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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수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동기가 심리 웰빙에

미치는 향

김 종 수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체육교육 공

지도교수 이 세 형

본 연구의 목 은 수 로그램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상으로 수 에 참여하는 정도

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를 알아보고,일반 인 스포츠 활동 참여 상황

에서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상은 2008년 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의회에 등록된 수

동호회 도내 수 장에서 수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 20세 이상의 수 동호인

800명을 무선표집 하 다.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800명이었으나,실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수집된 자료 에서 이 으로 기입하거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단되

는 68명을 제외한 총732명이다.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용된 통계기법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Scheff'e 검증,Pearson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

(mult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차에 따른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성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연령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학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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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무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

빙에서는 즐거움과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빈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즐거움,자아실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간의 상 계에서는 즐거움은 내재 동기,확인 조

에서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무동기에서는 유의수 .01에서 부

(-) 인상 을 보 다.외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자아실

은 확인 조 에서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몰입은 내재 동기

와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유능감은 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은 유

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무동기는 유의수 .01에서 부(-) 인상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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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1.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고도화된 기계문명 시 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실사회로부터 차츰

소외되고 있으며,아름다운 인간성마 잃고 있다.만일 우리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 기 할 수

밖에 없다.국내 기업의 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개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건 하고 효과 인 활용은

일반 이 직면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여가시간과 련하

여 인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고도산업 사회의 구성원에게 체력 건강증진

의 신체 차원뿐만 아니라 기분 환과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주는 신선한 자

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범수,1994).

여가로서의 생활체육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 체력 단련의 차

원을 월하여 개인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 시간을 건 하게 활용하게 하는

효과 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신체 활동 크리에이션 역으로서의 오락 기

능 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종성,2004).특히 최근 사회 으로 웰빙

(well-being)에 한 심이 증 되면서,웰빙이란 용어는 웰빙 의류,식품,주택

등 의․식․주생활 반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스포츠는 신체 인 건강뿐만 아니라 참여로 인해 생

되는 심리 인 건강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한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으로 인간의 삶과 더욱 한 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스포츠 참여에 있어 동기(motive)란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 인 원동력

으로 욕구충족과 련된 운동행동을 이해하기 한 매우 요한 요인이다.일반

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 동기로는 건강 증진,체형유지,체 조 ,

는 개인 외모 개선,기술학습,심리 행복,즐거움과 재미 등이 확인되고 있다

(양명환,1999).이 듯 다양한 요인들이 신체활동,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기회에 향을 미칠 수 있다.



- 2 -

자기결정이론(Deci&Ryan,1985,2000)에 따르면 내 ,외 행동의 근원들이 상호

립 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autonomy)이나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연

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 다.먼 내재 동기는 어떤 별개의 결과보다는 활

동 고유의 즐거움과 만족을 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사람이 내재 으로

동기 유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외 보상이 없이도 자발 으로 행동을 하게 된

다.(Deci& Ryan,1985,2000).반면에 외재 동기(extrinsicmotivation)는 활동 그

자체를 해서 라기 보다는 외 인 보상을 획득하거나 부정 인 결과를 회피하기

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즉,목 을 한 하나의 수단으로 참여하는 다양

한 행동들과 련된다.그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상 인 자율성 정도에 따라 상이한

4가지 유형의 외재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제안하 다.

내압 조 (introjectedregulation)은 특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에게 부과한 압력에 의해서 조 되는 비교 통제 인 행동을 말한다.확인 조

(identifidregulation)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에게 개인 으로 가치 있거나 요한 것으로 활동을 경험할 때 일어난다.

통합 조 (integratedregulation)은 확인 조 이 완 히 자기 자신 속으로

내면화되어 그들의 행동에서 더 큰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이와 같이 상이한

동기의 유형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하지만 자

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 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으로 내 인 즐거움 즉 심리

웰빙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어 왔는데 이러한 결과의 최근 선행연구

들은(김소연,2006;김덕진,양명환2006;양명환,김덕진;2006;송은주,임수원,김정

자,2006)그리고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선행연구는(박성구,2008;유 식,2007;박세

윤,2006;엄 ,2006;이진우,2006;채홍석,2004;이한수,2005;유세 ,2004;정

용각,1997)등이다.이러한 결과들은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동기연구에서 내 동기가

운동참가에 큰 향을 미친다는 일반 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운동에의 참가정도는 틀려질 것이나

‘왜’사람들이 운동에 참가하는지에 한 것은 동기연구에서도 가장 요한 주제의 하

나이며 건강의 차원이나 심리 인 차원 그리고 앞으로 연구될 운동행동의 명확한 규

명을 해서도 밝 져야 할 부분이다(Biddle,Fox,&Bouch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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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는 용어는 웰빙 연구에서 새로운 문 용어로

철자,발음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난해한 용어이지만(Deci& Ryan,2008),행복

(happiness)그 자체와는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웰빙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가치

가 있다.즉,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는 진정

한 자아(trueself)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입장이다(김덕진․양명환,2008).

Ryff(1989)는 개인이 행복하고 삶에 한 만족 정도로 인간의 웰빙 이해하려는

주 웰빙에 비 을 가하면서 이론 근거에 해 반론을 제기하 다.자아실

은 쾌락 근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기본 인 가정은

웰빙이 단순히 행복(happiness)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것은 의미

(meaning)와 자아실 (self-actualization)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자아실 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과들이

웰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것은 사람들이 쾌락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어떤 결과들은 사람들에게 행복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불행을 래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따라서 자아실 웰빙은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심리 웰빙으로 정의하고 있고(Ryan& Deci,2001;Spangler& Palrecha,2004).

하나의 가치이자 이상으로써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 수 있다.따

라서 자기결정 동기는 심리 웰빙에 행동지속과 같은 정 인 동기 결과는 외

조 과 무동기와 같은 통제 조 보다 내재 동기와 확인 조 과 같은 자기

결정성 동기와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하지만 일반 스포츠

상황에서의 연구가 미흡할 실정이어서 수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심

리 웰빙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는 수 로그램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상으로 수 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를 알아보고,일반 인 스포츠 활동 참여

상황에서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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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가설

수 동호인들의 자기결정 동기가 심리 웰빙간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참여빈도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자기결정 동기는 참여 후 심리 웰빙에 정(+),부(-)의 계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연구의 변인

본 연구는 수 참가자의 배경변인,자기결정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심리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다.<그림1>과 같다.

 배경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

구

사

회

학

특

성

성별

연령

학력

경력

행동

참 여

참여

빈도

 

자

기

결

정

동

기

내재 동기

외재 동기

(내압 조 )

(확인 조 )

(외 조 )

무동기  

심

리

웰

빙

즐거움

자아실

몰입감

유능감

<그림 1>연구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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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자기결정 동기

1)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Theory)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내재 동기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외재 동기의 계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도

움을 주는 계로 보거나 반 로 외재 동기가 내재 인 동기에 해를 끼친다고 보

는 두 가지 견해로 립되어 왔다.

내재 동기 분야에서 선구 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Deci와 Ryan(1985)은 내 외

행동의 근원들이 상호 립 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autonomy) 는 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ion)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면 내재 동기와 외재 동

기의 두 가지 동기유형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기존의 기본 인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개인의 내재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 결정

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왔다(Deci&Ryan,1985,2000;Ryan&Deci,2000).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 에 한 통제나 조 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즉,얼마나 자율

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재 동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주장이다.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Theory:SDT)은 개인의 행동조 유형을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내재 동기는 자율 행

들의 원형으로 즉 개인이 내재 으로 동기화되면 그는 말 그 로 자기결정 이다.

반면 외재 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통제 즉 덜 자율 인 것이다.자기결정성이론은

외재 동기의 유형을 외 동기가 내재화된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외 동기가 보

다 더 충분히 내재화되고 자신과 통합 될수록 자율 행동을 한 기 가 될 것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Deci와 Ryan은 자기결정성 연속체를 따라서 상이한 지 에 여러 가지 형태

의 동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이 연속체는 자기결정 수 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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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주하고 있는데,내재 동기에서 외재 동기로 이동

하고 결국에는 특별한 행동에 참여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무동기로 이동한

다.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는 행동조 의 의지가 없는 상태로 연속선상의

가장 왼편에 치한다.외 조 ,내압 조 ,확인 조 ,통합 조 등 네

가지의 외재 동기 에서 부분의 자기결정성 연구에 등장한 것은 외 ,내압

,확인 조 의 세가지이다.내재 동기는 ‘완벽한’자율성을 가진 동기로서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에서 가장 우측에 치한다(박병기․이종욱․홍승표,2005).

2)동기의 개념

동기(motive)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movere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심리학의 기본 개념 의 하나이다.일반 으로 동기란 유기

체를 각성 시키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이끌어가는 내 인 지향세력(요구,

욕구)이다.인간의 성격에는 행동을 활성화시켜 일정한 방향을 조직화하는 어떠

한 “힘”들이 존재하는데,이러한 힘들은 추동(drive)이나 자극 요구(stimulus)와

같은 것 일 수도 있으며,본능(instincts)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힘

들을 동기하고 한다(이 수,2003).

Berelson과 Streiner(1964)는 동기란 “활성화(energizes)시키거나 작동시켜,움

직이게 하는 내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행동 목표 지향 으로 되게 하거나 목

표를 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 Atkinson(1958)은 동기란 “활

동의 방향 강도 지속에 직 인 향을 미치고 한가지 이상의 효과로 나

타내는 활동 경향성(actiontendeney)의 최종 강도가 이 되며 순간 상태에

서 동기목표는 사태에 따라서 정의된다”고 하 다( 종 ,1997).Sage(1977)는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정의되며 노력의 방향(directionofeffort)이란 어

떤 사람의 특정상황이나 행동을 추구하고 거기로 다가가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고 하 으며,Ross(1987)는 개인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내

심리상태',Gellerman(1968)은 ‘일정한 모표를 지향하여 행 를 조정하고 에 지

의 일부를 이들 목표 도달에 투입시키는 것이다’라고 하 다(노 욱,2002)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간이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동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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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며,인간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생리 욕

구로서 활동의 욕구,애정의 존경,희구의 욕구,자기실 의 욕구,신기성의 욕구

등 여러 가지가 있다(이창기,2003).

3)내재 동기(IntrinsicMotivation)

일반 으로 개인이 어떠한 외부 인 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해 능동

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내 으로 동기화가 되었다고 한다.

Csikszentmihalyi(1975)는 내재 동기를 즐거움으로 정의하 고 Deci와

Ryan(1987)은 내재 동기를 능력에 한 개인의 내 욕구와 자기결정으로 어

떤 일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 다.Deci(1975)는 내 으로 동기화

된 행동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의 계 속에서 유능감과 자결성을 느끼

려는 내 욕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제하고 내 동기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

에 의하여 생성된 즐거움이나 유능감을 경험하고,외 인 강압 없이 스스로 환경

을 지배하고,환경에 효과를 지배하고,환경에 효과를 미치려는 인간 본유의 욕

구와 자기강화에 반 되고 볼 수 있다고 하 다.스포츠에서의 내재 동기에

하여 Weiner(1986)는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도 동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내재

동기하고 하면서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로 나타난다고 하 고 Harter(1981)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도 ,호기심, 는 숙련이나 숙달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따라서 스포츠 참여자는 그들의 스포츠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흥미와

만족을 추구하거나 는 그 자체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능감이 향상되는 기쁨 때

문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내 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수,2003).

일반 으로 내재 동기는 단일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Deci와 Ryan(1985)은

내재 동기를 흥미와 즐거움,유능감,노력,압박과 긴장 그리고 선택감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Vallerand,Pelletier,Blais,Senecal,&

Vallieres(1992)는 내재 동기를 분류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내재 동기는 지식획득의 동기,성취의 동기,자극체험의 동기의 3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첫째,지식획득의 동기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학습하며 이해하고,탐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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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해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성취의 동기는 어떤 것에 도 하거나 무엇인가를 시도하 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자극체험의 동기는 참여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쾌감과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자극을 경험하기 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외재 동기(ExtrinsicMotivation)

외재 동기는 내재 동기와는 반 로 활동 자체 추구를 한 것이 아닌 결

과의 수단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어떤 동기가 목 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 는 간섭으로 인해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외재 동기에 의한 행

동이라고 한다.즉 외재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상에서 자연 이나 내재 동

기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나 태도와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 으로 동기유발 된 행동은 인간의 자아밖에 존재하는 외 인 힘

에 의해 발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Deci,1975).그러나 Deci와 Ryan그리고

공동 연구자들(Deci& Ryan,1985;Ryan,Connell,& Grolnick,1992;Ryan&

Connell,1989;Ryan& Deci,2000)은 개인이 지각하는 상 인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외재 동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조 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제안하 다.외재 동기는 본질 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Deci와 Ryan(1985)은 이러한 외재 동기도 외

조 (externalregulation),내압 조 (introjection regulation),확인 조

(identificationregulation)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 다.

외 조 은 외 보상 때문에 행동에 참여하는 통 인 견해를 말한다. 를

들어,사회 인정,사회 환경으로부터의 비난을 회피하기 한 행동 는 강

압과 같은 외력에 조 되는 행동을 말한다.내압 조 는 흡수 조 은 내

면화된 자기조 ( 는 자기통제)의 첫 단계를 말한다.내 으로 통제하는 명령에

의해서 행동은 개시되고 조 된다. 를 들어,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한

죄의식을 느끼거나 개인 의무감 (나는····해야만 한다)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나는····해야만 한다”와 같은 명령과 자기압력

메커니즘은 종종 이 동기 정 내에서 사용된다.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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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정으로 자기 선택 이 아니고 특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자신 스스로에게

부과한 압력으로 인하여 나타난다.확인 조 은 개인 발달을 해서 가치 있

고 요하게 고려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말한다.확인 조 에서 개인

들은 행동을 요한 것으로 단하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을 가치 있게 보거나 일체감을 갖는다.마지막으

로 통합 조 한 선택에 의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이 단

계에서 개인의 동기는 가치,욕구와 같은 자아의 다른 측면과 조화를 이룬다.그

러므로 활동에 참여하는 결정은 활동이 자아의 다른 측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각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외 동기가 충분히

내면화되고 자신과 통합될수록 자율 행 에 한 토 가 더 커진다고 측하

고 있다(양명환,2004).

5)무동기(Amotivation)

무동기는 학습에서 무기력(무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수행에 있어서

계속 으로 부정 피드백 상이 인지되거나 반복 으로 실패하는 결과에

한 기 가 없을 때 나타난다.

Deci와 Ryan(1985)은 무동기를 개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무런 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동기의 상실이라고 정의하 다.

즉 무동기라는 것은 내 으로 동기화된 것도 아니고 외 으로 동기화된 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이다.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무동기는 어떠한 기 도 하지 못

하고 의미 있는 것도 없으며 자신의 어떤 일에 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Vallerand,Pelletier,Blais,Senecal그리고 Vallieres(1992)는 스포츠 참여에서

무동기를 가진 참여자는 그들의 행동과 행동결과 사이에 어떤 기 도 할 수 없

는 상황이라고 정의하 고 무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 다.

첫째는 ‘능력부족’으로 인한 무동기로 특정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는 ‘략미흡’으로 인한 무동기로 어떤 략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믿을 때 무동기 상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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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노력회피’에 의해 래되는 특정 행동이 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동기이다.

넷째는 ‘무기력 신념’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무도 벅차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심리 웰빙

1)심리 웰빙의 개념

심리 웰빙(psychologicalwell-being)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 인 행복감으로 심리 웰빙에 한 정의는 심리 이나 주

인 행복감 는 안녕감,안정감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Andrews& Robinson(1991)은 심리 안녕은 “인생 반 혹은 인생 체에

한 행복이나 만족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으며,McDowell&Newell(1990)은 근래

의 건강 심리 건강에 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안녕(well-being)"이란

용어는 총체 감정으로서 개인의 지각된 주 인 행복감이라는 용어라고 하 다

(박종흡․신남철,2002). 한 행동심리학자인 Diener(1994)는 행복은 주 이고

정 이며 형 으로서 개인 생활의 모든 역에 한 반 인 만족정도라고

하 다.

Fordyce(1988)는 안녕감,행복감(happiness),삶의 만족도(self-satisfaction),

그리고 사기(morale)를 상호 련되는 개념들로 간주하 고,Veit와 Ware(1983)

는 개인의 행복과 련된 물음으로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행복과 안녕감이 서로 련된 개념임을 제시하 으며(이혜은,

2005)이와 같이 심리 웰빙과 련된 용어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심리 행

복감,주 안녕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정의는 “개인 생활의

반 인 역에 한 만족”이라는 의미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심리에 작

용하는 인간된 삶의 질의 정도라는 공통 을 갖는다.

양옥경(1994)은 삶에 한 만족을 정신건강 상태나 응도와 같은 주 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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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인 통합 만족 연구와 신체,주택,재산,직업,가족 등과 같은 객 인

삶의 만족인 역별 만족으로 나 어진다고 하 다. 한 한정원(1997)은 행복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사기와 련된 개념들에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안녕감

에 작용하는 하 개념을 제시 하 고,Ryff(1989)는 심리학 인 이론을 근거로

심리 안녕감에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자율성,환경에 한

통제력,개인 성장,삶의 목 , 정 인 계,자아수용 등의 6개의 하 요

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 다.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심리 웰빙도 넓게는 스포츠 참여로 인하여 생

되는 삶의 질에 한 만족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자체에서 오는 정 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 능동 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운동 후에 반복 으로 보고하는

정서 반응 의 하나가 쾌락 즐거움 는 감정 호 상이다.즉,욕구충족

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이나 도취감,만족감 등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정 인 인지 -정서 상태가 심리 웰

빙이다(양명환,2000).

Maslow(1968)은 신체활동으로부터 경험되는 정 인 인지 -정서 상태를 묘사

하는 개념으로 공포,억압,불안이 제거되는 최상의 행복과 충족의 찰나를 기술하기

해 결정경험이라는 용어를 제안하 고(Ravizza,1984),Csikszentimihalyi(1975)는 몰

입경험(flow experience)을 제안하 다. 정경험은 무아경, 체의 통합과 내면 평

화의 불수의 찰나로 묘사되며,몰입경험은 정경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정된 자극

으로의 주의집 ,개인 자아상실,자신과 환경의 통제력,시간감각 상실,인지력 향

상,불안․제약감의 불식 등의 특징을 갖는다. 한 Sachs(1980)은 RunneŕsHigh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달리기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을 묘사하 다.RunneŕsHigh는

부분의 러 들이 인지하는 자유롭고,힘들이지 않는 달리기 그리고 이완감,유

쾌한 감정 등의 정서를 포옹하는 매우 정 이고 일반 인 행복감이다.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리 웰빙을 신체활동 참여로부터 유발되

는 정 인 인지 -정서 상태로 정의하여 즐거움,몰입감,자아실 감,유능감

의 요인으로 측정되는 개념이라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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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활동과 웰빙

사회 으로 웰빙(well-being)문화의 속한 확산은 건강상의 혜택은 물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의 변 확 에도 기여하고 있다.많은 연구 문헌

들은 총체 웰빙의 에서 성인의 신체 건강과 한 련이 있음을 주장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학자들에게 공통된 심사는 신체활동 참여와 웰

빙간의 계일 것이다.

신체활동과 정신 건강간의 정 인 계에 해서 많은 이론 가설들이 발

해 왔다.어떤 이론들은 심리사회학 으로 근한 반면 다른 이론들을 훨씬

생리학 으로 근하 다.먼 심리사회학 측면에서의 이론들 가장

인 이론들은 인지 행동 ,사회 상호작용,기분 환이론이 있다.인지-행동

가설은 신체활동은 정 인 인지와 정서를 생성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인 기분 상태와는 반 는 기분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사

회 상호작용 도식은 신체활동에 동반되는 사회 상호작용은 즐거움을 자아내

고 정 인 정신건강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기분 환의 견해는 참여자들의 부

정 인 사고와 감정을 환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진정제 는 도피처로써 신체활

동을 보는 것이다.이러한 생리 표제아래 분류될 수 있는 설명들은 심 계

가설,아민가설 엔돌핀 가설 등이 있다(LeonardⅡ,1998).심리 생리학자들은

운동 후 흔히 경험되는 정 기분 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 인 생화학

근은 인간의 두뇌 뇌하수체 는 다른 조직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신경

달물질 엔돌핀 등과 같은 내생 아편제의 기능 작용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았

다.Morgan과 Oconner(1988)는 아민 수 이 신체활동과 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 으며,Panksepp(1986)은 격렬한 운동 엔돌핀의 발생은 호흡 리듬의

안정과 심 활동을 확정시켜 일반 인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라

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웰빙과 련해서 운동이 혜택은 비교 잘 입증되고 있다.왜 운동

이 심리 웰빙을 높여주는가에 한 이유는 운동을 통한 성공경험,활발한 신체

활동 참여시에 수반되는 인지 -정서 상태 는 의식의 변화,단․장기 인 신

체활동 참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리 ,생화학 변화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에 기인한다고 지 하고 있다(양명환,1999).1991년 추계국제심리학회(ISSP)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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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따르면,신체 운동이 성인들의 자 심과 활력감 상쾌감 등의 정 정

서를 증진시키고,불안,노여움,의기소침,긴장 등의 부정 정서들을 감소시키

며,우울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임상학 연구들은 유산소 운동 는 무산소

운동이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격감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밝히고 있

다.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 운동과 체력 훈련은 어린이,청소년,성인들의 자

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유진,1997). 한 특히,활발한 신체활동

은 긴장이완,우울증 감소,불안 스트 스해소,자신감,통제력,그리고 자아

실 감 등의 향상을 야기함으로써 심리 웰빙에 기여한다(양명환,1998).

3)심리 웰빙의 선행연구

심리 웰빙의 선행연구들에서 주 웰빙과 심리 웰빙은 유의한 정 상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김명소 등,2001;Ryff& Keyes,Shmotkim와

Ryff(2002)의 최 의 웰빙(optimalwell-being)에 한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주 웰빙과 심리 웰빙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최 의 웰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심리 웰빙보다는 주 웰빙이 더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는 자아실 웰빙을 증진하는 행동이 쾌락을 가져다 수 있지만,반드시

쾌락 웰빙과 연결되지는 않고,쾌락 웰빙을 증진하는 행동도 반드시 자아실

웰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Ryan& Deci,2001).

이처럼 쾌락 근과 자아실 은 고 에서 에 이르기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격론되는 주제이다.이러한 패러다임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상이

한 정의는 웰빙의 원인,결과 역동성에서 상당히 다른 연구들을 이끌어냈다.

그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웰빙을 쾌락 ,자아실 인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하

나의 다차원 인 상으로 보는 것이 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waterman(1993)의 연구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그는 행복(쾌락)과

자아실 의 두 가지 유형을 언 하면서 비교 분명한 차이를 두고 두 개념을

강조하 으며,웰빙의 복합 분야를 개척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Deci&

Ryan,2008). 한,Waterman등(2008)은 내재 으로 동기화된 활동들이 보편

으로 쾌락 인 즐거움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활동 유형에 따라 쾌락

웰빙과 자아실 웰빙 모두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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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웰빙은 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으며,삶에 만족하는

것과 같은 주 웰빙과 심리 으로 충분히 가능하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실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웰빙 연구에 심 있는 연

구자들은 웰빙을 쾌락 이고 자아실 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 상

으로 보고,동시에 최 의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김덕진,양명환.2008)

3.선행연구의 고찰

1)자기결정 동기

이 민(2005)은 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에 따른 여가 생활만족의 계

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는 상 계가 있

고,생활만족도는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외 동기가 강할수록 높아진다고 보고

하 다.

구재시(2005)는 골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생활만족과 자아실 에 미치는 향

에서 골 참여동기는 생활만족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고,참여

동기의 내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고 보고하 다.

이동섭(2008)은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동기 스포츠 몰입정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주게 되는데 참여동기는 완 히 다른 요소를 가진 동기끼리는 바꾸어주

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요소를 가진 동기는 조 씩 변화를 주면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김경환(2007)은 동호인 마라톤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분석에서 건

강과 내 만족요인은 높은 상 계를 보인 반면,유능감과 자극추구요인에서는

낮은 상 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신종근(2006)은 성인의 택견 참여동기와 여가만족도의 계에서는 즐거움,성취

감,건강과 체력,외 과시,무동기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참여

동기는 사회 만족에서만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정선아(2006)는 여성의 골 참여동기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참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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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생활만족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의 하 요인들 기술발달,컨

디션,외 과시 요인이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2)심리 웰빙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경제 인 풍요로움

그리고 여가시간 증 로 인하여 여가 활용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웰빙

(well-being)이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건강상의 혜택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포츠 활

동과 참여로 획득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만족감과 같은 정신 행복 증진과의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가 다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춘(2004)은 볼링 참여자들의 인지된 자유감 심리 행복감의 계 연

구에서 볼링 참여에 따른 몰입이나 활동참여로 얻는 자유감이 높을수록 심리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즉,여가 활동에 한 자신감과 조 력이

바탕이 된 자유감이 높은 사람은 내 으로 동기화되어 높은 몰입상태를 경험하

게 되고,이는 자신들의 여가에 높은 만족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볼링 참여로 인

한 인지 자유감과 심리 행복감이 한 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 다.

김우 (2003)과 박승찬(2004)은 보디빌딩과 건강운동 참가자를 상으로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스포츠 참여로 높아

지는 신체 반,자기존 감,스포츠 유능감 등과 같은 신체 자기개념이 높을

수록 심리 행복감이 높아지는 높은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정용각․김윤정(2005)은 에어로빅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신체 자기개념

심리 행복감의 계에 하여 부산에서 에어로빅에 참가하는 여성참가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참여정도가 신체 자기개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신

체 자기개념이 심리 행복감에 정 향을 미치며,운동참여 정도는 신체

자기개념을 증진시켜 심리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운동 참여는 신체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며,신체 자기개념의 증진은 심리

행복감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즉,운동을 하면 심리 행복감이 증

진되는 것은 신체 자기개념 같은 심리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행복감이 향상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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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2000)은 교사들의 스포츠 활동 애호도가 심리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스포츠 참여에 한 정의 ,행동 개념을 통합한 스포츠

활동 애호도와 인지 -정서 상태 요인 생활만족 변인 간에 의미 있는 계

를 도출하 다고 하 다.

3)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심리 행복감,심리 안녕감)

배윤정(2005)은 생활무용 참가자들의 참여경력,참여동기,몰입행동이 자아실

과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생활무용참가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참여동기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자아실 과 심리 행복감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동기 수 이 높을수록 자아실 과 심리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 다.

이은정(2002)은 스포츠 참여동기와 감각추구 행동이 자아실 심리 행복

감에 미치는 향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만 18-50세 남녀를 상으로 연구

한 결과 참여동기,감각추구 행동,심리 행복감,자아실 간에는 유의한 상

이 있었고 참여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를 보여 참

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실 과 심리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김덕진,양명환(2006)의 마라톤 회 참가자의 기본 욕구,동기,심리 웰빙

행동의도간의 계모형 검증 연구에서는 무동기를 제외한 나모지 동기유형에

서 심리 웰빙에 정의 향을 미치고 기본 욕구,동기,심리 웰빙이 행동의

간에 향을 미치는데 매개 변인으로써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환,김덕진(2006)의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 욕구,동기 유형 심리

웰빙간의 계모형 검증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동기유형이 심

리 웰빙에 정의 향을 미치고 기본 욕구가 심리 웰빙에 향을 미치는데

매개 변인으로써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환,김소연,김덕진(2007)의 학생의 운동 동기,심리 웰빙 행동의도

간의 인과 계검증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동기유형이 심리

웰빙에 정의 향을 미치고 심리 웰빙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매개 변

인으로써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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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 욕구,동기 유형 심리 웰빙간의 계(양명환,김덕진,2006)

마라톤 회 참가자의 기본 욕구,동기,심리 웰빙 행동의도간의 계(양명환,김덕진,2006)

박 길,유정원(2008)은 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와 주 안녕감과의 계에서

외 동기보다는 내 동기가 주 안녕감에 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보고하 다.

문선 (2006)은 등여교사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신체 자기개념과 심리 안

녕감에서 신체활동이 높은 집단에서 심리 안녕감에 유의한 수 으로 높게 나

타났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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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천(2006)는 등학교 교사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

서 스포츠 활동 참여 기간이 높으면 심리 안녕감과 높은 상 계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강 규(2009)는 학생들의 운동 참여에 따른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안녕감은 참

여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개념과 심리 안녕감에 높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유경(2007)은 스스포츠 참여자의 참가 지속행동에 따른 심리 안녕감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참여지속의도가 높은 집단이 심리 안녕감을 높게 지

각 한다고 보고하 다.

김경복(2008)은 등교사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

에서 스포츠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심리 안녕감과 높은 정 인

계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자기결정 동기가 심리 웰빙,심리 안녕

감,심리 행복감에 정(+),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자기결정 동기는 심리 웰빙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운동종목과 생활체육 등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심

리 웰빙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로그램 참

가자에 한 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에서 수 로그램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가 심리 웰빙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내 적 동기

내압적 조절

확 적 조절

적 조절

무동기

심리적 웰빙

<그림 2> 본 연  경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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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2008년 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의회에 등록된

수 동호회 도내 수 장에서 수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 20세 이상의

수 동호인 800명을 무선표집 하 다.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800명이었으나,

실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수집된 자료 에서 이 으로 기입하거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단되는 68명을 제외한 총732명이다.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43 46.9

여자 389 53.1

계 732 100

연령

20-30세 198 27.0

31-40세 296 40.4

41-50세 175 23.9

51세이상 63 8.6

계 732 100

학력
고졸이하 327 44.7

재이상 405 55.3

계 732 100

경력

1년 미만 252 34.4

3년 미만 265 36.2

4년 이상 215 29.4

계 732 100

<표 1>연구 상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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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내용은 수 참여자의 인구사회 특

성에 한 항목 6문항,자기결정 동기에 한 항목 20문항,심리 웰빙에 한

항목 20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의 구성지표 내용 그리고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설문지의 구성 내용과 문항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

특성
성별(1),연령(1),경력(1),학력(1) 4

자기결정 동기
내재 동기(4),내압 조 (4),확인 조 (4),

외 조 (4),무동기(4)
20

심리 웰빙 즐거움(5),몰입감(5),자아실 (5),유능감(5) 20

총 문항 44

1)자기결정 동기

자기결정 동기척도는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행 연구(Baldwin

& Caldwell,2003,Pelletier,Qallerand,Tuson,Briere,& Blais,1995;Guay,

Vallerand& Blanchard,2000;Standage,Treasure,Duda& Prusak,2003)들을

바탕으로 양명환(2004)이 번안하고 문가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20문항의 척도

를 사용하 으며,일부 문항은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자기결정 동기 척도는 내재 동기 4문항,내압 조 4문항,확인 조 4

문항,외 조 4문항,무동기 4문항으로 구성 하 다.구체 으로 “귀하는 재

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지시문과 함께 5 Likert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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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으며,“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그 그 다”3 ,“그

다”4 ,“매우 그 다”5 을 부여 하 다.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동기의 인

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재 동기 α=.87,내압

조 α=.80,확인 조 α=.68,외 조 α=.71,무동기 α=.68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2)심리 웰빙

심리 웰빙 척도는 양명환(2000)이 개발한 개정된 인지 -정서 상태 질문

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하는

웰빙의 개념 정의를 근거로 (즐거움,행복감과 몰입경험)쾌락 웰빙으로 명

명 할 것이며,(유능감,자신감)등은 자아발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

실 웰빙으로 명명하 다.따라서 심리 웰빙 척도는 쾌락 웰빙 10문항,

자아실 웰빙 10문항으로 구성 하 다.설문 상자들이 자기 측정법으로

설문한 각문항의 답은 ‘ 그 지 않다’는 1 ,‘그 지 않다’는 2 , ‘보통

이다 는 3 , 그 다 는 4 , 매우그 다 는 5 Likert척도를 사용 하

다.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즐거움 요인 α=.82,자아 존 감 요인 α=.81,몰입감

요인 α=.82,유능감 요인 α=.76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3.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수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계

를 규명하기 하여 [수 로그램 참가에 한 의견조사]설문지를 이용하

다.먼 비설문지를 제작하여 동호인들 심으로 수 이 종료되는 시 에서

본 연구자가 직 장에서 조사 상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

어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으로 질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지

시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여,완성된 질문지를 회수 하 다.

수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 간의 인과 계를 규명

하기 한 연구의 차는<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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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수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계에

한 연구 차

4.자료처리 분석

배부된 질문지는 800부 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고,50%이상 응답을 하지 않거

나 응답고정 상을 보이는 자료를 제거한 후 최종 으로 732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 되었다.분석 가능한 자료를 SPSSwin16.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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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 다.

2)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하여 공통 요인분석 주

축해법(principalaxisfactoring)과 Direct,Oblimin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내 일 성을 기 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item-totalcorrelstion과 Cronbach'sAlpha값을 구하 다.

3)인구사회학 특성,참여정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

하기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 다.

4)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계 직 인 향을 알아보기 해

Pearson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mult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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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 로그램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상으로 자기결정 동기,

심리 웰빙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먼 ,측정도구가 합한지를 악하기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

으며,연구가설을 심으로 첫째,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

리 웰빙의 차이,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의 계를 심 으로 분석하

으며,구체 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측정도구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Factor

내압

조
무동기

확인

조

내재

동기

외

조
h2

2.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885 .094 .143 .202 .202 .549

7.반드시 수 활동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 념이 든다. .867 .082 .042 .054 .078 .474

12.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828 .102 .102 .071 .071 .678

17.어쩔 수 없이 수 활동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802 .066 .261 .182 .182 .665

5.수 활동에 왜 참여하는지 목 의식을 잘 모르겠다. .053 .793 .190 .092 .092 .582

10.수 활동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067 .794 .130 .117 .117 .567

15.내가 왜 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신 할 수 없다. .062 .767 .149 .092 .093 .661

20.수 활동을 계속해야 할지 내 자신에게 반문하곤 한다. .063 .684 .060 .163 .163 .447

3.수 활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020 .107 .742 .140 .133 .493

8.수 활동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022 .103 .684 .108 .099 .656

13.수 활동에 참여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는다. .261 .172 .664 .161 .042 .653

18.수 활동은 나에게 유의하다. .202 .102 .660 .153 .165 .565

1.수 에 참여하는 자체가 즐겁다. .062 .216 .126 .786 .054 .499

6.수 활동이 재미있다. .095 .172 .283 .692 .022 .640

11.수 활동을 통하여 도 하고 싶은 욕망 이 생긴다. .021 .074 .238 .666 .181 .540

16.수 활동에 몰두하는 기쁨을 느낀다. .083 .216 .075 .622 .043 .755

4..주 의 권유에 못 이겨서 수 활동에 참여한다. .052 .033 .135 .178 .778 .790

9.수 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다. .181 .221 .093 .054 .774 .646

14.남에게 잘 보이기 해서 수 활동을 한다. .042 .054 .034 .113 .716 .687

고유값 2.88 2.53 2.15 2.12 1.86

분산(%) 15.15 13.31 11.31 11.18 9.8

(%) 15.15 28.47 39.79 50.97 60.77

신뢰도 .87 .80 .68 .71 .68

<표3>자기결정 동기 탐색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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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동기 척도는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행 연구(Baldwin&

Caldwell,2003,Pelletier,Qallerand,Tuson,Briere,& Blais,1995;Guay,

Vallerand& Blanchard,2000;Standage,Treasure,Duda& Prusak,2003)들을

바탕으로 양명환(2004)이 번안하고 문가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20문항의 척도

를 사용하 으며,일부 문항은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사용 하 다.자기결정 동기 척도는 내재 동기 4문항,내압 조 4문항,확인

조 4문항,외 조 4문항,무동기,4문항으로 구성 하 다.구체 으로

“귀하는 재 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지시문과 함께 5

Likert척도를 사용하 으며,“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그

그 다”3 ,“그 다”4 ,“매우 그 다”5 을 부여 하 다.따라서 수가 높

을수록 동기의 인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악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요인

재치가 .50이상인 문항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가 .40이상인 문항을 선별

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5개의 요인 19

문항이 추출되었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밝 진 변인들 간의 계를 확인하고 측정모형에 한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

시하 다.자료에 한 반 인 합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검사하 는

데,χ2통계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390.978,df=142,p<.000).유의 인

통계량은 모형이 자료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지만,카이제곱 통계량이

표본 크기에 따라 큰 향을 받기 때문에 보충 인 합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하 다.Q값은 2.753으로 한 수 으로 나타났지만,기

부합지수(GFI)=.947,수정부합지수(AGFI)=.930,증분부합지수(IFI)=.941,비교부

합지수(CFI)=.940로 기 치에 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원

소평균자승잔차(RMR)와 원소간 평균차이(RMSEA)가 .043과 .042으로 합도 기

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 인 지표를 고려할 때 합도는 수용할

만한 한계수 으로 단하 다.이 측정도구의 내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68-.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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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Factor

즐거움
자아실

유능감 몰입 h2

13.수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다.
.814 .030 .149 .129 .662

17.수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때 보다 흥에 더 도취

된다.
.796 .052 .239 .070 .436

9.수 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736 .020 .284 .202 .728

5.수 을 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676 .081 .178 .079 .495

1.수 을 하면 매우 강한 즐거움을 느낀다. .602 .102 .266 .039 .629

10.수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을 마음껏 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099 .795 .083 .094 .610

2.수 활동이 내가 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 든다. .302 .777 .095 .075 .702

14.수 활동을 통해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285 .759 .082 .092 .594

6.수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

을 느낀다.
.250 .737 .174 .159 .694

18.수 활동을 통해 실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046 .703 .021 .301 .610

8.수 을 하면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331 .021 .784 .038 .549

4.수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182 .042 .782 .118 .634

16.수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된다. .302 .098 .705 .077 .581

12.수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을 정 으로 생각한다. .376 .070 .673 .127 .499.

11.수 활동 자체에 완 히 몰두한다. .072 .045 .087 .825 .666

3.수 을 하면 정신집 이 잘 된다. .046 .032 .172 .796 .591

7.수 활동을 통해 일상 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045 .023 .228 .734 .690

15.수 활동이 내 주변과 일치하고 조화된 느낌이 든다. .293 .051 .157 .642 .523

고유값 3.13 2.86 2.55 2.33

분산(%) 17.39 15.91 14.21 12.98

(%) 17.39 33.30 47.52 60.51

신뢰도 .82 .81 .82 .76

<표4>심리 웰빙 탐색 요인분석

심리 웰빙 척도는 양명환(2000)이 개발한 개정된 인지 -정서 상태 질문

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하는

웰빙의 개념 정의를 근거로 (즐거움,행복감과 몰입경험)쾌락 웰빙으로 명

명 할 것이며,(유능감,자신감)등은 자아발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

실 웰빙으로 명명 하 다.따라서 심리 웰빙 척도는 쾌락 웰빙 10문항,

자아실 웰빙 10문항으로 구성 하 다.설문 상자들이 자기 측정법으로

설문한 각문항의 답은 ‘ 그 지 않다’는 1 ,‘그 지 않다’는 2 , ‘보통

이다 는 3 , 그 다 는 4 , 매우그 다 는 5 Likert척도를 사용 하



- 27 -

다.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동기의 인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악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요

인 재치가 .50이상인 문항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가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4개의 요

인 18문항이 추출되었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밝 진 변인들 간의 계를 확인하고 측정모형에 한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측정도구의 측정모형에 한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자료에 한

반 인 합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검사하 는데,χ2통계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
2
=620.988,df=129,p<.000).유의 인 통계량은 모형이 자료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지만,카이제곱 통계량이 표본 크기에 따라 큰

향을 받기 때문에 보충 인 합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

하 다.Q값은 4.814로 한 수 으로 나타났지만,기 부합지수(GFI)=.911,

수정부합지수(AGFI)=.881, 증분부합지수(IFI)=.901, 비교부합지수(CFI)=.900로

기 치에 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원소평균자승잔차

(RMR)와 원소간 평균차이(RMSEA)가 .042과 .072로 합도 기 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 인 지표를 고려할 때 합도는 수용할만한 한계수 으

로 단하 다.이 측정도구의 내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요인별 신뢰도 계수

는 .76-.82로 나타났고 체 신뢰도 계수는 .81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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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F P

성
F P남

(n=343)
여

(n=389)
남

(n=343)
여

(n=389)

내재 동기 4.41±.54 4.35±.60 1.843 .175 즐거움 4.51±.67 4.48±.71 .209 .648

내압 조 3.53±.83 3.42±.76 3.368 .050 자아실 3.47±.59 3.47±.64 .000 .987

확인 조 4.33±.59 4.32±.57 .046 .831 몰입 4.09±.73 3.98±.76 3.726 .054

외 조 3.12±1.093.11±1.04 .005 .416
유능감 4.14±.87 4.14±.87 .030 .863

무동기 1.86±.94 1.92±.94 .748 .632

2.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

본 연구의 가설Ⅰ은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서 수 로그램 참가자 자

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이를 검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과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하 변인을 심으로 일원

분산분석(One-WayANOVA)과 사후검증단계로 필요한 경우 Scheff́e의 다 범

의 검증을 실시하 다.

<표 5>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 차이(M±SD)

p<.05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심리 웰빙에서는 몰입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한 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수가 나타났다.

연령

F P20-30세
(n=198)

31-40세
(n=296)

41-50세
(n=175)

51 상
(n=63)

내재 동기 4.42±.52 4.39±.57 4.32±.63 4.34±.59 1.108 .345

내압 조 3.02±1.11b 3.47±.83b 3.53±.76ab 3.20±.97a 2.973 .031

확인 조 4.37±.58 4.34±.54 4.25±.63 4.37±.59 1.486 .217

외 조 3.08±1.13 3.14±1.05 3.13±1.00 3.05±1.09 .182 .909

무동기 1.81±.91 1.87±.94 2.05±.97 1.86±.94 2.133 .095

<표 6-1>  연령에 따른 결정 동  차 (M±SD)

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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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

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내압 조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사후 검증 단계로 Scheffé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자기결정 동

기의 하 요인에서 내압 조 은 40 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으며 수 참가자 40 에

서 건강한 체력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
연령

F P20-30세
(n=198)

31-40세
(n=296)

41-50세
(n=175)

51이상
(n=63)

즐거움 4.51±.69 4.52±.61 4.44±.79 4.44±.75 .721 .540

자아실 3.42±.61ab 3.55±.60b 3.37±.64a 3.50±.63ab 3.600 .013

몰입 4.04±.74 4.03±.75 4.02±.7 4.06±.74 .051 .985

유능감 4.18±.81 4.17±.84 4.04±.96 4.13±.97 .967 .408

<표 6-2>  연령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차 (M±SD)

p<.05
*
,p<.01

**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산

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자아실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사후 검증 단계로 Scheffé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30 가 40 가보

다 자아실 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20-30 ,50 이상의 연령간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F P고졸 하

(n=327)
상

(n=405)

내재 동기 4.37±.58 4.39±.56 .308 .579

내압 조 3.54±.72 3.54±.75 6.686 .010

확인 조 4.30±.62 4.36±.54 1.880 .171

외 조 3.11±1.07 3.11±1.06 .000 .995

무동기 1.96±.98 1.84±.91 2.553 .111

<표 7-1>  학력에 따른 결정 동  차 (M±SD)

p<.05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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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

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내압 조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 로그램 참여 수 을 높게 지각하여 건강,

즐거움,사교,외 과시 등의 동기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F P고졸 하

(n=327)
상

(n=405)

즐거움 4.49±.67 4.50±.70 .020 .888

자아실 3.46±.91 3.60±.77 4.671 .031

몰입 4.07±.71 4.01±.77 1.395 .238

유능감 4.14±.89 4.13±.86 .018 .893

<표 7-2>  학력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차 (M±SD)

p<.05
*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산분

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자아실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는 수 로그램 참여를 통해 신체 자신감,자아 존 감,자기과시 등의

심리 웰빙 자아실 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F P1년미만

(n=252)
2년미만
(n=190)

3년미만
(n=75)

3년 상
(n=215)

내재 동기 4.37±.60 4.33±.61 4.37±.55 4.43±.50 .985 .399

내압 조 3.48±.79 3.49±.77 3.48±1.03 3.46±.74 .049 .985

확인 조 4.29±.62 4.36±.55 4.40±.55 4.33±.55 1.046 .372

외 조 3.20±1.08 3.05±1.03 3.30±.98 3.00±1.09 2.407 .066

무동기 3.32±1.46ab 3.02±1.41a 3.52±1.33b 3.04±1.46a 3.687 .012

<표 8-1>  경력에 따른 결정 동  차 (M±SD)

p<.05
*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

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무동기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사후 검증 단계로 Scheffé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3년 미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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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간 수 의 경력자는 지속 으로 운동을 함으로 인해

특별한 동기가 없이 수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F P1년미만

(n=252)
2년미만
(n=190)

3년미만
(n=75)

3년 상
(n=215)

즐거움 1.95±1.19 2.16±1.30 1.86±1.16 1.84±1.15 2.554 .054

자아실 3.47±.60 3.54±.63 3.39±.57 3.42±.64 1.565 .194

몰입 4.34±.98 4.03±1.19 4.25±1.09 4.37±1.01 4.391 .004

유능감 4.17±.89 4.04±.85 4.17±.86 4.18±.88 1.038 .375

<표 8-2>  경력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차 (M±SD)

p<.05
*
,p<.01

**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산분

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즐거움과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는 처음 시작 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 하 지만 간정도의 경력으

로 옮겨오면서 습 으로 운동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건강,즐거움,몰입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참여빈도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

빈

F P
주당3회 아하

(n=223)
주당4회
(n=184)

주당5회
(n=205)

주당 6회 상
(n=120)

내재 동기 4.38±.58 4.35±.59 4.39±.55 4.40±.57 .292 .831

내압 조 3.32±.70a 3.54±.81ab 3.52±.73ab 3.59±1.01b 4.072 .007

확인 조 4.34±.53 4.30±.59 4.36±.52 4.29±.71 .524 .666

외 조 3.10±1.03 3.25±1.10 3.07±1.02 3.00±1.13 1.590 .190

무동기 1.87±.93 1.97±.97 1.84±.94 1.92±.91 .701 .552

<표 9-1>  빈도에 따른 결정 동  차 (M±SD)

p<.05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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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

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사후 검증 단계로 Scheffé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내압 조 에

서 주당6회 이상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수 로그램 참여회수가 높을

수록 자신감,외 과시 등의 자기결정성 동기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F P
주당3회 아하

(n=223)
주당4회
(n=184)

주당5회
(n=205)

주당 6회 상
(n=120)

즐거움 3.41±.92a 3.64±.95ab 3.58±.92ab 3.73±1.16b 3.440 .017

자아실 2.38±1.36 2.70±1.44 2.34±1.33 2.38±1.37 2.725 .043

몰입 3.29±.85a 3.52±.97ab 3.58±.88ab 3.62±1.23b 4.532 .004

유능감 4.09±.91 4.13±.84 4.18±.83 4.17±.93 .459 .711

<표 9-2>  빈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차 (M±SD)

p<.05*,p<.01**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에 따른 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분산

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즐거움,자아실 ,몰입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사후 검증 단계로 Scheffé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한 결과 즐거

움과 몰입에서는 주당6회 이상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수 로그램 참

여 빈도가 높을수록 즐거움,몰입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 Ⅲ은 “수 참가자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에는 정

(+),부(-)의 상 계 직 인 향이 미칠 것이다” 다.이를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 모형을 심으로 련 변인간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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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내 적 동기 내압적 조절 확 적 조절 적 조절 무동기

즐거움 .676** .037 .386** .081* -.291**

자아실 .059 -.035 .077* .010 .020

몰입 .186** .080* .043 .119** .025

유능감 .405** .048 .362** .292** -.108**

M

SD

4.10

.70

3.92

.74

4.09

.70

3.85

.58

3.61

.77

<표 10> 참여동  심리적 웰빙  상 계

p<.05
*
,p<.01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결정 동기 요인들 간의 상 계에서 즐거움

은 내재 동기,확인 조 과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외 조

과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으며 무동기와 유의수 .01에서 부

(-) 인 상 을 보 다. 한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자아실 은 확인 조 과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재 동기,외 조 ,무동기는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하지만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부(-) 인상 을 보 다.몰

입은 내재 동기와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 한 확인 조 과 무동기

는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유능감은 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 한 무동기는 유의수 .01에서

부(-) 인상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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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Beta)
t p

B
표
편차

심리 웰빙

내재 동기 .371 .029 .450 12.801 .000

내압 조 .018 .018 .037 1.201 .230

확인 조 .109 .029 .133 3.802 .000

외 조 .082 .015 .159 4.824 .000

무동기 .075 .018 -.007 -.214 .831

상수 1.651 .163

R=.567,R2=.317,F(5,726)=68.787,p<.000

<표 11> 결정 동 에 따른 심리적 웰빙  계에 한 다중회귀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결정 동기의 하 요인인 5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심리 웰빙 종속변인의 체 설명력은 31.7%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자

기결정 동기의 내재 동기,내압 조 ,외 조 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F(5,726)=68.787,p<.000].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독립변

인에서 심리 웰빙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화 회귀계수 기

으로 독립변인들의 상 요도를 살펴보면 내재 동기(Beta=.450)이 가장 높은 변

인으로 확인되었고,다음으로 외 조 (Beta=.159),확인 조 (Beta=.133)순으로 나타

났다.하지만 내압 조 (Beta=.037),무동기(Beta=-.007)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048

-.431

.45

내 적 동기

내압적 조절

확 적 조절

적 조절

무동기

심리적 웰빙

.037

.133

.159

-.007

-.005

.387

.594

.002

-.403

.104

.011

<그림 4> 결정 동 , 심리적 웰빙간  경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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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사회에서는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스포츠 참여가 증 되면서 참여의 이

유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참여로 인해 생되는 신체 인 건강혜택과 더불

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게 되었다.이와 련한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 참여하려는 이유와 참여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에 한 연구가

다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정 인 정서변화와

련된 개별 인 요소들에만 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만족이나 행복의 수 을 넘어서 복합 이고 다차원 인 심리 웰빙 척도를 이

용하여 스포츠가 삶의 질에 미치는 반 인 향을 평가하고 참여하려는 동기

가 이러한 변인에 미치는 향과 참여 후의 심리 웰빙간에 어떠한 인과 계가

형성되는지를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

먼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평균 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희․윤지희(2006)는 성별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

활체육에 참여하는 내․외 동기에 한 인식이 크고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정용각(1997),윤이 (1996),이종호(2001)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운동참

여에 한 내 동기에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다.이는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

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와 같이 참여동기의 외 ․내 동기가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지각한 것은 건강,외모,외 과시를 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성별에 따른 심리 웰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

보다 남자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여자보다 남자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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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을 해 자기 자신의 즐거움,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며 삶의 목

표와 방향감각을 증진 시켜 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이는 생활의 목표

와 목 에 한 지각이 운동을 통하여 증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보다 남자가 몰입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속 인 운동이 체력이

나 건강을 지켜 으로써 일상에서 오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삶의 보람과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는 여가 선용의 한 방법으로 수 로그램을 극 권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하 요인에서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내압 조 에서는 41-50세에서 높은 평균 수가 나타났다.이러한 결

과는 매희․윤지희(2006)의 연구 결과 내 동기에서는 남성 5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무동기에서는 남성ㆍ40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정용각(1997),박융범(1998),문 희(2003)의 연구에서 10-20 보다 30-40 가

건강한 체력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고 밝힌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은 층보다 최근 생활체육 수 동호인들

의 연령이 40 -60 로 높은 연령층에서 수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이는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정

보를 할 기회나 사회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 로그램을 통한 타인과

의 우호 증진 새로운 사람과의 기회,다양한 스포츠 기술의 습득이나 새

로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 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신체

기량을 보여주고자 동기화되므로 수 로그램 참여시 높은 수 의 사회 참여동

기를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심리 웰빙 하 요인에서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자아실 은 31-40세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이는 어떠한 스포츠이든 참

여하는 활동에 한 즐거움을 찾기 해서는 극복해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높고 낮음 보다는

자신이 활동에 직 참여하거나 도 하고 난 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백혜경(2007)은 유능감,자아실 등 심리 웰빙의 하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고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를 부분 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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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하 요인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내압 조 에서는 재이상에서 높은 평균 수가 나타났다.학

력에 따른 심리 웰빙 하 요인에서는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자아실 에서는 재이상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구종수(2008)는 테니

스 동호인 참여동기,몰입경험,생활만족의 차이에서 학력이 학원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 로그램에 참여하는 동호인의 경

우 심리 웰빙 요인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김양례(200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경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하 요인에서는 무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무동기에서는 3년 미만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구종수(2008)는 테니스 동

호인 참여동기,몰입경험,생활만족의 차이에서 무동기는 6년 미만에서 높게 나

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며,이는 간수 의 경력자는 지속 으로

운동을 함으로 인해 특별한 동기는 없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심리 웰

빙 하 요인에서는 즐거움과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상덕(2004),송재헌(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포츠 참가동기를 통해 얻어진 몰

입경험은 스포츠 참가지속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처음 시작 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 하 지만

간정도의 경력으로 옮겨오면서 습 으로 운동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건강,

즐거움,사교,외 과시 등의 동기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 진다.

2.참여빈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차이

빈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하 요인에서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내압 조 에서 주당 6회 이상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유 식(2007)

생활체육 수 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의 차이에서 활동성,과시성,성취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주당 6회 이상 참여자가 본인의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생활의 단

조로움에 자극을 주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수 기술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동기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한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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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외모과시의 요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심리 웰빙 하 요인에서 즐

거움,자아실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즐거움과 몰입에서 주당

6회 이상에서 높은 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염계화(2005)는 스스포츠 참가 빈도가 심리 웰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부분 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강신욱(2002)은 운동 독집단,과다집단,운동비 독집단 순으로 주 삶

의 질이 높으며,주당 운동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3.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계

즐거움은 내재 동기,확인 조 ,무동기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외 조 과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으며 무동기와 유의수

.01에서 부(-) 인 상 을 보 다. 한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자아실 은 확인 조 과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재 동기,외 조 ,무동기는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하지만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부(-) 인상 을 보 다.

몰입은 내재 동기와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 한 확인 조 과 무동기

는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유능감은 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정 인 상 을 보 다. 한 무동기는 유의수 .01에서 부(-)

인상 을 보 다. 한 참여동기 하 요인에서 내재 동기와 확인 조 은 심

리 웰빙에 각각 .86과 .41로 높은 정(+)에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압

조 ,외 조 은 .03과 .07로 낮은 정(+)에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

고 무동기는 -.09로 낮은 부(-) 인 향이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양명환(2004)

의 동기유형이 심리 행복감 수 을 상이하게 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한

연구에서 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등의 동기 유형이 자아실 ,몰입

감,유능감,즐거움 등의 심리 행복감 변인들과 의미 있는 계를 보 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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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상

으로 동기가 심리 웰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김덕진ㆍ양명환(2006)의 연구에

서 내재 동기와 확인 조 요인은 심리 웰빙요인에 정(+) 인 향을 주고

무동기는 부(-) 인 향을 주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2006)은 동기 요인들이 심리 웰빙에 미치는 직 효과는 내재 동기,확인

조 이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외 조 은 정(+)의,무동기는 부

(-)의 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는 동기요인이 심리 웰빙을 상이하게 측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Ⅵ.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수 로그램 참여자의 자기결정 동기,심리 웰빙간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며,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상을 설정하 다.연구 상은 2008년

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의회에 등록된 수 동호회 도내 수 장에서 수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 20세 이상의 수 동호인 800명을 조사하 으나 불성실한

자료 68부를 제외한 73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자료 수집을 한 측정도구는 자기

결정 동기,심리 웰빙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용된 통계기법은 일원분산

분석(One-WayANOVA),Scheff'e검증,Pearson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mult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성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

리 웰빙에서는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연령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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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웰빙에서는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학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

리 웰빙에서는 자아실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경력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무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즐거움과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빈도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에서는 내압 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

웰빙에서는 즐거움,자아실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자기결정 동기와 심리 웰빙간의 상 계에서는 즐거움은 내재 동기,확인

조 에서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무동기에서는 유의수 .01에서 부

(-) 인상 을 보 다.외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자아실 은

확인 조 에서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몰입은 내재 동기와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내압 조 은 유의수 .05에서 정(+)

인상 을 보 다.유능감은 내재 동기,확인 조 ,외 조 은 유의수 .01에서

정(+) 인상 을 보 고 무동기는 유의수 .01에서 부(-) 인상 을 보 다.



- 41 -

참고문헌

강신욱(2002).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 독과 주 삶의 질에 한 연구.한국

체육학회지,41(5),59-70.

강 규(2009). 학생들의 운동 참여에 따른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경희 학교 체육 학원 석사학 논문.

구재시(2005).골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생활만족과 자아실 에 미치는 향.한

국체육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구종수(2008).테니스 동호인의 참여동기의 몰입경험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동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경복(2008). 등교사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숙

명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경환(2007).동호인 마라톤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 분석.부산외국

어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덕진,양명환(2006).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 욕구,동기 유형 심리 웰

빙간의 계 모형 검증.한국스포츠심리학회 17(1),25-45.

김덕진,양명환(2008).신체활동과 웰빙에 한 이론 고찰:쾌락 웰빙과 자아

실 웰빙.제주 학교 체육과학연구,14,1-24.

김동천(2006). 등학교 교사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심리 안녕감의 계.공주

교육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심리 안녕감의 구성 개념분석:한국 성인 남녀를

상으로.한국심리학회지:사회 성격,15(2),19-39.

김소연(2006).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심리 웰빙 행동의도간의

계 분석.제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양례(2000).동계스포츠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참여만족에 미치는 향,

한국체육학회지,39(2).

김우 (2003).보디빌딩 참가자의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부산외국어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 42 -

김태훈(2007).골 선수의 참여정도,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의 계.한국스포츠

리서치.18(1),23-30.

노 욱(2002).성인 스쿼시 참가자의 참여동기에 한 연구.인제 학교 교육 학

원 석사학 논문.

문선 (2006). 등여교사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신체 자기개념과 심리 안녕

감에 미치는 향 부산교육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문 희(2003).볼링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몰입경험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용

인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박병기,이종욱,홍승표(2005).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

구성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19(3).699-717.

박성구(2008).생활체육 배드민턴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카톨릭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박세윤(2006).생활체육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스포츠몰입 생활만족도의 계.

충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박승찬(2004).건강운동 참가자의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부산외국어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박융범(1998).볼링동호인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실태에 한

연구.계명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박 길,유정원(2008). 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와 주 안녕감과의 계.한

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115-128.

박종흡,신남철(2002).교사들의 심리 안녕감과 직무만족간의 계.창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9,91-111.

배윤정(2005).생활 무용참가자들의 참여경력,참여동기,몰입행동이 자아실 과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 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백혜경(2007).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의 참여정도,애호도 심리 웰빙 간의

계.제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송은주,임수원,김정자(2006). 스스포츠 몰입경험이 여가 정체성 심리 웰

빙에 미치는 향.한국사회체육학회지.28,581-590.

송재헌(2004).스포츠센터 참가 성인의 스포츠 사회화 요인과 참가지속의 계.



- 43 -

용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신종근(2006).성인의 택견 참여동기와 여가만족도의 계.고려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

양명환(1998).신체활동과 심리 행복감 :　인지 -정서 상태 측정지 개발.한

국스포츠심리학회,9(2),113-123.

양명환(1999).운동의 심리 ,사회 혜택.제주 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체육과학

연구,5,59-65.

양명환(1999).운동지속 결정요인과 증진방안.체육과학연구,5,67-78.

양명환(2000a).교사들의 스포츠 활동 애호도가 심리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향.한국체육교육학회,4(2),182-200.

양명환(2004).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스포츠동기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9(2),107-132.

양명환,김덕진(2006).마라톤 회 참여자들의 욕구만족,동기,심리 웰빙 행

동의도간의 계.한국스포츠심리학회 동계워크샵 논문집,140-157.

양명환,김소연,김덕진(2007). 학생의 운동 동기,심리 웰빙 행동의도간의

인과 계.한국여가 크에이션학회지 31(1),51-72.

양옥경(1994).삶의 만족 측정을 한 척도 개발.한국사회복지학회지.24,157-198.

엄 (2006). 학 스킨스쿠바 동아리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몰입경험이 학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향.한국스포츠리서치.17(5),219-228

염계화(2005). 스스포츠 참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생성감과 심리 웰빙.

앙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유세 (2004).수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참가만족도에 한 연구.성균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유 식(2007).생활체육 수 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창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유진(1997).스포츠 심리학.서울: 앙 학교 출 부.

윤이 (1996).직장인의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향.서울 학

교 학원 박사학 논문.

이 수(2003).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스포츠몰입,참여 후 행동과의



- 44 -

계.건국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이동섭(2008).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동기 스포츠 몰입정도가 생활만족에 미

치는 향.공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범수(1994).스포츠센터 회원의 서비스 질에 한 연구.수원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

이 민(2005). 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에 따른 여가 생활만족도의 계.상

명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유경(2007). 스스포츠 참여자의 참가 지속행동에 따른 심리 안녕감의 련

성에 한 연구.계명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은정(2002).스포츠 참여동기와 감각추구행동이 자아실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 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종호(2001).스킨스쿠바 다이빙 참가자의 참여동기,몰입경험,생활만족의 계.

세종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진우(2006).마스터즈 수 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울

산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창기(2003).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향.제주 학교 교육 학원.석사학 논문.

이한수(2005).수 참여자의 유형별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에 한 연구.우석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혜은(2005). 학생의 주말체육 참여동기가 심리 안정감에 미치는 향.단국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이후춘(2004).볼링 참여자들의 인지된 자유감 심리 행복감의 계 연구.

한신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매희,윤지희(2006).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계.경기 학교 학

원 석사학 논문.

종 (1997).사회계층과 스포츠 참여동기 활동 만족도의 계.건국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정선아(2006).여성의 골 참여동기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향,공주 학교 교

육 학원 석사학 논문.



- 45 -

정용각(1997).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각성추구,정서 요인이 스

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향.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정용각,김윤정(2005).에어로빅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신체 자기개념 심리

행복감의 계모형 분석.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16(1),47-62.

채홍석(2004)성인여성의 수 로그램 참여에 따른 심리 만족감과 제한요인.

국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채환국,조 욱(2007). 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정도,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의

계.한국스포츠리서치 18(4)217-226.

최종성(2004).여가활동으로서 스스포츠참여자의 실태분석에 한연구.배제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한상덕(2004).모험스포츠 동호인들의 참가동기가 몰입 경험 스포츠 만족도에

미치는 향,한국사회체육학회지.22.

한정원(1997).정서 표 성이 건강 주 안녕에 미치는 향.서울 학교 학원.

Atkinson,J.W.(1958).AnIntroductiontomotivationPrinceton,NJ:VanNostrand.

Berelson& Steiner(1964).Humanbehavior:aninventoryofscientificfindings.

New York:Harcourt,Brace& World.

Biddle,S.J.H.,Fox,K.R.,& Boucher,S.H.(2000).Physicalactivityand

psychologicalwell-being,London:Routledge.

Csikszenmihalyi,M.(1975).Beyond Boredom an anxiety.San Francisco :

Jossey-Bass.

Deci,E.L.& Ryan,R.M.(1985).Intrinsicmotivationandself-determination

inhumanbehavior.NY:Plenum Press.

Deci,E.L.(1975).Intrinsicmotivation.New York:Plenum Press.

Deci,E.L.,& Ryan,R.M.(1987).Thesupportofautonomyandthecontrolof

behavior.Journal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53,1024-1037.

Deci,E.L.,& Ryan,R.M.(2000).The“what"and"why"ofgoalpursuits:

Humanneedsandtheself-determinationofbehavior.Psychological

Inquiry,11,319-338.



- 46 -

Deci,E.L.,& Ryan,R.M.(2008).Hedonia,eudamonia,andwell-being.An

introduction.JournalofHappinessstudies,9,1-11.

Diener,E.(1994).Subjectivewell-being.PsychologicalBulletin.105.

Harter,S.(1981).A Modelofintrinsic mastery motivation in children :

Individualdifference and developmentalchange.In A.Collins(Ed.),

Minnesotasymposium onchildpsychology,14,215-255.Hillsdale,NJ:

Erlbaum.

Keyes,C.L.M.,Shmotkin,D.,& Ryff,C.D.(2002).Optimizingwell-bing.

Theempiricalencounteroftwotraditions,JournalofPersonalityand

SocialPsychology,82,100-1022.

Lenoard Ⅱ,W.M.(1998).Physicalactivity and psychology well-Being

amonghighschoolseniors.JournalofSportBehavior,21,196-205.

Morgan,W.P.,& OConnor,P.J.(1998).Exerciseandmentalhealth.InR.K.

Dishman(Ed),Exerciseadherence(PP.91-121).Champaign,IL:Human

Kinetics.

Panksepp,J.(1986).The neurochemistry ofbehavior.AnnualReview of

Psychology,37,77-107.

Ravizza,K.(1984).Qualitiesofthepeakexperienceinsport.InJ.M.SilvaⅢ,

& R.S.Weinberg(Eds.),Psychologicalfoundationsofsport

(pp.451-461).Champaign,IL:HumanKinetics.

Ryan,R.M.,& Connell,J.P.(1989).Perceived locus ofcausality and

internalization:Examiningreasonsforactingintwodomains.Journal

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57(5),749-761.

Ryan,R.M.,&Deci,E.L.(2000).Self-determinationtheoryandthefacilitation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55,68-78.

Ryan,R.M.,& Deci,E.L.(2001).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review ofresearchonhedonicandeudaimonicwell-bing.InS.Fiske

(Ed),Annualreview ofpsychology(Vol.52;pp141-166).PaloAlto,



- 47 -

CA:AnnualReviews.

Ryan,R.M.,Connell,J.P.,& Grolnick,W.S.(1992).Whenachievementis

notintrinsicallymotivated:A theoryandassessmentofself-regulation

inschool.InA.K.Boggiano& T.S.Pittman(Eds.),Achievementand

motivation:A social-developmentperspective(pp.167-188).Cambrige,

UK :CambrigeUniversityPress.

Ryff,C.D.(1989).Happiness is everything,orisit? explorationson the

meaningofpsychologicalwell-being.JournalofPersonalityandSocial

Psychology,57,1069-1081.

Ryff,C.D.,& Keyes,C.L.M.(1995).The Structure fo psychology

well-beingrevisited.Journal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69,

719-727.

Sachs,M.L.(1980).Onthetrailoftherunner'shigh-A descriptiveand

experimentalinvestigationofcharacteristicsofanelusivephenomenon.

Unpublisheddoctoraldissertation,FloridaStateUniversity.

Sage,G.H.(1977).Introduction to motorbehavior:A neuropsychological

approach(2nded.).Reading,MA:Addison-Wesley.

Spangler, W.D., & Palrecha, R.(2004).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personal striving to happiness.

PersonalityandIndividualDifferences,37(6),1193-1203.

Vallerand,R.J.,Pelletier,L.G.,Blais,N.M.,Senecal,C.,&Vallieres,E.F.(1992).The

academicmotivationscale:Ameasureofintrinsic,extrinsicandmotivationin

education.EducationalandPsychologicalMeasurement,52,1003-1017.

Weiner, B. (1986). An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pringerseriesinsocialpsychology.Springer-Verlag.NY:Prentice-Hall.

Waterman,A.S.(1993).Twoconceptionofhappiness:Contrastsof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c)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64,678-691.

Waterman,A.S.,Schwartz,S.J.,& Conti,R.(2008).Theimplicatiionsof



- 48 -

twoconceptionsofhappiness(hedonecenjoymentandeudatimonia)for

theunderstandingofintrinsicmotication.JournalofHappinessStudies,

9,41-79.



- 49 -

<Abstract>

A studyoftheinfluenceofswimmingprogram
participants’motivationbasedon

self-determinationonpsychologicalwell-being

Kim,Jong-soo

MajoredinPhysicalEducation,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Jeju,Korea

Supervisedby ProfessorLee,Sae-Hyou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psychologicalwell-being among participants of a

swimming program based ontheirwilling participation and inquiresintoa

causal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psychologicalwell-beingunderthecircumstancesofordinarysportsactivities.

Forthepurposesofthisstudy,Irandomlysampled800peopleagedover20

who areregistered with Jeju SpecialSelf-Governing ProvinceCouncilof

SportforAllorwhoparticipateinswimmingprogramsatswimmingpoolsin

Jeju.800peopleansweredthesurveybut,infact,atotalof732peoplewere

analyzedforthestudy afterexcluding thosewhoansweredinsincerely or

improperly.StatisticalmethodsappliedforanalyzingthedatawereOne-Way

ANOVA, Scheff’e’s metho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analysis.Theresultsfrom theseproceduresandmethodsareas

follows.

1.Inmotivationbasedonself-determinationinregardtogender,there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rojection regulation and in

psychologicalwell-being,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immersion

2.Inmotivationbasedonself-determinationinregardtoage,there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rojection regulation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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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well-be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fulfillment.

3. In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scholastic

achievement,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inintrojection

regulation and in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inself-fulfillment.

4.Inmotivationbasedonself-determinationinregardtocareer,there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 in amotivation and in psychological

well-being,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pleasureandimmersion.

5.Inmotivationbasedonself-determinationinregardtofrequency,there

were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in introjection regulation andin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fulfillment.

6.In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psychologicalwell-being,pleasureshowedpositivecorrelationinintrinsic

motivation,identification regulation atthe.01 significance leveland it

showednegativecorrelationinamotivationatthe.01significancelevel.In

external regulation, pleasureindicated positive correlation at the .05

significance level.Self-fulfillment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 in

externalregulationatthe.01significancelevel.Ielevel.displayedpositive

correlation in intrinsic motivation and externalregulation atthe .01

significancelevelandshowedpositivecorrelationinintrojectionregulation

at the .05 significance level.Perceived compet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intrinsic motivation, identified regulation and external

regulation atthe.01significanceleveland in amotivation,itdisplayed

negativecorrelationatthe.01significanc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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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수 동호인들의 자기결정동기,심리 웰빙에 한 의견 조사를 한

목 으로 만든 것입니다.본 설문지에서 얻은 자료는 학문 연구목 외에는 사용

되지 않으며,통계 인 자료처리에만 이용됩니다.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합니다.귀하의 응

답은 본 연구에 귀 한 자료가 되오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에 극 으

로 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는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 합니

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종수

                                                          지도교수 이세형

Ⅰ. 다음은 본 연구의 기초자료 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오니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세

3.귀하의 학력은?

4.귀하의 수 로그램 참여빈도는?

① 주당 1회 ② 주당 2회 ③ 주당 3회 ④ 주당 4회 ⑤ 주당 5회

⑥ 주당 6회 이상

5.귀하의 수 경력은?

① 6개월 미만 ② 1년 미만 ③ 2년 미만 ④ 3년 미만 ⑤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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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 통 그 다
매우
그 다

1. 수영에 참여하는 자체가 즐겁다. 1 2 3 4 5

2. 수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수영 활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서 수영 활동에 참여 한다. 1 2 3 4 5

5. 수영 활동에 왜 참여하는지 목적을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수영 활동이 재미있다. 1 2 3 4 5

7. 반드시 수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든다.
1 2 3 4 5

8. 수영 활동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1 2 3 4 5

9. 수영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다. 1 2 3 4 5

10. 수영 활동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1. 수영 활동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1 2 3 4 5

12. 수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1 2 3 4 5

13. 수영 활동에 참여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는다. 1 2 3 4 5

14.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영 활동을 한다. 1 2 3 4 5

15. 내가 왜 수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신 할 수 없다. 1 2 3 4 5

16. 수영 활동을 통해 몰두하는 기쁨을 느낀다. 1 2 3 4 5

17. 어쩔 수 없이 수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18. 수영 활동은 나에게 유익하다. 1 2 3 4 5

19. 수영활동은 나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0. 수영 활동을 계속해야 할 지 내 자신에게 반문  

      하곤  한다.
1 2 3 4 5

Ⅱ.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수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를 가장 잘 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ü”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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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 통 그 다
매우
그 다

1. 수영을 하면 매우 강한 즐거움을 느낀다 1 2 3 4 5

2. 수영 활동이 내가 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 든다. 1 2 3 4 5

3. 수영을 하면 정신집중이 잘 된다. 1 2 3 4 5

4. 수영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5. 수영을 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수영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4 5

7. 수영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

버린다.
1 2 3 4 5

8. 수영을 하면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1 2 3 4 5

9. 수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1 2 3 4 5

10. 수영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수영 활동 자체에 완전히 몰두한다. 1 2 3 4 5

12. 수영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13. 수영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14. 수영 활동을 통해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1 2 3 4 5

15. 수영 활동이 내 주변과 일치하고 조화된 느낌이 든다. 1 2 3 4 5

16. 수영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17. 수영 활동이 다른 수업에 참여할 보다 흥에 더 도취된

다.
1 2 3 4 5

18. 수영 활동을 통해 실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1 2 3 4 5

19. 수영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1 2 3 4 5

20. 수영을 하면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다.
1 2 3 4 5

Ⅲ.다음 문항들은 귀하께서 수 활동 후 느끼게 되는 정서나 감정들을 묘

사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동의하는 번호에 “ü”표하여 주십시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가설
	4. 연구의 변인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결정 동기
	1) 자기결정이론
	2) 동기의 개념
	3) 내재적동기
	4) 외재적동기
	5) 무동기

	2. 심리적 웰빙
	1) 심리적 웰빙의 개념
	2) 신체활동과 웰빙
	3) 심리적 웰빙의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고찰
	1) 자기결정 동기
	2) 심리적 웰빙
	3) 자기결정 동기와 심리적 웰빙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처리 및 분석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결과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심리적 웰빙의 차이
	3. 참여빈도 따른 자기결정 동기, 심리적 웰빙의 차이
	4. 자기결정 동기,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 분석

	Ⅴ. 논의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심리적 웰빙의 차이
	2. 참여빈도 따른 자기결정 동기, 심리적 웰빙의 차이
	3. 자기결정 동기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분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