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490-498,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49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90

운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건철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elf-esteem of

the Exercise Participants

Lee-Gun Chu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운동 참여자의 자아 존 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의 계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으며, 2014년 J도의 

시지역에서 운동 참여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27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s용 SPSS version 21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변인 간의 상호 련성을 악하기 해 상 계 분석과 향력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참여자의 정  자아존 감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하 요인인 

유능성, 계성, 자율성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부정  자아존 감은 유능성, 계성, 자율성에서 부 (-)인 상

계를 나타났다. 둘째, 운동참여자의 유능성, 자율성은 정  자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

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성은 정  자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 참여자들이 운동을 지속 으로 참여하기 해서는 정 인 자아존 감

을 높여주고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충족에 한 다양한 운동 로그램과 략 인 지도활동이 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After gathering study 

subjects (exercise participants) and deciding the population in 2014 in Jeonbuk city are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e from 278 subjects. The retrieved questionnaire in the research was analyzed

in Window SPSS version 21 statistical program.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find correlations between test valu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the effects of the test valu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ercise participants' positive self-esteem

exhibit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etence, relatedness, and autonomy, which are sub factor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lso, negative self-esteem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mpetence, relatedness, 

and autonomy. Second, exercise participants'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competence and autonomy in positive 

self-esteem and a negative effect on negative self-esteem. Relatedness had a positive effect in positive self-esteem 

but not in negative self-esteem. Thu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ositive self-esteem and make various exercise 

programs abou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f the exercise participants and strategic activity guide for 

exercise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exercise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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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소득수 의 향상과 근로시간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보다 나은 삶을 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사회 안에서의 운

동참여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규

칙 인 신체활동과 운동이 인간의 정신 ․신체 인 건

강증진에 순기능 인 향을 미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

서 다양한 운동에 참여한다[1]. 스포츠참가의 목 도 건

강증진, 사회  계형성, 스트 스 해소 등의 요한 동

기가 되고 있다[2]. 이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들

의 성향은 스포츠참가에도 용되어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하기 해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 일반 으로 운동이 주

는 순기능 인 측면은 신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

회  욕구와 심리  안녕감 등에도 정 인 도움을 주

어 삶의 질 향상에 인 향을 다[3],[4]. 하지만 

도 탈락과 비 참여는 운동이 주는 순기능 인 혜택을 

함께 포기하게 하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5], 사람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거나 포기하는데 향을 주

는 주요한 요인으로 운동행동의 기 가 되는 개인의 자

아존 감과 심리욕구 만족을 들 수 있다. 한, 개인의 

운동참여  사회  변화는 운동을 통해 얻고자하는 신

체 인 건강과 정 인 심리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정 인 가치형성은 인간발달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생활 응에 우선

되는 변인으로 자아존 감이라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처

럼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신에 해 갖는 가치 단으

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  응  바람직한 성격형성

에 요한 요인이다[6]. 이러한 자기존 감을 가진 사람

은 사회  활동에서 보다 극 으로 태도를 취하고 창

의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Sonstroem 등[7]은 운동을 

통해 신체  자기효능감이 상승한다고 하 으며, 이는 

신체  유능감을 향상시켜 자아존 감의 향상으로 이어

지거나 는 신체  안정을 통해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듯 자아존 감(self-esteem)이

란 자신의 존재에 한 느낌, 즉 감정  측면이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아존 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게 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는 인

간의 정신건강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8]고 하 다.

특히, 성인들은 운동에 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 더욱 심을 가지고 지속 으로 참여하며, 이에 따라 

운동수행능력이 향상됨으로서 운동에 한 자신감과 만

족을 느끼게 되고 자아존 감과 심리  행복감이 향상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 경험은 개인이 운동을 통하여 

집단성원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을 비롯한 

정 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지 에 상응하

는 사회화기능을 가지게 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자 개인의 성취감과 

동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자아존 감은 그 수

이 높을수록 본인에 한 믿음과 노력  결과에 따른 

즐거움과 자신에 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하고, 어떠

한 일을 할 때에 요한 역할을 한다[9]. 이에 운동 상황

에 있어 집단의 참여에 한 응을 높이고 운동수행결

과에 한 믿음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운동참여 동기나 욕구와 련된 운동과학 연구에서는 

운동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요요인에 주목을 하고 있으

며,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하여 자기결정성이론[10]

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는 크게 인지평가이

론, 유기  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 기본심리욕구이

론으로 구분된다. 기본심리욕구 개념은 최근 들어 그 

요성이 차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

론에서 제시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개인의 발달과 

심리  성장에 특성을 설명하는 데 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 인 요소이다. 한 성격발달과 같은 특수한 상

황에서 질 으로 최 이거나 그 지 못한 조건을 측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한다[11]. 

운동을 통한 인간 계 형성, 자기표  욕구 충족, 스

트 스 극복, 사회성 발달  생활만족에 정 인 향

을 해 기본 심리  욕구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

능성, 계성 등은 건설 인 사회  발달과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통합에 한  최 으로 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인들이다[12],[13]. 즉 개인은 

유능성, 계성, 자율성의 심리  욕구 만족을 지속 으

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행동 수행  응에

도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행동과 의도를 결정한다

[11],[13]. 이러한 규칙 인 운동은 다양한 심리 인 욕

구만족에 정 인 기여를 하며, 신체 이고 정신 인 

건강에 정  효과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한편, 심리  욕구 만족에서 유능성은 자신의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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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효과 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충족

되며, 자아 존 감과 유사한 개념이고, 자율성은 사람들

의 선택 경험과 자신의 행동에 시발 이 되는 감정을 말

하며, 계성은 상호 존 과 타인과의 신뢰를 통해 확립

되는 친 감이나 소속감과 유사한 개념을 말한다. Deci 

등[11]은 만족과 련된 유능성, 자율성, 계성의 심리

 욕구는 선천 인 것으로 운동과 같은 특수한 역에

서 지각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러한 이론  

근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운동 참여자들의 운동 활동

에 한 결과 지각은 심리  욕구에 향을 받는다고 추

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심리  욕구는 결과 으로 행동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측정

하는데 가장 요하게 활용되는 변수는 자아존 감으로 

설명되어 진다.

한, Deci 등[10]은 경험 인 연구과정을 통해 내재

 동기의 다양성을 증명하 으며, 개인의 심리  욕구

에 따라 내재  동기는 사회  환경에 의해 진되거나 

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  사건들이 행동하는 

동안 개인에게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경험하는 기회

를 갖는 것이 삶의 만족도 혹은 웰빙과 효과 인 활동을 

해서 필요하며[14],[15],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

본 인 심리  욕구임을 제안하 다. 한편. 이 이론은 개

인 인 희망과 목표들을 포함한 심리  욕구를 어떠한 

동기부여와 자아존 감을 높이는 힘으로 보았다. 기본 

욕구의 에서 심리  웰빙과의 계를 다룬 것들로 

세 가지 기본욕구는 보편 이고 획득되는 동기라기보다

는 타고난 필수조건이며, 기본  욕구를 통하여 개인의 

건설 인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 인 심리  웰빙과 같

이 성장하고 통합하는 자연  성향을 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3]. 이는 운동참가의 에서 보면 

내 동기로서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운동참여에 

정 인 향을 가져다  수 있다는 것이다[16],[17].

운동 참여자들의 심리  욕구는 운동상황에서 운동행

동을 측하는 요한 요인으로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충족된 욕구가 정서의 형성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참가행동이나 지속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

다[18]. 따라서 운동이나 스포츠활동을 통한 심리  욕

구의 만족과 자아존 감을 높여 으로써 운동을 지속하

고 탈퇴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 사료된다.

한편, 기본 심리  욕구에 한 경험  연구는 그 역

사가 비교  짧기 때문에 아직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는 

기본 심리 욕구[19],[20],[21]로 나타나고 있고,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  측면에 향을 미치는 운동참여에 

따른 자아존 감과 심리욕구 만족과 련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며, 운동참여의도와 련된 심리  욕구의 연

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의 운동 참여자들을 상으

로 자아존 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신체활동의 걷기운동부터 보다 다

양한 종류의 운동을 즐기는 일반 인 운동 참여자들을 

상으로 자아존 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인들의 운동 참여

기회에 한 확 와 활성화에 유용한 운동심리학  단

가 되길 기 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참여자들의 자아존 감, 기본 심리욕구 만

족과의 계가 있는가?

둘째, 운동 참여자들의 자아존 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J도의 시지역에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을 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한 후 비확률 표

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

하 다. 이 에서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단되거나 설

문지의 기입 락, 이 기입, 편향  기입 등으로 정되

는 22부를 제외한 총 278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

로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성별에서 남자 

213명, 여자 65명과 운동종목에서 테니스 87명, 배드민

턴 117명, 수  74명으로 총278명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구성 

내용은 인구사회학  특성의 성별, 운동종목 2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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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ompetence relatedness autonomy h
2

V 2 .879 .314 .184 .905

V 4 .877 .274 .218 .891

V 3 .845 .320 .235 .872

V 1 .836 .359 .200 .868

V 5 .689 .374 .292 .700

V13 .321 .853 .218 .878

V12 .263 .847 .149 .809

V14 .346 .842 .142 .848

V11 .300 .804 .176 .767

V15 .261 .730 .300 .691

V 7 .020 .087 .882 .786

V10 .234 .145 .845 .790

V 8 .373 .224 .760 .767

V 9 .345 .268 .736 .733

V 6 .132 .190 .695 .536

eigen values 8.500 2.018 1.324

variance(%) 56.670 13.453 8.825

accumulation(%) 56.670 70.122 78.948

cronbach'α .954 .935 .892

KMO=.886, �
2
=4287.473, df=105, sig=.000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에서 추출된 도구로

서 노재훈[23]이 사용한 척도에서 탐색  요인분석 결

과, 정  자아존 감은 .674-.883, 부정  자아존 감

은 .684-.803이고, 신뢰도는 .812-.8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 으며, 총 

10문항으로 정  자아존 감 6문항, 부정  자아존

감 4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체로 그 지 않다2, 체로 그 다3, 매우 그 다4) 4

 Likert척도이다.

기본 심리욕구 만족 설문지(PNSE)는 운동 참가자의 

참가 시작과 지속에 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을 측정하

기 하여 Philip 등[24]의 심리  욕구 만족 척도(Th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Scale; 

PNS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된 도구로 정종훈[25]

이 사용한 척도에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자율성은 

.472-.915, 유능성은 .765-.978, 계성은 .660-.910이고, 

신뢰도는 .907-.9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 으며, 기본 심리  욕

구 만족 척도는 유능성 5문항, 자율성 5문항, 계성 5문

항의 총 15문항으로 세 가지 요인과 각 문항은 1(  

그 지 않다)에서 7(매우 그 다)의 7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2.3 측정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사용한 

방법은 구성타당도이며,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법

을 실시하 으며, 요인 추출은 고유치가 1.0이상 경우에 

한하여 직교회 하여 요인부하량이 0.4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채택하 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 감 요인에 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자아존 감 설문지는 2가지 하 요인으로 분류

되어 요인1은 정  자아존 감, 요인2는 부정  자아

존 감으로 각각 명명하 으며, 자아존 감에 한 고유

값은 정  자아존 감 5.149, 부정  자아존 감 1.039

로 고유값이 1.0 이상인 인자추출의 기 으로 볼 때 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61.897%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KMO 지수는 .851이고, 유

의수 (p)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에 한 Cronbach' α 계수는 .832

〜.853으로 비교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h
2

Q 1 .789 -.261 .690

Q 2 .754 -.316 .668

Q 8 .739 -.078 .553

Q 6 .641 -.326 .517

Q 7 .638 -.386 .557

Q 4 .605 -.436 .556

Q 9 -.172 .804 .676

Q10 -.247 .777 .665

Q 5 -.381 .743 .698

Q 3 -.297 .722 .610

eigen values 5.149 1.039

variance(%) 51.492 10.387

accumulation(%) 51.492 61.879

cronbach'α .853 .832

KMO=.851, �
2
=1327.383, df=45, sig=.000

Table 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f-esteem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 심리욕구 만족 요인에 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 심리욕구만족 설문지는 3가지 

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1은 유능성, 요인2는 계

성, 요인3은 자율성으로 각각 명명하 으며, 기본 심리

욕구만족에 한 고유값은 유능성 8.500, 계성 2.018, 

자율성 1.324로 고유값이 1.0 이상인 인자추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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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78.94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KMO 지

수는 .886이고, 유의수 (p)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

석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에 한 

Cronbach' α 계수는 .892〜.954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s용 SPSS 

version 21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과 설문지

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최종 으로 확정된 측정변

인 간의 상호 련성을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변인의 향력 검증을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에 한 통계  유의수 은 

p<.05에서 검증되었다.

3. 연구결과

3.1 운동 참가자의 자아존중감과 기본 심리욕

구와의 상관관계분석

운동참여자의 자아존 감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의 

하 요인들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률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의하면, 

운동 참여자의 자아존 감의 하 요인인 정  자아존

감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하 요인인 유능성(r=.666), 

계성(r=.580), 자율성(r=.356)에서 정 (+)인 상 계

가 나타났다. 부정  자아존 감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

의 하 요인인 유능성(r=-.603), 계성(r=-.439), 자율성

(r=-.350)에서 부 (-)인 상 계를 나타났다.

1 2 3 4 5

1 . -.670
**

.666
**

.580
**

.356
**

2 . -.603
**

-.439
**

-.350
**

3 . .682
**

.549
**

4 . .499
**

5 .

**:p<.01

1.positive self-esteem, 2.negative self-esteem, 3. competence, 4. 

relatedness, 5. autonomy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3.2 운동 참가자의 자아존중감이 기본 심리욕

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1.964 .661  2.969**

positive

self-esteem

1.245 .152 .477 8.197***

negative

self-esteem

-.618 .127 -.283 -4.873***

R
2
=.488         F=131.259***

** : p<.01, *** : p<.001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competence of self-esteem

운동참여자의 자아존 감이 유능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이, 유능성은 자아존 감의 하 요인인 정  자

아존 감(t=8.197)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부정  자아존 감(t=-4.873)에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향력에 있어서 

유능성은  자아존 감(β=.477), 부정  자아존

감(β=-.2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 회귀분석에 투입

된 독립 변인은 유능성 변량의 48.8%(R
2
=.488)를 설명

하고 있으며, F값은 131.259(p<.00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1.586 .704  2.252*

positive

self-esteem

1.270 .162 .519 7.857***

negative

self-esteem

-.187 .135 -.091 -1.381

R
2
=.341          F=71.026***

* : p<.05, *** : p<.001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relatedness of self-esteem

운동참여자의 자아존 감이 계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이, 계성은 자아존 감의 하 요인인 정  자

아존 감(t=7.857)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부정  자아존 감(t=-1.381)에서는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향력에 있어서 

계성은  자아존 감(β=.519), 부정  자아존 감

(β=-.0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은 계성 변량의 34.1%(R
2
=.34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1.026(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

495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825 .766  4.995***

positive

self-esteem

.518 .176 .221 2.948**

negative

self-esteem

-.395 .147 -.202 -2.692**

R
2
=.149         F=24.147***

** : p<.01, *** :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for autonomy of self-esteem

운동참여자의 자아존 감이 자율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이, 자율성은 자아존 감의 하 요인인 정  자

아존 감(t=2.948)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부정  자아존 감(t=-2.692)에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향력에 있어서 

자율성은  자아존 감(β=.221), 부정  자아존

감(β=-.2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 회귀분석에 투입

된 독립 변인은 자율성 변량의 14.9%(R
2
=.149)를 설명

하고 있으며, F값은 24.149(p<.00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운동 참여자들의 자아존 감과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계를 알아보고 규명하여 운동 참여자들에

게 효율 으로 지도하고 운동참여에 한 기회의 확 와 

활성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참여자의 정  자아존 감은 심리  욕

구만족에서 정 인(+) 상 계와 부정  자아존 감은 

심리  욕구만족에서 부 인(-) 상 계를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운동 참여에 따른 정  자아존 감이 나

타남으로써 심리욕구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

며,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  요인과 결합되는 인지, 감

정, 행동은 동기, 만족, 결과  측면의 다양한 련 변인

과 련성이 있다는 LaVoi[2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즉 운동 활동에 많은 시간을 참여함으

로써 다양한 도 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구조화된 일

상생활의 경험이 인간은 정 인 발달을 이룰 수 있으

며, 따라서 자아에 한 개념과 존 감이 형성되어 가는 

성인들에게 극 인 운동활동의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자아존 감을 높이는 심리, 사회  측면에서 매우 요

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기본 심리욕구 련 연구[27]는 환경이나 상황

이 인간의 기본 욕구만족을 거쳐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한다. 이와 련하여 

기존의 사회심리학 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특히 Fredrickson 등[28]은 정  정서를 경험한 

사람은 시각 으로나 생각할 때 그 폭이 넓어지며 보다 

수용 이고 사람들과 일체감을 강하게 느끼고 더 신뢰한

다고 하 다. 운동참여의 에서 볼 때 능동 , 자발

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아존 감이나 자아실 감을 높

게 느끼게 하고 한, 상 으로 우울증상이나 불안감, 

부정  자아존 감이 덜 느끼게 됨으로써 심리  불안감

을 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운동참여자의 유능성, 자율성은 정  자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는 부

인 향을, 계성은 정  자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보아 실제 운동 

장에서 지도자와 운동 참여자 사이에 형성된 계는 운

동 참여자들의 신체 , 심리사회  발달에 요한 역할

을 함으로써 지도자는 타율 인 리에서 벗어나 정

인 자아존 감이 형성되어 심리욕구가 만족이 되록 자율

인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운동 역에서 심리욕구와 운동정

서의 계를 규명한 남정훈 등[29], 정용각[30]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운동이나 

스포츠활동을 통한 기본  심리욕구가 운동정서의 형성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활동을 통

해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심리욕구 충족이 이루어지

며 충족된 기본  심리욕구가 운동정서를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러한 계는 운동 참여자가 운동에 해 자아존 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기본심리욕구 만족으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는 다양한 사회․환경  요소에 

따라 진, 발 될 수도 있으며, 특히 개인의 기본 심리

욕구 만족에 따라 내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12], 따

라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기본 심리욕구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아존 감을 높

일 수 있는 계유지와 행동 략을 훈련과 시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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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황에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 으로 운동 참여

자들에게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신체 , 심리  안녕감은 스트 스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운동에 참여함이 정

으로 지각할수록 신체 , 심리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다고 보고한 박 길[31]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Ryan 등[32]에 따르면 심리  욕구가 채워질 

때 내재  동기가 활성화 되며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한 통제와 조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운동 참여

자의 심리  욕구가 만족될 때 운동의 참여에 한 조

이 가능해진다는 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한 운동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직 인 향으로 운

동에 한 자아존 감의 질을 성공 으로 유지할 수 있

는 구체 인 운동과 련된 신체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본 심리욕구의 자율성은 스스로의 행동의 원

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한 주체이고 조 자라는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계에서의 분리를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한 스

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자율 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운동 참여자의 자율성욕구 만족이 높아짐으로써 유

능성과 계성 욕구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한, 엄 주 등[16]은 스포츠클럽 참가 빈도가 높을

수록 기본  심리욕구와 인성인 품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으며, 차은주 등[33]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효

과가 나타난다고 하 으며,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났다. 즉 운동 참여는 성인들의 기본  심리욕구

와 인성함양에 있어서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  욕구 만족에 따르면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를 

충족하기 한 행동 는 욕구충족은 목표에 한 동기

화를 통하여 자기 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다양한 

부정  정서에 한 조 능력을 극 화하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34].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본다면 운동 

참여자들 역시 자아존 감에 한 향상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을 충족하기 해 운동활동을 통하여 극 으로 운

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운동상황에서 심리  욕구와의 계를 규명한 연구들

[30],[35],[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 으로 운동 참여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참

여자들의 자율성, 유능성뿐만 아니라 계성에도 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지지체계로서 지도

자와 동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 인 

자원이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운동 참여자들의 자아

존 감을 높여주고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충족에 

한 실증 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운동 참여자의 자아존 감이 기본 심리욕

구 만족과의 계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으며, 선행연

구를 기 로 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참여자의 정  자아존 감은 유능성, 

계성, 자율성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부정  

자아존 감은 유능성, 계성, 자율성에서 부 인 상

계를 나타났다. 

둘째, 운동참여자의 유능성, 자율성은 정  자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성은 정  자

아존 감에서 정 인 향을, 부정  자아존 감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운동 참여를 통한 정 인 자아존

감의 증 로 심리욕구 만족과 생활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으며, 따라서 운동참여자의 자아존 감

을 충족시켜주고 심리욕구 만족을 향상시켜 운동참여자

들의 행동의도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아존

감과 심리욕구 만족을 하여 지속 이고 다양한 운동

로그램과 략  지도활동이 개될 필요가 있다. 한

편, 이 연구의 상은 J도의 시지역에 운동을 참여하는 

상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추후 연구 상의 범 를 좀 

더 확 하여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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