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및 목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

란 구나 소망하는 것이다. 어느 구도 불행한 삶을 원

치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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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 정서 행복감연구로서 주요 모집단은 232명의 승마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스

포츠 참여자들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첫째, 주요 변수의 요인 추출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상 을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

을 실시하 으며, 셋째, 본 연구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 다. 이외에 주요 측정도구에 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여 내 일치도(Conbach’s α)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은 IBM SPSS 21.0 로그램과 IBM AMOS 21.0

로그램을 활용하 다. 이 연구는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와 정서, 그리고 행복감의 인과 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가 정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과거회상은 부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 미쳤고, 미래기 는 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미래기 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마참여자들의 정서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정 정서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어 : 향유, 행복감, 승마, 내 일치도, 경로 분석, 탐색 요인분석

Abstract This study regards the savoring, emotion and happiness of 232 equestrians who participated in leisure sports horse 

riding. Fir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tract the main variables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tudy. Seco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Third,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the final result of this study. In addition, we conducted 

a reliability analysis of major measurement tools to determine internal consistency(Conbach's α) utilizing IBM SPSS 

21.0 and IBM AMOS 21.0. The results show that past recal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negative emotions and future expectations had a negative impact on positive emotions. Also, future expectation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uphoria and positive emotions had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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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가? 여러 연구자들은 행복한 삶에 해 일상생

활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 고[1,2], 여가활동과 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여가스

포츠 활동이 인간으로 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다. 즉, 여가스포츠 활

동 참여는 일상 삶에 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3-5].

특히, 본연구에서는승마에 을 두고자하는데, 승

마는 다른 여타의 여가활동과 다르게 일상의 경쟁 삶

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연을 만끽함으로써해방감을 느

끼고, 말과의 호흡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 행복감을 느

낄 수 있는 최 의 여가스포츠 활동이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 스 해소를 통해자신감과성취감,

심리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웰빙 스포츠라고 하

다[6-13].

이와 같이 여가스포츠로써 승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를 이고, 즐거움이나 만족, 그

리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있어 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복감을 보다 능동 으로 증진시키

기 한 방안으로 향유하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즐거움을 극 으로 찾아나

가는 과정을 통해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한이해, 그리

고 행복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14]. 이에 복

잡하고 경쟁지향 인 사회에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으로 향유하기에 한 학술 심

이 높아지고 있다.

향유하기는 자신의 정 경험을 통해 지각된 즐거

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정 감정으로써의

즐거움을 지속,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 능력으로 개념

화할 수 있다[15]. Bryant & Veroff[14]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 정 경험을 음미하고, 즐거움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하며, 이는 미래에도 이 의 정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감을 생성시켜 행복감을 이끌어낸다고 강조

하 다[16]. 향유하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 경험에 해

회상하고, 이를 즐기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재에

을 두고 정 경험을 즐기는 능력, 마지막으로 미

래의 상되는 정 경험에 한 기 감을 즐기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17,18]. 이에 따라 향유하기는 과거

의 정 경험을바탕으로 재, 그리고 미래에 그와 동

일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기 감을 얼마나 잘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서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과 같은 정 정서와 불

안이나 실망과 같은부정 정서로 나 어진다[19,20]. 이

에서 정 정서는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한 심리

건강뿐 아니라 운동지속수행에도 정 효과를 유발하

는 것으로보고되어 진 바 있다[21,22]. 여러 연구들은 향

유하기가 정서를 유발하는데 일정한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 다. 즉, 과거의 정 사건에 한 회상, 다시 말

해서 향유하기를 통해 과거의 정 사건에 한 기억

을 떠올리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다시 회상하고 음미

함으로써 정서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23]. 그러므로 향유하기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과거의

정 사건에 한 회상을 떠올려 그때 당시에 경험했

던 정서를 다시 만끽하게 된다는 에서 향유하기는

정서를 유발하고 증폭시키는데 효과 인 측요인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개인의 정 감정을확장

시키고 과거의 정 이고 행복한 경험을 향유할수록

정 정서는 높아지는 반면에 부정 정서는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3,24].

특히, 향유하기를 효과 으로 수행하게 되면, 정서를

유발하는 외 사건 자체가 없어도 개인 스스로가 가지

고 있는 과거, 재, 미래의 정 경험과 기 등의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

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더불

어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진하는데 정 으로

작용할 수있다[25,26]. 한 향유하기는행복감에도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일반 으

로 행복감은 특정 경험에 해 주 으로 정 인 해

석과 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써 삶의 반에 해

만족감도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16]. 행복감이 높은사람

들은 정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만

한 인 계 형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덜

받으며, 높은 응력을 보인다[27].

향유하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여러 연

구들은 향유하기가 행복감 증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15,28]. 행복감을 증폭시키는데 정 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24]. 이밖에도 등학생의

향유하기는 행복감을 높이는데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16], 등교사의 향유신념이 행복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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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데 효과 인 변인이었음이 보고되었다[29]. 한

정서는 개인의 삶에서 행복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요

한 자료로서[30,31], 여러 연구들은 정 정서가 행복감

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정 정서는 행복감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0,32,33]. 구체 으

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 정서는 행

복을 높이는데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 여가 로그램 참여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정서는 주 행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33]. 이상의 논의를 통해 승마참여자의 향

유하기는 정서와 행복감을 높이는데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승마라는 여가스포츠를 참여함

에 따른 참가자들이 느끼는 향유하기가 그들의 정서

행복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 더욱이 이러한 근은 여가스포츠에 향유하기를

결합하여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의 행복에 한본질을 이

해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하는데 필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는 정서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는 행복감에 어

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승마참여자들의정서는 행복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 연 방법 

2.1 연 상

연구의 주요 모집단은 승마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스

포츠 참여자들로써 연구 상은 경기와 강원도권 소재의

승마장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승마 라이딩(riding)에 참

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비확률표본추출법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설문

조사 상을 추출하고, 그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해당시설의 계자와 사

의를 통해 해당되는 날짜에 방문하여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본격 인 설문조사에 앞서 승마참여자들에게 연

구의 목 을 간략하게 언 하고, 사 동의를 구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총 233부가 장에서 수거되었고,

데이터 코딩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단되는

10부를제외한 223부를 실제 분석에활용하 다. 본 연구

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24명

(55.6%), 여성 99명(44.4%)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20

38명(17.0%), 30 56명(25.1%), 40 74명(33.2%) 그리

고 50 이상 55명(24.7%)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은 1년

미만 64명(28.7%), 1-3년 88명(39.5%), 3년 이상 71명

(31.8%)으로 분석되었다.

2.2 측 도

1) 향 하기

연구에서 향유하기는 향유하기를 평가하기 해 개발

된 향유신념 척도(SBI: Savoring Beliefs Inventory)를이

용하 고, Lee[35]가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 다. 이 척도

는 과거와 재의 순간을 향유하고, 미래의 기 를 통한

향유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8문항)와 재(8문항), 그리고 미래(8문항)의 향유를 측

정하기 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

‘ 아니다’에서 5 ‘매우 그 다’의 5 리커트 척도

로 평정하 고, 부정문에 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하 으

므로 체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향유하기가 높은 것

으로 평가한다.

2) 

이 연구에서 정서는 Mackinnon, Jorm, Christensen,

Korten, Jacomb & Rodgers[36]의 타당화한 단축형 정서

척도(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를 바

탕으로 Shin & Oh[37]가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 다. 이

척도는 정 정서 5문항과부정 정서 5문항 등 총 10

문항으로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1 ‘ 아니다’에서

5 ‘매우그 다’의 5 리커트 척도로평정하 다. 따라

서 체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정서가 높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주요 문항의 경우에 정 정서는 ‘신나

는’, ‘열정 인’, ‘행복한’, ‘기분 좋은’, ‘상쾌한’으로 이루어

졌고, 부정 정서는 ‘짜증난’, ‘화가 난’, ‘신경질나는’, ‘우

울한’, ‘불안한’으로 구성되었다.

3) 행복감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Im, Cho & Seok[38], Park[11]

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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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당도 및 신뢰  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요인 추출과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

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 회 (varimax rotation)

을 용하 고,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이면서 요

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60 이상, 다른 요인에 걸쳐

.40 이하인 문항만을 추출하 다. 한 합도는

합지수(χ2, RMR, GFI)와 증분 합지수(NFI, CFI, TLI,

IFI)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향유하

기에 한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

결과를 보면, KMO=.85, χ2=894.98, p<.001로 나타나 해

당 문항이 탐색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향유하기는 과거회상(35.94%)과 미래기

(17.58%) 2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체 설명력은

53.5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75.95, p<.05,

RMR=.04, GFI=.94, NFI=.91, CFI=.95, IFI=.95로 나타나

모든 합지수가 합기 을 만족하 다. 한 잠재변수

의 측변수에 한 효과성모두 99.9% 신뢰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표 화경로계수(β)는 .59∼.77의

범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내 일치도는 과거회상 .83, 미래기 .80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vor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ast

recollection

future

expectation

18. I think it a waste of time to recall the good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t .79 .06

12. When I recall about joyful things, I often get sad or discouraged .75 .23

15. When I have a fun experience, I remember it so that I can come back to it later .71 .13

24. Once the good things are gone, it is best not to think about it again .71 .09

06. Even if there was a good thing, I do not like to look back on those things .71 -.03

03. I enjoy recalling the happy memories of the past .67 .16

04. I do not expect too much until it actually happens, even if it is expected to be good .09 .76

07. When a good thing is expected to happen soon, I feel pleasure in expecting it .18 .76

01. When I am expected to have a pleasant occasion, I am pleasantly awaiting it .17 .75

13. Even before a pleasant event actually happens, I can enjoy it in my mind .02 .70

10. I guess it's a waste of time to anticipate what will happen .14 .68

eigenvalue 4.31 2.11

variance% 35.94 17.58

cumulative% 35.94 53.53

Table 2. Savor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β S.E. C.R.(t)

03. I enjoy recalling the happy memories of the past ← past recollection .60 - -

06. Even if there was a good thing, I do not like to look back on those things ← past recollection .59 .15 7.23***

24. Once the good things are gone, it is best not to think about it again ← past recollection .65 .16 7.71***

15. When I have a fun experience, I remember it so that I can come back to it later ← past recollection .67 .16 7.81***

12. When I recall about joyful things, I often get sad or discouraged ← past recollection .77 .17 8.39***

18. I think it is a waste of time to recall the good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s ← past

recollection
.77 .18 8.40***

10. I guess it's a waste of time to anticipate what will happen ← future expectation .59 - -

13. Even before a pleasant event actually happens, I can enjoy it in my mind ← future expectation .59 .14 6.92***

01. When I am expected to have a pleasant occasion, I am pleasantly awaiting it ← future expectation .71 .25 7.57***

07. When a good thing is expected to happen soon, I feel pleasure in expecting it ← future expectation .74 .16 7.57***

04. I do not expect too much until it actually happens, even if it is expected to be good ← future

expectation
.69 .14 7.7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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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서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요 결과를 보면, KMO=.80, χ2=836.83,

p<.001로 나타나 해당 문항이 탐색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서는 부정 정서

(36.16%)와 정 정서(22.95%) 2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체 설명력은 59.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에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는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61.24, p<.05, RMR=.06, GFI=.94, NFI=.92,

CFI=.95, IFI=.95로 나타나 모든 합지수가 합기 을

만족하 다. 한 잠재변수의 측변수에 한 효과성

모두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표

화경로계수(β)는 .58∼.87의 범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 일치도는

Table 4와 같이 부정 정서 .85, 정 정서 .81로 나타

났다

행복감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Table

5에서 제시하 다. 주요 결과를 보면, KMO=.81, χ
2=502.52, p<.001로 나타나 해당 문항이 탐색 요인분석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체 설명력은 75.00%로 나타

났다. 이의 결과에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도는 χ2=10.83, p<.01, RMR=.02, GFI=.97,

NFI=.97, CFI=.98, IFI=.98로 나타나 부분의 합지수

가 합기 을 만족하 다. 한 잠재변수의 측변수에

한 효과성도 9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고, 표 화경로계수(β)는 .75∼.86의 범주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6

과 같이 행복감의 내 일치도는 .88로 확인되었다.

Table 3. Emo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eg. emotion pos. emotion

08. nervous .87 -.03

09. depressed .82 -.12

06. annoying .80 -.08

07. angry .77 -.04

05. fresh -.09 .79

04. agreeable -.06 .78

02. enthusiastic .03 .76

01. exciting -.21 .75

03. happy -.14 .66

eigenvalue 3.16 2.29

variance% 36.16 22.95

cumulative% 36.16 59.12

Table 4. Emo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β S.E. C.R.(t)

07. angry ← (-)emotion .70 - -

06. annoying ← (-)emotion .74 .11 9.73***

09. depressed ← (-)emotion .75 .10 10.26***

08. nervous ← (-)emotion .87 .11 11.06***

03. happy ← (+)emotion .58 - -

01. exciting ← (+)emotion .72 .17 7.74***

02. enthusiastic ← (+)emotion .66 .15 7.27***

04. agreeable ← (+)emotion .72 .14 7.77***

05. fresh ← (+)emotion .74 .15 7.90***

*** p<.001

Table 5. Happines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appiness

03. Feel pleasure in all things .88

02. Feel comfort in everything .88

01. always feel pleasure in everyday life .85

04. A feeling of vitality in everyday life .83

eigenvalue 3.00

variance% 75.00

cumulative% 75.00

Table 6. Happines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β S.E. C.R.(t)

04. A feeling of vitality in

everyday life←happiness
.75 - -

01. I always feel pleasure in

everyday life←happiness
.79 .09 11.91***

02. Feel comfort in

everything←happiness
.85 .10 12.41***

03. Feel pleasure in all

things←happiness
.86 .09 13.03***

*** p<.001

2.4 료처리 방법

본연구의주요결과를도출하기 하여첫째, 주요변

수의 요인 추출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특히, 확인 요인분석의 경우에는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를 통해 모델 합도를 최종 검증하 다. 둘

째, 주요변수 간의 상 을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

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셋째, 본 연구

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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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 다. 이외에 주요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여 내 일치도(Conbach’s α)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은 IBM SPSS 21.0 로그램과 IBM AMOS

21.0 로그램을 활용하 다.

3. 결과

3.1 상 계 

본 연구의 상 계 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제시하

다. 주요결과를 보면, 향유하기 하 요인 과거회상

은 부정 정서(r=-.32, p<.01)와 부 상 을 보인 반면

에 정 정서(r=.13, p<.05)와는 정 상 을 보 고,

미래기 도 부정 정서(r=-.19, p<.01)와 부 상 을

보인 반면에 정 정서(r=.40, p<.05), 그리고 행복감

(r=.22, p<.01)과는 정 상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 정 정서가 행복감(r=.31, p<.01)과 정

상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향 하기,  및 행복감  계

향유하기와 정서, 행복감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으며, Table 8에서 제시한 바와 같

다. 먼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8.47, p<.01,

RMR=.02, GFI=.98, NFI=.95, CFI=.95, IFI=.95로 나타나

부분의 합지수가 합기 을 만족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비교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향유하기가 정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과거회상은 부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31, t=-4.20, p<.001), 정 정서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β=-.12, t=-1.64, p>.05).

한 미래기 는 부정 정서에 통계 으로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하 으나(β=-.02, t=-.30, p>.05), 정 정

서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 t=6.39, p<.001).

향유하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과

거회상은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 으나(β=-.14, t=-1.88, p>.05), 미래기 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0, t=2.57, p<.05). 한 정서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정 정서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β=.01, t=.15, p>.05),

정 정서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t=3.60, p<.001).

Table 8. Relation of Savoring, Emotion and 

Happiness

β S.E. C.R.(t)

negative emotion ←

past recollection
-.31 .09 -4.20***

positive emotion ←

past recollection
-.12 .06 -1.64

negative emotion ←

future expectation
-.02 .11 -.30

positive emotion ←

future expectation
.46 .08 6.39***

happiness ←

past recollection
-.14 .08 -1.88

happiness ←

future expectation
.20 .11 2.57*

happiness ←

negative emotion
.01 .06 .15

happiness ←

positive emotion
.25 .08 3.60***

*** p<.001

Fig. 1. Savoring, Emotion and Happiness Path Model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1 -

2 .54** -

3 -.32** -.19** -

4 .13* .40** -.21** -

5 -.00 .22** -.03 .31**

1: past recollection, 2: future expectation, 3: negative emotion, 4:
positive emotion, 5: happiness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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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이 연구는 생활스포츠로서 승마참여자들에게 향유하

기에 한 개념을 용, 정서와 행복감의 인과 계를 살

펴보고자 하 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승마참여

자들의 향유하기가 정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향유하기 과거회상은 부정 정서에통계 으로 유의

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기 는

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의좋은 일이나 즐

거운 일들을 떠올리거나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고, 즐

거움을 느끼는 것과 련된 과거회상 수 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는 감소하고, 기분좋은 일을 있을 것으로

상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들거나 그 일을 기 하면서 즐거

움을 느끼고 유쾌한 시간이 실제 일어나기 에 마음속

으로그 일을기 하면서 즐길 수있다는것과 련된 미

래기 수 이 높을수록 정 정서도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 경험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향유하기를 잘

할수록,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상되는 정 기 감

을 즐길수록 정 정서는 높아지고, 부정 정서는 감

소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부분 일치하

는 것이다[15,23]. 한 여러연구들은향유하기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과거나 재, 혹

은 미래에 상되거나 기 되는 정 경험을 내 자

원으로 활용한다면 부정 정서는 낮추고 정 정서는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7,25].

특히, 미래기 의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정 일들을 다시 미래에도 경험하기 해서 일정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 정서를

느낄 수 있다[26]. 이상의 결과에 기 하자면, 재의 시

에서 승마참여자들이 과거에 승마를 하면서느 던

정 경험을 회상하고 음미할 경우에 부정 정서가 낮

아지며, 과거의 정 경험을 미래에도 즐기고자 하는

미래기 수 이 높아지면 정 정서도높아짐을 시사

한다. 결국, 승마참여자들이 향유하기는 승마를 통해 느

던 정 경험을 회상하고, 음미하면서 미래에도 동

일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기 가 부정 정서는 낮추고

정 정서는 높이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 다.

둘째, 승마참여자들의향유하기가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향유하기 미래기 는 행복감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의 있을 것으로 상되는 일들에

해 정 기분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수록, 그리고

미래의 정 일들에 해 극 으로 향유할수록 행복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된 정 경험을

극 으로 향유할 때, 행복감이 증진되고, 삶에 있어서

정 인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다고보고하 고[39,40], 향

유하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향유하

기는 행복감에 직 인 향을 미치며, 행복감을 증폭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15,16,28,29,41].

특히, 미래기 는 술한 바와 같이, 미래의 상되는

정 경험에 한 기 감이라는 에서 미래의 즐거움에

한 기 감이 행복감을 생성시키고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18]. 그러므로 승마참여자들에게 승마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미래기 , 즉 정 경험을 다시 회

상하고, 그러한 정 경험을 다시 느낄수 있도록 한다

면승마참여자들의행복감이더욱증진될것으로 단된다.

셋째, 승마참여자들의 정서가 행복감에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정 정서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정

서가 행복감을 높이는 요한 측요인이며, 정 정

서를 높아질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30,33,34]. 주지하다시피 정서는 행복 수 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다[31].

이상의결과들을 고려하면, 승마참여자들이 승마를통

해 과거의 정 경험을 통해 얻은 즐거움을 음미하고,

다시 승마에 한 재미와 즐기게 되는 것은 미래에도

과거에 느 던 즐거움을 동일하게 느낄 것이라는 미래의

기 감이 정 정서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향유하

기는 승마참여자들의 정 정서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요하게는 승마참여자들로 하여 향유하

기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것은 매우 의미있

는 행복 증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언

이 연구는 승마참여자들의 향유하기와 정서, 그리고

행복감의 인과 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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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마참여자들의향유하기가정서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결과, 과거회상은 부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 미쳤고, 미래기 는 정 정서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마참여자들의향유하기가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미래기 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마참여자들의정서가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정 정서는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승마참여자의 향유하기가 정서와 행

복감을 높이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는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 먼 본 연

구에서 승마참여자들은 경기권와 강원도권에 국한시켰

으나, 보다 객 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폭넓

은 지역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추출이 요구된다. 둘째, 향유하기가 비교

기의 연구이기 때문에 승마참여자 뿐 아니라 여타의

여가스포츠 참여자와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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