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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성이론, 사회적 지지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기본욕구
충족, 규범적응, 수업적응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기본욕구충족을
매개로 규범적응과 수업적응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총 578명(남학생 335명, 여학생 243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규범적
응, 수업적응과의 관계에서 기본욕구충족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
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충족, 규범적
응, 수업적응이 측정변인들에 의하여 타당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은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며, 기본욕구총족과 규범적응 사이의 경로,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사이의 경
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삭제하고 최종모형을 구성하였다. 최종모형은 구조모형에 내재되므로 모형비
교를 한 결과 더 간명한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즉, 기본욕구충족은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의 관
계를 완전매개 하고, 사회적 지지와 규범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교사, 부모, 또래)를 받을수록 기본욕구충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채워
져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교육적, 상담적 함의,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규범적응, 수업적응, 기본욕구충족, 자기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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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은 신
체적인 변화와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적응해 나
가야 되는 시기여서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응해 나
가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서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기 위해서(이명숙, 이규민, 2009) 학교의 교육
과정, 생활지도, 대인관계 영역 등에서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통계조사와
보고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
원(2009)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2006
년 5만 7,148명에서 2008년 7만 3,494명으로 3년
간 28.6%나 증가했고, 학교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그만 둔 상태로 적만 학교에 두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구자경, 홍지영, 장유
진, 2001). 그들은 학교규범에 얽매이기 싫은 것을
학교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꼽고 있
다(정지인, 1997). 또한 최근 들어 수업시간에 수
업내용과 관계없이 낙서하기, 수업 중 주의산만한
행동하기,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하기, 과제 불이행 등 수업에 적
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송명숙,
2003).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와의
관계의 손상과 학업성취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
고, 학습에 대한 실패는 학습의욕저하, 자존감 상
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
어 청소년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여 적응하는 것
은 중요하다. 그러나 성기선(2009)은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학습활동 및 가치관 변화를 연구한 결과,
2008년도 중학교 3학년 중 ‘수업시간에 자주 떠든
다’고 응답한 비율이 47.9%로 나타났고, 이는
1988년의 응답률 13.2%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이
다. 이런 학교현장의 현실들은 청소년들이 학교규
범과 수업시간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환경의 지지가 사람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데 도움이 되고, 기본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잘 통합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사회적 지지 이론가들의
주장과 선행연구들(문은식, 2005; 허재경, 김유숙,
2005; Cohen & Wills, 1985; Pierce, Sarason, Sarason,

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
지, 기본욕구의 충족, 규범적응, 수업적응의 구조
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학교수업적응, 학교규범적응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고, 둘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욕구충족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보고, 셋째, 심리적 욕구충족과 규
범과 가치의 내면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Joseph, & Henderson, 1996)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처
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자(예, 교사,
부모, 또래)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태도,
기대에 관한 지각을 뜻한다. Larose, Bernier, Soucy
와 Duchesne(1999)는 이전의 중요한 타인 또는 자
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 어떤 경험을 반복했는가
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긍정적 지각을 형
성하거나 부정적 지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다수
의 연구자들은 타인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
보다 사회집단에서 지지관계를 더 잘 발달시키고,
지지자들이 신뢰롭고, 쓸모 있으며, 도움을 기꺼
이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
생하면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쉽게 요청함으로써
어려움에 잘 대처할 것으로 평가하였다(최희철,
2010; Pierce et al., 1996). 이러한 사회적 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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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기초하여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 지각
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것으로 기
대하고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문은식
(2005)은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문제들에 더 잘 대처하고,
자기통제를 더 잘하고(Ryan, Stiller, & Lynch, 1994),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Cohen & Wills, 1985)는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은식은 중,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허재경과 김유숙(2005)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을 교사관계, 교우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고 친구, 가
족,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더 잘 적응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관희와 이경희(1997)
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고 친구,
가족,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관
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더 잘 적응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의 다른 연구들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
각할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보정, 2003; 김지혜, 1997; 문은식,
2005; 박금화, 2006; 이정윤, 이경아, 2004).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학교적응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은,
2000; 박양동, 고재홍, 2008; 최지은, 신용주, 2003;
Hoy & Sweetland, 2001).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긍
정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서주현, 2004;
유안진, 이점숙, 이정윤, 이경아, 2004; 최지은, 신
용주, 2003), 친구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관희, 1997;
McGuire & Weisz,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수업과 학교규범에 더
잘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서 확인된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규범적응 사
이의 유의한 관계는 매개변인(예: 기본욕구충족)
에 의하여 매개될 효과가 있음을 제안한다.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 충족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0; Ryan &
Solky, 1996)은 욕구란 개체의 발달과 건강, 적응
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조건으로 정의하고, 유기
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 물, 거주지와 같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처럼, 심리적
발달, 적응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본심리적 욕구로 정의하였다. 자
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율성은 경험과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활동
을 하려는 바램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
다고 느끼려는 바램을 의미한다.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려는, 즉 사랑하고 돌보고, 사
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려는 바램을 의
미한다(Deci & Ryan, 2000;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Ryan & Solky, 1996).

자기결정성 이론가들은 기본욕구가 충족되는
두 가지 통로를 제안하였다. 첫째, 세 가지 기본
욕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충족될 수
있는데,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
리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어떤 학생에게는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동
아리 리더를 맡음으로써 유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Deci & Ryan, 2000). 둘째, 세 가지 기본욕구

- 1815 -

상담학연구

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지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다(Ryan & Solky, 1996).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지와 격려는 사람들이 사랑받
는다는 느낌, 자신이 가치롭고 유능하다는 인정의
느낌, 수용받을 때 자신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지
지가 기본욕구의 충족과 관계가 있다는 자기결정
성 이론가들의 제안에 초점을 두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기본욕구의 충
족과 관련이 있다는 자기결정성 이론가들의 제안
에 기초하여 사회적 지지, 자율성 지지, 환경적
압박 등이 기본욕구의 충족과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폈다.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에서 주어지는 압
박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와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avesque, Zuehlke,
Stanek과 Ryan(2004)은 미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서 주어지는 압박이 자율성, 유능
성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uay et al., (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 지각 할수록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자율성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욕구충족과 학교적응의 관계: 내면화에 관한 자
기결정성 이론의 관점
학교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나, 준수하도록 요구
되는 규범은 학생들이 그 활동을 접하자마자 곧
바로 내적동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정도로 흥미
롭거나, 그 규범을 곧장 따르겠다고 할 만큼 그들
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
사와 같이 사회문화전수의 역할을 맡은 사회적
촉진자들(socializing agents)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활동이나 지금 당장 중요하게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규범이나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도록 조장할 필요를 느끼나 어떻게 그
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 이슈에 부딪
히게 된다(Ryan & Deci, 2002). 종종 교사들이 선
택하는 방법은 외적인 힘(예, 처벌)에 의해서 청소
년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내면화하여
따르도록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보도
되는 신문과 방송의 기사들은 이러한 방법이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손쉽게 보여준다. 최근 울산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학생의 휴대전화를 담임교사가 빼앗아 며칠 후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 학생은 교무실로 와서 휴
대폰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고, 그 광경을 지켜보
고 있던 다른 교사가 나무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한겨레, 2011. 6. 22). 최근의 한 조
사에서는 서울시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수업 중 문자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주고받는지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8건으로 나타났다(중앙
일보, 2002. 5. 27). 많은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상벌 점
수를 적용하여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적
규제만으로 청소년들의 규범적응과 수업적응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금까
지 학교규범은 외적인 처벌과 보상에 의해 가장
낮은 수준의 내면화 과정으로 시도되어 왔기 때
문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규범이 내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처벌에 의한 내면화의 시도는 청소
년의 교사에 대한 관계성 욕구충족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개입방법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
안한 것과는 상반되는 개입방법이다(정민선, 장지
영, 최희철, 2010).
자기결정성 이론은 외적가치나 외적 동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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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내적가치나 내적 동기로 통합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Deci & Ryan, 2000). 자
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욕구라고 제안하
였다. 이 이론은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자극되고 외적인 규범과 가치가 내적인
것으로 내면화 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결정성 이
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가치와
규제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성을 느낌으로
써 더욱 촉진되고, 내면화 되고 있는 규제에 관한
유능감을 느낌으로써 촉진된다고 하였다. 즉 사람
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지지에 의하여 기
본욕구가 충족될수록 그 집단의 가치와 규제의
중요성을 동일시하고, 자기의 일부분으로 통합하
고 동화하여, 규제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은 내면화가 촉진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Deci와 Ryan, 2000; Ryan &
Deci, 2002)은 규범이나 가치가 청소년들에 의해
쉽게 내면화 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
져오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
소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중요한 타인에 의하
여 규범을 따르고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
려하면 존경하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승인을 얻
을 수 있다는 기대로 규범을 따르고 사회에서 중
요시 여기는 가치를 점점 더 수용하게 된다고 본
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범이나 요구를 자신의 가치
나 규범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인 내면화가 단순한
외적규제가 아닌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황
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중요한 타
인 또는 자신이 소속되고 싶어 하는 집단에서 요
구되는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된 활동에서 유능감
을 느낄수록 쉽게 내면화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된 활동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규범이나 가치를 따르
는 것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결
정성 이론은 또한 자율성의 충족이 규범과 가치
의 내면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데, 이는 규범과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자
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느낄 때 진정한 자기
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Grolnick과
Ryan(1989)는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관계성의 지지
를 받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들을
더욱 더 잘 내면화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민희와 정태연(2008)은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
계에서 기본욕구충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학업성취와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고 이는 청소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기본 심리적 욕
구가 잘 충족 될수록 학교 학습이나 학업과정에
서도 집중력이 높고 결과적으로 학업에 대한 만
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민성, 신택수,
2010;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장경문,
2007). 김아영과 이명희(2008)도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하여 기본욕구가 충족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
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이 학교에 남아서 더 공부하며(Daoust,
Vallerand & Blais, 1998), 실패를 능동적인 행동으
로 대처하여 극복해 나가며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Niemiec et al., 2006; Hayamizu,
1997). 그러나 외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일수록 성
취에 관한 관심이 낮아 노력을 하지 않고 부정적
인 결과의 원인으로 교사나 부모 등의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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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고 불안과 실패에 대처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Connell, 1989). 예를 들면,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성적 올리면 용돈을 준다거나, 할 일을 안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등 보상이나 처벌의 방법
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욕
구 충족이 높을수록 수업 및 규범에 잘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욕구충족이 높을수록 수업에 더 잘 적응할 것
이다. 다섯째, 기본욕구충족이 높을수록 규범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이론과 연
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기본욕구가 잘
충족되고, 기본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수업 및 규
범에 더 잘 적응할 것을 시사하였으므로 기본욕
구 충족이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규범적응 사
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
할수록 왜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지 그 매개과정
본 연구의 가설 및 연구모형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극복함
으로써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본 연구
앞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이론과 자기결정성 이 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론과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기본욕구충족, 수업적응, 규범적응 사이의
방 법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수업에 더 잘 적응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규 연구대상 및 절차
범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기본욕구충족이 높을 것이다. 넷째, 기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와 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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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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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16일～6월 11일
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에
게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
를 확인하여 교사의 진행 아래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모든 설문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수거
되었으며, 총 600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하
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578부를 연구에 사용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578명의 성별분포는 남학
생이 335명(58%), 여학생이 243명(42%)이었고, 학
년 분포는 중학교 1학년이 138명(23.9%), 중학교 2
학년이 58명(10.0%), 중학교 3학년이 94명(16.3%),
고등학교 1학년이 228명(39.4%), 고등학교 2학년이
60명(10.4%)이었다.
측정도구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유능성(예, “나는 내
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
다”), 관계성(예,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요인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자율성이 .71, 유능성이
.81, 관계성이 .81로 나타났다.
규범적응과 수업적응
청소년 규범적응과 수업적응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007)에
서 제작한 학교부적응 척도의 규범부적응 척도와
학습부적응 척도를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학습, 규범, 교사관계, 교우관계의 범주로 나누
어 구성되어 있다. 규범부적응 척도는 복장문제나
흡연 등 학교의 일상적인 규칙에 대한 것으로 이
러한 규칙을 학생들이 수용하는 정도와 불만, 규
칙을 위반했을 때의 지적된 행동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정(예, 학교의 규칙은
나를 화나게 한다)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부적응척도는 수업시간의 참여, 집중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
정(예, 나는 수업시간에 멍해지곤 한다)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부적응 척
도의 문항들을 수업부적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각각의 내적 합치도는 .81과 .85이었다.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는 Noten(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미라(2001)가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예,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
심을 가지신다) 9문항, 교사지지(예, 나의 선생님
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신다) 9문항, 또래지
지(예,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
정해준다) 9문항으로 총 3개 하위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지지, 교사
지지, 또래지지 각각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 자료처리
.91, .93이었다.
기술통계는 SPSS 15.0을 사용하여 구하였고, 구
기본 심리욕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7을 이용하였다. 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 심리욕구 척도는 형의 적합도는 Hu와 Benler(1999)가 제안한 조합
Ryan & Deci(2002, 2004)의 기본 심리욕구 척도를
규칙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들은 SRMR(the
근거로 김아영, 이명희 (2008)이 개발 타당화한 척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과 상대적 적
도로 자율성(예,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합도 지수(예, CFI) 중의 하나를 조합하여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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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였다. Hair 등(2006)은 사례수가 250명
이상이고,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사이일
때 SRMR과 CFI를 조합하여 보고할 경우 CFI가
.92를 넘으면서 SRMR은 .08 또는 그 미만 일 때
적합하다고 하였다(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
현, 2011).

연구결과
척도 점수들의 단순 상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184～.627 이었고, 변인들 간에는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규범적응
의 상관은 .075～.259 였고,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
응은 .172～.304의 상관을 보였다. 모두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들은 규범적
응과 .37～.213의 상관을 보였고, 특히 유능성은
규범적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적
응과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은 .202～.341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규범적응과 수업적응은 .659의 높
은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모형의 검증
그리고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의 상관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측정모형의 측정변인은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간의 단순 상관
(n=578)
부모 교사 친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규범1 규범2 규범3 규범 수업1 수업2 수업3
지지 지지 지지
적응
부모지지
교사지지 .568**
친구지지 .524** .580**
자 율 성 .289** .184** .308**
유 능 성 .329** .336** .446** .358**
관 계 성 .375** .381** .627** .479** .685**
규 범 1 .214** .212** .075 .123** .037 .057
규 범 2 .193** .277** .094* .198** .090* .082* .577**
규 범 3 .191** .178** .077 .213** .069 .105* .683** .685**
규범적응 .228** .259** .095* .203** .076 .092* .856** .879** .887**
수 업 1 .190** .222** .172** .297** .299** .202** .498** .566** .491** .597**
수 업 2 .278** .304** .182** .326** .324** .262** .448** .479** .451** .527** .663**
수 업 3 .194** .273** .142** .286** .250** .193** .530** .607** .524** .638** .770** .614**
수업적응 .248** .297** .187** .341** .330** .247** .552** .617** .548** .659** .924** .854** .883**
평 균 27.62 28.11 26.12 25.07 23.58 26.19 13.38 11.68 13.44 38.51 15.03 11.12 11.31
표준편차 5.47 5.86 5.53 4.42 5.91 5.28 2.12 2.41 1.83 5.58 3.08 2.67 2.3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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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
주.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부모지지, 자율성, 규범적응1, 수업적응1 이외의 모든 경로계수: p < .001.

개개 문항들을 묶은 점수(item parcels)나 하위요인
점수로 구성되었다. 묶은 점수나 하위요인을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면 최대우도추정 방법의 전제 조
건인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따라서
사회적 지지, 기본 욕구충족은 하위척도를 측정변
수로 구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규
범적응과 수업적응은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
라 추출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고, 문항들의
요인계수에 근거하여 문항들을 묶은 총점을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각 묶은 점수(예, 규
범적응1, 규범적응2, 규범적응3)의 잠재변인(예, 규
범적응)에 대한 요인계수가 동일해지도록 요인분
석에서 나타난 개별문항의 요인계수 순위에 기초
하여 각 묶은 점수(예, 규범적응1, 규범적응2, 규
범적응3)에 순차적으로 할당하여 측정변수를 구성
할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이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측정모형(그림 2)을 검증한 결과는 각각의 구인
이 측정변수에 의하여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8, N = 578) = 304.098, p <


이었다. 이 결과는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rham(2006)이 제시
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 < .001; 단, 1로 고정된 요인계수는 제
외).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하였
다(사회적 지지와 규범적응: r = .24, 기본욕구충
족과 수업적응: r = .33, 규범적응과 수업적응: r
= .76,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충족: r = .71, 사
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r = .31. 모든 r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단, 기본욕구충족과 규범적
응: r = .13,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001, CFI = .927, SRMR = .066

구조모형
구조모형은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되었으
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48, N = 578) = 304.98, p < .001, CFI = .927,

였다. 이 결과는 Hair 등(2006)이 제
시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한다. 사회적 지지의 기
본욕구충족에 대한 경로계수(β = .71, p < .001),
SRMR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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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과 최종모형

주.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부모지지, 자율성, 규범적응1, 수업적응1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경로: p < .001. 이탤릭체
는 설명변량을 나타냄.

사회적 지지의 규범적응에 대한 경로계수(β =
.29, p < .001)는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수업
적응에 대한 경로계수(β = .14, p = .066)는 유의
하지 않았고, 기본욕구충족의 규범적응에 대한 경
로계수(β = -.08, p = .343)는 유의하지 않았고,
기본욕구충족의 수업적응에 대한 경로계수(β =
.23, p < .01)는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에서 기본욕구충족과 규범적응 사이의
경로,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사이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들을 삭제한 최종모형을
구성하였다. 최종모형의  (50, N = 578) =
307.018, p < .001, CFI = .927, SRMR = .069)였
다. 이 결과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기준을 충

족한다. 최종모형은 구조모형에 내재되므로 모형
비교를 위하여  검증을 하였다.  (2,
N = 578) = 2.919, p = .232)로 유의하지 않아,
간명한 최종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였다. 최종모
형에서 사회적 지지의 기본욕구충족에 대한 경로
계수(β = .72, p < .001), 기본욕구충족의 수업적
응에 대한 경로계수(β = .35, p < .001), 사회적
지지의 규범적응에 대한 경로계수(β = .20, p <
.001) 모두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는 bootstrap 분석으로 검증하
였다. 이 방법은(Shrout & Bolger, 2002) 연구의 표
집에서 무선표집을 반복하여 1000개의 표집을 추
출하고, 1000개의 표집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표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χ2

Model

주.

구조모형
최종모형

△χ

2

304.98***
307.018***

ns

2.919

***

p < .001. ns : non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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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difference

DF

CFI

SRMR

48

.927

.066

50

.927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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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모형의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직접
총효과 간접
효과 효과
사회적 지지-->수업적응 .25 .25 사회적 지지-->규범적응 .20 - .20

하여 각 경로계수에 대한 1000개의 추정치를 구
하고, 1000개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추
정치를 계산한다.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표 4),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
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들의 사회적 지지가 기본욕구충족을 매개로 규범
적응과 수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구조모형
을 검증하기 전에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충족,
규범적응, 수업적응이 측정변인들에 의하여 타당
하게 측정되는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
의 요인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잠재변인
표 4.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
사회적 지지 기본욕구 충족 수업적응

들 간의 상관관계 모두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은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되었으며, 기본욕구총
족과 규범적응 사이의 경로, 사회적 지지와 수업
적응 사이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두 경로를
삭제하고 최종모형을 구성하였다. 최종모형은 구
조모형에 내재되므로 모형비교를 하였고, 그 결과
더 간명한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기
본욕구충족이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의 관계에
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
지와 규범적응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규범적응에 직접효
과 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교사,
부모, 또래의 지지를 받을수록 기본 욕구충족(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채워져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적 지지와 기본욕구충족,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들(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Covington & Dray, 2002)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김수진, 이정숙, 최
봉실, 2004; 김연희, 1998; 신혜정, 서영석, 2006;
장성화, 2010)과 일치한다. 그리고 기본 욕구충족
이 된 청소년들이 수업적응과 관련된 학습전략,
자기조절행동 등 학습의 과정 및 행동에서 더 적
절한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민성, 신택수,
2010; 송경애, 2006; 이은주, 2001; 이혜주, 2008,
한순미, 2004)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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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수업에 적
절히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학습목표 성취
가 낮으며, 학습동기도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수업부
적응으로 야기되는 “학습부진”은 청소년들로 하
여금 열등감, 무기력감, 위축, 주의산만, 자신감
결여, 긴장과 불안 등 부적응 현상을 유발한다(곽
경자, 2003). 교사, 부모, 또래의 신뢰와 관심, 배
려의 형태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기본적 심리욕구(유능감, 자율성, 관계성)를 충족
시켜주고 기본적 심리욕구가 충족된 청소년은 스
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에 대
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자기결정성이 증진된다
(Deci, Connelly, & Ryan, 1989). 자기결정성은 청소
년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
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행동을 선택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뜻하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를 잘 받아 기본 욕구충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결정성이 높고 자기결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습
동기와 행동조절을 자율적으로 하며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는 기본욕구충족를 매
개하여 청소년의 규범적응에 간접효과를 갖지 못
하였고, 규범적응에 직접 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규범적응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보
정, 2003; 김지혜, 1997; 김혜경, 2008; 문은식,
2005; 박금화, 2006; 이정윤, 이경아, 2004; 주소영,
2008). 이 결과는 또한 중퇴의도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교사의 지지가 규범적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정민선, 장지영, 최희철,
2010),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한다는(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정

윤, 이경아,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 연구결과
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제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는 과정에서 집단구성원들과 관계 속에서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내면화가 더욱 촉진된다고 한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반면, 기본욕구충족
이 수업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한 것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기본욕구충
족이 규범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유보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결과가 본 연구의 표집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 계수와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에서 기본욕구
충족과 규범적응 사이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 충족 사이의
상관은 비교적 높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기본
욕구 충족 사이의 변량이 상당히 공변되어 기본
욕구충족이 규범적응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
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규범적응의 측정 내용은 복장문제나 흡연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규칙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
한 규칙들의 경우에 개인의 심리내적인 기본욕구
충족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환경에서 주어지는 사
회적인 관심과 지지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와 규범적응 간에 기본욕
구충족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못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유사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결론을
내기기보다 향후 기본욕구충족과 규범적응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
한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수업적응 사이에 기본
욕구충족이 매개효과를 보인 결과는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관계성의 지지를 받은 아동들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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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시되는 가치들을 더욱 더 잘 내면화 하고
(Grolnick & Ryan, 1989),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욕구충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학업성취와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며(이민희, 정태
연, 2008),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잘 충족 될수록 학
교 학습이나 학업과정에서도 집중력이 높고 결과
적으로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김민성, 신택
수, 2010;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장경문,
2007)는 결과들과 일치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
해서 기본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수업과 관련된
규범은 잘 내면화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는 교사, 부모, 청소년 모두 상당히 일치되는 견
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사, 부모,
또래 관계 속에서 기본욕구가 잘 충족될 경우 비
교적 내면화가 일관성 있게 일어나고, 복장, 흡연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규칙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교사, 부모와 청소년들의 그 중요성
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또래 관계 속에서의 기본욕구 충족의 정도
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상담 장면에서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많은 경우에 상담에서
는 내담자의 외적 환경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어 문제를 탐색하고 변화하도록 조력한
다. 사회적 지지(교사, 부모, 또래의지지)는 환경적
변인으로 사실 이러한 지지체계가 미약하거나 어
려운 조건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자가 모든 지지를
제공하는 환경체계를 만들어 주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욕구충족의 요소(유능성, 자
율성, 관계성)에 대해 상담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
즉, 사회, 학교, 주변에서 원하는 모습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유능감을 증진시키
고, 청소년 내담자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
한 지지와 격려, 기다림, 피드백을 통해 유능감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의 의지와 결
정, 책임을 행사하는 자율성을 증진시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수업부적응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움을 중단한 상태이거나 중퇴 의도
를 가진 청소년 즉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
가(고기홍, 2003; 정연순, 이민경, 2008)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예방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우리나라 학교들은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며 학업성취,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에 집중
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적응이 어려워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해 누적된 학습결손은 청소
년들로 하여금 학습동기, 흥미를 잃게 하여 결국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비행으로 치닫게 한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 진학률 1위 국가이며,
2009년 대학진학율이 81.9%로 학력을 중시하는 우
리나라에서 수업부적응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
는 청소년의 불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수업적응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기본욕구충족의 방안들이 교사와
부모, 상담자들에게 중요한 함의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수업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대처방안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교현장에서 수업부적
응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학습결손
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나 학교는 학
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처(예를 들면 방과
후 학습지원, 학습멘토링 등)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습량을 늘리고 전략에 대한 지원을 한
다고 해서 학습결손이 해결되고 수업에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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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내용에 대해 잘 알고 집중
하여 성취하는 경험이 수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업동기, 학습동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
의미한 매개요인으로 검증된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욕구 충족 요인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욕구이며, 심리적인 자양분으로 인간의 동
기증진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저변인임이 이론적
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다(Ryan, Lynch, &
Vansteenkiste & Deci, 2010). 따라서 지지적 환경에
서 청소년들의 기본 욕구충족과 같은 동기적 측
면이 강화되면, 그들은 스스로 수업에 잘 참여하
고(자율성), 성취감을 느끼며(유능성), 교사 및 또
래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수업환경에 잘 적
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부적응 청소년
에 대한 학습적 측면의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지
지와 함께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교실분위기 만들
기, 수업전개하기(예: 학습내용을 제시할 때 그 내
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선택하여 배울만하다고 느끼게 함으로
써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와 같은 개입
을 동시에 투입해야하며, 상담자는 청소년들의 자
기결정성을 높이도록 상담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규범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사와 상담자
의 대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규
범부적응에 대해 규제와 징계보다 지지와 격려가
더욱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라고 확인한 바, 규범을
잘 준수하고 내면화하도록 교사가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보다 깊은 이해와 지지로 학생
을 다루어야 하며, 규칙위반 등으로 의뢰된 청소
년의 경우 상담자는 환경적 지지 자원을 확인하
고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표집이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생으로

임의표집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규범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다른 개인내적 변
인들을 찾아 청소년의 규범적응을 높일 수 있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과 기본욕구충족의 하위
요인들 각각이 잠재변인 수준에서 수업적응과 규
범적응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
지 못하였다. 이들 변인들 각각의 관계에 대한 모
형을 설정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할 경우 더 의미 있
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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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Basic Needs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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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social support theor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parents support, teacher support, peer support) and norm adjustment and class adjustment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Data were collected from 578 adolescents(335 males,
243 females) who attend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area. For analys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class adjustment. but didn't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norm adjustment.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and counselling practice
derived from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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