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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꺼le PllI}X)Se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rotives for 뼈m。뼈tion of horseback
riding ammg ho""back riding club members at j<이u province. 1he infonnants were
145ho""back riding club rrembers. l1"，y answered an 따~ed question as냄19
them for theπ causes of ho""back ri이ng 뻐rti。대 tion The data，289 opet1-ß1ded
aI1S\뼈 '5，were 이a\\lIl from σ외1잉 ;pti이、5 of the ans、vers and were inductively con따1t
뼈yzed. Cont밍t 빼ysis or행1izes the 야JeI1-ß1d떠 answers into increasin링y more
complex themes and categories representing motives of 며rti。댐tion Results 01
inductive content 히버ysts on 갱9 answers obt허ned from opcn-ended questionr냉re
‘쩨.•id잉1tlfied22 5ub categories.8 genera1cate양ries and 5 tl1fffie5펴uded 1"，a1th
fitness moti、끼e，5∞매 motiv，ε education and jφ motive，cnjoyment풍eki.ng rrotive，
m파이'g connnunion with hors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얽，era1 며tegones
identlfied h않ith motives. followed by Îl1\itationfrom 5i맹퍼cant others. interest and
concem，fitncss care，뼈k;ng communion ，，;th hor잊'.hob이 and I않‘rre activlly.
educationa1program. 뻐d job 10m녕tion rnotives. futh rnale and fem:ùe riders rated
'"잉Jth motivation lactor as the mosl irnportant motive. Major motivation differed
aααding 10 age. Health in the ?IJ5. in\itation of 잉멍퍼cant Otl1erS.in the 30'5 and
h않lth in the 4().6)'5were rated as the most imp<πtantITD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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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마 료찍동기에 대안 귀닙직 내용문식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참여하며，지속하는지 그리

고 왜 스포츠를 그만두는지에 관한 문제는 지난 m
여 년 동안 스포츠심리학 분。벼 통기영역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관심주제 중의 하나이대문창

얄 김병준，최만식/문익수.，21αJ5) 통기 (motivatio미
는 스포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되어온 분

야이며 특히，코칭행동이나，운동지속/학습 및 수

행 동의 행동적 변인에 지대한 영호탤 미친다

(다lda，1989，V，려ler강，d，De미 & Ryan，198끼.
동기 (motivation) 란 다양한 의미(성격 이유 등)로

해석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동기는

인간의 행동 변수를 야기하는 근원으로 인간 행동

의 에너지이고 행동의 활성을 조절하며 행통의 옥

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심리적 요인이다{Deci &

Ryan，2000) 라고 한다 M뻐fredo & Driver(1996)
는 참여 동기는 사랑들이 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

로 참여하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결과를 이해히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강경모

(2뼈)는 이러한 동기파악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가 스포츠로 각광

받는 숭마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가 어떠한 벙주

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현대사회

는 웰빙(wel1-bein잉과 힐링 (he허m밍을 위해서 많은

시간올 자연에서 보내고자 자연으로 떠나곤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한 몽과 마음을 가진 인간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기

술이 국민소득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많은 현대인들

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용의 방법

올다양화하고있다

특히，여가스포츠는 여가 영역 중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신

체적 건강과 체력 향상의 신체적 기능，정신력의

원천을 재생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갖게 하는 심리

적 기능，인간관계의 조화적 태도와 기술을 익히게

하는 사회적 기능 문화�창조의 기능，잠재능력의

표출올 도와주는 자아실현의 기능 동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양영환2αXJa).
또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여가스

포츠의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가

스포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승마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스

포츠이며/도전의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기목적적 활동{autotelic activity) 이다 많은 도시

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올 향상시키기 위해 숭마

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최근 생활수준의 향

상과 여가수요가 다양화 되면서 숭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각계각충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고있다

’숭0]-'는 근력/근지구력/조정략 평형성，유연성 동

의 체력요소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운동 부하가 전신

에 작용함으로서 신채적 운동의 효과가 크며，쾌락적

플거웅，감정호전 현샘 fe티 better p따m떠 1011)，성취

욕구 퉁을 고양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시

키는 정호!{catharsis) 기능올 제공할 수 있는 자연스

포츠 (ecosport) 이대양명환 2αXla)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의 여가선용 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2011.3.9) . 시행(2띠1.9.10)합으로서 승

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c뼈년 이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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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관점에서 보는 레저 스포츠는 단순히 보고 즐

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즐기는 형태로 변

해왔다.이처럼 개인의 여가시간 증대와 함께 국내

승마산업이 양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올 하고 있어

향후 레저스포츠로서 승마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고 말할 수 있대납인수 l 김영0]，2011).
한딴 전술한 바와 같이 동기의 기본적 문제는

행동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방향은 선택 또는 선호와 관련이 있으며r 강도는

생리적 각성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사랍들은 왜 스

포츠에 참여하고，왜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참

여하는데 반해 어떤 사랑은 적당히 창여하는 것일

까?이러한 문제는 모두 참여동기의 문제로 운동행

동의 핵심적인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건강상의 혜택을 근거로 하여

건강과 체력관련 유인툴 (incentives)에 주목하였지만

이러한 요인에만 집중히는 것은 활동 참여를 이해

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함을 주장하였대양명

환i 21αXJa).예를 들어，W뻐kel(l985) 은 운동을 시작

하는 동기가 건강 체력과 관련된 동기라고 인정하

였지만 r 운동 프로그랭 참여를 지속하는 개인들은

중도에 탈락한 사랑들에 비하여 사회적，위락적 이

원recreation머 re잃ons)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도밝혀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스포츠 및 여가활동 참여동

기 요인들에 대한 선행운헌툴(양영환，1994，21αXJa;

정용각 I 1998; 정용각 동，2003，박태준 동"2CXJ4，
최하얀， 2010 풍)의 결과를 보면 l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의 요인으로 창여동기 요인올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윷 살펴보연 건강 •체력，

즐거움(재미)，사회적(대인관계)요인을 들 수 있으

며，성취감I 기술발달(학습)동의 요인들도 빈번하

게 출현하는 요인이다 또한 종목의 특성이나 창여

김용수 믿빽준 oo~왼

자에 따라서도 동기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숭마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숭마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

정신적인 면익이 무엇이고/승마 참여가 삶의 질

개선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송마의 효과가 긍정

적인 결과와 연회를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

적이고 심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숭마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이유들을 범

주화하고자 한다.특히 참여통기 요인들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영호탤 받기 때문에

특정한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특유의 참

여통기를 분석하는 노력이 펼요하다고 본다.따라서

여가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인과 승마에

서 독특하게 출현하는 동기틀을 파악함으로써 여가

스포츠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동기모형을 개발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숭마 참여동기는 어떠한 요인구

조로 범주화될 수 있올까?둘째 숭마 참여동기 요

인들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가?

11. 연구$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들이 숭마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

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숭마장에서 승마를

하고 있는 성인 150명이었다.이 중 옹답내용이 불

성실 하거나 웅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5부를 제외

한 총 145명의 자료만올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최

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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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마 ei찌동기에 대만 귀닙적 내용문식

표 1 연구대상

연령 닝 계

20대 미만 2 ( 267%) 2 ( 286%) 4 ( 276%)
20대 11(14.67%) 11(15꺼%) 22(15.17%)
30대 13(17.33%) 18(25기%) 31(21.38%)
40대 22(29.33%) 25(35기%) 47(3241 %)
50대 22(29.33%) 11(15꺼%) 였(2276%)

60대 이상 5 ( 6.67%) 3 (4.29%) 8(5.52%)
계 75 m 145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송마 참여자들의 칩여 동기를 탕색하고

자 개방형 문항으혹 구성된 질운지를 사용하였다 참

여자들에게 ”선생님께서 승마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

인 동기 또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7’라는개방형 질

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2개씩만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질문지에는

성，연령 동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제주도내 숭마장을 방

문빼 숭마에 칩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옥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대상"1-에게 질문지를 배

부하기 전에 응답의 자율성과 연구윤리에 대하여 안

내하였다.옹답내용윤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으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privacy) 가 침해되거나 거부의사가 있을 때는 응답

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질문지는 배포하고 작

성 후 현장에서 즉시 회수히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승마 참여자

들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이 연구는 질

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귀납적 내용분석 (inductive

content 러녕lysis) 방법올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방

법이 가설로부터 시작해 이를 검증히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반연에 내용분석 방법은 비구조

화된 탐색 자료가 합축하고 있는 에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히여 해석합으로써

자료의 특성올 체계걱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

다{Neuendorf ，2002; Krip야ndorff ，2004)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처1 쟁9개의 웅
답에 대해서 분석되었으며，이를 위해 자료의 정리，

개방형 코영(open codin 잉/ 자료의 범주왜。 ealing

categories) ，주제추출 (abstraction) 의 최종범주 확정

의 단계를 거쳤다떠 0，Kyngas ，2007) 구체적으로

스포츠심리학과 질척 연구에 대한 지식올 갖훈 3명

의 전문가틀이 개별적으로 응답자들의 반옹에 친숙

해지도록 원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였으며 1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기술된 원 자

료로부터 출현한 주제를 정의하는 귀납적 축조과정

은 개념적으로 양적연구의 요인분석 (factor analysi 히

절차와 유사하다. 그 과정은 원 자료를 근원적인

동질 (underlying uniformities) 주변으로 범주화시키

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근원적인 퉁질은 출현한 주

제들을 의미하여，군집화{clustering) 는 유사한 의미

를 갖는 자료틀을 하나로 묶고，상이한 의미를 갖

는 자료들은 분리시키기 위하여 각 원 자료들을 모

든 다른 원자료 및 출현 주제들과 비교하고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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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치를 말한대 Patton ，1980).
제 1저자는 공동 연구자플과 동일하게 원자료를

엑셀프로그랩에 전사하였으며 1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전사된 자료를 각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고려한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회의를 통해 대략적

으로 비슷한 개념을 묶으면서 자료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준 또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올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

적으로 협의하였다.

기술된 원 자료 확인을 시작으호 각 주제수준들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상향군집이 이루어지는 귀납적 내

용분석의 모든 단계들은 개념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1 이 과정에서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 을

통해서 연구진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견

이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자간의 합의가 도출될 때

까지 토론을 계속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111. 연구결과

1. 융마 짙여자의 집여도기에 대만 귀닙적

내용문석

〈표 2>는 승마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

으로부터 얻은 참여동기 원자료 총 짧9개를 귀납적

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2897~의 원자료들은 22개의 세부적인 1차 주제

로 범주화 되었고 다시 건강，운동을 통한 체력관

리，주요타자 권유，교육프로그랭/ 직엽적 특성，흥

미 •관심，취미 •여가활동，알과의 교감형성의 일반

적인 8차원의 2차 주제로 귀넙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8가지 일반영역의 치원들올 건강�체력 동지

사회적 동기，교육 •직업적 동기，즐거웅 추구 동 7]，

교감형성 동기의 5가지 고차영역으로 귀납하였다

김용수�믿빽준 $영왼

전체적으로 승마 참여동기에 대한 응답빈도를 일

반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건강，재활승마 관심/

스트레스해소 및 정신건강，자세교정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건강영역의 응답수가 69개로 전체의 23.9%

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범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주요타자 권유，사교 통기 l 동반자 동기의 세

부영역으로 구성된 주요타자 권유영역이 17%를 차

지하였고，호기심 및 개인적 관심，새로운 스포츠，

고급스포츠 빛 회소성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흥미

관심영역은 13.8%를 차지하였다 체력，운동，다이

어트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운통을 통한 체력관리

요인이 13.5%를 차지하였으며， 애마와 일체감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말과의 교강형성요인은 10.4%，취
미 빛 여가활동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취미 여가

활동영역은 9.7%，교육프로그램， 지역적 특성의 세

부영역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영역과 지도자

자격증，직업/숭마산업 활성화의 세부영역으로 구

성된 직업적 특성 영역은 각각 5.9%의 반용빈도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1) 일반영역의 내용구성

2897ij의 옹답내용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거

쳐 추출한 8가지 일반 영역별 1차 세부영역과 원

자료 표본들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일반영역의 건강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하여，건강관리 동의 목적을 가진 건강의

세부영역，재활승마에 대한 관심 동의 재활승마 관

심 세부영역，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정서함양，정신

적 치유 풍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세부영역/

체형교정，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해서，숭마로 인한

신체교정 풍의 자세교정 세부영역의 동기로 구성된

응답유형들이다. 참여 통기 전체사례 중 23.9%가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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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마 gsκ꺼흉기에 대만 귀닙적 내8문식

표 2 승마 장여동기 내용 분류

원지료 {1서지|부주영제익) (2일치\:!'주영제역) (3고차지주영지익1)

건강한 생활을 위해세 건강증진용 위하여 건강관리/몽에 좋아서，주기적인 숭n댐똥
응→퉁한 건강판 L 건강운동으로 최고라 생각핍，본격셔으로 숭아입운 이유는 건강의 건강(죄)
옥적

재원숭마에 대한 관싱t 재활송 cf에 판심이 많아 숭아효과에 대해 직접 셰험이 필요해서 재판활싱숭(3아) 건갱 θ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정사힘방，힐링，정신건강에 많용 도융 왼다，정서적인 안정강응

스정트신해건스강해n소5)
(깅9%)

알을 통하여 영기 위*예 정신적인 치유 효과가 아주 효과석입니다
건강체력

체，형허괴리정교，바정，른자자에세교정교에정융위해세 숭아호 인한 신체교정，척추 측안증을 고치기 위
해 좋다고하여

자에교정 (1끼 동기

세력단E 체력판리，셰력중간 근력 키우기 위해，운동에 대한 감각이 둔한 연이라 운
제역어)

동신경올 키우고 싶어서 숭마툴 용한 운동량의 증대
운동이 되기 때문에，운동의 효괴음 얻기 위애 전신운동의 필요성，공프대안 운동으로

운동올용한

시작，나이가 툴어도 할 수 있는 운동1 운동 효과가 좋다고 히여서 윤동이 되기 때문에
운됨 22) 셰력판리(왜

체위중해감서(량다，이다어이트어)트옥석 체중감소 다이어트에 좋다고해서 다이어트 옥석 운동하기
(13.5%)

디이어팀이

사무실 직원의 권용로 친구의 권유，부인의 권유에 의해세 낭연이 언저 취미활동으혹
수요타자

하연서 권유함，부모님의 권유，주연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교판닝의 권운 이모의 인
권-ftj3기

도로숭아시작 주요타자
숭아인과의 교류 안냥，직장 동호회，숭 c)통호회‘같온 관심분야용 가진 다릎 사람틀과 권-l\{4키

사회적

의 교류의 용이하기 때문에
사교 동기 (4)

(17.0%) 풍기

기친족구가{냥연하길래，부우동얀 아빼가 일응 타는 것을 보고 자녀 교육 때운에 같이 장여， 동안샤동개비
아이틀)공룡의 A포츠 환동옹 위해

숭아교육에 참여하었다가 시작하였용，평생교육원 학교에서 수업응 용해，생활셰용에 교육프11후3)그햄 교육프로그램
서 우료숭아교용이 있다고 해세 체험 숭마 후 판심이 생깅，배우는 재이가 있옴

제주는 알 타기가 쉬워세생숭각마를정하기 쉬훈 지역적 륙상 제주에서 얘헝숭아 제주
(1끼

의 여건과장어용련다고
지역적 흑성(4) (5.9%)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특，폴로경기 죠액 위해세 아이용 진로운제로 접하게 지도자(잉자격증 교육직엽적
되었습니다

직영척인 이유로 직업적 특성상，칙장에서문의우{숭호마기)십，망 판련 엽총이라서 자연스럽게 직엽적
동기

정하게 되었다 직업으로 선댁 직잉에서
직업선택(에

륙성 1끼
숭마툴 환성화하기 없얘숭아산업 발선 때저활동 중 숭.p~앙 말 퉁 기초척인 여건

숭 c) 산엽
(5.9%)

구재비고차및원숭마 인구 저연@대 도웅，마소}업욕구지정 판련해서 도챙공무원의 숭아인식 딴성회{4)

명소 숭C에 대한 관싱，용이，스스로 판심이 있어서，앙에 대한 판심이 평소 않아서
개인적 판싱(뻐

숭마용 시작，재미있어보여서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고 싶어서 새로운 스포츠 굉집t 새로운 스포츠 도전 새로운 스

흥미‘판싱

포츠에 대한호기싱
호기심 (3) (4이

냥틀이 하지 않는 것 고급스포츠라 생스각포해츠세리}서요즘 귀족스포츠라는 숭아용 배워보고
(13.8%) 즐거웅

자 회소한 용동‘냥틀이 않이 뺑니른
희소성(기 추구옹기

부부가 증기는 취미즐 갖고 싶어서 생활체육 빛 에포츠활동，취미활동，취미생활 갖고
취매 19) 취미�여가훨

자취마취미생활
여가황용，여7얘엄용 증기고자 여7냉양， 주앙 여7냉동， 제주에서의 여가황동 여가양훔이

동{뻐 β7%)

망이 좋아서 계속하게 휩，동웅 을 좋아해세 딸과 진해서 앙이 좋‘아서망과의 고l~ 아
좋아서，통몽궐 좋아하는 연이라，동웅웅 좋아해서，어렬 적부터 딸이 좋아서 숭U)를 얘애 12) 앙과의
하게됨 교감형성 교갑형성
앙과의 교강이 좋아세 동웅과 함께힐 수 있는 스포츠여세 자연에서 동몽과{일)함께 (삐 동기
같길 수 있어서 말과 호홉하며 동강1소퉁)할수 있어서 좋다，말과 차연과 사랑이 하 일깨강(1히 (10.4%)
나되는모습이 좋아서

합계 18세부1100영%역)(28에 8요인@이
(1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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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동기 때문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3>과 같다

(지운동올 통한 체력관리

일반영역의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는 체력단련

체력관리 I 근력을 키우기 등의 목적을 가진 체력의

세부영역，운동이 되기 때문에，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에 전신운동의 필요성 등의 운동 세부영역，체중

감량，다이어트 목적의 다이어트 세부영역으로 구

성되었다.참여 동기 전체옹답 중 13.5% 를 차지했

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4>와 같다

(3) 주요타자의 권유

표 3 일빈썽역 건강

김몽수 믿멕{준 "0.몽&

일반영역의 주요타자 권유는 사우실 직원의 권유

로 친구의 권유，부인의 권유에 의해서 퉁 주요타

자의 권유 세부영역/ 승마인과의 교류 만남l 직장

동호회 동의 사교 통기 세부영역，친구가 하길래，

부부동반 동 동반자 동기 세부영역으로 주변의 권

유 및 사교 때문에 참여한다는 이유들로 구성되었

다 참여 동기 전체 웅답사례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구체적인 옹답 내용은 〈표 5>과 같다

(4) 교육프로그램
일반영역 교육프로그램은 숭마교육에 참여하였다

가 시작하였음， 평생교육원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동 교육프로그랩의 세부영역 제주는 말 타기가 쉬워

세 승마를 접하기 쉬운 지역적 특성 둥 승마 교육올

원자료 세부영역 일빈썽역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건강층진을 위하여，건강관리 몸에 좋아서，주기적
인 숭마활동을 통한 건강관리，건강운동으로최고라 생각됨，본격적으로 숭 건강j34)
마입문 이유는 건강의목적
재활숭마에 대한 관심，재활숭마에 관섬。l 않아 숭마효과에 대해 직접 체

재활숭마판심(에
험이 필요해서 건강j!:B)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정사함양，힐링，정신건조써1 많은 도웅 된다，정서적 스트레스해소

(깅9%)
인 안정강올 말올 통하여 얻기 위하여t 정신적인 치유 효과가 아주 효과적 정신건강j15)
입니다
체형교정，바른 자세 교정을 위해서，숭마로 인한 신체교정/척추 측만증올

자세교정(1끼
고치기 위해t 허리교정，자세교정에 좋다고 하여

표 4 일반영역 운동을 통한 체력~b=.1
원지료 세부영역 일~영역

체력단료 제력판리，셰력증진 근력 키우기 위해，운동에 대한 감각이 둔한 체력(8)
편이라 운동신경올 키우고 싶어서，숭마를 통한 운통량의 증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전신운동의 필요성，골프대 운동올통한
안 운통으로 시작，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운동 효과가 좋다고 하 운동(22) 체력관리(39)
여서，운동이 되기 때문에 (13.5%)
체중감량t 다이어트 목석 체중감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 목

다이어틱에
적，운동하기 위해서(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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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받올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되며，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숭마에 참여하는 옹답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침여 동기 전체응답 중 5.9%

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6>와 같다.

(5) 직업적 특성

일반영역 직업적 특성은 지도자기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등 지도자 자격증 동기 세부영역 직업

적인 이유로， 직업적 특성상 퉁의 직업 세부영역，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승마산업 발전 퉁 승마

표 5 일빈영역 주요타자 권유

산업 활성화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며/ 숭마를 통하

여 직업이나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유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 참여 동기 전체사례 중 5.9%를 차지

하였으며 구체적인 옹당 내용은 〈표7>과 같다

(6) 흥미�관심

일반영역 흥미 •관심 영역은 평소에 숭마에 대한

관심 t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호기심/ 홍미 둥 개인

적 관심의 세부영역，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고 싶어

서/새로운 스포츠 관심/ 새로운 스포츠 도전의 호

원자료 세부영역 일 \.'l'영역
사무실 직원의 권유료 친구의 권유l 부인의 원유에 의해서1 남편이 언저
취미혈통으로 하면서 권유함，부모님의 권유，주변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 주요타자권원 3끼
교관님의 권유，이모의 인도로 숭마 시작

주요타자 권헤 :49)
숭마인과의 교류�만냥，직장 통호회，숭마동호회，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다
른 사랑들과의 교류의 용이하기 때문에

사교 통기 (4) (17.0%)

친구가 하길래，부부동반，아빠가 말올 타는 것올 보고 자녀 교육 때문에
동반자동기(에

같이 참여，가족{남연아이들)공통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표 6 일E영역 •교육프로그램

원자료 세부영역 일~경역

숭마교육에 창여하였다가 시작하였음 t 평생교육원 학교에서 수업을 통~R，
생활체육에서 무료숭마교육이 있다고 해서，체험 숭마 후 관심이 생김，배 교육프로그램 (1에

교육프로그햄 (1끼
우는재미가있음

제주는 말 타기가 쉬워서/숭마를 접하기 쉬운 지역적 특성，제주에서 체험
(5.9%)

숭아 제주의 여건과 잘 어올련다고 생각
지역적 특성 (4)

표 7 직업적특성

원자료 세부영역 일~영역

지표i자가 되기 위해서，자격중 취득，폴로경기 참여 위해서/아이들 진로문
지Bt.자격링히

제로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직업적 특성상 직장에서의 호기성 t 말 관련 업종이라서
직업 (8) 직엽적 특성 (1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직업으로 선택 직장에서 근무{숭마)

숭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1 숭마산업 발선 레저활동 중 숭마장 말 동 기초
(5.9%)

적인 여건 구비 및 숭마 인구 저변확대 도웅" 01-'산업 특구지정 관련해서
숭D~J엽

도청공무원의 숭마인식 제고차원
활성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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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 세부영역，남들이 하지 않는 것 고급스포츠라

생각해λt 귀족스포츠라는 승마를 배워보고자 l 희소

한 운동 동 고급스포츠 및 희소성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전체 응답사려1 중 13.8% 를 차지하였으

며l 구체적인 옹답 내용은 〈표8>과 같다

끼취미 및 여가활동

일반영역의 취미 여가활동은 부부가 즐기는 취

미를 갖고 싶어세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생활체육

및 레포츠활동 둥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의 세부영

역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은 참여통기 전체 옹답

사례 중 9.7%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8 일반영역 흥미�핀냄

김용수 믿빽준‘$영왼

〈표9>와 같다

(8) 말과의 교감형성

일반영역의 말과의 교감형성은 말이 좋아서 계

속하게 됨，풍물을 좋아해서， 말과의 교감이 좋아

서 동 애마의 세부영역과，통불과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여 서/말과 호홉하며 동감(소통)힐수 있어

서 좋다，말과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모습이 좋

아서 동 일체감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말과의

교감형성 동기는 참여통기 전체응답 중 10.4% 를

차지하고 었다 구체적인 웅답 내용은 〈표 10>와

같다.

원자료 세부영역 일빈영역

명소 숭마에 대한 관심，홍마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말에 대한 관심이 명 개인적 관심(3이
소 않아서 숭마툴 시작，재미있어보여서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고 싶어서，새로운 스포츠 관성t 새로운 스포츠 도선

흥미 관심

새로운스포츠에 대한 호기싱
호기심(3) (때)

남등이 하지 않는 것 고급스포츠라 생각해세 요음 귀족스포츠라는숭마를
(13.8%)

배워보고자 회소한 운동，남들이 많이 안동1는 스포츠라서
회소성(7)

표 9，일~영역 �취미 여가활동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

부부가 즐기는 취미를 갖고 싶어서1 생활체육 및 레포츠활동，취미활동，취 취미(1키 취미 여가활동
미생활 갖고자 취01，취미생활 (28)
여71'활용t 여가생활올 즐기=h 여가생활，주말 여가활동，제주에서의 여 여가활됨에 (9.7%)
가활똥，

표 10‘일\01쩡역 일과의 교감형성

원자료 Ajl부영역 일~영역

말이 좋아서 계속하게 됨，동울올 좋아해서 말과 친해세 말이 좋아서 말
과의 교감이 좋아서，동물을 좋아하는 연이라，동울을 좋아해서，어링 적부 애마{12)

말과의
터 말이 좋아서 숭마를 하게 됩
말과의 교강이 좋아서，동울과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여서 자연에서 동울

교강형성(30)

과{말)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말과 호홉하며 동쇄소통)할수 있어서 좋다， 일체갱1에
(10.4%)

알과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모습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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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연령에 따른 참여 동기 빈도분석

〈표11>은 성별에 따라서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

과이다 남성인 경우는 건강 동기가 34개(23.1 %)로

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고/그 다음 흥미 •

관심 동기 (16.3%) ，주요타자 권유 (14.3%)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 동기 (12.2%) ，취미 �여가활동 동기

(11.6%) ，말과의 교감 동기 (8.8%) ，직업적 특성 동

기(7.5%) ，교육프로그램 동기 (6.1 %)의순으로 나타

났다 여성인 경우에도 건강 동기가 357H(24.6%) 로

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고，그 다음으로 주요

타자 권유 동기 (19.7%) ，운동을 퉁한 체력관리 동기

(14.8%) ，말과의 교강형성 동기 (120%) ，흥미 관심

동기 (11.3%) ，취미 �여가활동 동기(7.7%)，교육프로

그램 통기(5.6%)，직업적 특성 동기(4.2%)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2>는 연령에 따라서 참여동기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이다 20대 미만은 주요타자 권유 동기

(75%) 가 가장 높았고/취미 •여가활동 (25%) 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20대인 경우 건강 동기 (23.4%) 가 가

장 중요한 동기였으며， 그 다음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 동기，주요타자 권유동기，말과의 교감형성 동

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적 특성 통기

표 11 성멸에 띠른 침여 동기 빈도운석

영역
성열

남 여 전체
건강 34(Zl.l %) 35(24.6%) 69(23.9%)
운동을통한체력관리 18(122%) 21(14.8%) 39(13.5%)
주요타자권유 21(14.3%) 28(19.7%) 49(17.0%)
교육프로그램 에6.1%) 8β6%) 17(5.9%)
직업적특성 11σ5%) 6(4.2%) 17(5.9%)
흥미 관심 24(16.3%) 1이11.3%) 4이13.8%)
취미 여가활동 17(11.6%) 11(77%) 28(9.7%)
말과의교갑형성 13(88%) 17(12이 3이10‘4%)
전체 147(100%) 142(100%) 28%00%)

표 12 연렁에 따른 잠여 동기 빈도원

연렁
영역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이상

건강 이0.0%) 11(경4%) 11(18.3%) 25(26.9%) 1끼26.2%) 되25.0%) θ끼깅9%)
운동을통한체력관리 이0.0%) 지14.9%) 8(13.3%) 13(14.0%) 7(10.8%) 아20.0%) 39(13.5%)
주요타자권유 3(75%) 기14.9%) 14(23.3%) 11(11.8%) 12(18.5%) 2(10.0%) 4익17.0%)
교육프로그랭 ”…1뼈 객6.4%) 이0.0%) 7(7.5%) 어:9.2%) 1(5.0%) 17(5.9%)
직업적특성 이0.0%) 6(128%) 3(5.0%) 3β2%) 히7.7%) 이0.0%) 17β9%)
흥미�관심 이0.0%) 4(8.5%) 11(18.3%) 1이17.2%) 어9.2%) 이15.0%) 4어13.8%)
취미�여가활동 1(25%) 2((4.3%) 이8.3%) 어9.7%) 에123%) 객15.0%) 28(9.7%)
말과의교강형성 이0.0%) 7(14.9%) 8(13.3%) 어9.7%) 4(6.2%) 2(10.0%) 30(10.4%)
전체 4(100%) 4끼100%) 60(100%) 93(100%) 65(100%) 20(100%) 2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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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흥미 •관심 동기 (8.5%)，교육프로그램 동기

(6.4%)，취미 •여가활동 동기 (4.3%)의 순으로 나타났

다 30대인 경우는 주요타자 권유 통기 (23.3%)가 가

장 중요한 동기였으며， 그 다음 건강/홍미 •관심

동기가 각각 18.3%로 나타났다 이어서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 동기，말과의 교강형성동기 (13.3%)，취미 •

여가활동 동기 (8.3%)，직업적 특성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인 경우는 건강동기 (26.9%)가 가장

중요한 동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홍미 관심통기

(17.2%)，운동올 통한 체력관리 동기 (14.0%)，주요타
자 권유 통기 (11.8%)，취미 •여가활동/말과의 교감

형성 동기 순으료 나타났다 50대인 경우 역시 건강

옹기 (26.2%)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출현하였으며，

주요타자 권유 동기 (18.5%)，취미 •여가활동 동기

(123%)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 동 71(10.8%)，흥미
관심 동기，교육프로그램 동기 (9.2%)，직업적 특성

동기σ.7%) ，말과의 교감형성 (6.2%)동기의 순으로 나

타났다 60대 이상인 경우에서도 건강，25.0%)이 가

장 중요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l 운동올 통한 체력관

리 동기 (20.0%)，홍미 •관심통기，취미 �여가활동 동

기(15.0%)， 주요타자 권유동기， 말과의 교감형성

(10.0%)，교육프로그랭 β0%) 의 순으로 나타났다.전

체적으후 볼 때/건강동기(경.9%)가 숭마를 하는 가

장 중요한 동기로 확인되었으며， 그 디음으로 주요

타자 권유 동기 (17.0%)，홍미 •관심 동기 (13.8%)，운
동을 통한 체력관리 동기 (13.5%)，말과의 교감형성

동게 10.4%)，취미 �여챔동 동기 (9.7%)，교육프로
그램，직업적 특성 동기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승마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요

인들올 확인하고 표준화된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김용수 믿빽준 00'몽왼

초기 작업올 수행히는데 있다 2897H의 원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22개의 세부영역으

로 벙주화하였고，다시 건강，운동을 통한 체력관리，

주요타자 권유，교육프로그램 l 직엽적 특성，홍미 •

관심 l 취미 •여가활동， 말과의 교감형성의 8차원의
일반적 영역으로 귀납하였다 마지막g로 이 8가지
일반영역의 차원들을 건강 •체력 동기，사회적 동

기，교육 •직업적 동기/즐거움 추구 동기 교감형

성 동기의 5가지 고차영역으로 귀납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에서도 건강 �체력과 관련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참여 이유로 평가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결

패양영환， 1994，2αm ，정용각; 1998; Wankel，동
(1985)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주요타자의 권유나 교육프로그랩 참여，흥미

와 호기섬 동 관심，여가활동 동의 요인은 일반적

인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인들임으로 알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동기요인으

로는 자격증 취득，지도 ;.<h 직업선택 풍의 직업적

특성 동기와 말과의 일체감，교감형성올 위하여 참

여한다는 동울과의 교감동기들이다. 이러한 요인들

은 다른 스포츠나 여가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 본

연구의 특유한 동기플로서 호택 승마산업이 활성화

되고 발전함으로써 전문 직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숭마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i자

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말현왼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숭마는 생명이 있는 말과 일체가 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옹 지닌 운동이고 말을 사랑하는

정서가 없으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동울과의 교감이 중요한 운동이라고 평가된

다.자연에서의 말과 하나가 되어 즐기는 자기목적

적인 여가활동으로서 승마가 인간에게 심미적인 즐

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말을 애호하는 자세가 전제

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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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운동을통한체력관리
주요타자권유
교육프로그랩
직업적특성*
호기심 및 개인적관성
취미 및 여가활동
말과의교강형성*

융마 을κ져흉기어| 대만 귀닙적 내용운식

표13. 잡여동기연구들에서확인된요인들
Federick &

본 연귀2014) 매없(19잃)
승마잠여자 신체맡통동기

건강
외모
사회적상호작용
스트레스해소
즐거웅
도전
기술발달

성취
개인적 안쪽

‘이요인은본 연구의독특한.a인잉

ScIln잉(용f 등{2013)
위락적트레일승마 와연결된
톰기를과갈틈요소툴

경관구경
자연과의친교
일상적삶의요구로부터해방
자연경험
새로훈 것 탐색
육체적휴식
육체적운동
동호인틀과의만남
정신적휴식
스렬과흥분추구

잉병흰{없 XJ)
윈드서핑참여동기

학습동기
정화동기
친화동기
건강/체력동기
플거웅동기

이러한 독특한 요인들은 승마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올반영하는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숭마 스포츠에 참여

히는 사랑들에게 참여동기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스포츠 참여동기와 공

통적인 다양한 동기들이 확인되었고/또한 숭마 고

유의 독특한 동기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기가 충족되고 승마 활통이 가치 있는

경험으로 지각된다면 준거인 부재 동기부족과 같

은 제약 요소들이 감소할 것이며，참여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생

활체육 숭마동호인들올 대상으로 1경부가 조사되었

으며，25부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승마트레킹을 하

기 위해서 제주도내 숭마장을 찾은 동호인들올 대

상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히며 추후연구에서는 전국

에 분포되어 있는 승마장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숭

마동호인들에 대한 참여동기 연구가 심도있게 이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승마를 지속해 l
못하게 제약하는 장애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그리고 참여를 지속하면서 참여하는 동기틀이

어떻게 수정되고 승마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연구함으로써 숭마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표

본은 승마통호인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

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추후에는

종단적인 기법을 활용하거나 l 심층면담을 통한 질

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숭마산업

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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