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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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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한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
감, 관계성에 대한 만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
는 우울경향성이 심리적 욕구만족의 영향을 매개하는 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지도 확인하였다. 중·고등학생
105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이 우울에 영향을 주고, 우울은 다
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만족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우울은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율성과 관계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심리
적 욕구는 직,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을 초래하는 요소임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
은 중학생에 비하여 우울하고, 학교생활적응도도 낮았으나, 자율성과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 욕구만
족 수준 자체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제어 : 자기결정성, 학교생활적응, 우울, 심리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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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 발달과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성장하고
통합하는 자연적 성향을 촉진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

것이다(Ryan & Deci, 2002).

습에 대한 동기 수준도 낮고, 불안 수준이

자기결정성이론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높고 따라서 정서적 안정, 학교적응력 등과

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론적 근원에서 유

같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낮음을 지적하

래한 개념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통합되

였다(김아영, 2008; 문은식, 2005; 소연희,

면서 진화된 이론이다. 유능감에 대한 욕구

2007; 채선희, 2003; Kim, 2005). 입시중심의

는 원래 White(1959)의 효율동기(effectance

경쟁적이고 타율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청소

motivation)이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

이는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보이며, 결국에는 학교부적응이라는 결과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되는

낳게 된다. Sheldon, Ryan, Deci와 Kasser(2004)

욕구이다.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활동을 통

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해서 기술과 재능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은 인지와 정서

자 꾸준히 시도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적화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할 도전들을 찾게 한다. 자율성은 어떤 일

적하였다.

을 할 때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원

Deci와 Ryan(Deci & Ryan, 2000; Ryan &

하는 것이다(Deci & Ryan, 1985). 개인은 자

Deci, 2000)은 그들의 자기결정성이론(Self-

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무

Determination Theory)에서 개인의 심리적 욕구

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를 스스

에 따라 내재동기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촉진

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자율성에 대한

되거나 저해될 수 있으며, 사회 맥락적 사건

욕구이다.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이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

계성(relatedness)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

를 받아서 하는 경우, 즉 자기결정적이 아닌

가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행동에 대한 내재

경우에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좌절된다. 관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계성에 대한 욕구는 Ryan(1995)과 Baumeister

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

와 Leary(1995)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이

족의 기회를 갖는 것은 효과적인 활동을 하

타인과 연결되어있다고 느낄 때, 타인에게

는 데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 심리적

낄 때,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

욕구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김주

에 속해 있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Ryan &

환, 김은주, 홍세희, 2006; Deci & Ryan,

Deci, 2000).

2000;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이와 대조적으로 우울은 슬픔, 좌절, 미래

2000; Sheldon, Ryan, & Reis, 1996), 이 기본

에 대한 비관, 활동력의 저하, 무능력한 느

적 욕구들을 통하여 개인의 건설적인 사회

낌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정서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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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정신적 상태이다(Websters-online-

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dictionary, 2006).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려웠고, 국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

Zuroff, Koestner, Moskowitz, McBride, Marshall

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과 Bagby (2007)는 캐나다의 한 정신과병원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의 자

범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음

율적 동기와 치료자의 자율성지지가 우울치

의 부정적인 상태이다(Beck, 1976; Joiner &

료의 효과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보

Metalsky, 1993). 이러한 우울은 우리나라 학

고하였다. 또한 Vansteenkiste, Lens, Soenens와

생들의 경우에도 아동기부터 나타나며 사춘

Luyckx(2006)는 벨기에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유학예정인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능감,

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와 심리적 안녕

적 부적응의 하나이다(우희정, 최정미, 2004).

감과 우울성향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Garber와 Dodge(1990)는 대부분의 청소년

결과,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

들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정상적인 발달을

만족정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각각 r = .58,

진행시키지만, 일부 청소년에서는 진로 선

.56, .60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는

택, 자아실현 및 환경적 스트레스 등으로

각각 r = -.46, -.56, -.61의 비교적 높은 부

인한 분노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

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관계성에 대한 욕

에 그 결과 우울이 발생한다고 하였다(한상

구만족이 낮은 경우에만 자율성에 대한 높

회, 2005에서 재인용). 특히 부모-자녀관계

은 만족이 우울감정을 덜 느끼게 하는 것으

는 아동의 우울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 나타나 관계성이 자율성 만족의 효과를

Messer와 Gross(1995)는 아동의 우울증상을

매개함을 시사하였다.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학교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Cole과 Kaslow(1988)

생활적응 여부는 그들 개인의 전반적인 삶

역시 아동이 표현하는 우울증상은 아동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년기와 성인기 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상과 밀접히

후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백

관련된다고 하였다(이영미, 민하영,

2004;

혜정, 2007)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적응에 대

Alloy et al., 2001). 또한 청소년기에는 개인

한 우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 지

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

도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

을 평가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

다.

만족은 우울을 야기한다(Diener & Emmons,
1984, 김현정, 손정락, 2006에서 재인용).

이제까지 한국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학업성취도와 관련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심리

된 보고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적 욕구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 역사가

들어서는 자존감이나 또래 및 교사와의 관

짧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계 등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학교적응의 주

않았다. 특히 기본 심리적 욕구와 우울간

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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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응이란 개인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

는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지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학교생활을 성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청소년의 자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포함하며, 학교

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감정이 보다

충족 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Ladd, Kochenderfer, &

다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Coleman, 1996).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학교

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개인의 심

생활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교사와의

리적 특성에 따라 환경을 지각하는 정도에

관계(김정화, 김언주, 2006), 학습동기(박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결정적인 사람일수

청, 최성열, 2007), 자존감, 성격특성, 문제해

록 적응력이 높을 것이다. 그동안 자기결정

결능력, 자기조절능력 등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 변인들(백혜경, 2007; 이경화, 손원경,

지, 또 어떠한 환경적, 개인내적요소가 자기

2005; 이정윤, 이경아, 2004)이 학교생활만족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심리

많았다(예를 들어,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

2006, 문은식, 2007; 소연희, 2007; Deci &

지 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Ryan, 2000; Reis, Sheldon, Gable, Roscoe, &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만족은 모두 유사

Ryan, 2000; Ryan & Deci, 2002; Sheldon,

한 사회ㆍ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

Ryan, & Reis, 1996). 그러나 학년이 증가함

인의 적응과 웰빙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에 따라 자기결정성의 작동방식이 어떻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상학적으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로 나타나는 외현적 사건에 주목한 연구라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모형을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전체 집단을 상대로 검증해 본 뒤, 주요 잠

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특성 요인들

재변인들의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을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

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고 한다.

다.
대부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를 들

Ⅱ. 연구 방법

어가기 전부터 모든 생활이 대학입시에 대
한 준비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는 어느 정

1. 연구모형

도 충족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은 학생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청소년의 자

지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자기결정적 욕구는

국내에서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학생들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

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아직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

들과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변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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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하여, 연구가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채택된 모형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 주요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의 동일성
을 검증하였다.
[그림 1] 모형 1-완전매개모형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이명희(2007)의 연구에 참여한
서울 경기 소재 1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
교, 경상도 소재 2개 고등학교와 1개 중학
교, 그리고 전라도 소재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458명과 중학생 597명의 자
료에 기초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자료 중 56.6%가 중학생, 43.4%

[그림 2] 모형 2-부분매개모형

가 고등학생으로 학교급 별로 비교적 고르
게 분포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1학년

서는 [그림 1]의 완전매개모형과 [그림 2]의

이 206명, 2학년이 3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분매개모형과 같은 두 가지 모형이 가능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319명, 2학년 96명,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쟁

3학년 4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성별 역시

모형을 상정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한 적합

남자가 518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하고

<표 1> 연구 참여자
학교급

명(%)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성별
남

여

계

1학년

104

102

206(34.5)

2학년

199

192

391(65.5)

합계

303(50.8)

294(49.2)

597(100)

1학년

139

180

319(69.7)

2학년

69

36

96(21.1)

3학년

16

27

43(9.4)

합 계

215(46.9)

243(53.1)

458(100)

597(56.6)

458(43.4)

10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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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537명이며 50.9%를 차지하여 성별이

형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르게 분포하였다.

Cronbach α는 .72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3. 연구도구

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측정

가.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하기 위하여 김아영(2002)의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 심리적 욕구 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우관계에 대하

도는 Ryan과 Deci(2002, 2004)의 기본 심리적

여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

욕구 척도의 문항을 근거로 이명희(2007)가

다” 등으로, 교사관계는 “선생님을 길에서

개발한 척도로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하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등으로,

위 척도가 각각 6문항씩으로 총 18문항으로

학교수업 관련하여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 자율성은 “내 일

시간이 즐겁다” 등, 학교규칙에 관해서는

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등의 4개의

많지 않다(R)”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

며, 유능감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

인마다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으

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6점 척도로

로 구성되었다. 관계성은 “내 주변 사람들과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형태를 사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와 같

용하였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모

은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전혀

든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는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Likert 식 6

.72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

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

타난 Cronbach α는 각 하위 요인에서 평균

난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Cronbach의 내

적으로 .70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전혀

적합치도 계수 α가 각각 .70, .75, .79로 비
교적 양호하였다.
나. 우울 척도

4.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요인들과 우

학생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채

울,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구조적인

희, 김아영, 송연화, 이명희, 전혜원(2007)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사용

청소년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우울

하여 우선적으로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

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며, Amos 7.0을 사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과

“나는 쉽게 우울해진다”, “가끔씩 특별한 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행렬자

유 없이 울고 싶다”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

료를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이

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식 6점 척도

사용되었다. 동일성 검증은 내재된 모형

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nested model)들에 대한 위계적인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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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졌다.

에서의 평균은 2.58～4.78의 범위를 보이고,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 심리적 욕구와 우

표준편차는 0.88～1.51이며, 고등학교 집단

울을 측정하는 문항 수가 6개씩으로 비교적

에서는 평균은 2.71～4.84의 범위를 보이고,

많은 편이므로,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표준편차는 0.74～1.47로 두 집단이 크게 다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르지 않았다. 또한 중학교 집단에서 높은

적정한

묶음화(item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고등학교 집단에서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이런 경우 사용되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 학교 급에 따른 각 측

방법들로 하위검사수준의 합산점수를 측정

정변인들 간의 상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

변수로 쓰는 방법, 내용상 상관이 높은 문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

항을 짝지어서 측정변수로 쓰는 방법, 1요

은 .04∼.63으로, 우울은 다른 변인들과 부

인의 경우에는 요인 부하량이 가장 큰 것과

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규칙적응 변인

가장 낮은 것을 더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은 중, 고등학생 모두 유능감과 관계성의

(Kishton & Widaman, 1994). 본 연구에서는

일부, 그리고 학교수업적응, 교사관계, 친구

이들 중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측정변수를

관계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수로

줄이는

문항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몇
개의 문항이 합쳐짐으로 지표로 사용되는

2. 연구모형 검증결과

점수의 범위가 커져 정상분포를 이룰 가능
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보다 신뢰로운 지표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자기결정

가 되게 한다. 또한 개별 문항을 사용하는

성 요인들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경우보다 추정되는 모수치의 수가 줄어 추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

정오차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Bagozzi &

정하고 경험적 자료에 대한 공분산구조분석

Edward, 1998; Kishton & Widaman, 1994).

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공분산구조모형에
서 특정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개의 적합도 지수들을

Ⅲ. 연구결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표

1 . 중,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요인 및 우

본 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과 자

울, 학교적응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

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 주는 RMSEA
(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 Steiger&

우울 및 자기결정성의 자율성, 유능감, 관

Lind, 1980),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계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인인

Lewis, 1973),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교사관계, 그

Bentler, 1990)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

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였다. RMSEA는 절대 지수로 보통 .06 또는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이하일 경우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08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변인들의 중학생 집단

하 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며, TLI와

430 敎育心理硏究 (第22卷, 第2號)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43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RMSEA(90%신뢰구간)

TLI

CFI

모형1-완전매개모형

925.51

96

.091(.085～.096)

.820

.873

모형2-부분매개모형

660.30

93

.076(.071～.082)

.873

.913

C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0이상 일 때 적합

미한 경로계수를 표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각 변인들의 모수를 추정해 보고, 자기결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분석결

성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우울을

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모형1의 경우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는 χ2= 925.51, df=96, p<.001이고, RMSEA
는 .091이고, TLI가 .820 CFI는 .873이고, 모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형2의 경우는 χ2 =660.30, df=93, p<.001이
고, RMSEA는 .076이고, TLI가 .873, CFI는

변인간의 모수치 추정결과인 <표 4>와
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한 경로모형 [그림

.913이다. 이 모형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

서  =265.21,  =3에서 통계적으로 유

소인 자율성과 유능감은 우울에 부정적 영

의미한 값을 가지고, 적합도 산정 기준에서

향을 미치는데(각각, β =-.594, -.204), 특

도 역시 모형2가 보다 적합함을 확인 할 수

히 자율성은 우울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2와 같이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

자기결정성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울을 매

과 유능감에 대한 욕구 충족이 많이 될수록

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우울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은

확인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 β

[그림 3]에는 연구모형과 각 경로별 유의

<표 5>에 제시하였다.

=-.24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

<표 4>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모수

주: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우울

<---

자율성

-.692

-.594***

우울

<---

유능감

-.203

-.204**

우울

<---

관계성

-.057

-.052

학교생활적응

<---

자율성

-.200

-.105**

학교생활적응

<---

유능감

.115

.070

학교생활적응

<---

관계성

.894

.496***

학교생활적응

<---

우울

-.401

-.245***

*** p < .0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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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자기결정성 요인 및 우울 간의 경로 모형
(주: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β값, *** p < .001, ** p < .05.)

울 경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표 5>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학교생

기결정성 요인 및 우울의 표준화된 직․간접효과

활적응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 β =-.105)을

및 전체 효과

미쳤고, 유능감과 관계성은 긍정적인 영향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각각, β =.070과 .496)을 미쳤는데 특히, 관

우울

-.245*

-

-.245*

계성은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율성

-.105*

.145*

.041

나타났다.

유능감

.070

.050

.120*

관계성

.496*

.013*

.508*

한편, <표 5>와 같이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

간접효과에 있어서는 자율성(.145)이 학교생

한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관계성(.508)

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245), 유능감
(.120), 자율성(.041)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3.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의 연구모형 동등성

나타났다. 전체 효과 중에서 직접효과가 가

검증 및 잠재평균비교

장 큰 변인은 관계성(.496), 우울(-.245), 자율
성(-.105), 유능감(.0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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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모형의 학교급 별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1: 형태동일성검증
(기저모형)
모형2: 측정동일성검증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검증
모형4: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df

TLI

807.973

186

.862

838.684

197

.865

919.871

213

.863

990.183

245

.874

RMSEA
(90%신뢰구간)

 



30.712

11

81.186

16

70.312

32

.056
(.052~.060)
.056
(.052~.060)
.056
(.052~.060)
.054
(.050~.057)

서 동일한 연구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든 모형들에 대한 동일성을 가정할 수 있는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두 집단 간의 평

수준을 보였으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균의 차이를 잠재변인의 평균을 추정하여

간의 잠재평균치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모형에 대해 중, 고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분산구조분석에서

등학생 집단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제공하는 다집단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에 대한 측정

연구모형의 구인동등성을 검증하였는데 이

모형의 비교에서는 모든 잠재변인간의 상관

절차는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

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치들이 자유롭게 추정

태동일성(모형 1), 측정동일성(모형 2), 측정

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중학교 집

및 절편동일성(모형 3), 측정, 절편 및 요인

단의 경우는 χ2= 495.4, df =93, TLI= .866,
CFI=.896, RMSEA=.085이고, 고등학생 집단

분산 동일성(모형 4)에 대한 검증으로 위계
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위계적 검증은 순
차적 하위모형들은 상위모형에 내재되었기

의 경우는 χ2= 312.6, df=93, TLI= .881,
CFI=.919, RMSEA=.072로 연구모형은 고등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χ2 의 차이검증과
TLI와 RMSEA 수치와 신뢰구간의 변화 정도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

를 통해 진행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가하지 않은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형태동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

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모형 1

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용된다(홍세희, 2000;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고, TLI 역시

Browne & Cudeck, 1993). 이에 따라 본 연구

.862로 비교적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의 자료를 사용해서 구인동등성을 검증한

나타내었다. 또한 RMSEA의 90% 신뢰구간이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모

좁게 나타남으로써 RMSEA의 값이 안정되게

났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화 제약을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MSEA가 .0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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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형태동일성을

<표 7>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

수용할 수 있었다.

기결정성 요인 및 우울의 잠재평균비교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효과크기(d)

모형속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들이 동

우울

-.081*

0

.410

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자율성

.075

0

.124

χ2

유능감

.086

0

.124

관계성

-.030

0

.043

학교생활적응

.135**

0

.722

모형과 기저모형의 비교(모형 2)에서도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 수준이 기저 모형에 비해 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
었음을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주:

** p < .001 * p < .05

다음 단계는 절편동일성 가정을 검증하는
것으로서(모형 3) 측정동일성 모형에서 각

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

측정 변인의 절편 사이의 동일화 제약을 가

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절편동일성 모형 간에 적합도를 비교하

(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였다. 여기서도 역시

χ2

검증 결과는 동일

고등학생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

성을 기각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의 변

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중학생 집

화가 없는 것으로 절편동일성이 확보된 것

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으로 수용하였다.

<표 7>에 나타나 있다. 잠재평균 비교분석

마지막 단계는 측정, 절편, 요인분산이 동

결과는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더 우울

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4)에 대한

한 것으로 나타났고(d = .42, p < .05), 학교
생활적응 역시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것으

적합도 검증으로 마찬가지로 χ2 검증 결과
는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는 향상
되어 동일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다시 말

로 나타났다(d = .722, p < .05). 하지만 이
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하지

해서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

만 Cohen(1988)의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을

생 집단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적용하고

적용해 보면 중간 수준의 차이라 할 수 있

요인계수들을 직접 비교하고 요인들의 잠재

다. 자율성이나 유능감, 관계성에 있어서

평균치들을 비교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중, 고등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

Ⅳ. 논 의

한 것이다.
잠재평균 비교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

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참조집단의 잠재평균

기결정성의 하위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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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고,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형의 적합도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

줄 것이라는 가설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

적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가

였다. 즉, 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요인들인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기본 심리적

분석을 통해 얻은 인과구조는 다음과 같았

욕구충족 정도는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무

다.

기력, 우울, 존재가치부재 등으로 측정된 우

첫째, 자기결정성의 세 하위요인 중 자율

울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성과 유능감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자기결정성은 내재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

주며, 자율성과 관계성은 학교생활적응에도

로서,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내재동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

증가한다(Ryan & Deci, 1995). 또한 내재동기

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모두에 직접적인

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

영향을 주지만, 유능감은 우울을 매개로 학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이 학교생활적응의

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설명요인이 될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관계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다. 더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성, 유

영향만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유

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

능감에 대한 욕구충족이 잘 안될 경우 우울

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만족과 안녕감에 영

경향이 높고, 자율성이 높으면 학교생활적

향을 주기 때문에(Deci & Ryan, 2000) 자기결

응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관계성에 대한

정성 욕구 충족이 잘 될수록 우울 성향은

욕구충족이 잘 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낮을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Zuroff 등

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

(2007)의 연구결과에서 자율성이 우울을 예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자기결

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과 Vansteenkiste 등

정성 요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이

(2006)의 연구에서 자율성과 우울 간에 부적

직접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우울을 매개

상관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

로 진행되는지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나 Vansteenkiste 등(2006)의 연구에서 유능감

결과들을 종합하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과 우울, 그리고 관계성과 우울 간에 부적

에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상관을 보인 것과는 모순적인 결과이다.

타당한가를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 분석을

연구결과, 자기결정성 요인들은 학교생활

위해 사용한 우울경향에 대한 지표들 중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우울

서 우울2와 우울3은 관계성 지표들과 중,

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이

고등학교 자료 모두에서 대체로 -.30 ～ -.42

채택되었다. 또한 채택된 모형이 중, 고등학

의 상관을 보인 반면에 우울1은 -.06 ～ -.26

생 두 집단에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차

사이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우울2와 우울3

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

에 포함된 문항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별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측정모형이나 구조모

로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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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든다.”와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인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이 불만족스

또한 Vansteenkiste 등(2006)의 연구에서 나

럽다.”와 “매사에 의욕이 없다.”라는 내용으

타난 자율성의 효과를 관계성이 매개한다는

로 우울경향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

결과로 추정해 보면, 관계성과 자율성 간의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혹은 정서적 태도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서

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울1의 문항은

도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나 조절효과가 나

“나는 쉽게 우울해 진다.”와 “가끔씩 특별한

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울고 싶다.”라는 문항으로 좀 더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구

직접적인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문항들이다.

체적인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변 사람들과

셋째,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 문항들과 우울증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경향이

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해석할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회

둘째, 자기결정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적 유능감이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직접적

준다는 연구결과(Levesque et al, 2004)와 일관

영향을 미쳐서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에 부

되게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도 관계성에

적응을 초래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

대한 욕구가 만족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

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희정, 최

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론이 제시하는 바

정미, 2004)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라 하겠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다.

가지 주목할 사항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넷째, 각 변인간의 잠재평균비교분석을

만족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경향이 나

통해 중, 고등학생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타난 것이다. 비록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 정도에서는 통계적

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한국 청소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은 중

들의 생활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가능

학생에 비해 더 우울한 것을 확인하였고,

한 측면이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생활적응 역시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학원 등 공부에 묶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학

자율적인 활동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생활

생들이 속한 교육환경의 문화적 특성으로

에 익숙해 있다.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학생들은 학교교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이탈이 가

육이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생활과 자신에

능한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대한 평가가 공부와 성적을 중심으로 진행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함은 평균적인

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일부를 제외하

한국의 중, 고등학생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에서 자신에 대한 긍

학생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적인 생각이나 만족감이 학년이 올라갈수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교생활적응이라는 요

록 낮아지고 부정적이 되어 우울한 태도가

인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타당한 것으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학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437

교수업이나 규칙에 대한 적응이 입시준비

과를 아직 국, 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

위주로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 낮아지는 것

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에 대한 추론은

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이른 감이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표본

대한 해결은 한국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개

들에서 연구가 축적되어야 적절한 논의가

혁이 따르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경향을 측정

학생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을 증진시킬

한 문항들의 내용과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면 어느 정도의

측정한 문항들이 우울의 서로 다른 차원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한다.

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잠재평균비

구에서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기초해서 상정

교를 위한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는 과정에

한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 모형은 기본 심리

서  차이 검증 결과가 모두 기각되었음에

적 욕구에 대한 우울의 완전매개모형과 부

도 불구하고 다른 합치도 지수만을 고려하

분매개모형의 두 가지였다. 자료 분석 결과,

여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는 점은 이 연

부분매개모형을 자료가 더 잘 지지하는 것

구의 큰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으로 나타나 이 모형이 채택되었으나 본 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없으나,

구의 결과만으로는 완전매개모형의 적절성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위한 설문실시를 할 때 설문에 포함된 문항

연구에서 교차타당화를 거쳐 모형의 적절성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응답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 대한 성실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경우

둘째, 본 연구결과는 관계성이 학교생활

가 있었다. 따라서 응답 자료에 다양한 측

적응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

정오차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

교생활적응에 사용된 문항이 교사나 교우관

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설문 실

계에서의 만족감을 묻는 문항들을 많이 포

시 환경을 정비하여 신뢰로운 자료 확보를

함하고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의 비교에 초점

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라는 심리적 구인을

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이 충분히

보다 잘 대표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그 결과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측정오차를

를 비교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배제시킨 잠재요인 평균 간의 비교를 함으

있다. 반면에 관계성이 우울을 설명하는 것

로써 좀 더 정확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같이 심리적 욕구만족 정도와 우울경향에

다.

관한 외국 연구와 불일치하는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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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nd Highschool
Ahyoung KimㆍMyung-Hee Le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identified in self-determination theory - namely, the need fo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s mediated by depressive
tendency. The other was to test the structural equivalence and latent mean differences among the
researched variable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amples. A total of 105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three basic needs,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scal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model that posited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had both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indirect influence mediated by
depressive tendency, was selected as a valid one to represent the structural model for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sychometric equivalence of the research model in the two school levels. The results showed that it was
reasonable to accept the psychometric equivalence of our model to represen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for both groups. This led us to conduct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variables.
The results revealed that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had effects on depressive tendency and
the depressive tendency had effect on school adjustment, which suggest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tendency. In addition, autonomy and relatedness had 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latent means analysis revealed that high school students felt more depressed and less
adjusted to school life than middle school studen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need satisfaction levels between the middle and high school groups.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School Adjustment, Depressive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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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 급별 측정변수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고
중

우울1

우울2

우울1

1

우울2

.387(**)

우울3

.409(**) .573(**)

우울3

자율성1 자율성2 자율성3 유능감1 유능감2 유능감3 관계성1 관계성2 관계성3

적응

-.254(**)

.025

-.193(**) -.214(**)

.598(**) -.504(**) -.505(**) -.427(**) -.424(**) -.400(**) -.384(**) -.415(**) -.401(**) -.416(**) -.383(**)

.081

-.309(**) -.501(**)

.09

-.288(**) -.436(**)

.012

.228(**) .363(**)

-.006

.327(**) .467(**)

-.047

.219(**) .263(**)

1

-.278(**) -.423(**) -.427(**)

자율성2

-.327(**) -.485(**) -.423(**) .559(**)

자율성3

-.230(**) -.437(**) -.343(**) .433(**) .428(**)

유능감1

-.158(**) -.434(**) -.343(**) .428(**) .425(**) .327(**)

유능감2

-.156(**) -.442(**) -.442(**) .413(**) .403(**) .319(**) .517(**)

유능감3

-.163(**) -.422(**) -.382(**) .401(**) .395(**) .287(**) .547(**) .554(**)

관계성1

-.185(**) -.370(**) -.317(**) .353(**) .426(**) .263(**) .432(**) .445(**) .448(**)

관계성2

-.260(**) -.408(**) -.351(**) .372(**) .394(**) .306(**) .369(**) .383(**) .419(**) .512(**)
-.057

-.079

-.355(**) -.390(**) -.321(**) -.304(**) -.323(**) -.342(**) -.353(**) -.344(**) -.330(**) -.316(**)

자율성1

관계성3

1

.545(**) .516(**) .432(**) .330(**) .372(**) .309(**) .368(**) .368(**) .245(**)
1

.443(**) .466(**) .310(**) .403(**) .464(**) .445(**) .414(**) .375(**)
1

.369(**) .236(**) .311(**) .224(**) .266(**) .262(**) .232(**)
1

.455(**) .495(**) .387(**) .421(**) .405(**) .407(**) .142(**) .345(**) .382(**)
1

.510(**) .308(**) .211(**) .273(**) .242(**)
1

.311(**) .391(**) .406(**) .227(**)
1

.543(**) .559(**) .245(**)
1

-.333(**) -.247(**) .366(**) .400(**) .209(**) .459(**) .395(**) .492(**) .531(**) .459(**)

.082(*) .248(**) .173(**) .088(*)

.065

.059

.052

.315(**) .414(**)

-.046

.312(**) .605(**)

1

.175(**)
1

-.106(**) .420(**)

-.055

-.116(**) -.136(**)

교사관계

-.047

-.371(**) -.341(**) .297(**) .290(**) .336(**) .450(**) .473(**) .462(**) .409(**) .289(**) .337(**) .481(**) .244(**)

-.307(**) -.467(**) -.410(**) .426(**) .458(**) .306(**) .442(**) .415(**) .497(**) .563(**) .633(**) .582(**) .217(**)

.309(**) .591(**)

.211(**) .432(**) .175(**)

-.047

고

.044

.336(**) .242(**)

학교규칙적응

중

.043

.073

.595(**) .177(**) -.092(*) .224(**) .671(**)

학교수업적응 -.258(**) -.428(**) -.422(**) .284(**) .259(**) .376(**) .393(**) .417(**) .347(**) .315(**) .207(**) .141(**)

친구관계

교사관계친구관계

적응

.364(**) .350(**) -.145(**) -.246(**) -.181(**) -.144(**) -.130(**) -.151(**) -.212(**) -.122(**)
1

학교수업 학교규칙

1

.164(**) -.147(**)
1

.279(**)

-.07

.381(**)

1

평균

3.22

2.58

2.87

4.25

4.18

3.78

4.18

3.94

4.17

4.48

4.78

4.35

3.43

3.47

3.51

4.26

표준편차

1.51

1.22

1.56

0.98

1.03

1.02

0.93

0.98

0.96

0.96

0.92

0.88

0.94

0.88

1.04

0.94

평균

3.68

2.71

3.14

4.22

3.98

3.80

4.17

3.86

4.00

4.49

4.84

4.36

3.31

3.57

3.48

4.09

표준편차

1.36

1.22

1.47

0.95

1.01

0.98

0.86

0.91

0.90

0.92

0.83

0.89

0.74

0.80

1.00

0.90

주: ** p < .01 * p < .05,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중학생(N=597)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고등학생(N=458) 자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