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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를 위로한다’ 코로나 시대 셀프 위로법이라고 한다. 끝날 법도 한데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는 바이러스는 일상의 무료함을 넘어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거대한 무력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답게 존재하며 나아가야 할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다는 간단하면서 때론
가장 어려운 공식을 전하는 라이프코치 다니엘라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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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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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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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코치’라는 직업은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편인데요. 라이프 코치의 역할
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일하나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만나며 코칭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 고객들을 위주로 코칭을 진행해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코칭 기간은 유동적으로 다른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한 회당 45
분에서 1시간 정도에요. 저를 찾아 온 고객들이 삶의 돌파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
서 심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룹으로 코칭하거나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 연설을 하기
도 해요. 최근에는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책 <Self Worth(자기 가치)>를 출판했어요.

원래부터 라이프 코치를 꿈꿨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었나요? 라이
프코치는 ‘삶에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어떠
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조언
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처음 라이프코치라는 개념을 접한 건 2019년이었어요. 어느날
평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거진 <Sensa>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어느 라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프코치가 쓴 글이었는데 그녀가 하는 일과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또한 라이프코치
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당시에는 본업으로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제 고향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전문적인 라이프코치 양성과정도 없었을 만큼 그때는(지금도 그
렇지만) 더욱 흔치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인도로 떠나 2년동안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라이프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동안 전 확신을 가지게 되었요. 바로 다음
해 라이프코치가 되어 현재까지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자기 가치’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자기 가치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필
수적인 요소인가요? ‘자기 가치’란 자기애, 자기 존중, 자신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자기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코칭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Self Worth>를 집필했다

개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면 사랑받을 자격 또한 없다고 생각할 거예
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존중과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
황에서도 더욱 위축되죠. 자신감은 반드시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먼저 믿을 때 생겨
나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계에 있어 건전한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경과 교육의 여부, 성공에 상관없이 자기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너무나 슬

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가치’를 기르는 연

펐어요. 저는 그런 제 고객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

습이예요.

했어요. 특히 삶에서 어떠한 목표와 도전을 계획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요. 그렇게 저는
자기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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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치>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5년간 전세계 다양한 곳에

해 다룬 책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서 온 수백명의 여성 고객들을 코칭하면서 저조한 자기 가치가 삶에 대한 불만과 완벽주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자기 가치가 부족할 때 스스로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자기 불만족, 가면 증후군, 일 중독, 자신감과 자기애 결여, 반항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여

되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앞서 언급한대로 자기 가치 개념이 없다면 존중, 자신감, 자기애

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여성이 각자의 배

모든 요소가 억압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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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셀프 케어 방법이 있나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엄마들은 한 생명체를 돌보

스스로를 돌보는 게 연습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좋은 책 읽

고 기르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해요.

기, 운동 습관 만들기, 하고 싶은 것 쭉 적어보기, 즐거운 일 계획하기, 자연 속에서 잠시 시간

반대로 일하는 엄마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이루는 모습이 아이들

보내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 쓰기, 명상하기. 정말 많죠. 중요한 건

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한정된 시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

간 속에서 아이들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엄마로서 나의 역할,

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실천하는 거죠. 저는

나의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쓰기, 명상, 산책, 수영, 독서, 나를 위해 와인 한 잔과 다크 초콜릿 대
접하기, 향이 좋은 차 마시기를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는 작은 실천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의 잠재되어 있던 ‘내면아이’를 마주하게 되요. 유아기때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관찰하면서 노출된 모든 것은 우리의 잠재 의식으로 암호화되고

여성들이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보편적으

각인돼요. 우리의 잠재적 작용과 원초적인 믿음 대부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이유이자,

로 여성은 스스로를 우선순위에서 가장 아래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이 자기 가치를

유년기 경험을 ‘파기’하는 심리 치료와 코칭, 자기 발견 과정의 일부가 되는 이유인 거예요. 6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치있게 여기고 실천하겠다

살이 되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잠재 요소들이 구축되어 내재되어 있어요. 몇몇 아

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돕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한 상태

이들의 경우 스스로에게 “나는 특별해, 재능있어, 똑똑해, 사랑 받고 있어.” 라고 믿음을 부여

가 되어야 하죠. 만약 우리가 의욕없이 지내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일도 모두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일부는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자격이 없어.” 라면서 자신을 형제자매와 비교하

자기 가치가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고 스스로 부정적인 믿음을 부여하기도 해요.

을 충분히 믿고 있지 않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현재에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는

어린 시절 학대와 방치, 외로움, 변화가 잦은 환경, 버림받은 상처 같은 배경을 경험하고 비판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코치는 자신을 향한 믿음을 재정립하는 것을

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우에는 자아 가치와 자신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잠재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의식 또한 스스로에게 제한적인 신념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적당한’ 사랑에 충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존중하며 더 많이 사랑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비

분히 만족하려고 하죠. 성인이지만 유아기의 경험과 잠재 의식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난과 판단을 이해와 용서로 바꾸어 바라보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해요. 자기자신을 긍정적으

정서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내면 아이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요. 때문에 우

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정당성과 권한을 주는 연습이요. 예를 들어 부정

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아이를 마주하면 자기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정적

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스스로를 긍정적이고 밝은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 신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칼 융의 말처럼 “무의식이 의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지

연습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기준을

시하고 운명이라 여길 것”이 될 테니까요.

만들고 지키는 것 역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연습이에요.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데도 내버려두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연습, 나아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엄마’인 상황을 예로 들면 어떤까요? 크게 가정에 있는 엄마와 일하는 엄마가 있는
데요. 아이를 돌보려고 일을 관두는 여성은 더이상 스스로를 생산적이지 않고 사회와 공동
체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일하는 엄마의 경우 아이들과 가정에서 보내
는 시간이 적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엄마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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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엄마가 보여준 모습을 충분히

Danijela Jokic Vaislay
2015년부터 라이프코치로 일하며 현재는 온라인 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 스스로 찾고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많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가치(SELF
WORTH)>를 출간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적당히’는 없으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라이프 코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danijela_life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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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Live a Life Full of Self-Worth

deserving of love. If we do not value

method. I realised that there are very few

ourselves enough, we will have poor

books written on the topic, and I felt

boundaries in relationships and allow

inspired to share the tools, exercises, and

people to treat us with disrespect and take

advice that have helped my clients over the

advantage of us. Self confidence is,

years and elaborate why increasing self

essentially, believing in ourselves and our

worth is important and how low self worth

abilities. Therefore, regardless if we want to

negatively affects our self respect, self

increase our self confidence, cultivate self

confidence, and self love.

love, strengthen our self respect, set healthy
Can you introduce how to practice self

Life coach is actually an uncommon job in

coaching was in 2009., while reading my

net worth, or achieve a goal, we need to

worth with your self-care routine?

Korea. What is your role as a life coach and

favourite magazine for a happier life, Sensa.

work on strengthening our self worth first.

For every woman, this practice can be

how do you guide people as a life coach?

They had a columnist who was a life coach,

I work online meeting people from all over

and while reading her articles and about

Was there a specific reason that you

good quality tea or coffee, taking time for

the world. I usually work with women

her work I had a thought that it would be

decided to create your book, Self Worth?

ourselves, reading a good book, exercise

clients for 3 to 6 months, depending on the

my dream job. I did not consider that as a

What did you want to deliver on self love

routine, writing down a list of our achieve-

transformation and goals they want to

profession at that time, as in my home

from your book? After working with

ments, taking time to do something we

achieve. The coaching session usually lasts

country, Bosnia and Herzegovina, there

hundreds of women, form four continents,

enjoy, spending time in nature, having a hot

45-60 minutes, during which I help my

was no training for life coach certification

during the five years of my coaching work, I

bath, journaling, meditating. I’d say that it is

clients to achieve breakthroughs - release

and it was (and still is) a very uncommon

realised that low self worth is the root cause

important to put our mental and physical

the mental blocks and limiting beliefs that

job. In 2014 I moved to India. I was working

of most of my clients problems (perfec-

health as a priority and add onto that the

hold them back and stuck. I also offer group

as a freelance writer for two years, and then

tionism, self doubt, the impostor syndrome,

things that help us relax and bring us joy.

coaching programs and workshops, and do

came across a life coaching training

workaholism, low self confidence, lack of

When it comes to self care practice, I love

motivational speaking. I recently published

program and made the decision to enrol

self love, poor boundaries in relationships,

journaling, meditation, walking or

my first self-help book.

instantly! I became a life coach in 2015. and

self sabotage...). It was so sad to witness

swimming, reading, having a glass of wine

I enjoy my work immensely.

how many women struggle with low self

and a piece of dark chocolate, having a cup

worth,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or

of good quality tea.

Did you hope to become a life coach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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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ies in relationships, increase our

different. It can be having a glass of wine or

did it come to you naturally? ‘Life coach’ is

Is self worth the foundation for self

the level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fined as ‘a person employed to help

love, self confidence, self empowerment?

success. I realised that in order to help my

What is the first step of practicing self

people attain their goals in life’ and ‘an

Or all these concepts of self care come

clients, I had to help them to increase their

worth in a daily life for women?

advisor who helps people make decisions,

together? Self worth is the foundation of

self worth first, regardless of their goals and

Women generally tend to put themselves

set and reach goals, or deal with problems’.

self love, self respect, and self confidence. If

challenges they were facing, and that’s how

last on the priority list. The first thing we

The first time I got familiar with life

we do not feel worthy, we do not feel

I developed my Self Worth Coaching

need to do is to prioritise our self c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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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their children can feel unworthy and

That is the reason why most of our limiting

wounds (also known as 'inner child healing')

INNER CHILD

section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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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We
cannot take good care of our kids, people

like they are not ‘contributing’ and adding

beliefs go back to our early childhood, and

and reprogramming limiting beliefs that

we serve professionally, and people we love

any value in their community or society. On

why ‘digging’ into our early childhood

hold us back and negatively affect our self

- if we are not healthy, well, and energised.

the other hand, working moms can be very

experiences is part of many psychotherapy,

worth. As C.G. Jung wisely said: “Until you

The root cause of low self worth are

judgmental of themselves for not spending

coaching, and self discovery practices. By

make the unconscious conscious, it will

limiting beliefs of being undeserving of

more time with their kids. One of the most

the age of six, children are already

direct your life and you will call it fate.”

love, being unworthy of success, or not

important things we can do as mothers is to

programmed with a set of beliefs about

being enough no matter what we achieve,

set a good example for our daughters, as

themselves. Some children are programmed

do, or attain. Working with a life coach can

I’ve had many clients who modelled the

with empowering beliefs, such as: “You are

be of help in reprogramming these beliefs.

feelings of unworthiness from their mothers.

special/ talented/ smart/ loved...” On the

In order to start valuing, respecting, and

Unemployed moms and housewives should

other hand, some children are programmed

loving ourselves more, we need to replace

realise how much they are contributing to

with disempowering and negative beliefs

self criticism and self judgement with self

the world by raising another human being

about themselves, such as: "You're not as

compassion and self forgiveness. We need

and to their household (calculate how

smart as your brother/sister" “You do not

to practice self empowerment (think and

much money a full time babysitter, cook,

deserve to be/ have/ own/ receive / get...” If

speak positively about ourselves). Observing

and cleaner would cost). On the other hand,

we have experienced neglect, abuse,

any negative thoughts that we notice we

working moms should realise that by going

loneliness, abandonment, or were raised by

had about ourselves and immediately

after their dreams and achieving their

very critical parents, that can affect our self

replacing them with positive and

professional goals they are setting the

worth and confidence negatively, and on a

encouraging thoughts, can be helpful in

powerful example for their kids, and that

subconscious level lead to forming limiting

this process. Setting healthy boundaries in

they usually spend more quality time with

beliefs that we are not worthy (deserving)

relationships is also a very important part of

their kids, as they want to utilise every

of love and good enough. Therefore,

increasing our self worth, because if we

minute with them to the fullest.

analysing our early childhood experiences

allow people to treat us disrespectfu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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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conscious 'programming' can be

take advantage of us, we are demonstrating

How would you deal with the concept

that we do not have any self respect and

of 'inner child’? Would you rather reveal

that we do not value ourselves and our time.

and face it for honesty and courage or stay

Most importantly, how we treat ourselves

with the current state without any change

sets an example for other people how to

but with security? Everything that we were

treat us.

seeing, learning, experiencing, hearing,
observing, and being exposed to in our

How about women who are mothers?
Women who leave their job in order to

early childhood was encoded and
impressed upon our subconscious mind.

very helpful in healing the emotional

Danijela Jokic Vaislay
is a life coach, author of "Self Worth - Women's Guide To Increasing Self Worth, Self Respect, and Self
Confidence" book and over 300 articles on personal development, published in multiple languages.
Her advice on happiness, success, confidence, and self worth was featured in various magazines,
including COSMOPOLITAN, SENSA, TIMES OF INDIA, et al.
website http://www.danijelajokicvaisl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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