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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비교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으로서 사회비교
이론과 자기평가유지모형을, 그리고 자기비교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제어이론, 자기차이이론, 조절초점이론 및 시점비
교이론을 차례로 개관하였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비교 모두, 자기평가, 정서, 동기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에 관련된 연구들이 교육문제, 건강문제, 경제정
의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지니는 응용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비교, 자기평가유지, 자기비교, 제어이론, 자기차이, 조절초점, 시점비교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two processes of social comparison and 
self-comparison,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s of social comparison theories and self-comparison theories. For 
these purposes, social comparison theory,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control theory, self-discrepancy 
theory, regulatory focus theory, and temporal comparison theory were reviewed. The processes of social 
comparison and self-comparison are different, but both comparison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some effects 
on self-evaluation, emotion, motivation and behaviors. Suggestions on education, health, economic justi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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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역에서 자신과 

타인을 수시로 비교하곤 한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타인

과 비교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지인이 우리 자

신을 타인과 비교하기도 한다. 컨  일부 부모들은 자

신의 자녀를 친구나 이웃의 자녀와 비교하곤 한다. 이러

한 비교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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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비교에 의해 정 이거나 부정 인 정서  향

을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때때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

라,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기도 한다. 자신의 이상과 실

을 비교하거나, 미래의 자기와 재의 자기를 비교하거

나, 혹은 자신의 과거와 재를 비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비교에 의해서도 우리는 정서  동기가 향을 받

고, 행동이나 수행이 변화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이 자기평가, 정서, 동기  행동에 미

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비교들

이  교육, 건강, 경제정의  기타 인 계 등에 하여 

갖는 함의를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사회비교 

 자기비교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 으로 개 하

고자 한다.

2. 본론

2.1 사회비교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을 최 로 체

계화한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이론(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을 통해, 사람들이 기본 으로 자

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추동이 있으며, 자

기를 평가할 수 있는 객  수단이 없으면,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주 으로 자기를 평가하려 하고, 평가의 기

으로서 자신과 유사한 타인을 선택한다고 주장하 다

[1]. 이러한 핵심 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비교에 한 

연구는 1950년 에 Festinger를 심으로 몇 가지 제한

된 주제들만을 다루고 연구도 미비한 편이었으나, 최근

에는 연구의 역이 확 되고 이론  측면에서도 많은 

발 이 있어왔다. 컨 , 기 사회비교이론에서는 사람

들이 자신의 의견, 신념, 태도가 한 타인들과 일치하

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등을 알기 해 사회비교를 하게 된다고 하 다. 즉, 사회

비교에 한 기 연구들에서는 사회비교가 체로 자기

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해 사용된다고 하 지만,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비교는 자신의 자질을 평가하

고, 개인 인 목표를 세우고, 타인을 돕거나, 혹은 자기 

주변의 타인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지를  악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비교를 한다고 보게 되었다. 한 사

회비교연구에서 비교의 역도 의견과 능력뿐만 아니라, 

행복, 의사결정, 정신건강, 신체건강, 외모  정서  등 다

양한 역으로 확 되었다. 사회비교의 방향 면에서도, 

기 사회비교연구는 자기와 유사한 타인과의 비교인 유

사비교를 주로 다룬 반면, 이후의 연구들은 비교의 동기

나 목표에 따라 비교 상의 선택이 달라짐을 다루었으며, 

자기보다 우월한 타인과의 비교인 상향사회비교(upward 

social comparison)  자기보다 열등한 타인과의 비교인 

하향사회비교(downward social comparison) 등으로 연

구가 확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  의견이 올바

르고 타당한지를 알기 해 자신의 입장과 유사한 타인

과의 비교를 선호한다는 주장은 Schachter(1959)에 의해 

지지되었지만[2], 후속 연구들은 사람들이 때로 정확한 

자기 이해를 넘어 다른 목 으로 사회비교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하향사회

비교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일깨워 으로써 자존

감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3]. 그런가 하면 자신을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사회비교는 실패감과 유사한 

느낌  우울감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상향비교의 이러

한 부정  효과는 자기정의의 핵심  기술이나 특성을 

비교할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비교의 분야가 개인의 자기 

정의에 핵심 인 것이 아니면서, 자신의 분야에서는 성

공 이라면, 상향사회비교에서도 정  감정을 느낄 수 

있다[4]. 게다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자신의 소망과 

포부의 상이라면 상향사회비교도 정  반응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기향상이나 발 이 목표라면,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가 효과 이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흔히 타인과 비교를 하는 사회비

교의 경향이 있는데,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의 비교인 유

사비교는 자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향

사회비교는 자존감을 고양해주는 효과가 있고, 상향사회

비교는 자존감은 하될 수 있지만 자기향상이나 발 에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잘 알

고 싶거나, 자존감이 하되어 있을 경우, 혹은 자기발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한 사회비교를 선택함

으로써, 자기이해를 증진시키거나, 자존감을 고양시키거

나, 자기향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비교가 기본 으로 사람들의 정확한 자기평

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면, Tesser(1988)[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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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유지모형(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은 사회비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   부정  정서

와 행동 인 후속 조처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과 차이가 있다. 자기평가유지 

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본 으로 자기에 한 정  

평가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타인의 수행에 한 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타인의 수행은 때때로 사회비교를 유발할 수 있

다. 즉 타인의 수행이 나보다 더 우수한가? 그 타인의 수

행이 나의 자존감과 련된 요한 역에서인가? 등등

에 해 생각하게 된다. 자기평가유지모형에 의하면 타

인의 수행이 개인의 정  자기평가에 미치는 향은, 

그 타인과 자신과의 심리  친 감, 그 타인의 우수한 수

행  그 타인의 수행 역이 나의 자존감과 련성이 있

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떤 개인과 심리 으

로 친 한 타인이, 그 개인의 자존감에 요한 역에서, 

우수한 수행을 했다면, 비교효과가 발생하고, 그 개인은 

질투나 좌 , 분노 등의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개인과 친 한 타인의 우수한 수행일지라도, 

그 수행이 나 자신의 자기정의나 자존감과 무 련한 

역에서 나를 능가했다면, 우리는 자기평가에서 반사효과

를 얻는다. 즉 우리는 그 타인의 성공을 정 으로 느끼

고 그 성공에 해 지를 갖게 된다. 심리  친 감과 

비교타인의 우수한 수행과 같은 동일 요인들이 그 행동

이 우리의 자기평가와 유 한지 아니면 무 한지에 따라 

정반 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모형은 사회

 상호작용에 한 검증가능한 언을 제시하 고 일반

으로 검증연구결과들은 지지 이었다[5]. 자신의 자존

감에 요한 역에서 자신과 친 한 타인의 우수한 수

행은 비교효과에 의해 정  자기평가가 감소되고, 부

정  정서를 경험하기에, 몇 가지 방식으로 그 상황을 수

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타인과

의 을 이거나 친 성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개인

의 자존감에 요한 역을 바꾸는 것과 같이 자기평가

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수행의 차이를 변화시키기 해 

자신의 노력을 배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6].  

사회비교이론과 자기평가유지모형을 비교하여 평가

한다면, 사회비교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기평가 욕구를 제하고, 유사한 타인을 비교 상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자기평가유지모형은 사람

들은 기본 으로 정  자기평가를 유지하려 한다는 

제를 바탕으로, 비교타인의 우수한 수행이 비교를 하는 

개인에게 주는 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험께 다루

고 있다. 특히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심리 으로 친 한 사람과의 비교가 감정  결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심리  친 성과 아울러 비교하는 사

람의 비교 역도 요한데, 즉 자신의 자존감과 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기평가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본

다. 체 으로 보면, 자기평가유지모형은 사회비교이론

에 비해 사람들의 사회비교 경향성을 다루되, 사회비교

의 구체  조건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인 심

 효과를 다루었다는 에서 사회비교이론보다 더 풍부

한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2 자기비교

상술한 바의 사회비교 경향과 아울러 사람들은 때로  

특정 시 들 간의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신의 목표와 

재를 비교하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역 들 간의 비교를 

한다. 이러한 경향들을 일컬어 자기비교라 지칭할 수 있

을 것이다. 자기비교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론

으로는 제어이론, 자기차이이론, 조 이론, 자기의 

시 을 비교한 자기비교이론 등이 있다. 제어이론

(control theory)은 Winer(1948, 1950)의 인간두뇌공학

(cybernetics)이론을 발 시켜 수립된 이후, 

Powers(1973)의 연구를 통해 이론의 기 가 확립되고, 

Carver와 Scheier(1981, 1990, 1998)에 의해서 일반이론

으로 확장되었다[7]. Carver와 Scheier[8]의 제어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은 체로 자신이 지니는 거가치(행동기

이나 목표)가 행동의 결과와 함께 비교기(comparator)

에 투입되고, 이에 의해서 차이를 지각하게 되며, 개 실

제 행동결과가 거가치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차

이를 지각하게 되고, 이 지각된 차이를 이는 방향으로 

동기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즉 제어이론에 의하면, 사람

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기 이나 

목표와 실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하여 둘 간의 차이를 

이려는 동기의 작동에 의해 자기를 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어이론은 자기조 에 한 이론이지만, 자기조

을 해 타인이 아닌 자기 내의 비교를 한다는 에서 

자기비교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비교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이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의 두 과정에 관한 분석

44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Mar; 14(3): 445-452

론은 Higgins에 의하여 제안된 자기차이이론 혹은 자기

불일치이론(self-discrepancy theory, 1987, 1989)이다[9, 

10]. 자기차이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자기

(self) 상태  표상이나 자기 신념들을 비교하여, 이들 간

의 차이나 불일치를 지각하고, 이에 따라 정서 경험의 종

류와 강도가 달라진다. 구체 으로, 사람들은 실제 자기

(actual self), 이상  자기(ideal self)  당  자기

(ought self)라는 자기의 세 역들 간을 수시로 비교한

다. 실제 자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  자기 모습 

혹은 자기개념에 해당되며, 이상  자기는 자신이 바라

는 이상이나 목표를 지칭하고, 당  자기는 자신이 마

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하는 의무를 일컫는데, 여기에서 

이상  자기와 당  자기는 자기지침 혹은 자기지향  

기 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 세 역들 , 흔히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를 비교하거나 당  자기와 실제 자

기를 비교하곤 한다.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를 비교한 

결과, 불일치 혹은 차이를 지각할 때 사람들은 낙담 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s; 우울 련 정서라고도 

함)를 경험하고, 당  자기와 실제 자기를 비교한 결과, 

불일치나 차이를 지각하면 조 련 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s; 불안 련 정서라고도 함)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차이이론은 사람들이 경험하

는 우울이나 불안의 정서가 흔히 자기의 이상과 실제, 당

와 실제 자기 모습을 비교한 결과라고 본다. 달리 표

하자면, 자기차이이론은 사람들이 자기비교를 통해서 정

서를 경험하는데, 특히 우울정서와 불안정서의 발생 원

천이 자기비교에 있다고 본다.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낙담(우울)

련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당  자기와 실제 자기

의 차이가 클수록 조(불안) 련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자기차이이론의 기본 가정은 정상성인 집단, 

임상집단, 학생 집단 등을 상으로 한 상 연구  실

험연구를 통해 검증이 시도되었다. 정서  정신건강, 신

체건강, 섭식행동, 신체상 등의 다양한 변인을 심으로 

행해진 검증 연구 결과, 체로는 자기차이이론의 기본 

가설이 지지되는 경향을 보 다. 즉 자기차이이론을 검

증한 상당 수의 연구에서,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정서 경험이 많았고, 당  자기와 

실제 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정서 경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자기차이이론의 

기본 가설이 부분 으로만 지지되거나, 지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 다(강혜자, 1998)[11].

자기차이이론의 타당성에 하여 제기된 의문과 비  

의 일례로서, Tangney, Niedenthal, Covert  Barlow(1998)

는 특정 유형의 자기차이가  항상 이 이론이 제시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정서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다고 지 하

다[12]. 이에 Higgins(1999)는[13] 이러한 비 을 참고하

여 자기차이이론의 언이 잘 지지되는 구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래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하 다. 즉, 그

는 개인이 자기 상태의 차이를 인식할 때, 그 차이가 

요한 경우  그 차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실제 경험될 

때 자기차이이론에서 언하는 결과가 가장 잘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 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차이이론은 기본 으로 실제 

자기가 이상  자기나 혹은 당  자기에 미치지 못하

는 상태만을 암묵 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바라던 목표를 달성한 상태나, 혹

은 이상과 실제 는 당 와 실제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각되는지 그리고 그 차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  유무와 같은 변인들에 의

해서 부  정서만이 아닌 정 정서나 기타  우울과 불안 

이외의 다른 정서들이 경험될 수 있다[11]. 한편 Carver

와 Scheier(1990)는 피드백 제어의 논리를 이용하여 자기 

상태 련의 정  정서와 부  정서의 기원과 기능을 설

명하고자 하 다. 이들은 부분의 이론에서 정  정서

는 목표성취에서, 부  정서는 실패에서 발생한다고 보

는데, 이러한 설명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편 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Higgins의 자기차이이론은 정서의 발생

을 설명하지만 부  정서의 발생만을 설명하며 정  정

서의 발생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 하 다[8].

이후에 Higgins(1998)는 제기된 여러 비 들을 참고

해서, 자기차이이론을 수정보완한 조 이론

(regulatory focus theory)을 제안하 다[14]. 조 이

론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변인들(욕구, 이상이나 당 , 

행동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의 획득이나 비획득 조건, 손

실이나 비손실 조건 등)에 따라 개인들의 자기조  

이 향상이나 방에 맞춰지며, 이에 따라 동기와 정서 경

험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이 이론은 인간의 동기와 

정서를 함께 설명한다. 조 이론을 요약하면, 이상이

나 당 를 포함한 자기지침들을 포함하여 특정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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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이 자기조 의  유형에 향을 주고, 조 의 

에 따라 행동의 동기와 략  정서가 달라진다. 이

를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한다.

Higgins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득을 얻으려는 근심

리와, 실을 피하려는 회피심리의 두 가지 동기 유형이 있

는데, 자의 자기조  유형은 향상 (promotion focus)

이고, 후자의 자기조  유형은 방 (prevention focus)이

다. 즉 인간은 자기 향상이나 방을 목표로 자기조 을 

해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조 은 개인차 요인이나 

상황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되며, 조 에 따라 

인간의 동기가 달라지고, 한 인간이 자기에 해서 느

끼는 정서의 경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7].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향상에 을 두기도 하고 

방에 을 두기도 하면서 자기조 을 해나간다. 이 

향상   방 에 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이 있다. 

향상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는 양호욕구, 강

한 이상, 행동실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의 획득이나 

혹은 비획득 조건들이다. 방 에 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로는 안 욕구, 강한 당 들  행동실행의 결과

로 나타나는 비손실이나 혹은 손실의 조건들이다.

양호욕구, 강한 이상들, 행동실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의 획득이나 혹은 비획득 조건들과 같은 요인들의 

향으로 향상에 자기조 의 목표를 두게 되면, 보상의 

획득과 같은 정  결과 유무에 해 민감해져서 정

 결과를 얻으려는 극  방향으로 행동의 동기가 작

용하며, 과제수행 략으로는 과제를 극 으로 수행하

려는 근 략을 선호하게 된다. 한 향상에 을 둔 

결과가 성공 이면 유쾌정서를 경험하고, 실패하면 낙담

정서들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안 욕구, 강한 당 들  행동실행의 결과로 나

타나는 비손실이나 혹은 손실의 조건들과 같은 선행요인

들의 향으로 방에 자기조 의 을 두게 되면, 행

동의 동기와 략  정서가 향을 받게 된다. 방에 

을 둘 경우, 부정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

나는 데 해서 민감해져 부정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

록 방어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동기가 작동하며 과제수행 

략으로는 소극 으로 회피하는 략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방 의 결과가 성공 이면 안도나 고요의 정

서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하면 조정서를 경험하게 된다[7].

이와 같은 조 이론의 가설을 검증한 연구들로서, 

Higgins, Shah  Friedman(1997)[15] 그리고 Higgins와 

Kruglanski(2000)[16]는 조 이론의 기본 가정을 지

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실험상황에서 피험자들에게 

일시 으로 향상 이나 혹은 방 을 화시켰는

데, 조 이론의 언과 일치되게 각각 유쾌/낙담

(cheerfulness/dejection)정서나 혹은 고요/ 조

(quiescence/agitation)정서들을 높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 다. 한 Higgins(1998)[14]의 연구에

서도 조 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고하 다.

자기차이이론과 조 이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면, 먼  자기차이이론은 자기(self)와 정서 간의 계만

을 다룬 이론인데 비하여, 조 이론은 자기의 목표

와 동기, 정서  행동 간의 계를 폭넓게 다루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 자기차이이론은 자기 상태의 

차이에 따른 부  정서(우울과 불안)의 발생만을 다룬 데 

비해서, 조 이론은 자기 상태와 련한 부  정서

만이 아니라 정  정서의 발생도 함께 다룬 에서 차이

가 있다.

자기차이이론을 확장하여 제안된 조 이론은 아

직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재 동기심리, 

정서분야, 성취행동  소비자 행동 등의 역에서 연구

가 증하고 있다(강혜자, 2009)[17]. 마지막으로 자기비

교이론으로서 자기의 시 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비교이론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비교를 다루는

데 비해서, Albert(1977)[18]가 제안한 시 비교이론

(temporal comparison theory)은 개인의 자기 내 비교를 

다루는 에서 차이가 있다. 시 비교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역에서 자신의 재 시 을 과거 시 이나 미래 

시 과 비교한다고 주장한다. 구체 으로, 이 이론에 의

하면 사람들은 시간 경과를 통해 지속 인 통합된 자기

정체감을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정체감을 인식하고 유지하기 한 객  증거가 없을 

때, 자신의 과거와 재를 비교하는 과정에 몰두한다고 

가정한다. 한 자기의 과거와 재를 비교하려는 경향

은 과거와 재의 시간 거리가 길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러한 시 비교이론이 제안된 이후, 개인 

내 시  비교에 한 연구  사회비교와 자기비교(특히 

시 비교)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

비교와 자기비교를 함께 다룬 연구(Wilson &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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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9]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정확한 자기평가 동

기가 있을 때에는 자기비교보다 사회비교를 선호하지만, 

자기고양에 심이 클 때에는 사회비교보다 자기비교(시

비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비교 

선호 경향은 자신의 재와 과거 시 과의 비교가 체

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퇴보보다는 향상이

나 발 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한 사람들이 개 자신의 능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인, ‘평균 이상 효과(better than average)’

도 사회비교를 포함하는데, 사회비교와 자기의 시 비교

를 함께 다룬 연구(Kanten & Teigen, 2008)[20]의 결과, 

사람들은 모든 시 에서 자신이 다수의 타인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사회비교효과를 보 고, 자기의 시

을 과거, 재  미래로 나 어 비교한 결과, 향상효과

를 발견하 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와 재를 비교

했을 때, 과거보다 재  더 우수해졌고, 자신의 재와 

미래를 비교할 때, 재보다 미래에 더 우수해질 것으로 

상하 다.

한편 사회비교  자기비교에 한 발달 연구(Brown, 

1996)[21]도 행해졌는데, 이에 의하면, 나이가 사람들의 

비교방식에 향을 주고, 비교과정의 선호도 발달 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기와 년기에는 사회비

교보다 시간비교가 더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이제까지 사회비교와 자기비교에 련된 표 인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상술된 연구들을 여기에서 요약해보

면, 사람들은 사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시로 다른 사

람들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사회비교 상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이 사회비교

이론과 자기평가유지모형이다. 두 이론 모두 우리가 다

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을 설명하지만, 자는 비교의 

목 이 정확한 자기평가에 있고 이를 해 유사한 타인

을 비교 상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자기

평가유지모형은 타인과의 비교도 기본 으로는 정  

자기평가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반 한다고 제하고, 사

회비교가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향 조건을 구체 으로 

다룬 에서 사회비교에 한 설명의 폭을 더 넓혔다. 사

회비교에 한 이 두 설명도 결국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평가에 이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비교의 경향과 아울러,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내의 비교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를 설명하

는 몇 개의 이론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제어이론, 자기차

이이론, 조 이론  시 비교이론 등이 있다. 필자

는 이 이론들을 포 하여 자기비교이론이라 지칭하는데, 

제어이론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와 재 결과를 비교하

여 차이가 지각되면 이 차이를 감소시키기 한 동기가 

작동한다고 주장하여, 주로 자기비교를 통한 동기의 발

생에 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기차이이론은 실제 

자기, 이상  자기  당  자기를 비교하여, 실제와 이

상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이, 그리고 실제와 당 의 차이

가 클수록 불안이 경험된다고 주장하여, 주로 자기상태

에 따른 부  정서의 발생만을 다루고 있다. 자기차이이

론을 보완한 조 이론은 사람들이 향상에 을 두

느냐 아니면 방에 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경험

하는 정서, 동기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목표와 련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동기나 정서,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동기, 정서  행동을 포 으로 다루었

다. 자기비교이론으로서의 시 비교이론은 과거, 재 혹

은 미래라는, 시  간 자기를 비교하는 경향을 다루고 있

다. Albert(1977)[18]의 시 비교이론은 사람들이 시간경

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인 자기정체감을 유지하고  욕

구에서 자신의 과거와 재, 재와 미래를 비교하려 한

다고 주장하 고, 이후에 사회비교와 자기비교를 함께 

다룬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 다. 이 연구들은 사람들

이 사회비교도 하고 자기비교도 하지만, 발달 으로 사

회비교를 자기비교보다 더 선호하는 시기가 있고, 한 

비교의 목 상, 자기고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비교보

다는 자기비교, 특히 과거의 자기와 재의 자기를 비교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생의 기를 제외하고, 일생 동안 사회비교

와 자기비교를 할 것이다. 사회비교와 자기비교가 발달

으로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비교정보

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한 상황도 지속

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비교주체인 자신은 물론이

고 비교 상인 타인들의 사회  상황이 호 되거나 악화

되거나 꽤 장기간 그 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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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사회비교와 자기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비교와 자기비교는 개인의 정서, 인지, 동

기  행동에 향을 주기 때문에 실 으로 매우 요

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컨 , 교육장면에서 학생들의 정

신건강과 능력향상을 제고하기 해서 이러한 사회비교

와 자기비교 효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해서 환

자들 간  유도나 병실 배치를 사회비교의 효과를 고

려하여 구성할 수도 있겠다(Suls & Wheeler, 2012)[22]. 

경제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사회비교를 통해 

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에, 정부나 기업체 

등에서 사람들로 하여  사회비교를 통한 상  박탈감

을 덜 느끼고 공정한 사회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제도

를 마련하고 운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비교와 자

기비교를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한 심리  

재 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 계의 측면에서 사회비교의 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기비교는 인 계에 별로 향을 미치

지 않겠지만 사회비교는 인 계에 향을 미치기 쉽다. 

즉 우리는 의도 으로든 비의도 으로든 타인에 한 정

보를 수시로 하게 되고, 역으로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비교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의식 으로 혹은 무의식

으로 노출하기도 한다. 컨  어떤 사람이 무심코 자

신의 일상을 드러내는 사진이나 스토리를 SNS에 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친구나 지인들이 상 으로 우월감이

나 열등감 혹은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은 나아가 

그 인간 계를 더 가깝게 혹은 더 소원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인간 계를 유지하려면 진솔하면서도, 사회

비교로 인해 상 방이 경험하게 될 심  결과에 하여 

배려하는, 그러한 자기노출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인간의 보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사회

비교와 자기비교는 개인의 정서, 삶의 질, 성장, 인

계, 정신건강, 신체건강  주  안녕감 등에 폭넓게 

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한 연구가 더 상세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일부 사회제도의 마련과 운 에도 이러

한 비교심리를 고려하고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일반인들도 사회비교와 개인비교의 효과에 

한 이해를 잘 구축한다면, 자신의 안녕과 향상을 해 

비교를 히 선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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