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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덕 진

본 연구는 승마참여자의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고자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승마참가자 명을 상으로 동기. 280 정,

서조절 주관적 웰빙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 , , ,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

첫째, 자율적 동기는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자율적 동기는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자율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부 의 직접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조절을, (-) ,

경유하여서는 부정정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통제적 동기는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통제적 동기는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

였다.

여섯째 통제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통제적, ,

동기는 부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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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년 말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주 일제 정착 및 건강에 한 관심과 욕2011 5｢ ｣
구 증 로 인하여 여가활동으로서 승마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김동건 승마 시설수와 정기승마 인구수도 년 비 각각 개소( , 2016). 2015 22

명 증가한 개소 명으로 조사되어 정부가 추진(4.8%), 4,497 (10.5%) 479 , 47,471

해 온 정책의 기반 확 로 중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말산업실태조사 한편( , 2016). ,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육성법 이 제정되면서 년에 말산업 특구 호 로2014 ‘ 1 ’｢ ｣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주로 관광객이 체험하던 관광승마 형태에서 생활체육 형태로.

승마인구 저변이 급속히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레저스포츠로서.

승마의 활성화는 지극히 현실적인 당면 과제이며 국민소득 만 달러를 앞두고 승마3

가 특정계층을 위한 귀족스포츠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스포츠로 각광받

고 있다 김동건 또한 최근 승마에 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동물과 함( , 2016).

께 교감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자연친화적이며 휴식뿐만 아니라 치유 목적으로 힐링

과 웰빙을 지향하는 현 인들에게 적합한 승마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웰빙 은 말 그 로 건강한 만족한 인생을 살자 라는 의(well-being) (well, ) (being)

미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즉 건강 과 웰빙 은 엄밀. , (health) (well-being)

한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건강에 한 웰빙의 욕구는 단순,

한 소비지향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지영 이처럼 웰빙은 중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소득( , 2005).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더해지면서 건강과 몸에 한 관심으

로 이어지고 있다 주재형( , 2015).

이에 학문적으로도 웰빙에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심리학자들은 웰빙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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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주관적 웰빙 긍정적 정서 희망 낙관성 탄력성 목표 등의, , , , ,

영역을 포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는 웰빙을 이해하고. ,

설명하기 위해 자기결정이론 을 주요 이론으로(self-determination thoery: SDT)

다루고 있으며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 ,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특성을 설명하는 메타동기이론이다.

운동과 스포츠 영역에서도 긍정 이 갖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효과에 주목하‘ ’ ,

고 긍정을 내재적 동기의 하나로 설정하여 인간의 운동 참여와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양명환과 김덕진 은 신체활동 영역에서. (2010)

동기를 촉발시키고 유지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행, ,

동적 결과에 따라 웰빙을 촉진시켜 인간의 운동행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

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일찍이 은 주관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주관적 웰빙이라고Wilson(1967)

표현하였고 삶의 만족도 높은 긍정적 정서 및 낮은 부정적 정서 등 요인으로 구, , 3

성된다고 보았다 이 세 요인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 더 만(Diener, 1984).

족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이고 부정 정서는 덜 경험하고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김정호 는 사람이 어떤 동기를 추구하느냐에(2007)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았고 그 동기가 충족될 것이라는 예상 즉 미래의 만,

족스러운 삶의 한 기 가 주관적 웰빙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많.

은 선행연구(Diener & Suh, 1998; 김명미, 2010; 박금란 박창범 오승용, , 2011; ,

김덕진 장봉우 박수진 김정호 김미리혜 에서 살펴보면 동기가 정, , 2012; , , , 2013) ,

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임정미 는 수상레저스포츠 참여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친화관계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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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승마참여자들도 자율적 동기를 갖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긍정 정서뿐.

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즉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한편 정서조절은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 ,

쳐 현재의 정서 상태나 새로운 정서 반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였다(Gross,

심리학자들은 정서조절을 개인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1998). ,

개인의 정서변화를 위해 상황을 조절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으로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적응적 기제

로 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서(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

조절을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우울 탈진 스트레스 등의 처 개념으로 권석, ,

만 은 개인이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양한 노력이라고(2008)

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서 관련 선행연구들 유진 정재훈 박중길 최리나( , 2003; , 2005; , 2011; , 2011)

은 운동 참여자의 동기와 정서간의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은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이 더 높기Klohnen(1996)

때문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인관계를 보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심,

리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결정성이 높은 개인들은 운동에 한 분명. ,

한 목표를 갖고 활동자체에 흥미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자의 정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 도 정Fry, Kim, Gno-Overway, Guivenrnau, Newton Magyar(2012)

서조절 전략이 정신건강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등은 경기 전, Robazza(2004)

심리 생리적 상태를 최적화하여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정서조절· .

은 긍정 정서를 최 화하고 부정 정서를 줄이는 것, (Kopp, 1989; Westen, 1994)

과 또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연하

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으로 검증되었기(Cole, Michel & Teti, 1994)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이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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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주관적 웰빙은 동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

의 특성 변인인 정서조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주일 등은 정서 체험과 정서 표현이 주관적 웰빙과 건강지각 신체건강(1997) ,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느끼는 민감한 감정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

해서 경험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높은 주관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정서와 신체 및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다룬 한덕,

웅과 표승연 의 연구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의 적절성에(2002)

따라서 주관적 웰빙 건강 지각 신체질병이 예측 가능하고 여러 질병마다 관련된, ,

정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에 운동선수나 스포츠 참여자들을 상으로 한 정서조절 연구는 독립적 영향

이 보고되고 있고 탁구선수의 열정과 탈진의 관계 김경아 운동선수 성격과( , 2017),

분노표현과의 관계 이상미 그리고 자율성지지와 탈진의 관계 이영주( , 2016) ( ,

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한 보고가 있을 뿐 아직까지 체육과 스포츠2015)

영역에서 정서조절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웰빙과 관련하여 효과.

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연화 심태경 승( , 2012; , 2010)

마 참여자의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도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는 매우 상관이 높고,

정서조절 또한 주관적 웰빙과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동 참여자들의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승마관련 연구에서는.

동기와 만족에 관련된 연구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승마는 일관성 있게 기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종목으로 말의 상태 조건,

그리고 환경 등에 따라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이면서 말과의 교감이 요

구되기 때문에 기승자의 정서조절이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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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는 승마가 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마참여자의 동

기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승마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과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에서는 승마에 참여하는 성인을 상으로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

빙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정서조절이 자율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어,

떻게 조절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승마 참여자들의 동기유발과 웰빙 수준을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모형3.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과 같다< 1> .

그림 연구의 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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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4.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1.

을 것이다.

가설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2.

것이다.

가설 자율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3.

것이다.

가설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4.

을 것이다.

가설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5.

것이다.

가설 통제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6.

것이다.

용어의 정의5.

승마 참여자1)

승마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참가유형과 그 정도가 참여자 자신의,

생활 속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승마 참여 기준을 주 회 이. 1

상 회 참여시 분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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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자기결정동기란 학습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학습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5). 동기는 행동을 촉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는

내재적 원동력으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기결정 연속체를 따라 상이한 동기 유형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개 유형의 동기 내재적 동기 통합적6 ( ,

조절 확인적 조절 내압적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 가 자기결정성 연속체를 따라, , , , )

놓여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스포츠 영역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

만 통합적 조절과 내압적 조절은 내면화되는 자아를 포착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김학재( ,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자기결정적 수준이 높은 내재

적 동기 확인적 조절의 측정값을 자율적 동기로 정의하였으며 자기결정적 수준의, ,

낮은 외적 조절 무동기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통제적 동기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자율적 동기(1)

자율적 동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며 조절하는 것으로 내재,

적 조절과 확인된 조절이 이에 포함된다 내재적 조절은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

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된 조절은 스스(Ryan & Connell, 1989).

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신념이나 개인적인 중요성 때문에 행동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내적동(Deci & Ryan,2000).

기 유형에 가까운 내재적 조절과 확인된 조절을 합쳐 자율적 동기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통제적 동기(2)

통제적 동기는 타인의 지시나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적 조절과 무동기가 이에 포함된다 외적 조절은 외부의 요구나 보상에 의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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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동기는 외부에서의((Deci & Ryan, 1985).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져도 학습 욕구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학습된 무기력(learned

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외적helpless) (Ryan, 1995).

동기 유형에 가까운 외적 조절과 무동기를 합쳐 통제적 동기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정서조절3)

인간 감정의 요소들을 증 시키거나 유지 또는 감소 시키려하는 모든 노력을 하

는 것으로 정서조절은 개인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구성과 정서억제의 총합 점수를 산출하.

여 정서조절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4)

주관적 웰빙은 주관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한 평가

로 더불어 삶의 질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Diener & Lucas, 1999) ,

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에 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심.

리적 웰빙과는 구분이 되어 사용하고 있다. 서은국과 구재선 이 개발한 문항(2011) 9

의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를 사용하여 문항의 측정값을 주관적 웰빙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9 .



- 9 -

Ⅱ 이론적 배경.

승마1.

1 승마의 개념)

말은 그리스어로 라고 하며 라틴어로 이다 이 단어들은 말과‘hippos’ , ‘equus’ . ‘

함께 무엇을 하는 말에 관한 말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의, , ’

은 보통 말을 타는 사람으로 통한다 정호진 승마는 기원전‘equestrian’ ( , 2004). 680

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살아 있는 동물인 말을 이용하는 운동으로서 말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발달을 돕는 전신운동이다 김호(

균, 2014).

신체적 정신적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신운동 영역을 갖는 승마운동은 인간 주체

적인 측면에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수련을 통한 총체적인 인격을 개발한다는데 있어, ,

서 체 덕 지를 위한 전인교육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아왔다· · (김운영, 2008).

승마 시 기승자는 기좌 무릎이 안장에 닿는 부분 다리 손의 종합적인 조작으로 자( ), ,

신의 의사를 말에게 전달하고 말은 이를 알아차리고 여러 동작을 해내며 기좌와 다리의

조작은 주로 말의 추진을 촉구하고 손은 고삐를 통하여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을 자극하

여 주로 말의 방향전환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체중을 전위함으로써 여러 가지 속력을

내고 회전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정호진, (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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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운동의 효과2)

신체적 효과(1)

승마운동은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고 운동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신체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주며 허리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정신집중력을, ,

향상시켜 주며 신체 리듬감을 길러주며 폐활량을 증진시키고 담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

한국마사회( , 1999).

또한 승마의 운동의 신체적 효과로는 첫째 말 등에서 말의 보행과 리듬에 따른 움직,

임을 통해 다양한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통한 평형 균형감각의 향상 둘째 감각 기관, ,

과 사지의 협응력 향상 셋째 하지부 및 요추부 등의 근력강화 넷째 승마의 수동적이, , , ,

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한 근 경련 감소 다섯째 승마의 차원적인 움직임을 통해, , 3

정상보행 패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보행의 향상 등이 있다 이인실( , 2011).

심리적 효과(2)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말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된다 조은완 또한 말을 타는 동안 수행되는 여러 활동은 말을( , 2014).

타는 즐거움을 통해 집중력 향상을 증폭시키고 말은 기승자가 명령을 수행하고 순, ,

서를 따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호균 이러한 과정에서 서, ( , 2014).

로를 이해하며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며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

보다 큰 동물을 다루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아 개념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강습 교과 과정을 통해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김연희 등( , 2012).

또한, 과 는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Thelen Smith(1996) ·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감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며 는 말, Bieber(1996)

과 같은 큰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

고 나아가서는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승마운동에 지속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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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을 때는 불안 심리의 감소 자신감과 책임의식 증진 자아 존중감의 증가 집, , ,

중력 발달 사회성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김세민 재인용, ( , 2016 ).

교육적 효과(3)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단어 어휘력 독해 등의 언어개발과 인지기술을 향상시키기 위, ,

한 수단으로 말과 말 관리 기승술에 관련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 .

제해결능력 배양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성개발에도 효과적이다

승마를 통해 말과 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기의견을(RDA-Samsung, 2002).

제시하며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화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

음을 길러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을 키워 준다 조양희 또한 승( , 2013).

마운동은 과제순서 좌우구별 감각통합 운동계획 등의 인지적 학습효과를 가져온, , ,

다 정진화( , 2010).

재활승마의 치료적 효과(4)

재활승마에 한 법적인 정의로는 년 월 일 제정된 말산업육성법 제 조에서2011 3 9 2

재활승마지도사에 한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활승마를 승마를 통하여 신체” , “

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행위 로 정의할 수 있다· ” . 원어는 라‘Hippotherapy’

하며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치료승마 는, . (Hippotherapy) 사람이 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움직임을 통해 재활을 돕는 것으로 말의 차원적 움, , 3

직임을 통해 기승자에게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도해 내는 치료이다.

재활승마의 효과는 년 파리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편마비 하지마비와 기타1870 ,

신경장애의 치료와 자세 균형 관절운동과 근육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면서 크, ,

게 물리적 효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효과(Physical Benefits) · (Mental &

으로 구분하여 확 되고 있다 강정연Psychological Benefits) ( , 2007).

에 의하면 말의 걸음걸이는 인간의 보행 과 유사하여 말RDA-Samsu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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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발생하는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말을 탄 사람에게 차원적인 운동을 체험하3

게 하는 운동효과로 장애인의 근육 관절 신경에 자극을 주어 만성적인 운동부족을, ,

해소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강정연 등은 재활효과에 한 지존 연구들을 종합 고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2007) ,

물리적인 효과는 균형감각 근력강화 경직과 경련성 근력이완 근육경력 감소 관절, , , ,

가동범위 증가 심폐기능과 혈액순환 개선 감각조정능력 향상 식욕과 소화능력 개선, , ,

등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효과로는 불안 심리의 감소 신뢰성 및 책. · ,

임 의식의 발달 자아 존중감의 증가 집중력의 발달 좌절감에 한 인성 증가 사회, , , ,

성의 증가 조정력과 평형성의 발달 감각 발달 어휘의 이해력과 시각 청각의 발달, , , · ,

자기 자신의 행동반응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진고 하며 큰 동물들과의 접촉을 하게 되

면 이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한국마사회( , 2009).

승마는 전신 운동과 같은 운동효과를 기 할 수 있어 뇌성마비 환자나 신체적 지체

장애 및 기능이 약화된 환자의 보행기능 회복 관절 움직임 향상 균형 감각 향상 협응, , ,

력 향상 근력 강화 지구력 강화 근육 긴장도 정상화 등 신체적 재활 및 기능을 회복, , ,

시킨다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여러 부위의(Miller & Ingram, 2000).

신경을 자극하여 기능회복 및 균형감각 속도변화에 한 적응력 및 유연성이 향상된다,

조성현 또한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말의 체온으로 기승자의 긴장감과 불안감( , 2013).

을 줄여 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Kokki, 2004).

자기결정이론2.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으로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개인의

행동 선택과 가치를 설명하는 동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

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은 의 인지평가이론 에 유SDT) Deci(1975) ‘ (Cognitive Evaluatio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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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통합이론 을 통합하여 체계화된 동기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이다 정유나 성격 발달과 동기 부여된 행동 변화에 한 이론으로 인간이( , 2015). ,

선천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통합하려 하며 심리적인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

유기체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Ryan, 1995; Ryan &

이와 같이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 연구를 위한 개념적Deci, 2000).

기틀을 제시하고 사회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약화시키는지, ·

탐색하고 최근에는 건강 교육 업무 운동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동기와, , , ,

행동을 이해하는데 적용되고 있다(Ng et al., 2012)

정유나 는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의지가 개입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한계성(2014)

과 강점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의 힘을 인지하며 욕구를, ,

충족시키고 선택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기결정적이.

기 위해서는 환경에 하여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하기 때문

에 자기결정성은 자율성 과 관련성이 높은 개념으로 받아(Deci, 1980), (autonomy)

들여진다 내재동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가 자기결정적 즉 자신이 스. ,

스로 결정한 일을 경험해야 하므로 내재적 동기 이론가들은 이러한 자율성을 설명

하기 위해 통제성에 관심을 갖는다 정유나( , 2014).

정유나 는 개인은 독립심이나 개인적 통제 를 얻으려는(2014) (personal contro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특한 삶의 방식 혹은 행동계획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개

인의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시키려는 소망이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과 은 내재동기를 설명하는 것에 기본심리욕구가 중요한 기틀을Ryan Deci(1985)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competence), (autonomy),

에 관한 욕구를 기본심리욕구로 정의하고 이러한 욕구들이 성장 학(relatedness) , ,

습 발달을 위한 동기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기에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사람들은 각,

자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유나( , 2014).

자기결정이론은 인간 행동의 주체로써 자율적인 노력을 중요시하면서 내재적 동

기 이외에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나 가치가 내면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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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공식적(Ryan et al, 2008; Deci & Ryan, 2000; Deci & Ryan, 1985),

으로 인지평가이론 유기체통합이론 인과성향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목표내용이, , , ,

론 관계동기이론이라는 가지 미니이론으로 구성된 베타이론이다, 6 .

인지평가이론1)

자기결정이론에 기틀이 되는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은 내재적 동기 즉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는 만족감에CET) (intrinsic motivation),

기반을 둔 동기를 중요하게 다룬다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 환경적 외부 조건이 내.

재적 동기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가진다는 이론으로 중요한 환경에 의해 기본 심리

욕구로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만족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이, ,

다(Ryan & Deci, 2008).

인지평가이론은 본래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 외적 보상이 주어졌을 때 내재

동기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외적 보상으로 외적 동기를 유.

발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느낌을 발생시켜 과업에 한 흥미

를 감소시킨다 인지평가이론의 바탕은 사람은 자율성과 유능성을 느낄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능성을 촉진하는 사회 맥락적 요인이 내재 동기를 증가시킨

다는 것이다 반 로 이러한 기본욕구의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은 내적 동기를 감소.

시키고 사람을 무동기 상태로 만들거나 외적 사건에 의해 통제 당하는 상태로 만,

든다 즉 모든 외적 사건에는 통제 측면과 정보 측면이 있(Gagne & Deci, 2005).

는데 통제로 인식된 상황은 자율성과 내재 동기를 낮추고 외재 동기를 촉진하는데

반해 정보로 인식된 상황은 유능성을 높이고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 .

유기체통합이론2)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은 동기가 전혀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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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상태에서 외재 동기 및 내재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기 유형이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한 비자기결정적인 행동도 자기조절이.

나 원인소재의 변화에 따라 개인에게 점차 내면화되어 자기결정적인 행동으로 변화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내면화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나 속한 집단 또는. , ,

문화의 신념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외재 동기가 내재 동,

기로 내면화되면 자기 결정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Ryan et

또한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자기조절 유형을 무조절 통제적 조절al., 1993). , ,

자율적 조절로 제시하고 있다(Ryan & Deci, 2000).

일반적으로 외재적 동기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도

구적 성향을 가진다 그 도구적 성향은 외적통제 내사. (external regulation),

확인 및 통합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introjection), (identification) (integration) .

외재적 동기의 하부형태들은 연속적 내면화와 연결된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외부동. ,

기를 내면화할수록 더욱 자율적으로 된다.

외재적 동기 는 내재적 동기와 무동기 사이로 행동의 자기(extrinsic motivation) ,

조절이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하며 행동 자체의 의미보다 결과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를 말하며 와 은 외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이 낮은 외적, Deci Ryan(2000)

조절부터 자기결정 정도가 높은 통합된 조절까지 연속선상의 개념을 더욱 세분화하

여 보았다 강미경( , 2016).

유기체 통합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혹은 자율성이 내재적 동기의 중요한 요인이

지만 내재적 동기만이 자기결정적 동기의 유일한 유형은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전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Ryan&

과 은 지금까지 보여Connell, 1989; Ryan & Deci, 2000). Ryan Connell(1989)

주었던 외재동기와 내재동기 간의 상호 립적인 관계와 이 두 가지 유형은 경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에 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아.

도 개인은 어떤 행위나 과제수행을 시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끈기를 보이거,

나 과제를 수행하고 난 후에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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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유나( ,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외재적 동기는 개인이 상 적으로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조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적 동기들이 존재한다.

표 에서와 같이 자기결정성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유형의 외재적< 1>

동기가 한 연속선상에 놓이며 아무런 동기도 없는 무동기로 시작하여 내재동기와,

극단에 있는 무동기 사이에 각기 다른 종류의 외재적 동기들이 놓이게 된다(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

표< 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여섯 가지 동기 유형(The self-determination continuum)

행동 비자기결정 자기결정적

동기 무동기 외재동기 내재동기

조절양식 무조절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적동기

인과소재 없음 외적 약간 외적 약간 내적 내적 내적

관련

조절과정

무의도

무가치

통제의 결여

외적

제약에

따름

자기통제

자아 개입

내적보상 및

처벌

개인적

중요성

의식적

가치부여

일치

자각

자기와의

통합

흥미

즐거움

내재된

만족감

주: Deci, E. L., & Ryan, R. M.(2000).The“what”and“why”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을 수정(4),227-268. pp.237

보완.

인과성향이론3)

인과성향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COT 은 성격 측면에서 자기결정)

성을 설명한다 발달 과정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환경 지향 에서 자율. (orientation)

성의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사람들마(Deci & Ryan, 1985). ,

다 무엇을 기 하고 어떠한 상황에 해서 접근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향의 사람은 내적인 관심에 따라 행동하며 현재 일어나는 일에 가치를 둔,

다 행동의 시작과 조절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자율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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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이며 상황을 해석할 때 통제와 조건보다 목표와 흥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

이 유형은 외재적 보상에 덜 통제되고 유능성과 효율성을 더 많이 느끼며 자기조,

절력 결단력 수행력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 세 가지 기본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 , . , ,

관계성이 규칙적으로 충족될 때 자율성향이 발달된다(Deci & Ryan, 2008).

통제성향은 통제를 받아 행동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통제성향의 사람은 통제적인,

사건을 찾고 선택하며 통제적으로 해석한다 사건을 시작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압.

박감이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통제 지향이 높으면 기한이나 감시 등과, ,

같은 통제적 사건에 의해 동기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통제성향의 사람들은 보상과.

다른 통제에 의존하면서 내적 외적 유관성을 통해 자기를 조절하므로 심리적 안녕

감이 부족하다(Deci & Ryan, 2008).

무동기성향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무동기성향을 지닌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심하며 동기가 없고 원하는 성과. , , ,

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므로 기능 수준이 낮고 심리적 안녕감,

도 낮다 이러한 성향은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었을 때 발생.

한다(Deci & Ryan, 2008).

및 은 자율성향 및 통제성향과 성격통합간Kosetner, Bernieri Zukeman(1992)

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통제에 비하여 자율성이 통합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김덕진 재인용 그들은 두 개의 집단 즉 두 성(2010, ). ,

향의 표준점수를 비교하여 한 집단은 자율적인 성향이 높은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

은 통제적인 성향이 높은 집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연구자들은 두 집단내의 행동. ,

특성 및 태도간의 일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향의 개인들은 행동 및 자.

기 보고한 특성 또는 태도들에서 강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반면 통제성향의,

개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성격특성들과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

진 심지어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들은 통제, 2010). .

지향적 개인들보다 자율 지향적 개인들의 성격 의식 및 행동들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율성과 통합의 개념들 간의 경험적 연계를 이끌어내었다(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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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an, 2002).

기본심리욕구이론4)

기본심리욕구이론 은(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BPNT) 개인의 심리

적 욕구 개념 및 심리적 건강과 안녕 간의 관계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본심리.

욕구는 건강한 성장과 기능을 위한 자양분으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으로 언급,

하고 있다 사람은 이 세 욕구들이 충족됨에 따라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며 일련의. ,

활동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인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채워짐에 따라.

사람은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지만 욕구가 좌절되, ,

면 제 로 기능하지 못하고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Deci & Ryan, 2000).

자율성(1) (Autonomy)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이명희 김아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 , 2008).

유능감도 발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세 가지 기본욕구 중에서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자율성은 타인으로부터 통제(Ryan, 1982).

받거나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욕구로 자신의 행동과 자

기조절을 선택할 수 있고 타인이나 운명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

있는 자유로움이다(Deci & Ryan, 1985).

자율성의 욕구는 환경 관계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맥락이, ,

개인의 자율성 욕구를 성공적으로 포함하고 만족시키는 환경을 자율성 지지적-

환경이라 한다 반 로 환경 관계 및 사회적 맥락이 개(autonomy-supportive) . ,

인의 자율성을 좌절 무시 방해하는 환경을 통제적 환경이라 한다, , (Deci & Ryan,

과 은 자율성을 지지하기 위해 개인의 독특한 관1987). Connell Wellborn(1991)

점 인식 가능한 선택의 제공 압력의 최소화 시도의 독려 개인의 목표와 가치 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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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개인의 선택 지지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

유능성(2) (Competence)

유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연마하고 추구하여 숙달하고자 하는 욕구로 자신

의 능력을 연습하고 확장하고 표현하는 기회와 경험을 갖게 하는 자신의 행동에 효

과적인 감정이다 즉 개인이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능성 욕구는 하나의 환경과 효. ,

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 김덕진 학교 직장 그리고 운동과 스포츠( , 2010). , ,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능력 재능 및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 .

유능성 욕구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려는 동기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관계성(3) (Relatedness)

관계성은 주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다 관계성은 사람들.

을 돌보고 또 돌봄을 받음으로써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Deci &

관계성에 한 욕구는 관계와 정서적 친밀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Ryan, 2000).

존의 연구 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과(Bowlby, 1979; Harlow, 1958) .

의 관계성은 외적 가치를 내적인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과 은 관계성의 욕구를 만족시(Grolnick et al., 1997). Connell Wellborn(1991)

키는 방법으로 함께 시간 보내기 에너지와 흥미를 공유하기 등을 제시하였고, ,

과 은 관계성이 한 욕구가 통합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Deci Ryan(2002)

음을 이론화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의 측면들,

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밝히며 결국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

는데 관계성에 한 욕구의 만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덕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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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내용이론5)

목표내용이론 은 행동 조절과 기본심리욕구(Goal Contents Theory; GCT) (basic

의 기저에 있는 근거를 연구하는 이론으로 인간 삶의 목표psychological needs)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 포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내용 유형을 각각 다르게( ), ,

설명한다 삶의 목표를 내재적 목표(Kasser, 2002; Vansteenkiste et al., 2006).

와 외재적 목표로 구분하여 목표가 동기와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

하는 이론이다 목표에 따라 기본 욕구의 충족 정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안녕감. ,

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성공 외모 인기와 명성과 같은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 ,

것은 내재적 목표에 비해 안녕감은 낮아지고 불행감은 더욱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

다 반 로 공동체 기여 친밀한 관계 개인적 성장과 같은 내재적 목표는 개인의 기. , ,

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게 되고 더 큰 심리적 안녕감을 얻게 해 준다(Kasser &

따라서 상이한 유형의 목표내용은 기본심리욕구와 서로 다른 관계가Ryan, 1996).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심리욕구에 도움이 되는 내적인 성향을,

촉진하는 반면에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성취와 외적인 확신을 통하여 자기

가치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외적 성향을 초래한다(Vansteenkiste, Soenens,

및 는 모든 목표가 똑같& Duriez, 2008). Ryan, Sheldon, Kasser, Deci(1996)

은 것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라 육체적 사회적, , ,

심리적 건강과 다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김성수( , 2013)

관계동기이론6)

관계동기이론(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RMT)은 친한 친구나 연인관

계 또는 집단 소속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관계성은 세 가지 기

본심리욕구 중의 하나다 자기결정성이론의 여섯 번째 미니이론인 관계동기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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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가 많은 사람에게 바람직할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관계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연구에. .

의하면 질 높은 관계는 관계성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성 욕구와 어느

정도의 유능성 욕구까지 채워준다 관계동기이론은 사람(La Guardia et al., 2000).

이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이 반드시 채

워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 기본심리욕구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풍요에 필수적이면서.

상호 지지적이다(Deci & Ryan, 2014).

동기3.

동기 란 개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motive) “

는 행동의 심리적 근원이자 욕구 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Gill, Gross &

동기의 어원은 라틴어 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움직Huddleston, 1983). ‘movere’ ‘

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어떠한 행위를 위해 움직임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참여 동기는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는 힘 즉‘ ’,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정원 자기결정이론 에 따르면 내( , 2008). (Ryan & Deci, 1985, 2000)

적 외적 행동의 근원들이 상호 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 이나 자기, (autonomy)

결정성(s 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속elf-determination) .

체는 내재적 동기에서 외재적 동기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특별한 행동에 참여할 의

지가 결여되어 있는 무동기로 이동된다 양명환( ,2009) 또한 는. Vallerand(2001)

스포츠 동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검토하고 스포츠 참여 동기를 내적동기 외적 동기, ,

그리고 무동기로 분류하였다.

즉 운동 동기는 주로 스포츠심리학에서 인간 내부에서 운동행위를 이끌어내는

내재적 동기 와 환경적 요인이나 외부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외재적 동기 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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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무동기까지 포함한 것이다.

내재적 동기(1)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에 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는 내적자극에 의해

스스로 여가를 즐기고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 예로 내적동. ,

기가 개인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즐거움이나 유능감을 경험하고 외,

적인 강압이나 강박 없이 자기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효과를 미치려는,

인간 본유의 욕구와 자기강화에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Deci, 1975)

는 내재적 동기는 어떠한 것을 선호 도전 관심 또는 숙련이나 숙Harter(1981) , ,

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승마 참여자의 기승 경험이나 만족을 추구하고.

승마 기승력 향상되는 기쁨 혹은 즐거움 때문에 승마에 참여하는 것을 내적으로 동

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재적 동기(2) (Extrinsic Motivation)

외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동들과 관련 있으며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

는 것으로써 보상 사회적 인정 또는 죄의식이나 불안과 같은 내적인 압력 처벌 회, ,

피와 같은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Ryan & Deci, 2000;

명환 따라서 외재적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현상에서 자연적 또는 내적동기, 2004).

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와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활동 자체를,

추구 한다기 보다는 결과의 수단으로써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행동을 말한다(Deci,

1975).

는 외재적 동기를 본질적으로 타 집단이나 외부의 가Deci & Ryan(1985, 2002)

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행동에

하여 자기결정보다는 타인에 의한 결정을 개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자

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지각하는 상 적 자율성 정도에 따라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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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유형을 외적 조절 내압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cd regulation),

확인적 조절 통합적 조절 등 가지(identified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4

로 제안하였다.

정서조절4.

정서조절의 개념1)

정서조절(E 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인 년 후반부터 본motion Regulation) 1980

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국내연구에서는 감정 및 정서조절로 혼용되어 있으며

정서조절의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

양한 정서들이 존재하고 개개인이 느끼는 정서는 다르기에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정서 조절이 성공.

적이고 건강하게 이루어 질 경우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인간관계 학업 및 직업적, , ,

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면 주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정,

서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정신 병리적인 문제까지 초래될 수 있다(John & Gross,

2004).

정서조절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리학에서 정서 조절

연구는 의 정신분석학에서 시작하여 의 스트레스 처 연구로 이어Freud Lazarus

져 정서조절을 상황적 요구가 자존감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불안과 관련된 하나의

방어기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와 는 정서조절에 해서 정. Morris Reilly(1987)

서를 다루는 다양한 전략 방식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은 개인의, Thompson(1994)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의 특징들을 관찰 평가 수정하는 내, , ·

외적 과정이라 말하고 있다 오주현 재인용 그 외에도 이지영과 권석만( , 2017 ).

의 연구에서 정서 조절을 목표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면서 어떠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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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특히 는 이러한 관련 학자들의 정서조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Gross(1998)

서조절에 한 종합적인 이론을 완성시켜 정서조절을 어떠한 정서가 언제 어떻게,

경험되고 표현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는 정서조절을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적 사회적 성격적 치료적 건강 심리Gross , , , , , ,

학적인 관점과 연결하고 바라보았다 오주현 는 정서조절이라( , 2017). Gross(1999)

는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자 세 가지 차원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정서에 의해 조절 되는 것 둘째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하는 것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셋째는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무의식,

적인 정서조절 과정으로 의식적으로 조절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 정서조절 과정을 살펴보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 Gross(1998) -

절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로 구분한 다음 먼저 상황을 선택하고 상황을 수정 주의- , ,

를 배치 인지의 변화 경험 행동 혹은 신체 반응 조절로 총 다섯 개의 단계로 나, , ,

누어져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림 은 각 단계별로 정서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을. < 2>

제시하여 전형적인 조절 목표는 바로 긍정 정서는 증가시키고 부정 정서는 감소시,

키는 것을 제시하였다(Gross, 1998)

2) 정서조절의 전략

정서조절 전략들은 본인의 정서조절 과정 이론에 맞추어 정서조절이 일어나는 시

점에 따라 정서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되는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 의 인지적‘ - ’

재평가와 정서가 발생된 이후 사용되는 반응 초점 정서조절 의 억제로 구분하, ‘ - ’

였다(Gro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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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정서조절의 과정 모델2. Gross(1998)

인지적 재구성(1) (Cognitive reappraisal)

이론의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 중 인지 수정 단계로 인지적 재평가는Gross ‘ - ’

감정적 충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잠재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한 해석을

변화시키는 인지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Lazarus & Alfert, 1964). ,

적인 감정을 낮추기 위해 인지적 재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적 및

행동적 요소까지도 성공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Gross & John,

인지적 재구성은 정서 조절로써 그 효과성이 여러 차례 검증된 전략으로2003).

높은 긍정정서 낮은 부정 정서 높은 삶의 만족감 인간관계 심리적 웰빙 등과 관, , , ,

련 있는 정서조절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다(Gross & John, 2003).

억제(2) (suppression)

이론에 따라 억제는 정서조절 과정 중 반응 초점 정서조절 단계에Gross(2003) -

포함되는 정서조절 전략이다 는 억제에 해 생각 느낌 행동. Pennebaker(1989) , ,

을 의식적으로 삼가거나 주저하는 현상이라 말하며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사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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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이경순 또한 억제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 한덕웅( , 2011). (

표승현 김교현 높은 수축기 혈압 높은 우울 경& , 1997; , 2004), (Burns, 2006),

향성 높은 불안 및 기분장애 와 높은 연(Wegner, 1987), (Campbell et al., 2006)

관성이 있는 정서 조절전략으로 검증되어 우리의 정서적 생리적 삶의 만족 측면에, ,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오주현 재인용( , 2017 )

주관적 웰빙5.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한 관심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현 시 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서경현 김정호 유재민 김정호 등( , , , 2009).

은 행복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 안녕감 등을 포괄하는 개(2009) ,

념으로 최근에는 웰빙 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웰빙은 가, (well-being) .

치나 의미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 과 전, (psychological well-being)

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변되는 주관적 웰빙 으(subjective well-being)

로 크게 구분된다 김정호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웰(Ryan & Deci, 2001; , 2006).

빙 중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변하는

주관적 웰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서경현 김정호 유재민 주관적 웰빙( , , , 2009).

은 스스로의 삶 전반에 한 개인적 평가 또는 긍정적 혹(subjective well-being)

은 부정적 느낌과 같은 감정과 인지도 평가정도 로(Andrews and Withey, 1976)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고 있다 김현지( , 2007).

주관적 웰빙의 경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학문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더불

어 사회적 트렌드와 함께 발전하여 개인들의 삶의 평가에 한 주관적 관점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만족 이상의 웰빙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Diener et al, 1999). , ,

정적 정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며 다시 이 안에서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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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인지적 요인은 삶에 한 의식적이고 인지적 판단으로 삶의 만족을 의미하.

고 김덕진 양명환 정서적 요소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말한다( , , 2011), .

특히 주관적 웰빙의 기본 요소로서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제안하,

면서 각각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정순 첫째 삶의 만족은( , 2004). ,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준거변수이며 둘째 긍정 정, ,

서는 즐거움 행복 등과 같은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말하고 긍정 정서가 높다는 것, ,

은 원기가 넘치고 충분한 집중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 상태를 말하며 낮은 긍, , ,

정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지정미 셋째 부정 정서( , 2017). ,

는 두려움 분노 같은 불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부정 정,

서는 주관적 혼란과 혐오적인 기분상태를 말하며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는 침착하,

고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류연지( , 1996).

김덕진과 양명환 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긍정(2011)

정서와 생활만족은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유의하

게 향상되었고 부정정서는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유의하게 감소함을 입증하였고, ,

김영식 은 요가의 참가정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토하여 요가수련(2006)

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몰입경험이 클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 자아정체감이 강,

할수록 주관적 웰빙도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고찰6.

동기와 정서조절의 관계1)

정서조절은 개인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을 뜻하며,

정서조절 과정 모델을 통해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발생 과정에서 긍정 부정 정서의·

강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Gro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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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의 정서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자의 가 즐거운 기분상태를‘ ’ 85%

경험하고 있고 규칙적인 운동이 자긍심 활력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 ,

불안 스트레스 우울 노여움 긴장 등은 긍정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일상생활, , , , .

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도 기분은 평온함 유쾌함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 에너지, , ,

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Morgan & Oconner, 1988; Hackfort, 1993;

최용주 정청희 강성구 재인용 이와 같이 정서는 동기와 함께 인간, , 1997; , 2002 ).

이나 동물의 행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유 진 김청자 등( , 2003).

은 정서가 기본적으로 동기가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을 활성화하(2002)

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정서의 다양한 특성들과 요인들은 동기화

된 행동과 동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운동선수의 정서조절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전략이 선수들의 정신건강을,

촉진시키고 경쟁 전 심리 생리적 상태를 최적화하여 수행능력(Fry et al., 2012),

을 향상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정서와 동기는 개인(Robazza et al., 2004) .

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학습상황에서 정서경험은 학생들의 동기. ,

학습 수행 건강과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정서조절, , (Pekrun, 2006),

전략을 잘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및 학업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학습동기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문보라 는 중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정서 및 동기와 스포츠 수행과의 관계를(2009)

살펴보았고 정재훈 은 헬스클럽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정서의 관계를 분석, (2005)

한 연구결과에서도 동기와 정서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용.

각 은 스포츠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정서를 얻기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스(1997)

포츠를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사람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많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는 긍정 정서와 관련이 높고. ,

통제적 동기는 부정 정서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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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떠한 내부적인 힘 또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동기

가 어떠한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 운동 참여자를 상으로 그들의 동기와 정서조절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마 참여자의 동기와 정.

서조절의 관계의 중요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정서조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2)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 및 부정정서를 평가하는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Di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인지적 요인의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기준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고 권석만 정서적 요인은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주로 느끼는( , 2008),

지 이와는 반 로 부정적인 기분을 주로 느끼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 웰. ,

빙은 삶의 경험에 한 인지적 및 정서적 반응으로 삶의 만족 및 긍정적 기분이 있

고 부정적 기분이 없는 상태로 구성된다 서은국( , 2004; Ryan, & Deci, 2001).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정서조절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소희 이, ( , 2004).

에 정꽃님과 유진 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에서의 경쟁적 상황은 승패에 따라(2012) ,

선수들에게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취미생활로서의 신체활동은

경쟁이나 승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즐기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아닌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즉 오순옥, .

은 개인의 행복감의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조절에 따라 달라진(2005)

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개인의 정서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삶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Salovey & May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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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며 개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저하시킨다(Emmons &

또한 조긍호 는 개인의 정서적 안Colby, 1995; King & Emmons, 1990). (2004)

녕은 정서조절을 기초로 한다고 하였고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조은희와 이영순 은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2013)

절 전략과 삶의 의미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인주 는, (201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삶의 의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이 삶의 만족 즉 주관적 웰빙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승마를 통한 주관적 웰빙에 한 정서조절의 기여도 및 요인간의 상.

호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3)

일부 심리학자들이 년 말에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 을 측정하는 것에1970 ‘ ’ ‘ ’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년 에 일리노이 학의 를 비롯한, 1980 Diener 일단의

성격 사회 임상 측정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정, , (

훈 즉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생활만족도가 심리학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2011). ,

심리학자들은 이 지표를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이란 제목 하에 본격적으로 연구하

게 되었다 이훈구( , 1997).

최근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체육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체육학에서는 스포츠 및 여가활동을 중.

심으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 은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기만족을Brook Elliot(1971)

많이 경험한 사람은 주로 수동적 여가활동을 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 안녕과 적응력

이 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정훈 재인용 김진권 에 따르면( , 2011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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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여가활동 참가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도 높았으며 생활만족과 삶,

의 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박, 중길과 유정인 은 학생을(2008)

상으로 스포츠 참여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 연구에서 내외적 동기와 높은 수

준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운동참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운동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정적 정서와 정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운동 강도를 높게 자각할수,

록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동기가 주관적 웰빙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

훈 재인용 또한, 2011 ). 김정호 는 사람이 어떤 동기를 추구하느냐에 따라(2007)

삶의 질이 달라지기에 그 동기가 충족되는 즉 미래의 만족스러운 삶의 한 기,

가 주관적 웰빙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동기 한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질 즉 주관적 웰빙 지수를 높,

이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승마참여자의 동기가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4)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 참여는 심혈관 질환 생활 습관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근력 지구력과 체중조절과 같은 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생활만족 심리적 웰빙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의 증진에도 기, ,

여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문헌 김덕진 양명환 양명환 이은정( · , 2006; , 2000; ,

허정식 을 통해 밝2002; , 2003; Courneya & McAuley, 1994; Wankel, 1993)

혀지고 있다 양명환 재인용( , 2007 ).

또한 강성원 은 여가스포츠 참여자가 정서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인과, (2017)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재적 동기로 참여하는 사람들.

은 이상적인 심리상태와 즐거움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와 건강,

에 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적동기,

로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의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과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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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성취감으로 긍정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정서적 안정

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강상원 또한 주연홍 은 신체능력의 향( , 2017). (1998)

상은 정서적 건강으로도 연계되어 신체활동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간의 정신건강

의 요인별 상관관계에서는 신체활동 참여집단의 정신건강 수치가 낮아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신체활동이 강박증 우울 불안 불안증 스트레스 관리의 정신건, , , ,

강에서 깊은 관련이 보인다고 하였다 즉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 ,

고 신체적 건강수준에 따라 정서적 건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는 가족관계, ,

개선과 삶의 안정감 긍정적 사고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상원 재인용( , 2017 ).

은 생활체육활동에 참가자들은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긍정적인 감Russell(1990)

정을 가지며 생활체육의 활동에 직접 참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

사회적 가치와 효능에 만족해서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이도림 은 노인 여성, (2013)

의 아쿠아로빅 운동 참여에 따른 정서와 생활만족도는 아쿠아로빅 참여 집단이 비

참여집단보다 정서의 긍정적 요인은 높고 부정적 요인 낮았으며 또한 아쿠아로빅

참여 집단이 비 참여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 김석일 임성호 문한식( , 2010; , , 2008; Gauvin & Rejeski,

를 고려할 때 규칙적인 운동 참여자의 가 즐거운 기분상태를 경험하고1993) 85%

정규적인 장기운동이 자긍심 활력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 노여움 긴장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점은 정서조절을, , ,

매개로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에 상호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나 관계성에 한 연구가 미흡하여 운동

참여자의 동기와 정서조절 주관적 웰빙 간에 구체적인 영향 경로 및 영향력에 해,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현재 세 가지 변인을 동시에 연구한 사례가 미진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는 승마 참가자를 상으로 하여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

석하고 정서조절의 매개변인으로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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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상은 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의 승마 참2016 20

여자를 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상자의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

집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부 중 부를 제외(purposive sampling) , 294 14

한 부의 자료만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280 ,

남자 명 여자 명으로 총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여 활용하였다145 , 135 280 .

범주변인 구 분 사례수(%) 계

성별
남자 145(51.8)

280(100.0)
여자 135(48.2)

연령

20 58(20.7)

280(100.0)

30 66(23.6)

40 82(29.3)

50 74(26.4)

경력

개월 미만6 18(6.4)

280(100.0)

개월 이상 년 미만6 ~ 1 23(8.2)

년 이상 년 개월 미만1 ~ 1 6 31(11.1)

년 개월 이상 년 미만1 6 ~ 2 50(17.9)

년 이상2 158(56.4)

표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징2. (N=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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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2.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일반적 특성 문항 운동동5 ,

기 문항 정서조절 문항 주관적 웰빙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3 , 10 , 9 37 .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출처 및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 인 구 성 내 용 문항수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경력 빈도 참여시간(1), (1), (1), (1), (1) 5

독립변인 동기
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3) (3)

외적조절 무동기(3), (4)
13

매개변인 정서조절 인지적재구성 정서억제(6), (4) 10

종속변인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3), (3), (3) 9

표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3.

동기1)

운동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양명환 이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2004)

개발한 문항의 레저스포츠 동기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상과 목적에 맞게 문13 ,

항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점 에서. ‘ ’(1 )․
매우 그렇다 점 의 점 식 척도를 사용하여 내재적 동기 확인적‘ ’(7 ) 7 Likert (3),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문항으로 이루어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3), (3), (4) 4 .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 과 선행문헌 양명환(Deci & Ryan, 2000, 2002) ( ,

에 입각하여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동기를 합2011; Mouratidis & Michou, 2011)

하여 자율적 동기 로 합성하였으며 외적 동기와 무동기(autonomous motivation) ,

를 합하여 통제적 동기 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요인구(controlled motivation) .

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 우도법과 오블리민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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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외적동기 무동기. Cronbach's Alpha .745,

확인적 동기.871, 내재적 동기 로 나타났다.858, .661 .

요인 문항
요인적채치

공통분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외적
동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3. .978 -.121 -.090 -.153 .501

.745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7. .601 -.031 -.049 .023 .625

11.주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권유 때문에 .590 -.288 -.188 -.308 .960

무동기

승마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12.
모르겠다.

.114 -.874 -.262 -.328 .620

.871
나는 승마에 참여하는 목적의식을 잘 모르겠다8. . .236 -.823 -.213 -.284 .427

내가 왜 승마를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4. . .122 -.787 -.223 -.341 .825

승마를 계속해야 할지 내 자신에게 반문하고13.
있다.

.052 -.705 -.236 -.310 .375

확인적
동기

승마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6. -.107 .225 .903 .233 .692

.858이 활동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2. -.127 .273 .787 .334 .300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10. -.086 .238 .770 .324 .596

내재적
동기

재미있기 때문에1. -.071 .309 .197 .704 .415

.661승마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5. -.134 .253 .338 .641 .766

승마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9. -.089 .212 .189 .547 .503

고유치 4.011 1.914 1.880 1.358

공통분산% 14.960 24.348 12.367 6.816

누적분산% 14.960 39.308 51.676 58.492

측도KMO =.774

의 구형성 검증치Bartlrtt , ²=1465.720χ , df=78, p<.001

표 4. 동기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정서조절2)

정서조절은 의 정서조절 척도를 손재민 이 번안한Gross & John(1998) (2005)

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인지적 재구성 석 문항 정서억10 . .801 (6 ),

제 문항 로 구성 되어졌으며 응답형태는 총 문항 점 전혀 동의하(4 ) , 10 7 Likert (1=

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평정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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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 우도법과 사각회전방식인 직접 오블

리민 방법을 사용하였다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인지적. Cronbach's Alpha

재구성 정서표현억제 로 나타났다.801, .820 .

요인 문항
요인적채치

공통분 신뢰도
요인1 요인2

인지적
재구성

10.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하여 생각을 바꾼다.

.841 -.125 .413

.801

1.(기쁨이나 즐거운 같은 긍적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

.642 -.183 .527

3.(기쁨이나 즐거운 같은 긍적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

.640 -.129 .412

7.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하여 생각을 바꾼다.

.573 -.194 .495

8.내가처해있는상황에 한생각을바꿈으로써나의정서를
통제한다.

.567 -.228 .296

5.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541 -.206 .769

정서
표현
억제

6.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 .162 -.872 .329

.820

2.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115 -.720 .326

4.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305 -.695 .547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513 -.658 .723

고유치 3.699 2.078

공통분산% 36.994 20.781

누적분산% 36.994 57.774

측도KMO =.791

의 구형성 검증치Bartlrtt , ²χ =1009.533, df=45, p<.001

표 5 정서조절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주관적 웰빙3)

주관적 웰빙의 측정도구는 서은국과 구재선 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2011)

를 사용하였다 이(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

질문지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 3 ,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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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부여하는‘ ’ 7 ‘ ’ 1

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7 .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 문항을 확인하였다 값으로 평가, 3 9 . Cronbach's Alpha

한 신뢰도 계수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으로 나타났다.699, .767, .710 .

요인 문항
요인적채치

공통분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긍정
정서

즐거운4. .812 -.036 .092 .441

.767편안한5. .788 -.023 .089 .416

행복한6. .582 .012 .060 .573

부정
정서

짜증나는8. .062 .732 -.070 .660

.710부정적인7. -.034 .656 -.094 .621

무기력한9. -.055 .617 -.133 .339

삶의
만족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해서 만족한다2. . .206 -.123 .746 .385

.699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해서 만족한다3. . -.023 -.273 .632 .43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해서 만족한다1. . .054 .038 .631 .541

고유치 2.278 1.992 1.636

공통분산% 25.308 22.130 18.178

누적분산% 25.308 47.438 65.616

측도KMO =.630

의 구형성 검증치Bartlrtt , ²χ =608.667, df=36, p<.000

표 6 주관적 웰빙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연구절차3.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은 년 월부터 개월간 연구자가 직접2016 11 4

승마장을 방문하여 승마 참여 이상 성인을 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20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직접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 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비밀보장에 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

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Self-administration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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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략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부였으며 완성된10 . 294 ,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총 부 중 불성실한 응답자료 부를. 294 14

제외한 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280 .

자료분석4.

자료처리는 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 ( , ,

도 을 실시하였다) .

둘째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 상관분석factor analysis) Pearson

을 실시하였다(correlation analysis) .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값을 산출하였다, Cronbach‘s Alpha .

넷째 자기결정성동기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방법을PROCESS for SPSS(V.2.13)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 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본분(bootstrapping) .

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를 통하여 규모의 가

상적 무선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

과의 존재가 통계적 무선 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Shrout &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으로 재 추출된 표본수는 개로Bolger, 2002). 1,000

정하였고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을 포함하, 95% 0

고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

다섯째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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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분석1.

전체 변수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 ,

산출한 결과이다 표 에서와 같이 평균은 에서 의 범위에 있었으며. < 7> 2.17 6.26 ,

표준편차는 에서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47 .56 .

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와 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2 7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은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간에 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7>

여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란 변수들 사이에 선형관계의 유무pearson .

를 나타내며 변수들 간의 정적인 혹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동기의 하위요인인, .

자율적 동기는 통제적 동기에 유의한 부 의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은 주관적(-) ,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 의 상관을 보였으며 주관, (+) ,

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부정정서에는 부 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통제적 동기는(-) .

정서조절과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 삶의 만족에 해서 부 의 상관, (-)

을 보였고 부정정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정서조절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에는 정 의 상관을 보였고 부정정서에는 부(+) ,

의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는 삶의 만족과 부정정서(-) .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과 부정정,

서는 부 의 상관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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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자율적동기 통제적동기 정서조절 긍정정서 삶의만족 부정정서

자율적동기 1

통제적동기 -.345** 1

정서조절 .388** -.231** 1

긍정정서 .414** -.246** .287** 1

삶의만족 .350** -.251** .296** .094 1

부정정서 -.150** .073 -.153* -.022 -.127* 1

M 5.97 2.17 5.25 6.20 6.26 2.24

SD .47 .56 .56 .51 .52 .49

표 7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N=280)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간의 매개효과 검증2.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1)

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먼저 자율적 동기를 독립변< 8> .

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식에서 자율적 동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Beta=.350, p<.000) (+)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자율적 동기를 독.

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정서조절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Beta=.388, p<.000) (+)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자율적 동기와. ,

정서조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삶의 만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Beta=.276, p<.000)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은 삶의 만족(+) , (Beta=.189,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p<.00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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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삶의 만족에 한 자율적 동기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

보다 세 번째 단계 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율적 동기(Beta=.350) (Beta=.276)

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자율적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는 통계적으로 유.074

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bootstrapping) .

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95%

값은 각각 과 로 나타나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 동기.0250 .1639 0 ,

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자율적 동기가 정.

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동기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이다 따라서 가설 은 지지되었다< 3> . 1 .

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자율적동기 삶의만족→ .386 .062 .350 6.223
(.000) .122 38.724 1.000 2.046

2 자율적동기 정서조절→ .460 .066 .388 7.018
(.000) .151 49.259 1.000 1.482

3
자율적동기 삶의만족→ .305 .066 .276 4.606

(.000)
.153 24.931 1.177 2.109

정서조절 삶의만족→ .176 .056 .189 3.146
(.002)

표 8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그림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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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2)

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9> .

이용하여 먼저 자율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

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식에서 자율적 동기 에(Beta=.414,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

두 번째 단계로 자율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정서조절 에(Beta=.388,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

족되었다 세 번째 자율적 동기와 정서조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긍정. ,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긍정정서(Beta=.356,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p<.000) (+) ,

은 긍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Beta=.149, p<.05) (+)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긍정정서에 한 자율적 동기의. 3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 보다 세 번째 단계 에서 감소하였(Beta=.414) (Beta=.356)

기 때문에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율적동기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058 (bootstrapping)

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95%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와 로 나타나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0202 .1204 0

때문에 자율적 동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

자율적 동기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긍정정서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동기가 긍정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효과가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이다 따라서 가설 는 지지되었다<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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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자율적동기 긍정정서→ .450 .059 .414 7.583
(.000) .171 57.506 1.000 1.935

2 자율적동기 정서조절→ .460 .066 .388 7.018
(.000) .151 49.259 1.000 1.482

3
자율적동기 긍정정서→ .387 .064 .356 6.074

(.000)
.019 32.522 1.177 1.934

정서조절 긍정정서→ .136 .054 .149 .2533
(.012)

표 9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그림 4.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모형

자율적 동기와 부정 정서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3)

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부정 정서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10> .

이용하여 먼저 자율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부

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식에서 자율적 동기(Beta=-.150, p<.012)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

었다 두 번째 단계로 자율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

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정서조절(Beta=.388,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p<.000) (+)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자율적 동기와 정서조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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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자율적 동기는 부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Beta=-.107, p<.095)

고 정서조절도 부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Beta=-.111, p<.084)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적 동기와 부. < 5>

정정서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은 기각되었다3 .

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자율적동기 부정정서→ -.155 .061 -.150 -2.536
(.012) .023 6.433 1.000 1.681

2 자율적동기 정서조절→ .460 .066 .388 7.018
(.000) .151 49.259 1.000 1.482

3
자율적동기 부정정서→ -.111 .066 -.107 -1.673

(.095)
.033 4.744 1.177 1.676

정서조절 부정정서→ -.097 .056 -.111 -1.735
(.084)

표 10 자율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그림 5. 자율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모형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4)

동기의 하위요인인 통제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11> .

이용하여 먼저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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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식에서 통제적 동기 에(Beta-.451,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

두 번째 단계로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통제적 동기는 정서조절(Beta=-.231, p<.000)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통제적 동기와 정서조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삶. ,

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통제적 동기는 삶의 만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Beta=-.193, p<.001) (-)

났고 정서조절은 삶의 만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Beta=.251, p<.002)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삶의 만족에. 3

한 통제적 동기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 보다 세 번째 단계(Beta=-.451)

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Beta=-.193)

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통제적 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258

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bootstrapping) .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와 로-.1174 -.0151

나타나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0 ,

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통제적 동기가 정서조절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동기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

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이다. < 6> .

따라서 가설 는 지지되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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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통제적 동기 삶의만족→ -.232 .054 -.451 -4.331
(.000) .063 18.761 1.000 2.073

2 통제적 동기 정서조절→ -.229 .058 -.231 -3.955
(.000) .053 15.644 1.000 1.336

3
통제적 동기 삶의만족→ -.178 .053 -.193 -3.345

(.001)
.123 19.435 1.056 2.176

정서조절 삶의만족→ .234 .054 .251 4.348
(.002)

표 11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그림 6.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모형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5)

동기의 하위요인인 통제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12> .

이용하여 먼저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긍

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식에서 통제적 동기(Beta=-.246, p<.000)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

었다 두 번째 단계로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

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통제적 동기는 정서조절(Beta=-.23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p<.000) (-)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통제적 동기와 정서조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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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긍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통제적 동기는 긍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Beta=-.190, p<.001) (-)

났고 정서조절은 긍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 (Beta=.243, p<.000)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긍정정서에 한. 3

통제적 동기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 보다 세 번째 단계(Beta=-.246)

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Beta=.243)

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통제적 동기가 긍정정서에 미.

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003

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신(bootstrapping) . 95%

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와 로-.1024 -.0182

나타나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0 ,

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통제적 동기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 ,

이 긍정정서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동기가 긍정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

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이다. < 7> .

따라서 가설 는 지지되었다5 .

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통제적 동기 긍정정서→ -.224 .053 -.246 -4.240
(.000) .061 17.978 1.000 1.873

2 통제적 동기 정서조절→ -.229 .058 -.231 -3.955
(.000) .053 15.644 1.000 1.336

3
통제적 동기 긍정정서→ -.173 .053 -.190 -3.280

(.001)
.117 18.282 1.056 1.914

정서조절 긍정정서→ .223 .053 .243 4.186
(.000)

표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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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모형

통제적 동기와 부정정서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6)

동기의 하위요인인 통제적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부정 정서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13> .

이용하여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주관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부정정

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식에서 통제적 동기 에 통계(Beta=.073, p<.225)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첫 번째 조건이 충.

족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및, Zhao, Lynch

이 과 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한 새로운 해석Chen(2010) Baron Kenny(1986)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총 효과모형을 제외한 완전매개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한 투입하여,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는 완전매개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통제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

한 회귀방정식에서 통제적 동기는 정서조절 에 통계적으로(Beta=-.231, p<.000)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적 동기와 정서조절을(-) . ,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통

제적 동기는 부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Beta=.040, p<.517)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은 부정정서 에 통계적으로, (Beta=-.144, 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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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에서 보(-) . < 8>

는 바와 같이 완전매개모델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통제적 동기가 부정.

정서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033

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bootstrapping) .

과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와95% .0050

로 나타나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는 통계.0718 0 ,

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은 지지되었다. 6 .

단계 경 로 B S.E Beta t(p)   F VIF
Durbin-
Watson

1 통제적 동기 부정정서→ .063 .052 .073 1.216
(.225) .005 1.478 1.000 1.677

2 통제적 동기 정서조절→ -.229 .058 -.231 -3.955
(.000) .053 15.644 1.000 1.336

3
통제적 동기 부정정서→ .034 .053 .040 .649

(.517)
.025 3.527 1.056 1.675

정서조절 부정정서→ -.125 .053 -.144 -2.356
(.019)

표 통제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13.

그림 8. 통제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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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이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의 행복을 이

루고 유지하는 방법 좀 더 생산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 감정을 함양하, ,

고 역경 극복 능력을 육성하는 방법 등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인 결과에 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권석만 박성영 하현주 또한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 , , , 2011).

는 바와 같이 긍정심리학에서도 목표와 동기 그리고 정서가 웰빙을 촉진하고 향상,

시키는데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과 자.

기결정이론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승마 참여자의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

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기가 정서조.

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동기와 정서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동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1.

자율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 자율적,

동기는 삶의 만족에 정 의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

족에 유의한 정 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

자발적이고 내적으로 지각되는 동기로 참여하는 승마 참여자가 정서조절이 강화요

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주관적 웰빙 지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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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강상원 이 만 이상 성인 남녀 명을 상으로 한(2011) 20 1000

연구에서 참여 동기와 정서적 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기가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균섭 은 승마 참여 동기가 정서양식 및 주관적 안, (2011)

녕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 정서조절은 삶의 만족과 높은 관계가 있,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자율(Jone & Gross, 2004) .

적 동기가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을 통해서도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시작하는 동기가. ,

물질적 보상이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

고자 하는 자율적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조절할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마 참여자들의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승마 활동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 정서를 느,

낄 수 있도록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2.

자율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 자율적,

동기는 긍정정서에 정 의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긍정정서(+)

에 유의한 정 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

자율적인 동기로 참여하는 승마 참여자들이 정서조절 능력을 높여 승마 참여가 이

루어질 경우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편안감을 느끼면서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정서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정서조절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는 미흡하나 학업적 정서조절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킨 연구 유지현( , 2012; Jone & Gro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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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Pekrun & Shephens, 2009)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상 적으로 높다는 연구 이서정 현명호( , , 2008), 긍정정서

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적조절 그리고 자기조절학습과, , ,

높은 상관을 보인다 정유나 는( , 2015) 연구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수록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긍정정인 태도 형성이 향상된다는 보고 이현희( ,

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이다2016)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조절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 Pekrun

는 정서 연구의 이론적 접근을 토 로 학업성취 및 학습과정과& Shephens(2009)

관련한 연구결과 정서조절이 정서와 인지 및 동기 변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는 효율적인 정서조절은 긍정적 정서의 증가와 부정적 정서

의 감소를 야기하여 인지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자율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3.

자율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 자율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부 의 직접영향은 있지만 정서조절의 매개변인 투입 후에는(-) ,

부정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율적 동기가 정서조절에는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의 자기결정이론(+) . Klohnen(1996)

에서 자기결정이 높은 사람은 정적인 정서와 자신(Self-Determination Theory)

감이 더 높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인관계를 보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

황적 요구에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자기결정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했을 때 경직되고 집요한 태도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헬스클럽회원의 참여 동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며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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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제 운동에 장기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어, 2003),

보면 즐거워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Scanlan & Lewtswait, 1984; Wankel &

운동에 참여하면 그 결과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Kreisel, 1985), (Snyder &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우울증 감소에 정적인 관계가Kenneth, 1990) ,

있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보아 자율적 동기가 정서조(Dunn & Dishman, 1991)

절에 긍정적 관계를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

어 볼 때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운동 참여시 많은 심리적 이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매개효과4.

통제적 동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통제적 동,

기는 삶의 만족에 부 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삶의(-) ,

만족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무감(-) .

및 자기결정 결핍인 통제적 동기로 참여하는 승마참여자는 정서조절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율성이 떨어지는 무동기와 외적 조절이 학습몰입 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윤소정 강승희 는 보고는 자기결정성동기 중 외부적 요인에 의한 통제적( , , 2012)

동기가 정서조절 통하여서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하.

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그 동기를 유지하고 실행하기까지는 많

은 자기조절이 있어야 하고 이외숙 학습자들의 학업과정을 논함에 있어( , 2015),

정서 가 간과될 수 없으며 정서적 측‘ ’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면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행동양식이나 동기변화를 이해하기는 어려

움을 시사한다 또한 천승현 은 체육교사의(Linnenbrink & Pintrich, 2002). (2012)

통제적 동기부여방식은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의 좌절시켜 학생들의 정서참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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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적 방식은 학생들의 흥미 호기심 재미, ,

등을 감소시키며 이는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의 좌절 및 불만족에서,

비롯된다는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5.

통제적 동기와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통제적 동기,

는 긍정정서에 부 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긍정정서(-) ,

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제적 동기(-) .

로 참여하는 승마참여자의 긍정정서는 정서조절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와 운동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를 많이 수반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유희적 요소로 인하여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와 는 운동에 참여하면 그 결과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Snyder Kenneth(1990)

고, 과 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취미활동보다는 신체활동에Lichman Posner(1983)

참여하는 것이 더 큰 기분상승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허지애 등은. (2017)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

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관련성을 찾아보면

(Andersen & Williams, 1998),
( , 1996).

( , , 1999; , 2006; ,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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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통제적 동기가 정서조절의 중요한 선행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고 정서조절이 긍정정서에 주요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통, ,

제적 동기가 긍정정서에 정서조절을 매개로 한 영향에 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

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통제적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6.

통제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지만 정서조절을 매개,

로 하여 긍정정서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 운동

에 한 동기가 낮은 선수는 부정적 사건과 스트레스에 보다 민감하고 운동과 관,

련된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신의 수행을 낮게 평가한다 다(Stenseng & Dalskau).

시 말하면 열정이 없는 선수는 자신의 운동에 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정서조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 Pekrun

는 정서연구의 이론적 접근을 토 로 학업성취 및 학습과정과 관Shephens(2009)

련된 연구에서 정서조절이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서와 인지

및 동기 변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와 손창숙 등이 정서 조절(2015)

과 학습동기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박중길과 김경원 의 연구에서 청소년 운동선수의 열정과 탈진의 관계(2013)

에서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 강박적인 열정보다 조화롭게 열정을 가

지고 스포츠에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탈진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

과를 도출하였지만 체육 분야에서 동기와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

과를 규명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여 향후 많은 연구들이 요구되며 본 연구를 통해

운동 참여자들의 동기가 정서조절을 통하여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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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과 자기결정동기 이론을 근거로 승마 참가자의 동기

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성인 명을 상으로 운동동280

기 척도 정서조절 척도 주관적 웰빙 척도를 통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 .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PROCESS for SPSS(V.2.13), ,

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 ,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동기의 하위 요인인 자율적 동기는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동기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동기는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

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동기의 하위 요인인 자율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부 의 직접 영향을 미쳤, (-)

으나 정서조절을 경유하여 부정정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넷째 동기의 하위 요인인 통제적 동기는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동기의 하위 요인인 통제적 동기는 긍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여섯째 통제적 동기는 부정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통제적 동, ,

기는 부정정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승마참여자를 상으로 만족스런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동기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효과성이 나타나며 결국 개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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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과 긍정정서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정서조절이 승마 참여자들의 주관적 웰빙의 지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심리적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참여자들의.

자율적 동기와 더불어 정서조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건강과 삶

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주관적 웰빙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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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questrian participant

Lee, Seung A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eok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questrian participants. To do thi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otivation,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that were distributed to 280 riding participa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nduct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using SPSS 18.0, PROCESS foe SPSS(V.2.13), and the following

major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gul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motivation and positive

emotions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gulation.

Third, autonomous motivation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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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but did not affect negative emotions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gulation.

Fif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otivation and positive emotions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gulation.

Sixth, The control motivation did not affect the negative emotions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otivation and negative emotions was fully

mediated by emo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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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참여자의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

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 조사.

는 승마운동 참여자의 동기와 정서조절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

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이 조사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들의. ,

생각을 솔직히 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소.

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하는 번호에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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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왜 승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승마에 참여하는 이유로 자신의? ?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는 때문에 승마에 참여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재미있기 때문에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활동이나에게중요하기때문에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왜 승마를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4.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승마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이승마에참여하는목적의식을잘모르겠다8.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승마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1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권유 때문에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승마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12.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승마를 계속해야 할지 내 자신에게 반문하고 있다13.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러분이 승마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느꼈는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일치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기쁨이나 즐거운 같은 긍적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

생각 는 것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감정을남에게드러내지않는다2.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3. ( ) ,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4. ,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5. ,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6.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7. ,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처해있는상황에대한생각을바꿈으로써나의정서를통제한다8.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9.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10. ,

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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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_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해서 만족한다________1) .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해서 만족한다_________2) .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해서 만족한다_________3) .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

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 .

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 점 에서부터 항상 느꼈다 점 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 (1 )’ ‘ (7 )’

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즐거운 편안한 부정적인________4) ________6) ________8)

행복한 짜증나는 무기력한________5) ________7) ________9)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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