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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들 요인이 성인
의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9세~60세 미만 남녀 성인 88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6일~6월 8일 동안 자가보고형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의 웰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요인중 관계성(β=.316, p=.012), 운동 자기효능감(β=.279, p=.008)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심리적 욕구만족과 운동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웰니스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웰니스,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관계성, 성인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ver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wellnes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for exercis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and 
well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f - report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88 male and female 
adults aged between 19 and 60 years during April 6 ~ June 8,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2.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wellness of adults were a relatedness of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β =.316, p=.012) and  
self-efficacy for exercise(β =.279, p=.008).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develop a tailored wellness program that improves th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and exercise self-efficacy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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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
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
다. 그 결과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성인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성인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영적 성장과 같은 건강한 생
활양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
졌다[2]. 이렇듯 성인기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통해서 
최적의 건강상태, 즉 웰니스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보건
기구에서 웰니스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경제적 영
역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
하고, 가족 및 사업장과 지역사회 등의 장소에서 주어진 
역할기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 우리나라
는 웰니스를 웰빙, 행복, 건강의 개념이 결합된 합성어로 
정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최적의 웰니스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4]. 

운동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운동을 
수행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을 의미한다[5].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
대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6]. 운
동 자기효능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운동행위를 예측하
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7, 8]. 운동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운
동 자기효능감과 운동행위를 통한 신체적 건강 혹은 웰
빙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초기 성인과 중년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성인 
남성을 포함하여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과 웰니스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최근 성인의 신체활동 증진 및 효과적인 운동행위 증진
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자기결정성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
의 심리적 욕구가 얼마나 만족되는가에 따라 행동의 동
기유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심리적 욕구만
족은 특정 행위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운
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자율

성은 운동행위를 선택하는 이유를 외부 요인이 아닌 자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다. 유능성은 자신이 운동
행위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요인이며, 관계성은 
타인과의 신뢰와 친밀감 형성으로 운동행위에 대해 만족
감을 느끼고 그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고 하였다[13]. 이
러한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능성, 관
계성의 충족은 성공적인 건강행위의 예측요인일 뿐만 아
니라 개인의 성장과 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12,14,15],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욕구
만족과 웰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지금까지 웰니스에 관련된 연구는 여가와 관광, 체육, 
문화 분야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보건의료분야로 빠르게 연구 영역
이 확장되고 있다[16]. 웰니스 개념이 결합된 보건의료분
야의 연구는 신체조성/체력/비만과 관련된 신체적 웰니
스 혹은 우울/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적·정서적 웰니스
의 정도를 살펴보는 단편적인 연구가 20-30대 초기 성
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다수를 이루었다[16]. 이렇듯 성인
의 전반적인 웰니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웰니
스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욕구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성인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

스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

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웰니스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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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만 19세～60세 미만 남녀 성인 중

에서 본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

다. 통계적 검증은 다중회귀분석,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증력(1-β) .80, 예측요인 4개로 표본 수
를 구하였을 때, 총 85명이 필요하였다. 탈락율을 고려하
여 총 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설문지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된 설문지 2부를 제
외한 설문지 88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유무, 체질량지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kg/m2 공식으로 계산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만( ≥BMI 25), 과체중(23 ≤ 
BMI < 25), 정상체중(18.5 ≤ BMI < 23), 저체중( < 
BMI 18.5)으로 분류하였다.

2.3.2 운동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Resnick과 Jenkins[5]가 개발한 운동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exercise scale, SEE) 측
정도구를 최성범[17]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운동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EE-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10점 Likert척도로 ‘확신하지 않음’ 0
점에서 ‘확신함’ 1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esnick과 Jenkins [5]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였다.  

2.3.3 심리적 욕구만족
심리적 욕구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Wilson 등[18]이 

개발한 심리적 욕구만족 도구(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PNSE)를 국문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PNSE 영문도구를 한글로 번
역하였다. 그 후, 영어와 한국어의 2가지 언어가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 1인이 한글로 번역된 도구를 영문으로 역
번역하였다. 간호학교수와 연구팀은 회의를 거쳐 2개의 

언어로 번역된 도구와 PNSE 원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문으로 번역된 도구를 확정하였다. 이 도구
는 3개의 하위 영역(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않다’ 1점, ‘매우 그렇다’ 6
점으로 배점되는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Wilson 등
[18]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자율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91 유능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91, 관계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87, 유능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94, 관계성의 신뢰도 Cronbach's ɑ= .96이었다. 

2.3.4 웰니스
Choi 등[19]이 근로자의 웰니스 상태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웰니스지표(Wellness Index for Workers)를 
사용하여 웰니스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
위 영역(신체적 웰니스, 정서적·영적 웰니스, 사회적 웰니
스, 인지적 웰니스, 직업적 웰니스)으로 이뤄졌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웰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Choi 등[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였다. 

2.4 연구 진행절차
2.4.1 자료수집 
2017년 4월 6일~6월 8일까지 J시 보건소에 내소하는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를 시
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 및 
거부에 대해 설명하여 자발적 동의를 구한 뒤 설문조사
가 진행되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이었고,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곧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이후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설혹 연구 참
여에 동의한다고 했을지라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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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익명으
로 처리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
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오직 연구만을 위해 사용될 것임
을 설명하였다. 

2.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
학력, 질병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체질량지수(BMI)의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운
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다른 웰니스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test 로 사후 검정을 실
시하였다. 넷째,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
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웰니스 영향요인 규명
은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88명으로 남자 40.9%와 여자 
59.1%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연령은 ‘41세-50세’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28.4%를 차지하였
으며, ‘30세 이하’가 18.2%였고,  ‘51세 이상’이 17.0%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1.3세였다. 결혼상태는 ‘기
혼’이 70.5%,  ‘미혼’이 29.5%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36.4%, ‘고졸’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유무는 ‘있음’이 52.3% 
이었고, ‘없음’이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37.5%, ‘건강하지 않은 편’ 20.5%를 보였다. 체질량지수는 
‘비만’ 40.9%로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이 33.0%, ‘과체중’
이 25.0%, ’저체중‘이 1.1%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8)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6(40.9)
Female 52(59.1)

Age (y) ≥30 16(18.2)
31-40 25(28.4)
41-50 32(36.4)
≤51 15(17.0)
M±SD 41.30±10.19

Marital status Single 26(29.5)
Married 62(70.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1(23.9)
College 32(36.4)
University 35(39.8)

Disease presence No 42(47.7)
Yes 46(52.3)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7(42.0)
Moderate 33(37.5)
Unhealthy 18(20.5)

Body Mass Index(BMI) Underweight 1(1.1)
Normal weight 29(33.0)
Overweight 22(25.0)
Obese 36(40.9)

3.2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 정도
대상자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

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운동 자기효능감’
은 4.76±1.92점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욕구만족’은 하위 
영역으로 ’자율성‘은 4.59±0.92점, ’관계성‘은 4.23±0.99점 
’유능성‘은 3.80±1.09점으로 나타났다. ‘웰니스’는 3.43±0.46
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Range M±SD
Self-efficacy for Exercise 0-10 4.76±1.92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1-6
   Autonomy 4.59±0.92
   Competence 3.80±1.09
   Relatedness 4.23±0.99
Wellness 1-5 3.43±0.46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for Exercis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Wellness   (N=8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웰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5.97, p=.004),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질병유무,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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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Wellness
M±SD t/F(p)

Gender Male 3.47±0.47 0.772(.442)
Female 3.40±0.46

Age (y) ≥30 3.46±0.60 0.895(.448)
31-40 3.30±0.33
41-50 3.46±0.50
≤51 3.52±0.41

Marital status Single 3.35±0.54 -1.022(.310)
Married 3.46±0.4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52±0.52 0.630(.535)
College 3.41±0.44
University 3.38±0.45

Disease presence No 3.49±0.46 1.117(.267)
Yes 3.38±0.46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60±0.52a 5.97(.004)
a>c

Moderate 3.36±0.33b
Unhealthy 3.19±0.43c

Body Mass Index(BMI) Underweight 4.06±0.00 1.794(.155)
Normal weight 3.30±0.44
Overweight 3.52±0.61
Obese 3.46±0.35

Table 3. Differences of Wellnes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8)

3.4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웰니스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웰니스는  운동 자기효능감(r=.395, p<.001), 심리
적 욕구만족의 관계성(r=.465, p<.001), 유능성(r=.448, p<.001), 
자율성(r=.330, p=.002)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Variables 1 2 32-1 2-2 2-3
r(p) r(p) r(p) r(p) r(p)

1 1

2
2-1 .449

.000 1
2-2 .366

(<.001)
.579

(<.001) 1
2-3 .262

(.014)
.562

(<.001)
.631

(<.001) 1
3 .395

(<.001)
.330

(.002)
.448

(<.001)
.465

(<.001) 1
1=Self-efficacy for Exercise; 2=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2-1=Autonomy;  2-2=Competence; 2-3=Relatedness;  3=Wellnes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for Exercis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and Wellness         (N=88) 

3.5 대상자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웰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가 
1.284~1.942으로 10보다 크지 않았고, 공차한계 
.515~.779로 0.1값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또한, 
Du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2.137로 자기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웰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인 주관
적 건강상태와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 
변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
과 Table 5와 같았다. 분석결과 심리적 욕구만족 중 관계
성(β=.316, p=.012), 운동 자기효능감(β=.279, p=.008)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웰니스에 
대한 연구 변인의 총 설명력은 28.4%였다(Table 5 참고).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2.36 .227

Self-efficacy for 
exercise .067 .025 .279 2.71 .008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Autonomy -.043 .062 -.086 -0.70 .486

Competence .084 .054 .197 1.56 .123
Relatedness .148 .058 .316 2.56 .012

Adjusted R2 = .284, F=9.61, p<.0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Wellness      (N=88)

4. 논의
본 연구는 남녀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

만족, 웰니스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성인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웰니스를 측정한 결과 5점 만점에 
3.43점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범위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웰니스 생활양식 선행연구의 3.33점[20]과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선행연구의 3.44점[21]과 비
슷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웰니스란 신체적․정서적․인
지적․직업적 영역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최적의 
건강상태라고 정의하였다[22]. 이렇듯 성인의 웰니스의 
추구는 개인에게 조화로운 삶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자의 
웰니스 점수는 3.43점으로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
들의 웰니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성인의 건강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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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웰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의 웰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성인을 위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의 주된 개념이 개인의 높
은 건강에 대한 잠재능력을 극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
는 행위와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16]. 그러므로, 성인기에 
적절한 활동량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영역들이 최적
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성인의 웰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욕구만족과 웰니스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욕구만족과 웰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 운동을 통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포함한 심
리적 욕구 만족은 대상자의 심리적 성장과 웰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
하였다[23-25].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정서적 유
대와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온화한 관계
를 맺으려는 욕구를 의미한다[26].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
은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운동이나 
스트레스관리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게 되고, 이러한 건강
증진행위의 지속이 성인의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
지함으로써 정서적·정신적 웰니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동료 혹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건강증진행위를 지속함으
로써 웰니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와 달리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요인 중 자율
성과 유능성은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욕구만족과 정신적·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웰빙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
를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율성과 이러한 행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유능성은 웰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4-25,27]. 또한 자기결
정성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욕구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즉 
자신이 부여한 가치와 흥미에 근거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조절해 나가는 자율성과 자신이 쓸모있고 유능하다고 느
끼는 유능성이 충족되었을 때 삶의 의미와 웰빙을 느낀
다고 하였다[18]. 이렇듯 심리적 욕구만족의 충족이 건강
증진행위 이행과 정신적·심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요
인이라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낸 이유는 심리적 욕구만족 변수가 정신적·심
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반면에 본 연구의 종
속변수인 웰니스는 정신적·심리적 웰빙 뿐만 아니라 신
체적·직업적 웰빙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욕구만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및 유능성과 성인의 웰니스와의 관계
를 다시 한 번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의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운동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8-65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운동 자기효능감
이 높은 성인은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능
동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23, 28-29].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이는 곧 행동으로 연결되며, 
강한 자기효능감을 가진 경우 개인적 목표와 웰빙을 강
화할 수 있다[30].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획득되는 성취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31]. 성인의 웰니스는 운동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더 크게 작용하므로 운동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애주기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성인의 건강증진 행위
를 강화시켜 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이 웰니
스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웰니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연구라는 의의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보건소를 내소하는 대상자를 편의표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 성인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연구이므로 성인
의 웰니스 영향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
하다. 셋째, 성인의 웰니스 영향요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Ha와 Park[20]의 선행연구 결과 웰니스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지각된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영향요인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운동 자기효능감이나 
웰니스는 남성과 여성 등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
가 있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인의 웰니스에 영향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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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의 운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만족, 

웰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성인의 심리적 욕구
만족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운동 자기효능감이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성인의 웰니스 증진을 위
해서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한 타인과의 조화와 관계성 
향상 전략과 운동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을 적용한 웰니
스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남녀 성인의 
웰니스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단면조사
연구 혹은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웰니스 
영향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면조
사연구가 아니라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관계
를 추정·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의 심리적 욕구만족, 운동 자기
효능감, 웰니스의 관계에서 직·간접효과 및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 연구를 제
언한다. 

REFERENCES
[1] E. J. Lim & J. H. Noh. (2012). The factors related to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late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13(10),  4694-4702. 
DOI: 10.5762/KAIS.2012.13.10.4694

[2]  S. N. Walker, K. R. Sechrist & N. J. Pender. (1995).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Omaha: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3] B. J. Smith, K. C. Tang & D. Nutbeam. (2006). WHO 
health promotion glossary: new term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4), 340-345. 
DOI : 10.1093/heapro/dal033

[4] Office of Strategic R & D Planning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 2012 trends analysis 
and future strategies of wellness industry. Cheona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 B. Resnick & L. S. Jenkins. (2000). Test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elf-efficacy scale. 
Nursing Research, 49(3), 154-163.
DOI : 10.1097/00006199-200005000-00007

[6] R. J. Sonstroem, L. L. Harlow, L. M. Gemma & S. 
Osborne. (1991). Test of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in a proposed exercise and self-estee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2), 348-364.
DOI : 10.1207/s15327752jpa5602_13

[7] I. K. Park & S. J. Kang. (2016). Physical activity and 
relationship with exercise self-Schema, exercise 
imagery and exercise self efficacy in adul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7(1), 21-34. 
DOI : 10.14385/KSSP.27.1.21

[8] S. Abbaspour, R. Farmanbar, F. Njafi, A. M. Ghiasvand 
& L. Dehghankar. (2017). Decisional balance and 
self-efficacy of physical activity among the elderly in 
rasht in 2013 based on the transtheoretical model. 
Electronic Physician, 9(5), 4447-4453. 
DOI : 4447-4453. 10.19082/4447

[9] Y. M. Lee & H. S. Park. (2004). A study on the stage 
of change in exercise behaviors, exercise self efficacy, 
depression and stress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10(3), 218-225. 

[10] D. R. Taber, H. Meischke & M. L. Maciejewski. (2010). 
Testing social cognitive mechanism of exercise i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4(2), 156-165.

[11] R. M. Ryan. &  E. L. Deci.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12] S. M. Kim & J. E. Lee. (2018). The effect of taekwondo 
player's charismatic leadership on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exercise adherence.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0(3), 71-86. 

[13] J. Kowal & M. S. Fortier. (2000). Testing relationships 
from the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using flow as a motivational consequenc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1(2), 
171-252. 
DOI: 10.1080/02701367.2000.10608895

[14] E. Mullan & D. Markland. (1997). Variations in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stages of change for 
exercise in adults. Motivation and Emotion, 21(4), 
349-362. DOI: 10.1023/A:1024436423492

[15] C. I. Mun. (2013). Effects of a choice of exercise mode 
of participants’ psychological, physiological effectiveness 
and adherence on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15(4), 75-87. 
DOI: 10.15758/jkak.2013.15.4.75

[16] K. S. Cha. (2017). Research trends in wellness: 
focusing on the journal of wellness. Journal of 
Wellness, 12(3), 623-633. 
DOI: 10.21097/ksw.2017.08.12.3.623

[17] S. B. Choi. (2007). Process of change, dicision balance, 
self-efficacy corresponding to stage of change in 
exercise behaviors on older adul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se, 29, 661-672. 

[18] P. M. Wilson, K. Longley, S. Muon, W. M. Rodgers & T. 
C. Murray. (2006). Examining the contributions of 
perceived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o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6호286
well-being in exercise.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1(3-4), 243-264.
DOI: 10.1111/j.1751-9861.2007.00008.x

[19] M. J. Choi, C. S. Son & Y. M. Ha. (2016). Development 
of Wellness Indicators for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6(1), 69-78. 
DOI: 10.4040/jkan.2016.46.1.69

[20] Y. O. Ha & Y. M. Park. (2017). Effects of perceived 
stress, quality of sleep, and subjective euphoria on 
wellness life style in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359-367. 
DOI: 10.15207/JKCS.2017.8.12.359

[21] K. S. Kim. (2005). A study on the wellness lifestyle of 
salaried persons. master's thesis. Kyung Woon 
University, Gyeongbuk. 

[22] B. J. Smith, K. C. Tang & D. Nutbeam. (2006). WHO 
health promotion glossary: new term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4), 340-345. 
DOI: 10.1093/heapro/dal033

[23] M. H. Yang & D. J.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needs,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marathon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45(4), 251-262.

[24] Y. T. Oh, S. U. Kim & M. H. Yang. (2018).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deliberated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0(2), 31-45. 

[25] S. K. Yoo & Y. J. Kim. (2015). Mediation effects of the 
presence of meaning and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of the search for meaning 
and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2), 
53-75. 
DOI: 10.15703/kjc.16.2.201504.53

[26] A. Y. Kim. (2010). Self-determin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3), 583-609.  

[27] M. H. Yang, D. J. Kim & J. S. Kim. (2008).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port club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on psychological desire satisfaction,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ness variables. 
Journal of Korean sports psychology, 19(4), 87-104. 

[28] S. K. Kim. (1996). Wellness concepts and applications: 
quality of life and health promotion guidelines. Seoul: 
The 21st Century Educator.

[29] B. W. A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inuum 
intention, recreation specialization, wellness by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tourism activity focused 
on leisure sports. Korean Wellness Society, 7(4), 1-13.

[30] A. Bandura. (1994). Self-efficacy in VS Ramachaudran(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71-81.

[31] M. R. Jeong. (2016).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obile wellness program using ICT for male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한 상 미(Han, Sang Mi)    [정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
대학 박사과정 중

․ 2017년 8월 ~ 현재 : 경남도립거창대
학 간호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웰니스, 건강증진, 노인
․ E-Mail : y2k2509@nate.com

하 영 미(Ha, Yeong Mi)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
대학 부교수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간호학 박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 
․ 관심분야 : 웰니스, 건강증진, 건강교육
․ E-Mail : yha@gnu.ac.kr

이 정 숙(Lee, Jung Suk)    [정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 박사
․ 관심분야 : 웰니스, 건강증진, 산업간호
․ E-Mail : lgmljsb@yn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