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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졸업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49 preliminary questions were extracted using the Delphi method. These 
questions were first composed through pilot studies and a group interview with childre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mong students in 4th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data of a 
total of 455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s.          
Result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dentified a total of 33 questions constituting 6 factors 
(autonomy need satisfaction,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autonomy need frustration, competence need frustration, and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This 
scal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aggression, and 
depression variables, which verified the convergent validity. A comparison of the mean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linical and nonclinical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verifying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cale. Finally, the results of calculating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and split-halves reliability coefficient showed that the scale was reliable.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a reliable and valid scale to measure the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reflecting children’s actual experience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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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아동기는 가정 중심의 생활에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생

활환경이 확장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

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학교와 또

래 관계라는 외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

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아동은 학습 상황에서 내재동기가 향상되고 성

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

처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

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동은 공격성, 학교 부적응 

및 우울,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 A. Lee, 2016;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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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처럼 아동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발달과업

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기본심리욕구란 인간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욕

구이며, 심리적인 성장과 적응 및 만족감을 위해 요구되는 필

수 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Deci & Ryan, 2000). 자율성이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유능성이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숙달하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다

른 사람들과 사회적 환경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

부터 지지와 돌봄 받는 느낌으로 설명된다(Deci & Ryan, 2000; 

Gagné & Deci, 2005).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 안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내재

동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의 수준이 증진되는 

반면 욕구좌절은 외부의 압력과 보상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어 

우울·불안,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들이 발생하게 된다(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Ryan, & Deci, 2008). 많은 국내·

외 연구들을 통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 활

력 및 긍정정서(Adie, Duda, & Ntoumanis, 2012; 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 Thøgersen-Ntoumani, 2011; 

Eryilmaz, 2012; S.-H. Kwon & Kim, 2014)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적응, 학업성취(S. Cho, 2014; Heo & 

Oh, 2014; A. Kim & Lee, 2008; S. Y. Lee, 2012; Song, Ahn, & 

Jung, 2014; Tian, Chen, & Huebner, 2014)와의 관련성도 입증

되고 있다. 웰빙이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의내리기는 어

려우나 ‘건강하고, 안락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S.-S. Kim, 2006).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심신

의 건강과 편안함을 의미하는 웰빙 지표인 활력, 행복감 및 삶

의 만족 등과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이러한 연

구들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인간의 심리성장과 적응에 중요

한 요인임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아동기의 기본심리

욕구 만족은 아동의 사회 · 정서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주고,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며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삶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은 연속선상의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 개념이며, 웰빙(well-being)과 일빙

(ill-being)에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

다(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et al., 2011; Chen et 

al., 2015). 욕구좌절은 자신의 욕구가 타인의 의해서 훼손되거

나 차단되었다고 지각될 때 나타나는 감정으로, 욕구만족 수

준이 낮은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Bartholomewet et al., 2011). 

예컨대, 자율성의 욕구만족이 낮다는 것은 자기결정성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지만, 자율성의 욕구좌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와 강압을 받는 느낌이다. 관계성의 욕구만족이 낮다는 

것은 타인과 친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관계성의 욕구좌절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Chen et al., 2015; Vansteenkiste & Ryan, 2013).

일빙이란 웰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경

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으로 벗어나 부적응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Moon et al., 2015). 기존연구는 욕구만족 척도

를 가지고 욕구만족이 낮은 상태를 좌절로 간주하여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신체적 · 정신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일빙

과의 관계를 예측하였으나, 낮은 욕구만족과 일빙 간에 일관

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욕구

만족 척도의 문항들이 긍정문으로 서술되어 있어 일빙의 예

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욕구좌절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였다(Bartholomew et al., 2011; 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et al., 2011). 이후 Chen 등(2015)은 기

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일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Bartholomew et al., 2011; Chen et al., 2015)도 

보고되고 있다. 요컨대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은 서로 구

별되는 개념이며, 기존 기본심리욕구 만족 척도로 욕구좌절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

족뿐 아니라 좌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

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및 좌절이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결과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국내연구의 경우 성인 및 청소

년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부족 및 기존 척도의 문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가 개

발되어 있지만 어머니-자녀라는 특정 관계(G.-Y. Jeong & Shin, 

2010), 체육수업 및 신체활동과 같은 특정 상황(M.-H. Choi, 

2009; I.-S. Kim, 2009)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척도를 번안한  

연구(H.-E. Lee, 2012)에서는 충분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M. Lee (2008)의 척도는 청소년용 척도로 자율성과 

유능성의 상관이 높아 두 요인을 독립된 요인으로 보기 어려

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척도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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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당화 되었기 때문에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동기는 Erikson (1982)의 심리사회 발달 중 근면

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학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면

성, 유능감 을 경험하며,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또래집단에 소

속되는 과정에서 관계성이 확장된다(O. Jeong, 2016). 그러나 

성취를 느끼지 못하고 실패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부정적 자아

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기는 아동기만의 독특한 발달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용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동

의 발달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차이는 

국외 척도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서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혈연중심

의 수직적인 가족관계로 가족의 유대와 조화를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H. Kim, 2015). 학교환경에서도 서구

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

은 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환경으로 인지나 학업성취를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J. Kwon, 2016). 이처럼 우리나라는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서구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우리나라 아

동에게 적합한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아동용 척도는 기본심

리욕구 만족은 측정하고 있으나 좌절은 포함하지 않으며, 특

정 상황이나 특정 관계에 한정되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문

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뿐 아니라 좌절을 포함하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한국의 문

화적 특성이 고려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

해 국내·외 기본심리욕구 척도개발 연구와 각 하위요인과 관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집단면

접을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본조사를 통해 타당도

와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도가 높

을 때 삶의 만족(Eryilmaz, 2012; M. N. Kwon & Lee, 2015; S.-

H. Kwon & Kim, 2014; Milyavskaya & Koestner, 2011)과 학교

적응(Heo & Oh, 2014; A. Kim & Lee, 2008; S. Y. Lee, 2012) 수

준은 높아지고, 반대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수준이 높을 때 

우울과 같은 일빙(Chen et al., 2015; Nishimura & Suzuki, 2016; 

Vansteenkiste & Ryan, 2013)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삶

의 만족, 학교적응, 공격성, 우울의 변인을 선정하여 수렴타당

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될 때 우울, 불

안 및 공격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 임상아동 

집단과 임상아동 집단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의 평균점

수를 비교하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타당도를 살펴

본 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

적합치도와 반분신뢰도를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실제 경험과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고,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

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에 관련된 기초연구 및 기본심리욕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할 뿐 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된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개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절차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2단계에 걸쳐 개발 및 타당화 되

었다. 1단계는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예비구인 및 예비

문항 선정단계이다. 예비구인 및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단계

는 본조사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 단계이다. 초등 4-6학년 아

동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

을 통해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하위요인 및 최종 문항

이 선정되었으며,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최종 문항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된 연구절

차는 전북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다(IRB 승인번호 JBNU 2017-01-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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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항 개발

기본심리욕구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집단면접 및 예비문항 개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예비구인 및 예비문항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 집단면접 및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국내

외 선행연구(I. Choi, 2007; K.-H. Kim, 2002; M.-K. Lee & Kim, 

2011; S. A. Lee, 2016; Ryan & Deci, 2000)고찰을 통해 기본심

리욕구의 하위요인과 그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5학년 아동 23명을 5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집단면접을 진행하

였다. 집단면접 실시기간은 2018년 1월 학년말로 이 시기의 6

학년 아동은 중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집단면접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이 12명(52.17%), 여학생이 11명(47.83%)이었으며, 학년별로

는 4학년 13명(56.52%), 5학년 10명(43.48%)이었다. 집단면접

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대

상자들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아동들이 생활하면

서 즐겁고 기분 좋았었던 경험과 힘들고 속상했던 경험이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때 웰빙을 경험하고 반대로 각각

의 욕구가 좌절될 때 일빙을 경험한다는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집단면접에 대한 자료수집은 면접과정을 녹음

하는 방법과 현장노트 기록방법을 사용하였다. 5그룹 모두 연

구자가 직접 집단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조자 1인(아동

학과 석사과정)이 면접과정 녹음과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녹음된 면접 내용과 현장노

트 기록을 전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알아보

는 연구로 전사된 내용 중 밥 먹을 때, 잠잘 때 등과 같은 신체 

및 물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심리와 관

련된 내용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

와 아동상담 전공 박사 1인이 함께 읽어 나가며 비슷한 내용끼

리 분류 및 범주화한 후, 아동학 교수와 함께 분류한 내용과 범

주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최종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

한 자료에 예비구인의 명칭을 정하고, 예비구인에 포함된 아동

들의 경험을 예비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집단면접을 통해 나타

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예비구인은 이론과 마찬가지

로 자율성의 욕구만족, 자율성의 욕구좌절, 유능성의 욕구만

족, 유능성의 욕구좌절, 관계성의 욕구만족, 관계성의 욕구좌

절 총 6개로 나타났으며 44개의 예비문항이 개발되었다.

아동대상 집단면접을 통해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예

비문항을 개발한 후 각각의 예비구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고

찰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에 해당하는 문항 풀

을 만든 후 공통적인 문항들을 선별하여 최종 문항(36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다음 집단면접으로 개발된 문항(44문항)과 선

행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문항의 

진술문을 수정·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은 삭제하였

다. 그 결과 총 62개의 최종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문항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

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전문가(아동학 

교수 1명, 석·박사 이상의 아동상담 전문가 5명, 경력 8년 이상

의 초등학교 교사 4명)에게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에게 62개의 예비문항으

로 구성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 질문지를 의뢰한 후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 삭제, 수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 기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이 3.5이하, 

CVR값이 .60이하, 합의도가 .75이하, 수렴도가 .50이상인 문

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62개의 예비문항 중 16문항이 삭제, 7문항이 수정, 3문항

이 추가되어 총 49문항이 추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

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역시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평균, CVR,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기준 값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로 산출된 49문항을 최종 예비문

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구성요인과 최종 문항을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를 토대로 기본심리욕구가 삶의 만족, 학교적응, 공격성, 우울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

하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임상아동 집단과 비 임상아

동 집단과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평균점수를 비교

함으로써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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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질문지 자료를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반분된 검사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유

사성을 살펴보는 반분신뢰도(Spearman-Brown)와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전라도 소재 일곱 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 

670명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를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실시기간은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다. 

연구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쉬는시

간을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

명한 후 연구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 설명문과 동의서, 질문

지, 선물이 함께 동봉된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동의서와 설문

지를 받은 아동은 가정으로 가져가 부모(법적 대리인)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가져오도록 하였다. 총 6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492부가 회수되어 73.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문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 37부를 제외한 총 

455 (67.9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변별타당도 조사는 임상

아동 34명과 비 임상아동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집단은 

학교부적응, 정서문제, 부모 · 또래와의 갈등 등 심리적인 문제

로 상담을 의뢰받아 현재 학교, 복지관, 사설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비 임상아동 집단은 본조사를 통

해 기본심리욕구 만족 · 좌절 평균(만족 M = 3.97; 좌절 M = 2.03)

을 구한 후 1표준편차 이내의 아동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임상아동의 경우 남학생 19

명(55.9%), 여학생 15명(44.1%)이었으며, 4학년 13명(38.2%), 5

학년 9명(26.5%), 6학년 12명(35.4%)이었다. 비 임상아동의 경우

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17명(50.0%)이었으며, 4학년 13명

(38.2%), 5학년 11명(32.4%), 6학년 10명(29.4%)이었다.

연구도구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 및 집단면접

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최종 49개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자기보고용 5점 Likert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삶의 만족 

아동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Huebner (1991)가 개발하

고 타당화한 만 8-18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이 좋다.”, “나는 내 삶에 불만이 없다.”, 등

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값은 .79로 나

타났다.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S. Cho (2014)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S. Cho 

(2014)의 학교적응 척도는 학업태도/규칙준수, 또래와의 관

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만족감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학교만족감은 학교적응 상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적응

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만족감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로는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등이 있으며 4점 Likert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값은 .90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H. Cho와 Lim (2003)이 개

발한 공격성 척도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따

지거나 덤빈다.”등이 있다. 공격성 척도는 4점 Likert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값은 .83으로 나타났다.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 Kim, Kim과 Won (1984)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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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를 수정 · 보완한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기운이 별로 없다.”, “울

기를 잘 한다.” 등이 있다. 원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수

준이 높음을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

해 4점 Likert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척도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값은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18.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

인분석 전 문항 정규성 검토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하위요인

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지수로 Tur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고 모형의 전

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다. 셋째,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문항의 신뢰도 검증, 문항 제거 시 내

적합치도, 수렴타당도 검증에 사용되는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개발된 척도의 

반분신뢰도 검증을 위해 Spearman-Brown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임상아동 집

단과 비 임상아동 집단의 기본심리욕구 평균을 비교하여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구성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49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의 정

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Park, 2000)를 참고하여 

평균이 2.0미만이거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2.0이상인 4문

항(33번, 43번, 48번, 49번)을 삭제하였으며, 총 45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사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은 수집된 자료

를 표본으로 보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전체문항

(45문항)에 대한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KMO의 표준 적합도와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검토하

였다. KMO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50이하이어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KMO 수치는 .90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

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p < .001로 요인분석이 가능

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4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공통성이 .30이하로 나

타난 4문항을 삭제한 후 41문항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요인수가 6개일 때 이론적 모형에 부합하고, 양호한 문

항들로 추출되었다. 또한 각각의 요인에는 자율성의 욕구만족

과 좌절, 유능성의 욕구만족과 좌절, 관계성의 욕구만족과 좌

절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본심리욕구 이

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 이론

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 척도개발 선행연구(Chen et al., 

2015)를 바탕으로 전체문항(45문항)을 욕구만족 문항과 욕구

좌절 문항으로 각각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먼저 기본심리욕구 만족 문항(2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30이하로 나타

난 6문항(4번, 8번, 9번, 10번, 32번, 38번)을 삭제한 후 19문항으

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의 절대값

이 .35이하이거나 중복된 3문항(3번, 19번, 25번)이 삭제되었으

며, 총 3요인 16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6문항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성취감, 자신감, 도전을 나타내는 내용으

로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의 욕구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5문항이며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과 관

련된 내용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의 욕구만족’이라고 명

명하였다. 요인3은 5문항이며 관심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과 관계된 내용으로 기본

심리욕구 중 ‘자율성의 욕구만족’으로 명명하였다. 3개 요인은 

각각 전체변량이 29.00%, 5.79%, 7.86%를 설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을 의미하는 누적변량은 42.65%이었다(Table 1).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좌절 문항(20문항)에 대한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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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30이하로 

나타난 2문항(12번, 47번)을 삭제한 후 18문항으로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5이하

이거나, 중복된 1문항(16번)이 삭제되어 총 3요인 17문항이 추

출되었다. 요인1은 6문항이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나 따

돌림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의 욕구좌

절’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6문항이며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 

느끼는 불쾌감이나 무력감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내

용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의 욕구좌절’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5문항이며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행동

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의 욕구좌절’이라고 명명하였다. 3개 요인은 각각 

전체변량이 30.43%, 8.54%, 6.58%를 설명하였으며, 전체 설

명력을 의미하는 누적변량은 45.54%이었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으로 산출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 총 33문항에 

대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Chen et al., 

2015; J. H. Lee, 2016)에 근거하여 총 6요인(자율성의 욕구만

족, 유능성의 욕구만족, 관계성의 욕구만족, 자율성의 욕구좌

절, 유능성의 욕구좌절, 관계성의 욕구좌절)을 연구모형으로 

가정하고, 위계모형(욕구만족과 좌절에 대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된 2차 위계모형 6요인)을 경쟁모형으로 가

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에 대한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위 두 가지의 구조모형(연구모형, 경쟁모형)에 대한 요인구

조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와 TLI, CFI, RMSEA 지수도 

함께 확인하였다. TLI, CFI 지수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

합도, .90에 가까우면 양호한 적합도이며, RMSEA 지수의 경

우 .05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 .08이하는 양호한 적합도로 해

석한다(J. Kim, Kim, & Hong, 2012). 두 가지 구조모형의 적합

도를 비교해 보면 연구모형의 경우 χ2값은 1279.832 (df = 512), 
χ2/df 값은 2.50, TLI는 .85, CFI는 .87, RMSEA는 .057의 지수를 

보였다. 경쟁모형의 경우 χ2값은 1360.202 (df = 520), χ2/df 값

은 2.62, TLI는 .83, CFI는 .85, RMSEA는 .060의 지수를 보였

다. 두 모형 모두 적합도 지수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구모형의 경우 χ2값이 더 작고, TLI, CFI 지수는 더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에서는 6요인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연구모

형의 적합도 지수 중 TLI 지수가 양호한 수준인 .90에 다소 미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Satisfaction Item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Children

Item no. Factor 1 Factor 2 Factor 3 η2

22 .754 .525
23 .706 .518
18 .584 .422
24 .532 .430
20 .501 .498
21 .444 .312
37 .770 .658
36 .766 .552
34 .760 .631
35 .675 .581
39 .357 .273
1 .708 .561
6 .702 .429
7 .649 .415
5 .448 .334
2 .374 .289
Eigenvalue 6.39 1.61 2.60
% of variance 29.00 5.79 7.86
Cumulative % 29.00 34.79 42.65
Note. N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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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였지만 χ2값은 자유도 대비 2.5:1, 그리고 RMSEA는 

.057로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잠재변인과 측

정변인의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β), 표준오차(SE), 

Critical Ratio (C.R.)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p < .001)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산출된 

33개 문항의 하위요인별 문항 제거 후 내적합치도, 문항과 하

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문항 제거 후 내적합치도에서 

각 하위요인 전체 내적합치도를 넘어서는 문항은 없었고, 문

항과 하위요인 간 상관은 .61∼.86이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포

함된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임이 입증되었다(Table 4). 

지금까지 구성타당도, 신뢰도, 문항과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33문항은 자율성의 욕

구만족 5문항, 유능성의 욕구만족 6문항, 관계성의 욕구만족 

5문항, 자율성의 욕구좌절 5문항, 유능성의 욕구좌절 6문항, 

관계성의 욕구좌절 6문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화

개발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화는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 검증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삶의 만

족, 학교적응, 공격성, 우울과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와의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Frustration Item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Children
Item no. Factor 1 Factor 2 Factor 3 η2

41 .894 .714
40 .811 .605
46 .795 .680
45 .739 .623
44 .684 .460
42 .646 .475
30 .752 .558
31 .715 .499
28 .710 .500
29 .672 .397
27 .623 .429
26 .352 .311
13 .776 .519
14 .657 .475
11 .649 .379
15 .490 .308
17 .391 .305
Eigenvalue 6.36 2.06 1.76
% of variance 30.43 8.54 6.58
Cumulative % 30.43 38.97 45.54
Note. N = 455. 

Table 3
Fit Index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Children (BPNS-C)

Structural model   χ2 P df χ2/df TLI CFI RMSEA ∆χ2 (df )
Research model 1279.832 .000 512 2.50 .85 .87 .057 80.37 (8)
Competitive model 1360.202 .000 520 2.62 .83 .85 .060
Note. N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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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 학

교적응, 공격성,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자율성의 욕구만족, 유능성의 욕구만족, 관계성

의 욕구만족은 삶의 만족(r = .43∼.52, p < .001), 학교적응(r = 

.29∼.40,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공격성(r = -.17∼

-.28, p < .001), 우울(r = -.28∼-.43,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대로 자율성의 욕구좌절, 유능성의 욕구좌

절, 관계성의 욕구좌절은 삶의 만족(r = -.35∼-.41, p < .001), 

학교적응(r = - .29∼-.40,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공

격성(r = .40∼.50, p < .001), 우울(r = .40∼.59, p < .001)과는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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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타당도 검증

임상아동 집단과 비 임상아동 집단과의 기본심리욕구의 평균

을 비교해 봄으로써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임상아동 집단

(34명)과 비 임상아동 집단(34명)의 기본심리욕구 평균을 비

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자

율성의 욕구만족, 유능성의 욕구만족, 관계성의 욕구만족 모

두에서 임상아동 집단보다 비 임상아동 집단의 평균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6.75∼9.61, p < .001). 반대로 기본심리욕구 좌절에서는 자율

성의 욕구좌절, 유능성의 욕구좌절, 관계성의 욕구좌절 모두

에서 임상아동 집단의 평균이 비 임상아동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t = -8.73∼-9.84, p < .001).

Table 4
The Reliability and the Sub-Factor Correlation Matrix for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Children 

Sub factor No. Each question is deleted, Cronbach’s α Cronbach’s α Question sub factor relation
Autonomy need satisfaction 1 .67 .75 .76***

2 .74 .65***
3 .73 .66***
4 .68 .76***
5 .71 .70***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6 .79 .81 .67***
7 .76 .74***
8 .79 .63***
9 .75 .77***
10 .76 .76***
11 .78 .69***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12 .70 .74 .68***
13 .68 .72***
14 .69 .69***
15 .67 .76***
16 .72 .66***

Autonomy need frustration 17 .70 .75 .73***
18 .72 .68***
19 .69 .74***
20 .73 .61***
21 .72 .63***

Competence need frustration  22 .78 .82 .78***
23 .78 .77***
24 .78 .75***
25 .80 .69***
26 .79 .73***
27 .82 .63***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28 .87 .89 .86***
29 .88 .82***
30 .88 .82***
31 .88 .80***
32 .89 .80***
33 .88 .79***

Note. N = 45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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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nal Factors and Item (BPNS-C)

Sub factor No. Items

Autonomy need 
satisfaction

1 I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freely.

2 I express my thoughts freely, even though I have a disagreement with my parents.

3 I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freely to teacher.

4 I decide and do the activities I want to do.

5 If I have something I want to do (hobbies, sports, etc.), I do not hesitate to tell it to my parents.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6 When doing something (study, playing, sports), I have the confidence that I will do well.

7 I am interested in challenging a new thing.

8 I feel proud of the results of my efforts (winning the competition, getting good grades, etc.).

9 I do not give up a task given to me but try it.

10 I feel proud of what I do.

11 I can learn new games or plays quickly.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12 I play together or have fun with my friends.

13 I enjoy playing together with my friends.

14 My friends help me when I need help.

15 My parents love and care about me.

16 My parents help me when I am in trouble.

Autonomy need 
frustration 

17 I feel frustrated because I have too many things to do (academies, workbook, housework, etc.).

18 I cannot do what I want to do because of my parents’ nagging. 

19 I am forced to do what I do not want to do (academies, workbook, etc.).

20 My parents or teachers impose rules on me unilaterally.

21 My free time is often interrupted.

Competence need 
frustration  

22 I am concerned that I will not do well with what I do.

23 I am always disappointed at the results of what I have done.

24 I feel a sense of failure even with small mistakes.

25 When faced with a difficult task (study, exam, etc.), I give up easily.

26 I am afraid that ‘I cannot do well’ even if I try (sports, study, etc.).

27 I am upset because my parents or teachers often scold me for my mistakes or errors.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28 My friends seem to hate me.

29 I feel alienated from my friends.

30 My friends ignore what I say.

31 My friends make fun of me or look down on me.

32 It is difficult for me to get along with my friends.

33 I often fight with m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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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와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먼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

동용 기본심리욕구 만족 전체에 있어서는 .86, 각 하위요인인 

Table 6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Aggression, Depress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for Childr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utonomy need satisfaction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43*** .52*** .48***
School adjustment .29*** .36*** .40***
Aggression -.17*** -.28*** -.27***
Depression -.28*** -.43*** -.41***
Note. N = 455.
***p < .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Aggression, Depress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for Children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Autonomy need frustration Competence need frustration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Life satisfaction -.35*** -.40*** -.41***

School adjustment -.29*** -.40*** -.32***

Aggression .41*** .50*** .50***

Depression .40*** .59*** .56***
Note. N = 455.
***p < .001.

Table 8
Average Comparis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etween Clinical Children and Nonclinical Children

Sub-factor

Nonclinical child
(n = 34)

Clinical child
(n = 34)

tM (SD) M (S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utonomy need satisfaction 3.76 (.55) 2.56 (.44) 6.75***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4.00 (.44) 2.79 (.77) 7.99***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4.47 (.45) 2.79 (.92) 9.61***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total 4.08 (.28) 2.71 (.69) 10.67***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Autonomy need frustration 2.54 (.64) 3.90 (.64) -8.73***

Competence need frustration 2.02 (.71) 3.66 (.66) -9.84***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1.55 (.68) 3.22 (.86) -8.91***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total 2.02 (.29) 3.59 (.54) -14.88***
Note. N = 6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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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만족은 .75, .81, .74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좌절 전체에 있어서는 .88, 각 하위요인인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좌절은 .75, .82, .89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반분신뢰

도를 산출하였다. 하나의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홀수번호 문항과 짝수번호 문항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홀수번호 

문항과 짝수번호 문항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Spearman-Brown공식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전체에서는 Spearman-Brown 계수가 

.89, 기본심리욕구 좌절 전체에서는 .91이었으며, 각 하위 요

인별로는 .76∼.90으로 높게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아

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개념과 하위요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4-5학년 아동 23명을 대상으로 개

방형 질문지를 통해 집단면접을 진행한 후 면접 내용을 범주

화하고, 문항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과 집단면

접에 근거하여 도출된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

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의 욕구만족 및 좌절, 유능

성의 욕구만족 및 좌절, 관계성의 욕구만족 및 좌절과 관련된 

49개의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하위요인과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 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전체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의 욕구만족과 좌절, 유능성의 욕구만족과 좌절, 

관계성의 욕구만족과 좌절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

절은 서로 구분되는 차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체 문항을 

만족과 좌절로 다시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

과 자율성의 욕구만족(5문항), 유능성의 욕구만족(6문항), 관

계성의 욕구만족(5문항), 자율성의 욕구좌절(5문항), 유능성

의 욕구좌절(6문항), 관계성의 욕구좌절(6문항) 총 6요인, 33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선행연구(Chen et al., 2015; 

Nishimura & Suzuki, 2016)의 구성요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

난 결과에 따라 아동용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을 총 6요인

으로 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Chen et al., 2015; J. H. Lee, 2016)를 바탕으로 경쟁모형의 적

합도도 함께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측정모형 모두 적합

도 지수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6요인인 연구모

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만족과 좌절이 

포함된 총 6개의 요인구조로서 적합한 척도임이 검증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기존척도를 비교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본심리욕구 만족문항들은 선

행연구(Jeon, 2013; K.-H. Kim, 2002; M. Lee, 2008; Ryan & 

Table 9
Reliability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Children (BPNS-C)         

Sub facto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plit half reli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utonomy need satisfaction 5 .75 .76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6 .81 .80

Relationship need satisfaction 5 .74 .80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total 16 .86 .89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Autonomy need frustration 5 .75 .80

Competence need frustration 6 .82 .80

Relationship need frustration 6 .89 .90

Basic psychological needs frustration total 17 .88 .91
Note. N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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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 2002)에서 개발된 문항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율성의 경우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항

(K.-H. Kim, 2002), 유능성의 경우 자신감과 성취감, 뿌듯함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선행연구(H.-E. Lee, 2012; M. Lee, 2008)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만족

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좌절 문항이 포함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국외의 경우 만족과 좌절을 포함한 척

도가 개발되었으나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en et al., 

2015)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척도와는 차이가 있다. 

기본심리욕구 좌절 문항을 살펴보면, 자율성의 욕구좌절은 

주로 부모나 학업과 관련하여 좌절을 경험하는 문항들이 포함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통제하고 개입하

는 경우가 많으며(H. Kim, 2015; M.-J. Lee, 2010), 과외활동의 

부담으로 아동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유능성의 욕구좌절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

터 실수를 지적받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성인의 반복적인 지적은 아동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는 또래와 집단을 형성하는 시

기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래관련 문항이 관계

성의 좌절 요인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기본심리욕구 척도(Jeon, 2013; H.-

J. Kim, 2009; M. Lee, 2008)들은 대부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문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아동용 척도(H.-E. Lee, 2012) 역시 문항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

여 기본심리욕구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문항은 아동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진술문으로 구성되었

으며, 청소년 척도와 비교해볼 때, 본 척도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수

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와 신체

적·정신적인 건강 및 편안함을 의미하는 웰빙(삶의 만족, 학

교적응),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일빙(공

격성,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삶

의 만족, 학교적응과 정적상관, 공격성,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을수록 

웰빙 즉, 활력, 긍정정서, 삶의 만족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Eryilmaz, 2012; Hong & Park, 2017; Jeon, 2013; M. N. Kwon & 

Lee, 2015; Milyavskaya & Koestner, 2011)들과 일치한다. 반대

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삶의 만족, 학교적응과 부적상관, 공

격성,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구좌

절은 웰빙 지표인 삶의 만족, 학교적응보다 일빙 지표인 공격

성, 우울과 더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등(2015)

은 낮은 욕구만족이 우울, 불안, 소진 등과 같은 일빙을 예측하

는 것이 아니라 욕구좌절이 일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 임상아동 집단과 임

상아동 집단의 기본심리욕구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만족 평균은 임상아동 집

단에 비해 비 임상아동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좌절 평균은 비 임상아동 집단

에 비해 임상아동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못하고 좌절될 때 우울, 공격성, 위

축, 비행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본심리욕구 이

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hen et al., 2015; 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 Ryan, 2013). 

다섯째,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74∼.89, 반분신뢰도(Spearman-

Brown) 계수는 .76∼.90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에 대한 판

단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일 때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80이상일 때 높다고 본다(Hwang, Song, Choi, & Son, 2008).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기본

심리욕구 척도는 신뢰로운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신뢰

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

도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이 검증되었으며, 아동의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을 모두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만족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좌절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개

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의 실제경험과 

아동기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라지역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집단에서 

척도의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설명력을 살

펴볼 때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경우 42%, 좌절의 경우 45%로 

만족과 좌절에 해당하는 각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설명력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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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되

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욕구만

족과 좌절이 웰빙 및 일빙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

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나 교사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공격성’척도를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객관적으로 평

가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노’와 같은 

변인을 선정하여 기본심리욕구 좌절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

지 못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대상을 통해 검사

를 반복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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