지 모른다(Erikson, 1959).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성과 우리 행동에 미치는 인성의 영향에 대한 암시적인(혹은 아주 드물게는, 명

시적인) 이론을 가진다. 우리의 자아개념은 실행 수준에서 우리를 안내한다. 보다 간단한 연합과

정, 학습, 과잉학습된 반응 패턴을 통해 臺本이 실행되는 동안 자아는 목표를 세우고, 의도를 가

지며, 평가한다 (Lewis & Brooks- Gunn, 1979 : 26).

그래서 자아개념은 능동적인, 힘이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것, 즉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행위들과 경험들을 해석하고 조직한다. 행동을 위한 표준들, 계

획들, 규칙들 그리고 대본이 있다면, 동기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환경으로부

터의 도전에 반응하여 적응한다 (Markus & Wurf, 1987 : 299- 300).

우리의 자아개념이 출현해서 행동에 좀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다. 자아개념

은 개인이 한 집단과의 조화가 깨졌을 때와 같은 사회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좀

더 안내한다. 자아개념의 일차 요인들 간의 불일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自我瞑想에 잠기도록 할지

도 모르며, 어쩌면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아개념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행동간에

불일치가 있을 때, 과거 행동들이 의문시될 때, 새로운 처방들이 있을 때, 타인의 평가가 고려중

일 때, 부당성이 증명될 때, 혹은 행동이 중요할 때, 자아개념은 연속되는 행동 결과들 혹은 행동

에서의 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한 증거는 자아효능감에 대한 Bandura의 연

구에 의해 제공된다(Bandura, 1982, 1986).

Snyder (1974, 1987)는 개개인의 높고 낮은 자아 충고에 근거한 이론을 정교화했다. 높은 자아

충고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들의 자아표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그들 자신의 자아표현들을 선택한다. 낮은 자아충고들은 그들 주

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평가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좀더 자신의 신념에 맞게

행동하고, 그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치를 긍정적으로 본다. 낮은 자아충고자들은 그래서

경우마다 좀더 일관적이고, 아마도 그들의 자아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을 보다 잘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높은 자아 충고자들은 좀더 상황특수적이고, 아마도 상황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통합의

식을 얻는다.

자아개념과 행동간 관계에 포함된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그 상관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

며, 자아개념에서의 변화가 다른 행동들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자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들의 기초가 되는 공통 주제는 통제다. 통제에 대한 앞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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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자아개념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야기시킬지 모르며, 통제의 개념은 반드시 의도적 통제

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때때로 대량의 혼란스럽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료들

에 어떤 순서와 통제를 계속해서 가하려는 욕구에 더해, 개개인들은 그들 자신들과 그들 세계에 대

한 인식들에 대해 작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제를 단일한 현상으로 간주하기는 너무 간단하다.

우리는 또한 과정에 대한 통제와 결과에 대한 통제 사이를 구별해 왔다(Hattie, Johns, &

Hosseini, 1991). 학생은 결과를 이해하고 구함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고, 과정들은 이해하고 향유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좀 더 과업목표들에 전념하고, 반면에 과정

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과업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그들의 능력과 그들에 의해 통제된 다른 요인들의 탓으로 더

돌린다.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성공 혹은 실패를 환경적 조건들이나 혹은 교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더 돌린다. 우리 학교체제에서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성취를 향상

시키는 데 비생산적인 듯하다.

이러한 결과와 과정에 대한 통제의 개념들과 개인의 효능감과 변화 가능함은 우리의 기대와

관계하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지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다. 자신의

소질에 대한 합리적으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기대들은 성공적인 기능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크나큰 오판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가장 기능적인 효능감 판단은 아마도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초과한 판단들이다.

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확대할 것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랬동

안 장애와 기피하는 경험들에 맞서서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Weize(1986)는 통제의 발달을

추적했고, 개개인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광범한 과정들을 사용하는 통제감을 구할지 모른다고

제안했다. ① 그들의 바람과 일치하여 기존의 실재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② 그러한 실재들과

좀더 만족시키는 적합성을 초래하기 위해 기존의 실재들을 적응시키시려는 시도. 이 과정들은 조

절과 동화의 개념들과 가까운데, 자아에 대한 관념들의 통합에 포함되어 있다.

2 ) 暗示性

인성에 대한 암시적 이론들은 특성간 가정된 관계들을 묘사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예를 들어,

Bruner & Tagiuri, 1954),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가

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Schneider , 1973). 그들은 인성에 대한 좀더 고양되고 의식적으로 개

발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대조적으로 암시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들 자

신과 행동에 대한 암시적 심리학 이론을 사용해서 경험의 뜻을 이해하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설

명한다. 그들은 또한 이 암시적 이론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설명한다(Kahnemann,

Slovic, & Tversky, 1982 ; Kahnemann & Tversky, 1972). 이 암시적 이론들은 우리의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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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Ross(1989)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아개념에 대한 암시적 이론들을 사

용하여 그들의 개인사를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은 자아존중감을 위해 실재적 관점을 왜곡시

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ietzche(1911)가 나는 그것을 했었다라고 나의 기억은 말한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나의 자존심은 말하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있다. 결국,

기억이 굴복한다.

암시적 이론들에 관해 가장 분명하게 진술된 관점 중 하나는 Kelly(1955)이다. Kelly는 우리들

각자가 인생경험들의 독특한 산물인 개인구인체제를 통해 인생을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이 개인

적인 구인은 우리가 자라면서 수정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으로 잘 작용하는 범위를 갖는다. Kelly

의 근본적인 가정은 한 개인의 과정들이 자신이 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에 의해 심리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Kelly는 정적인 존재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개체에 대한 가

정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는 動因, 동기,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다. 그의 현재의 논의를 위해

중요한 推論은 선택 추론이다. 한 개인이 자신을 위해 개인의 참여가 자신의 자아에의 확대와 정

의에 대한 보다 큰 가능성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래서 한 개인은 자신이 이

미 사용하는 체제에 대해 좀더 이해를 폭넓게 하거나, 혹은 보다 잘 정의할 것 같다.

Kelly는 자아가 어떤 명확한 방식으로 비슷한 사건들과 관련있다. 자아는 개념화되어서, 이제

사물, 자료, 혹은 상위 구인의 문맥 내 항목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Kelly , 1955 : 133)고 하였다.

Kelly는 자연이 웅얼거리는 것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인물 스케치를 요구함으로써 자아를

아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나는 당신이 마치 그가 연극에서 주요인물인 것처럼 (예를 들

어) Harry Brown의 인물 스케치를 써주기 원했다.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동정하며, 그를

알고 있는 친구에 의해 쓰여진 것처럼 아마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것 이상으

로 인물 스케치를 쓰라. 반드시, 3인칭으로 쓰라. 예를 들면, Harry Brown은...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라. (pp. 332- 336). 결과로서, 한 사람의 구인들(자아)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이 구인

들이 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지 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아는 것이 가능하다.

대안적 절차는 학생들에게 자아개념이라는 용어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것은 지

능과 같은 심리학적인 구인들에 대한 비전문가적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접근법

이다(Neisser , 1979). 이 방법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은, 지능과는 달리, 자아개념이라는 용어가 널

리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어유창성에 관련하는 편견이 있을 지도 모르며, 유창한 사람들은

덜 유창한 동료들보다 반응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좀더 적은 혹은 각기 다른 반응들에 대한 이유

는 이 유창성에 관계될 지 모르며,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자유로운 언어적 반응

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황, 사회적 바람직함,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인성요인들에 의해 영향받

을 것 같다. 자아개념과 같은 친숙하지 않은 개념들은 좀더 언어 이전의, 무언의, 자동적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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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암시적인 것 같다.

또 다른 접근법은 행동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높은 자아개념을 갖은 개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행동의 중요성을 평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

데, Sternberg, Conway, Ketron, 그리고 Bernstein(1981)이 비전문가와 전문가에게 지능과 연관된

행동들의 목록을 제시했다. 이 사람들은 250개의 행동들 각각이 이상적으로 지적인 사람 안에서 어

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평정하도록 요구받았다. 비전문가의 평정에 대한 주요한 요소분석으로부터,

그들은 3가지 요소들을 보고했다: 실제적인 문제해결, 언어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다. 사회적 능력

은 심리학자들의 명시적 이론들에는 거의 항상 부재한 것이지만, 비전문가들의 암시적 이론세우기

에는 나타난 요소라고 말했다. 이 연구와 다른 연구들로부터, Sternberg와 동료들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없이 지적인 사람에 대한 原型을 가지는 듯 하며, 이 원형에 대한 그들의 자아인식 대응들은

측정된 지능 뿐만 아니라 이 지능에 대한 그들의 평가들과 연관되어 있다 고 주장했다(p. 50). 더욱

이, 비전문가들은 그들이 自我評價와 타인의 평가 모두에서 사용하는 잘 개발된 지능의 暗示的 理

論들을 가지고 있다. 이 관념들은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언어적 유창성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론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개개인의 암시적 이론보다 오히려 자아개념의 예상되는

의미들이 보고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은 심리학적인 의미에 대한 많은 암묵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암묵적 지식의 출현을 고려하는 개별사례법이 자아개념과 같은 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좀더 타당한 것 같다. 첫 번째 예에서,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에 대한 관념이 얼마

나 서로 다른지를 평가하는 것은 가치 있다. 즉,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색다른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다.

Brunswik(1952, 1956)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간의 관계를 위해 렌즈모형 을 개발했다.

Kelly가 그랬던 것처럼, Brunswik도 판단이 우선적으로 인지적 활동이라는 가정에서, 개인은 지

각된 세계의 다양한 차원들에 관련하여 단서들 을 사용한다는 면을 제안했다. 개인이 자아개념

에 대한 자신의 개념들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들은 그다지 잘 생각나지 않으며,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것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Tagiuri, 1969). 오히려, 개개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서들을 이

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5 . 狀況과 문화의 영향

1 ) 중요타인의 영향

자아개념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자아개념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과 비교되는 상황, 환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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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중요타인들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논쟁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이 선택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 보면

고전적인 자유의지 대 결정주의 논쟁으로 된다. 심리학에서, 두 개의 극단은 기계론적인 관점과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명명되어왔다(Lewis & Brooks- Gunn, 1979 ; Loevinger , 1976 ; Reese &

Overton, 1970). 기계론은 정보는 자극이며(예를 들면, 환경 혹은 타인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개개인의 행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행동의 조직과 통제는 환경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지 개인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외부 영향

들에 대한 반응이며, 행동주의학자, Mead, Cooley 등의 참조집단 이론가들과 Goffman이 가장 일

치했던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인데, 개개인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해석하며,

그의 또는 그녀의 행위들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을 조

직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Rogers(1951), Kelly(1955), 그리고 Piaget (1973)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어떠한 관점도 환경만이 혹은 개인만이 자아개념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지

는 않는다. 자아개념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관심이 논의되고 있다.

Heider (1958)는 행동에 대한 인과성을 개인 외적인 것 혹은 내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Heider는 개인

이 행동 결과들을 능력 정도, 노력의 양, 곤란정도, 혹은 환경내 통제불가능한 우연적 요인들의 탓으

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통제의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간 구별은 DeCharms(1968)와 Weinner (1972,

1977)와 같은 귀인이론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DeCharms는 인간의 일차적인 動機性向은 환경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사람

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이 동기화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因果關係의 소재는 개인내에 있

다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재가 개인 밖에 있다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DeCharms는

이를 내적 소재, 외적 소재로 명명했다. 사람들은 원인을 나타내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인과관계의 일차적 소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즉, 운명의 정복자, 행동의 근원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DeCharms가 개인적 인과관계라고 명명했다. 행동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인식은 근원이라 부른다. 행동을 통제를 초월한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앞

잡이라고 불리운다. DeCharms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고, 오히려 개인은 어떤 상황들

하에서는 좀더 근원처럼, 다른 상황에서는 좀더 앞잡이처럼 느낀다고 했다. 근원은 개인적 인과관

계에 대한 강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느낌은 그의 환경에서의 효과의 인과관계 소재가 그 자신내

에 있다는 느낌이다. ... 앞잡이는 그의 통제를 초월한 인과적 힘, 혹은 다른 사람들에 귀속하는 개인

적인 힘, 혹은 물질적 환경에 귀속하는 힘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느낌이다. 이것은 무력함 혹은 무

능함이라는 강한 느낌을 구성한다 (p. 274). 이 차이들은 내적 강화와 외적 강화에 대해 썼던

Rotter(1954, 1966), 책임의 내적, 외적 소재를 사용했던 Weiner(1974a : 1977), 객관적, 주관적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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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사용했던 Duval과 Wicklund(1972), 실용적, 원리적 자아를 사용한 Snyder와 Campbell(1982),

심리학적, 물질적 자아를 사용한 Anderson(1952),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사용한 Deci(1975),

자유와 구속을 사용한 Brehm(1966)과 Steiner(1970)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Rotter (1954, 1966, 1975)는 행동이 특별한 강화와 그 강화의 가치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기대의

기능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대가 있다. 하나는 성취, 의존, 확증, 그리고 사회

적 승인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강화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강화의 본질이 다를지

모르는 상황들의 다른 국면들로부터의 일반화한 기대들을 다룬다.

강화가 피험자 자신의 행위가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그때 우리의 문화속에서 그것은

전형적으로 운, 우연, 운명의 결과로서, 강력한 타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혹은 그를 둘러싼 힘

의 복잡성 때문에 예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이것을 외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라고 명

명한다. 만약 그 사람이 사건이 그 자신의 행동 혹은 그 자신의 비교적 영구한 특성들 나름대로의

것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라고 명명한다. (Rot ter , 1966 : 1)

통제의 높은 내적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통제의 높은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

아개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것은 내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성공을 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강한 유대를 보

지 않고, 성공을 운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인과관계를 그들의 통제가 아닌 요인들에 기인하

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부당성을 외적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반

면, 내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부당성을 그들 자신과 외적 요인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최소

한 그가 우연히 만나는 실패의 일부를 그 자신의 한계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외부 세계의 탓으로

돌리는 개인은 그의 가치에 대한 보다 고귀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Coopersmith, 1967 : 43).

Weiner (1986)는 통제의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간 이러한 차이가 행동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하

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가지 차원을 덧붙였다. 하나는 상대적인 지속성이다. 예를 들면, 능력이

노력보다는 좀더 지속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능력의 탓으로 돌려진 앞선 결과들은 노력

의 탓으로 돌려진 결과들보다 미래에 대해 좀더 예언적이다. 두번째 차원은 지배성이다. 능력은

내적, 안정적, 통제불가능한 것인 반면에, 노력은 내적, 불안정적, 통제가능한 것이다. Weiner는

또한 의도성 혹은 전체성(원인의 보편성)과 같은 다른 차원들을 비추었다.

Weiner는 높은 내적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실패의 좌절을 좀더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즉, 노력

은 증대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후에 수행증진을 나타내고 목표관련

시도를 밀고 나간다. 높은 내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성취에의 자부심이 증가된다.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실패에 의해 좀더 방해받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목표지향적 활동들

을 그만두기 쉽다. 이것은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운을 주원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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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정될 수 없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높은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은 상황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좀더 분화되고, 덜 위계적인 자

아개념을 갖는다. 이것은 외적 소재를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

기 때문이다.

일련의 실험들로부터 Snyder (1974, 1979)는 높은 자아충고자는 상황의 속성들에 대한 좀더 풍

부하고 좀더 유익한 묘사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이 지식으로부터 좀더 광범하

게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자아충고자는 자아에 관하여 더 풍부한 기질적 구인들을 제

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특성들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활용한다.

2 ) 文化的으로 關與됨

문화가 자아개념에 주는 영향은 최소한 두 가지 관점들이 있다. 첫번째 관점은 자아개념이 개

인보다는 문화에 좀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Peirce(1960)는, 예를 들면, 자아가 신호의 발화자

와 번역자간 대화를 구성하는 신호체계에 기초된다는 신호일반이론을 가정했다. 그러므로, 자아

개념은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과 관련있는 것은 아니다(Cushman, 1990 ; Singer , 1980).

Snygg와 Coombs(1949)는 우리가 이동한 문화가 그 각각의 구성원들에 의해 발달된 현상적 자

아를 결정하는데 완전히 그리고 헤어날 수 없이 우리 경험의 일부 라는 접근법을 따랐다(p. 87).

자아개념의 문화적 의존에 대한 또다른 설명은 어느 한 문화권 출신으로 새로운 문화에의 동화와

관련된다. 이 동화는 개인 평가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호주 원주민들은 전형적으로 인간의 자아개념을 문화와 관련시킨다. Puntipi원주민 문화에서

自我槪念은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의 망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F.R. Myers, 1979). 자아는

장소들, 조상들, 재산에 관해서 정의되며, 관계성의 이미지와 실재는 공유로부터 개성의 이기적

인 국면들을 효과적으로 삭제하면서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지속된다(p. 366).

문화의 영향에 대한 두번째 관점은 自我槪念에 대한 공통의 요소들이 있으며, 이 공통점은 문

화로 정의된다. 그래서 자아개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개인과 문화로부터 많이 나온다. 그러나,

공통의 사회를 창조할 공통 근원들이 있을 수 있다. Levi- Strauss(1963, 1966)은 이것을 브리콜라

쥬 (bricolage)라고 불렀으며, 각기 다른 문화가 요소들의 다양성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공통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에 걸쳐 요소들의 배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특히 가족

과 관련된 진술들의 주역할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T iwi체제에서는 어느 두 사람이 동일한 이름

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Bali에서는 아동들은 출생 순서에 따라 Wayan, Made,

Nyoman, Ketut로 명명된다. 만약 한 가정이 네 아이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름이 처음부터 재

개되고, 그 주기는 독립적으로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발생한다. Geertz(1979)는 이 Bali의 관습은

문화에 개인을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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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에서 Geertz(1973, 1979)는 자율, 완전통합, 통제와 지배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한다

(Storr , 1988). 서구사회는 1차적 통제를 가치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재에 영향을 주며, 반면 일

본과 같은 다른 문화들은 그 자신들의 모양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재에 그 자신들을 맞

춘다(Shweder & Bourne, 1982). 일본에서, 완전히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자아개념은 아주 이국적

이다...일본사람들은 자아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자아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p. 973).(또한 Marsella,

DeVos, & Hsu, 1985 ; Stevenson, Azuma, & Hakuta, 1986을 보라.)

자아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있다. Roy(1966)는 인도철학에서 자아에 대한

7가지 다른 관점을 확인했다.

① 신체로부터 분리된 자아는 없다(Aruaka);

② 자아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Jania);

③ 자아는 독특한 영속적인 실체다(Nyaya);

④ 자아가 없으면, 단지 의식이 있을 뿐이다(Buddha);

⑤ 자아는 끊임없는 찰나의 상태들이다(Sunyauedin);

⑥ 자아는 의식을 기초로 하는 외적, 무한한 실체다(Mimamsako); 그리고

⑦ 자아는 자기 단정적, 자기증명 의식이다(Sankara).

문화간, 문화내 모두 자아개념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몇몇 사회에서는 자아

개념이 문화의 사회적 관행에 의해 아주 많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 반면에, 다른 사회에서는 그

러한 개념들이 개개인들이 문화내 자신들의 위치를 통제한다고 정의된다(Sampson, 1985 ; Storr ,

1988을 보라). 자아개념의 위계적 다면 모형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다른 문화에서 연구되어 왔

다(Song, 1982 ; Watkins, Fleming & Alfon, 1989 ; Watkins, Kai & Regmia, 1991).

6 . 시간과 변화

1 ) 세대에 따라 자아관념에 대한 加重値의 변화

위에 제시된 위계모형에서의 특성들(동료, 가족, 신체적 자아개념과 같은)은 총 망라하지는 않

으며, 더욱이 그 특성들은 발달을 통해, 그리고 문화에 걸쳐 변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세대에 걸

쳐 변할지 모른다. Zurcher (1977)는 시간 전반에 걸쳐 자아개념을 연구했고, 자아개념의 내용에

많은 변화를 발견했다. 그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20개의 진술들을 답해야 하는 20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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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Twenty Statements T est : Kuhn & McPartland, 1954 ; McPartland, 1965)를 사용했다. 그후

답안들은 4개 범주로 부호화된다.

① 범주 가는 신분증명서에서 발견되는 물질적 속성들과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자아개념에

대한 이 정보는 표준척도, 혹은 척도로 볼 수 있다 :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

② 범주 나 는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사회적 관계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다 혹

은 나는 등반가다 . 이 진술들은 정의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행에 의존하며, 행동에 대한

규준을 갖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다.

③ 범주 다 반응들은 사회적 상황들을 초월할 만큼 추상적이다. 그 반응들은 나는 행복한 사

람이다 와 나는 좋은 음악을 좋아한다 와 같은 행동양식들을 묘사한다.

④ 범주 라 반응들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진술들은

나는 살아있는 개체다 와 나는 모든 사람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로 예시된다

(McPartland로부터 발췌한 기술들, 1965).

가양식은 신체적 자아로 명명되며, 나양식은 사회적 자아, 다양식은 반성적 자아, 라양식

은 대양 자아로 명명된다. 1950년대 중반에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은 1차적으로 양식 나 (사회

적 자아)로서 범주화된 반응들을 얻었다.(Hartley , 1957). 그러나, Zurcher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식 다인 반성적 자아로의 변화를 수십년 후 보고했다. Zurcher는 다른 연구자들이 과거 몇 세

대에 걸쳐 나양식에서 다양식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한 이동을 보고했었다고 말했다(예를 들

면, Gordon, 1968 ; Sheinberg, 1973 ; Spitzer & Parker , 1976 ; Turner , 1971).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성은 변화지향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적인 나양식 자아

개념은 심각하게 도전받을 것이며, 반성적 다양식은 고통스럽게 널리 보급될 것이고, 그 불쾌함

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적합한 자아개념들을 형성하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개개인의 시간 전망은 구체적으로 현재를 향해 이동하도록 도전 받을 것이다. 비록 반

드시 덜 강렬할 필요가 없지만, 상호간 접촉이 좀더 간단하게 되고 특수한 기준들에 좀더 근거를

두도록 촉구될 것이다. 지연된 만족에 대해서보다는 충동만족에 대한 보다 큰 보상이 있을 것이

며, 감정의 자발성 혹은 변화용이성이 높게 평가될 것이다. 그 사람은 자유를 계속 신봉하도록 촉

구 받을 것이지만, 의무감, 혹은 책임의식은 1차적 접촉 밖의 사회적 형태들에 덜 지워지고, 전반

적으로 좀더 인간애에 대한 헌신을 향해 있을 것으로 보일 것이다. 개인은 덜 행함 지향적이 되

고, 더 존재 지향적이 되도록 촉구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 쉬운 自我槪念을 발달시킬 것인지 혹은 발달시킬 수 있는지는 분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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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분명히 최근 서양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발달과정이 개개인 내에 발생하는지도 분명

치 않다( 가에서 나로, 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개념의 지배적인 초점은 과거 몇 세대에

걸쳐 변화해왔다는 것이 나타난다.

결과는 반드시 증가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닐지 모르며, 자기검증, 자아향상, 자아일관성, 그리고/

또는 자아복잡성의 과정들과, 이러한 과정들이 각기 다른 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

리가 이해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이 관계될 수 있다.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요소들은 ① 결과들을 분명하게 형성하고 현재의 자아개념 발달과정들에 배합하기, ②

집단상황에서 작용 시 개개인의 자아개념의 범위, 변이, 유사성을 이해하기, ③ 개개인들에게 그

들의 자아와 그들 세계에 대한 인식의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지재구조

방법을 사용하기, ④ 성취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교사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지재구조 방법으로 훈련된 자아개념 문헌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⑤

처리의 지속기간에 대한 좀더 단기적으로 더 응축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함으로써 연정과 다양성

을 포착하기, ⑥ 결과의 측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장하기 등이다. 이러한 요소

들은 아마도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변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결과

는 자아개념의 차원들을 통합하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혹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과정들은

어떻게 개개인들이 자아와 관련하여 정보를 평가하며 동화시키는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의 공통 결과는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증가된 성

취가 사실상 자아개념을 감소시킬지 모른다. 만약 향상된 능력의 결과로 학생이 다른 참조의 특

을 학습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감소될지 모른다. 자신의 학교에서 수학에 탁월한 학

생이 엘리트 수학인들을 위한 학교에 진학할 때를 예로 설명하자. 그때 자신의 성취는 증가한다.

그러나 자신이 그때 새로운 동료들과 그의 혹은 그녀의 능력을 관련지을지도 모르며,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혹은 자아효능감은 감소될 수 있다. 개인의 자각된 능력은 자신의

기대와 처방에 의해 수정된다.

자아개념과 성취 관계의 힘과 방향에 관한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변량의 양이 아주

작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평가할 수 있는 공변량의 부족은 인과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아

주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연구를 위한 좀더 효과적인 방향들이 있을지 모른다. 한 가지 그러한

방향은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학업성취에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요구되는 인과에 대해 정교화 시키는 것이다. Song과 Hattie(1985)와 Helmke(1987)가 증명했듯

이, 성취에 대한 자아개념의 효과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것 같다. Weinert와

Helmke(1987)는 학생의 능력 자아개념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 학생의 학습활동이 교사에

의해 더 통제된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가 거의 없다면, 감소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높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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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수업준비의 정확성과 철저함, 교실수업 동안의 학생참여를 촉진했다. 그들은 높은 자아개

념이 중요한 학습상황에서 노력 유지를 위해 유리한 선행조건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자아개념 향상에 대한 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왜 학교에서 교사들과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비난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장소는 가정에 있다고 주장하다. 이러

한 프로그램들의 배치는 1차적으로 교육목적의 문제다. 만약 목적이 단지 묘사하는 것이고, 외부

사건들에 대한 지식의 향상뿐이라면,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과일지는 모르나 교육목적은

아니다. 교육의 결과들은 외부사건들에 대해 지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

다. 결과들은 학습애, 학습하기 위해 학습하기, 감정이입,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 차원들을 포함

할 수 있었다. 교사에 의한 성공부족은 아마도 목적이 다른 것과 관련될 것이다. 교사들은 성취결

과들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정통하고, 반면 프로그램들은 자아개념 결과들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

적이 있다.

2 ) 安定性

자아개념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아주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아개념은 문화에 걸쳐, 세대

에 걸쳐, 연령에 걸쳐, 상황에 걸쳐 변화하며,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Erikson(1968)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방인임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막기도 한다. 이 안정성의 근거는 개개인들이 자아일관성, 자아향상, 자기검증을 통해 자

아개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이해하는 패턴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그럴듯한 역설을 풀기 위

해, Markus와 Kunda(1986)는 작업자아개념 의 개념을 생각했었다. 작업자아개념은 자아관념

들의 모음으로부터의 요소들로 구성되는 임시구조이며, 계속 진행중인 사회적 사건들에 의해 결

정되는 형태이다 (p. 859). 위계모형은 위계구조의 상위 끝에서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서

(시간과 경우를 막론하고)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아개념은 위계구조의 정상에서 꽤

안정적이다.

모형에서 좀더 낮은 수준에서, 자아개념은 좀더 상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1980; Marx & Winne

에 의해 발견된 상관들과 같은 부적 상관들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자

아개념의 안정성이 사회적 환경의 일관성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Gergen, 1982). 그러나, 양 관점

은 너무 단순하다. 개인차가 두드러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황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통제의 낮은 내적 소재를 가진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자아복잡성

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통제의 높은 내적 소재 혹은 복잡성에 대한 높은 관용을 지닌 사람들

보다 상황적인 것에 좌우되는 자아개념을 더 가질 것 같다.

자아개념은 구체적인 조건들(상태)과 다양한 자극 맥락에 걸쳐(특성) 관련시킬 수 있다.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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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기질이며, 단일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비교적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특성은 장기 전망

으로 볼 때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Magnusson & Endler, 1977). Fridhandler (1986)는 상태

와 특성을 단기대 장기 지속, 구체성 대 추상화를 근거로 하여 구별하였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우리 자신의 행동은 특성과 상태라는 점에서 본다. 우

리는 우리 자신을 좀더 융통성 있고 변화가능한 것으로 보고, 타인들은 우리보다 변화하는데 덜 개

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자아개념의 위계모형에서, 일반자아개념은 하나의 특성이며, 가족 자아개

념 혹은 신체자아개념과 같은 좀더 구체적인 자아개념들은 상태들이다. 위계구조의 좀 더 낮은 수

준에는, 상황에 걸쳐 시간을 넘어서 자아개념에 좀더 많은 불안정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반면에,

보다 상위수준에는 기억, 과거습관 그리고 안정된 목표들이 안정감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Gergen(1982)는 자아개념을 유동적 혹은 덧없다고 간주했다. 그는 자아관념들을 순간적인 동요

의 4가지 근원들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Gergen은 안정화된 자아개념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이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아개념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Cooley , 1902 ; Gergen,

1965 참조), 자아관찰 혹은 역할놀이(Gergen & T aylor , 1969), 사회적 비교(Morse & Gergen,

1970), 그리고 기억주사 혹은 자신에 대한 과거 기억들 재고(Gergen & T aylor , 1969) 때문에 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아개념에 충격을 가하는 인생사건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신중과 후 모

성자아개념(Leifer , 1980), 일상생활에서의 엄마의 자아개념, 특히 아동들과의 상호작용(Patterson,

1980 ; Wells, 1988)등이 있다. 그러나, 비록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아개념의 평

균수준들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자아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결과들을 통합하여 자아개념은 어떻게 보아야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

에서 자아개념을 정리하였다.

자아개념은 분명히 다면적 개념이다. 즉, 자아개념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대답은 없다. 오히려 자아개념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목적은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개념은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 관점을 유도해내는 우리 몸 안의 난쟁이도 아니다. 심리학적 용어 자아개념은 통제의

소재, 지능, 중력, 혹은 전기에 대한 개념들보다도 더 이상 실재가 아니다. 자아개념은 그것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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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자아를 묘사하기 위한 언어게임은 여기에 제시한 모형의 본질이다. 자아

에 대한 관념들은 우선적으로 암시적이며 다면적이며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케 하는 구인이다.

자아개념은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할 의도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은 신념이

며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 자아개념의 차원은 많이 있으며 이것들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나이 어린 아동들은 좀 더 객관적인 관념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든 아동들은

좀더 추상적인 관념들을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 가장 공통적인 차원들은 학문적, 동료, 가족, 자아

확신과 신체이지만 도덕적 차원과 성적 차원들처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위계적이고 다면

적인 모형은 가외의 차원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을 통합한다. 통합의 차이가

앞으로 연구를 위한 가장 유용한 길일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 자아개념의 인식론으로 정리된 제 개념들은 물론 자아개념을 보는 모든 시각을

통합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아개념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용어 자체부터 통일되고 합일된 개념이 없이 마구 남발되어 연구자들

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므로 자아개념의 정체 찾기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아

개념에 대한 시각 모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아개념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 인식론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중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자아개념 모형을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탐색요인 분석기법들(Marsh, Barnes, Caims, & Tidman,

1984)의 위계구조를 검사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으나 확인요인 분석방법의 적용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자아개념의 잠재성에 대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아개념 연구는 그 이론적

모형과 측정도구에서 엄격함이 부족하다. 자아개념의 차원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아개념 연구는 자아개념과 다른 구인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었다. 여기에 기술된 연구는 SDQ 도구들과 그 도구들이 근거로 한 송인섭과 Shavelson 등의

모형에 대한 반응들의 구인타당도를 지지한다. 연구는 Marsh/ Shavelson 모형을 낳았다. 이러한

점에서 SDQ 연구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 간에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SDQ 연구를 이끈 구인 타

당도 접근을 지지한다.

세 번째는 자아개념이 개인에게 유일무이한 특성으로 방대한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인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행동을

안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개인들이 전부 엄격하게 그들의 자아지표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너 자신을 알라 대신에 몇몇 사람들은 너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주창해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2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왔다. 이 충고는 특별히 상담에 적당할지 모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아에 대한 강박관념을 치

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Storr (1988)는 고독이 학습, 사고, 혁신, 변화를 감수하기, 그리고 상상

의 내부세계와 접촉을 유지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러 사회에서 자아개념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는, 우리 사회에서 자아개념의 역할에 대해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Triandis, 1989).

다음으로는 자아개념이 행동과 관련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아개념은 행동을

안내하고, 중재하고 조절하지만, 행동은 아니다. 자아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개념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Ryle, 1949 ; Segal & Stacy, 1975).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좀처럼 묻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는 우리의 자아개념과 조화하여 행동할 지 모른다(Erikson, 1959).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성과 우

리 행동에 미치는 인성의 영향에 대한 암시적인(혹은 아주 드물게는, 명시적인) 이론을 가진다.

우리의 자아개념은 실행 수준에서 우리를 안내한다. 보다 간단한 연합과정, 학습, 과잉학습된 반

응 패턴을 통해 臺本이 실행되는 동안 자아는 목표를 세우고, 의도를 가지며, 평가한다. (Lewis

& Brooks- Gunn, 1979 : 26).

다섯 번째로 자아개념의 암시성을 꼽고 있다. 인성에 대한 암시적 이론들은 특성간 가정된 관계들

을 묘사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예를 들어, Bruner & Tagiuri, 1954),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왜 그들

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가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Schneider , 1973). 그들은 인성에

대한 좀더 고양되고 의식적으로 개발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대조적으로 암시적이라는 말로 표현

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들 자신과 행동에 대한 암시적 심리학 이론을 사용해서 경험의 뜻을 이

해하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이 암시적 이론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행동과 사

고를 설명한다(Kahnemann, Slovic, & Tversky, 1982 ; Kahnemann & Tversky, 1972).

다음 여섯 번째로는 상황과 중요 타인의 영향과 관련된 자아개념에 대해 말한다. 자아개념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자아개념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과 비교되는 상황, 환경, 그리고 중요타인

들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논쟁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

면, 이 선택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 보면 고전적인 자

유의지 대 결정주의 논쟁으로 된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어떠한 관점도 환경만이 혹은 개인

만이 자아개념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아개념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의 개인

차에 대한 관심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자아개념은 세대에 따라 자아개념에 대한 가중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위에

제시된 위계모형에서의 특성들(동료, 가족, 신체적 자아개념과 같은)은 총 망라하지는 않으며, 더

욱이 그 특성들은 발달을 통해, 그리고 문화에 걸쳐 변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세대에 걸쳐 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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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 쉬운 自我槪念을 발달시킬 것인지 혹은 발달시킬 수 있는지는 분

명치 않으며, 분명히 최근 서양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발달과정이 개개인 내에 발생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가에서 나로, 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개념의 지배적인 초점은 과거 몇 세

대에 걸쳐 변화해왔다는 것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안정성 측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아개념은 문화에 걸쳐, 세대에 걸

쳐, 연령에 걸쳐, 상황에 걸쳐 변화하며,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

나, Erikson(1968)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

임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

를 막기도 한다. 이 안정성의 근거는 개개인들이 자아일관성, 자아향상, 자기검증을 통해 자아개

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이해하는 패턴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그럴듯한 역설을 풀기 위해,

Markus와 Kunda(1986)는 작업자아개념 의 개념을 생각했었다. 작업자아개념은 자아관념들의

모음으로부터의 요소들로 구성되는 임시구조이며, 계속 진행중인 사회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다 (p. 859). 위계모형은 위계구조의 상위 끝에서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서(시간을

막론하고)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아개념은 위계구조의 정상에서 꽤 안정적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자아개념의 인식론적 특성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지금까

지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자아개념의 연구에서 정리하고 논의한 것들의 통합이

다. 앞으로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적 발전은 계속되리라 보고 연구주제로 계속 남을 것이다.

송인섭 (1988).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 Achievement, ability and classroom

self-concept. 서울 : 교육학연구 , 제26권 , 제1호, 117-123.

______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 양서원.

______ (1989). 자아개념 구조에 대한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 제27권 ,

제1호.

______ (1983). 자아개념연구의 동향. 한국교육학회, 충남지회소식 , 제13호 .

______ (1984). The higher order structure of self-concept. 서울 : 교육학연구 , 제22권 , 제11호, 55-64.

______ (1988).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 Achievement, ability and classroom self-concept.

서울 : 교육학연구, 제26권, 제1호, 117-123.

참고문헌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2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 양서원.

______ (1989). 자아개념 구조에대한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27권, 제1호.

______ (1994). 자아개념의 다면 ·위계적 모형. 교육심리연구 , 제8권 제2호.

______ (1995). 내가 만들어 가는 행복 . 상조사.

______ (1995). 내가있는 나 . 상조사.

______ (1995).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 . 상조사.

______ (1995).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 상조사.

______ (1995). 성숙한 자아의식을 향하여 . 상조사.

______ (1995). 자아의 발견 . 상조사.

______ (1995). 자존심이 있는 삶 . 상조사.

______ (1996). 여학생의 성격발달특성에 관한 연구 .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______ (1996). 유아성격검사 . 한국영재영구원.

______ (199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교육심리연구 , 제 15대 신임회장 취임강연, 한국교육학

회 교육심리연구회.

______ (1997b). 자아개념의 발달경향 분석. 교육심리연구 , 제11권 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______ (1997d). 남 ·여 대학생의 성격특성 비교분석. 교육학연구 , 제35권 제4호.

______ (1997g). 자아개념의 구조모형. 학생생활연구 , 제4집, 충주산업대학 학생생활연

Bandura, A. (1982). The self and mechanisms of agency.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 3-39.

______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runer, J. 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of people. In G.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634-654). Reading, MA : Addison-Wesley.

Calkins, M. W. (1910). A f irstbook in psychology . New York : Macmillan.

Colly, C. H. (191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Erikson, E. H .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171.

Freud, S. (1964). The ego and the id (Vol.19, pp. 3-68). London: Hogarth. (Original published in 1923.)

Fromm, E. (1949). Sex and character in Anshen, R. (Ed). The Family: Its Funtion and destiny. New

York: Haper, 375-392.

Goldstein, K. (1939). The organism.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Hansford, B. C., & Hattie, J. A. (1982c). Self measures and achievement: Comparing a traditional

review of literature with a meta-analysis. A 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26, 71-75.



242 아시아교육연구 1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rter, S. (1985). Competence as a dimension of self-evaluation: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self-worth. In R.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 Orlando, FL: Academic, 55-122.

Hattie, J. A. (1985). Decision criterria for assessing unidimensionality: A review.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9-164.

___________ (1987). Identifying the salient facets facets of a model of student learning: A synthesis

of meta-analy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aserch, 11, 187-212.

___________ (1992). Self -concept, New Jersey : IEA.

Hattie, J. A., & Hansford, B. C. (1982). Self-measures and achievement : Comparing a Traditiona

review of literature with a meta-analysis. A 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26, 71-75.

Hattie, J. A. & Fitzgerald, D. (1979). A us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the evaluation of

intelligence testing mode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 merican Educational

Reaserch A ssociation, San Francisico.

Hattie, J. A. Jones, R. & Hosseini, D. (1991). Student control over learning.

Hegel, G. W. F. (1990). Pref ace and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logy of mind. L.S. Stepelevich(Ed.).

New York: McMillan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re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 W.W. Norton.

__________ (1973).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s. New York : W.W.Norton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Jong, C. G. (1933). Psychological types. New Yok: Harcourt, Brace and World

Kahneman, D., & Tversky, A.(Eds.) (1972). Judgement of representatives. Cognitive Psychology, 3,

439-454.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eds.) (1982).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Luria, A. R. (1973). The working brain: A n introduction to neuropsychology . London:Penguin .

Markus, H. & Kunda, Z. (1986). Stability and malleabil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58-866.

Marsh, H. W. (1986). Age and sex effects in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Preadolescence to

early-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17-430

Mischel, W. (1966). A social-learning view of sex-differences in behavior. In E.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diff erence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56-81.

__________ (1970). Sex-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2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sychology . New York : Wiley.

Mischel, W. & Peake, P. K. (1983). Beyond deja vu in the search for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Psychological Review, 89, 730-755.

Murphy, G. (1947). Personality: A biosocial approach. New York: Haper & Row

Neisser, U. (1979).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3, 217-227

Nietzche, F. (1911). Beyond good and evil. H . Zimmerman, Trans. New York: MacMillan .

Pelham, B.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Rank, O. (1945). Will therapy, and truth and reality . New York: Knopf

Robinson, D. N. (1982). Cerbral pluality and unity of self. American Psychologist, 37, 904-910.

Rogers, C. R. (1934) Client-centered therapy . Boston: Houghton-Mifflin .

____________ (1951a). Client-centered therapy . Boston: Houghton-Mifflin .

____________ (1951b)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Mifflin .

Rogers, T. (1981). A model of the self as an aspect of the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n

N. Cantor & J. F. Kihlstrom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pp . 193-214).

Hillsdale, NJ : Lawrence Er;baum Associate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 New York: Basic.

Ross, M. (1989). Relation of implicit theories to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Psychological

Review, 96, 341-357.

Rotter, J. B. (1954). Social learing and clinical psychology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___________ (1966). Genern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Roy, K. (1966). The concept of self . Calcutta, India: Mukhopadhyay.

Rychalk, J. F. (1968). A philosophy of science f or personality theory . Boston: Houghton Mifflin .

Ryle, G. (1949).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 & Noble.

Sampson, E. E. (1985). The decentralization of identity: Toward a revised concept og personal and

social order. A merican Psychologist, 40, 1203-1211

Schneider, D. 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3, 294-309.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2). Self-concept :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Manuscript



244 아시아교육연구 1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bmitted for publication to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J. C. (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Shavelson, R. J., & Marsh, H. W. (1986). On the structure of self-concept. In R. Schwarzwe(Ed.),

A nxiety and cognition, 305-330.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herif, M. (1967). Social interaction: Process and products. Chicago, Aldine.

Snyder, M. & Public. (1987). Appearances/ private realities. New York: Freeman.

Song, I. S. (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 -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___________ (1986). The higher order structure of self-concept. AERA 연차대회초청발표논문, 4, 16.

Song, I. S., & Hattie, J. (1984).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 A

caus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N.Y., 76, 1269-1281.

Song, I. S., & Hattie, J. (1985).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Rersearch in Personality, Academic Press, 19, 326-372.

Sperry, R. W. (1968). Hemisphere deconnection and unity in conscious awarenees. A merican

psychologist, 23, 723-733.

Sternberg, R. J., Conway, B. E. (1981). Ketron, J. & Bernstein, M. People' s com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Storr, A. (1988). Solitude: A return to the self . New York: Ballabtine

Tagiuri, R. Person perception. In G. Lindzey & E. (1969).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 Reading, MA: Addison- Wesley, 395-449

Trians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1.

Weiner, B. (1974a). A chie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1974a.

__________ (1977). An attributional model for Educational psychology. In L. Shulman(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Itasca, IL: Peacock, 4, 179-209.

Witkin, H . A (1950). Individual differences in case of ease of perception of embedded figures.

Journal of personality, 19, 1-15

Zurcher, L.A., Jr. (1977). The mutable self : A self -concept f or social change. Beverly Hills: Sage.



자아개념의 인식적 특성 24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논문 접수 7월 21일 / 1차 심사 7월 24일 / 2차 심사 8월 7일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숙명여

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와 축소

개정판 통계학의 이해 가 있다.

e-mai l : insong@sookmyung.ac.kr



246 아시아교육연구 1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ol lar ies of the facet model of sel f-concept

Song, In-Sub*
2)

The not ion of a hierarchy of the sel f-concept has paral lels in the physical wor ld. Rychlak (1968)

argued that "a hierarchical concept is immediately suggested when one thinks of the formal proper t ies o

par t icular s, each of which belongs to a cer tain class of now more abst ract , universal forms " (p. 37

Furni ture, for example, denotes a class of obj ect s . Tables and chair s are speci f ic examples

furni ture, but the term furni ture is not merely an aggregat ion of many types of furni ture. The form

the relat ionship between types of furni ture is not obvious nor necessar i ly agreed upon. However ,

furni ture i s a higher -order concept then tables and chair s . Furni ture has at least three level s , wi th

term furni ture at the top, the speci f ic obj ect s such as tables and the chair s next , and the more spec

at tr ibutes (such as round tables, oak tables , or hard-backed chair s , metal chair s ) next . Simi lar ly

sel f-concept : there i s the general t erm ; then academic sel f-concept , social sel f-concept , an

presentat ion of sel f ; then the more speci fic at t r ibutes. Like furni ture, general sel f-concept i s

merely the s imple addi t ive combinat ion of the lower order character i st ics . "Essent ial ly, we cl imb

ladder of abst ract ing, moving up these inference level s , leaving out more detai l s , formulat

higher -and higher -order abst ract ions. Thi s ladder has no cei l ing; one can always make an abst ract ion

of an abst ract ion (termed sel f-ref lexivi ty)" (p. 14)

The theory of sel f-concept defended here al lows for the var ious aspect s of sel f-concept to be

di fferent iable, especial ly at the lower -order s of the hierarchy. There have been many viewpoint

expressed as to the interrelatedness or otherwise of the var ious facet s of the sel f. Moreover th

viewpoint s range from those that claim that there i s a dominant core to those that regard the per son

more as a commi t t ee wi th a mul t ipl ici ty of selves .

It must be emphas ized that sel f-concept i s not an ent i ty or homonculus that exist s in a person.

I t is not a uni ty that only wai t s to be discovered, nor is i t necessar i ly impor tant to some peop

Sel f-concept is merely a set of bel iefs, and relat ionships between these bel iefs , that we have abo

oursel f . The set of bel iefs i s usual ly known in that we can tel l other s and/or voice aloud these bel i

The relat ionships between the bel iefs are usual ly more di ff icul t to express , oft en because we are nev

* Departmen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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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to ident i fy or express those relat ionships. The latent aspect of sel f-concept related

pr imar i ly to these relat ionships , and, hence, sel f-concept i s latent more that at the apex than at

the lower levels of our model . Sel f-concept is only one aspect of a per son, and i t s sal ience and

meaningfulness di f fer s among per sons. Sel f-concept i s not synonymous wi th per son, personal i ty, or

character .

Calkins(1910) argued that each per son 's sel f concept is unique and ir replaceable. There i s n

doubt that every per son has a unique sel f-concept because every per son has a di f ferent upbr inging,

has a di fferent locat ion in t ime and space, and has developed a di f ferent bel ief system fromwhich t

view the wor ld. Each per son di scover s the wor ld in a di f ferent way. Rosenberg(1979) added that each

person ' s sel f per spect ive is unique, al though not necessar i ly more or less accurate than ot

perspect ives. Al though one per son may see himor her sel f as another sees himor her and may wel l

hold a simi lar bel ief systemto that person, the f ir st person wi l l not share al l the same concept ion

sel f as the second. There are commonal i t ies across individual s and these refer to the st ructure a

processes of sel f-concept .

Sel f-concept is not behavior , al though i t may be der ived from behavior s and may guide,

mediate and regulate behavior . Our concept ions of sel f can af fect how we behave, but they do not

govern our behavior (see Ryle, 1949; Segal & Stacy, 1975). We rarely ask "Who am I?" and then

modi fy our behavior as a resul t . We may act , however , in tune wi th our sel f-concept (Er ikson, 1959).

Each of us has an impl ici t (or , very rarely, an expl ici t ) theory of our (and others ' ) per sonal i ty an

af fect on our behavior . Our sel f-concept guides us "at an execut ive level , leaving for other process

the mechanics of act ion. The sel f set s goals , has intent s , and evaluates , whi le the scr ipt s are exec

through more s imple processes of associat ions, learning, and over learned response pat t erns" (Lowis &

Brooks-Gunn, 1979, p.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