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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선망과 회복탄력성의 매개·조절효과

김 현 준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선망

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적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무해한 선망에 미치는 영향, 내재

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이 무해한 선망에 미치는 영향, 무해

한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

약,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대∼6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310부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 35부를 제외한

27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자아일치성 8문

항, 여가제약 33문항, 선망 5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요트참여의도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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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하였고, 각각의 독

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종속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일치성 중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은 선망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제

약 중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서 회복탄력

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요트, 자아일치성, 여가제약, 선망, 회복탄력성, 참여의도

학 번 : 2019-26571



- iii -

목 차

I. 서 론 ··············································································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1

2. 연구의 목적 ··················································································05

II. 이론적 배경 ································································07

1. 선망 ·································································································07

1) 선망의 개념 ·························································································07

2) 선망의 유형 ·························································································08

3) 선망에 관한 선행연구 ·······································································10

2. 자아일치성 ····················································································11

1) 자아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 ·····························································11

2) 자아일치성의 개념 ·············································································12

3) 자아일치성에 관한 선행연구 ···························································13

3. 여가제약 ·························································································15

1) 여가제약의 개념 ·················································································15

2) 여가제약의 유형 ·················································································16

3)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 ···································································17

4) 여가제약과 참여의도 ·········································································18

4. 회복탄력성 ····················································································19

1) 회복탄력성의 개념 ·············································································19

2)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20



- iv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21

1. 자아일치성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22

2.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23

3.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24

4. 여가제약이요트참여의도에미치는영향과회복탄력성의조절효과· 25

IV.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27

2. 조사도구 ·························································································27

1) 인구통계학적 요인 ·············································································27

2) 자아일치성 ···························································································28

3) 여가제약 ·······························································································29

4) 선망 ·······································································································29

5) 회복탄력성 ···························································································30

6) 요트참여의도 ·······················································································31

3. 자료처리방법 ················································································31

V. 연구결과 ········································································33

1. 조사자료의 속성 분석 ································································33

2. 기술통계분석 ················································································37

3. 신뢰도 분석 ··················································································38

4. 상관관계 분석 ··············································································39

5. 확인적 요인분석 ··········································································41



- v -

1) 모델적합도 검증 ·················································································41

2) 집중타당도 검증 ·················································································43

3) 판별타당도 검증 ·················································································45

6.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 ····················································47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47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48

3) 조절효과 분석 ·····················································································49

4) 가설검정 ·······························································································51

VI. 논의 ···············································································56

1. 선망과 요트참여의도 ··································································56

2. 자아일치성과 선망 ······································································57

3. 여가제약과 선망 ··········································································57

4.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도 ·························································59

5. 학문적 시사점 ··············································································60

6. 실무적 시사점 ··············································································61

VII. 결론 및 제언 ·····························································63

1. 결론 ·································································································63

2. 제언 ·································································································64

참고문헌 ················································································66

부 록 ······················································································81



- vi -

표 목 차

표 1. 선망(Envy) 유형의 정의 및 특징 ·········································009

표 2. 자아이미지의 유형 ···································································· 12

표 3. 여가제약의 유형 ········································································ 17

표 4. 조사자료의 속성 분석 결과 ···················································· 34

표 5.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 37

표 6.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 39

표 7.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 40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 41

표 9. 집중타당도 분석결과 ································································ 44

표 10.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 46

표 11. 구조방정식모형(SEM) 적합도 ············································· 48

표 12. 구조방정식모형 경로분석 결과 ············································ 49

표 13.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경로결과 ············································ 50

표 14.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분석결과 ············································ 51

표 15. 가설검정 결과 ·········································································· 52

표 16. 연구가설 1 분석결과 ······························································ 53

표 17. 연구가설 2 분석결과 ······························································ 54

표 18. 연구가설 3 분석결과 ······························································ 54

표 19. 연구가설 4 분석결과 ······························································ 55

표 20. 연구가설 5 분석결과 ······························································ 55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 ······················································ 18

그림 2. 연구모형 ················································································ 21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42

그림 4. 구조방정식모형 ···································································· 47



- 1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해 온 김난도 등(2019)은 2020년 한

국사회를 특징짓는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업글인간’을 선정하였다. 업

글인간은 ‘업그레이드 인간‘의 줄임말로, 단순한 성공이 아닌 자기 성장

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가리킨다(고도연, 조재윤, 2020). 즉, 타인과의 경

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순한 향상을 추구하지 않고 삶 전체의 질적 변

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나가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닌 성장이며, 남들보다 나은

자신이 아닌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자신이다. 따라서 업글인간은 아름다

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색다

른 취미와 여가활동을 찾으며, 더 나은 지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업글인간이 주요트렌드로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주 52

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의 일과 업무를 견디고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개인의 여가와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의 여가와

행복을 위해 소비자들은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관광 활동 등 다양

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중 소비자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

상 참여)은 2017년 59.2%에서 2019년 66.6%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

년 60.1%로 감소하였고, 생활체육 경험률(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체육

활동에 참여)은 2018년 88.1%에서 2019년 92.7% 증가 후 2020년 86.8%

로 감소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2020). 이처럼 스포츠 소비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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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체육 참여율, 경험률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

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여가로서 스포

츠를 즐기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포항시는 2020년 포항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여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에 해양

스포츠활동 야외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시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총

2218명이 해양스포츠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최재호, 2020).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상황

에서 해양스포츠와 같은 야외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야외레저스포츠 중 자연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를 여가활동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김

보람, 이성범, 황향희, 2015), 이는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삶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임정미, 임수원, 2014). 그중 해양스

포츠는 속도감과 스릴감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 파도와

바람과 같은 자연에 순응하며 힐링을 느끼고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10대 관광 트렌드’에서는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었고(해양수산부, 2014), 우리

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췄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GNI) 2만 달러의 시기에 해양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일본의 경

우에는 3만 달러 시기에 해당 산업이 급성장하였다(김윤영, 2011). 2019

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47달러에 달하고 있어(통계청,

2020), 한국에서도 해양스포츠산업이 꽃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수상레저 조정면허 취득자 수는 2014년 13,422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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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511명, 2018년 21,2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레저선박 등록현황은 2007년 3,944여 대, 2013년 10,693여 대,

2017년 24,971여 대로 증가하였다(해양경찰청, 2019). 또한 해양수산부

(2014)는 요트, 스킨스쿠버와 같은 레저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

석하였다.

게다가, 최근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최의열, 조우정(2017)은 해양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임기현(2019)은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정학, 이재문, 김재환,

김형근(2017)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였다. 이처럼 해양스포츠는 최근 트렌드에 맞고 자연 친화적일 뿐 아니

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스포츠에 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스

포츠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제약이 해양스포츠 참여를 저해

시키고 있다. 해양스포츠 중 요트를 떠올리면 고급스포츠, 여유로움이 떠

오르는 데 반하여, 요트를 교육하고 즐길 수 있는 요트학교 등 대부분의

요트시설은 노후화되어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이 밖에도 이근모 등(2009)에 따르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제약은 물에 대한 공포심,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에 대한 두려

움, 시간 부족, 해양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계절적 한계성, 접근성,

시설, 정보, 홍보, 장비 보급의 부족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여가로서 요트를 즐기려고 할 때 다른 스포츠에 비해 많은 제

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을 모두 해소시키고 요트를 즐

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가의 참여를 위해서는 제약을 없

애거나 극복해야 하는데(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김형진

(2018)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제약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ly & Godbey(1992)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제약은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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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극복하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제약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여

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약을 없애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을 경감시키거나 이를

활용하여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최낙환, 변재성(2015)은

제약을 느꼈을 때 그 대상 혹은 제품에 대한 부러움, 선망으로 이어진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요트에 대해 여유롭고 고급스러우며 부자들이 누리

는 여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양걸, 전익기, 2009), 요트를 즐기는 소

비자처럼 되고 싶어 하고 부러워한다(임진선, 2018). 요트를 즐기는 소비

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아일치성은 선망의 감정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Bosnjak, Sirgy, Hellriegel, & Maurer., 2011; Ericksen &

Sirgy, 1992; Krishen & Sirgy, 2016).

이를 보았을 때 여가제약과 자아일치성은 선망의 감정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선망이라는 감정은 제품 혹은 대상의

구매의도, 참여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요트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백혜숙, 황선진, 2018; Van de Ven, Zeelenberg, &

Pieters, 2011). 앞서 제시한 연구의 배경에 따른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요트참여연구에서 선망의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

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망은 다른 스포츠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 아닌 요트와 같은 스포츠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

다. 요트 참여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망과 요트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를 활용

한 요트참여 촉진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트참여를 하는 데 있어 선망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아일

치성과 여가제약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요트참여에 있어

선망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낸다면 그 후에는 어떠한 변인이 선망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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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일으키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가제약은 참여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여가제약과 선망의 관계를 규명함

으로써 여가제약의 적절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밝힐 필

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여가참여를 위해서 여가제약은 해소하고 극복해

야하는 요소인데 이를 극복시킬 수 있는 변인이 회복탄력성이다(김형진,

2018).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제약을 극복하고 요트참여를 활성화할 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요트참여에 있어서 선망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과 여가제약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요트참

여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Envy)에 미치는 영향과

선망(Envy)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가제약과 요트참여

의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및 탐

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일치성이 선망(Envy)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여가제약이 선망(Envy)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셋째, 선망(Envy)이 요트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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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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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망(Envy)

1) 선망의 개념

현대사회의 경쟁체제 속에서 선망이라는 감정은 많은 소비자가 느끼

고 있는 정서이다(이수경, 정명호, 안지영, 이기현, 2015). 선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이며(Smith & Kim, 2007), 이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향사회비교를 통

해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다(Crusius & Mussweiler, 2012). Salovey &

Rodin(1986)은 선망을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과 타인과의 비교에

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망은 비교

하는 대상과 자신이 비슷한 것을 지향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데

(Salovey & Rodin, 1984), 즉 자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요트를 다른 소

비자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사하지 못

하고 습득하지 못한 기술을 타인이 이를 구사할 때 선망의 감정이 생긴

다는 것이다.

선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선망이라는 감정을 타인의 우월한 재능,

성취, 소유에 대한 열등감, 적대감,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며,

그러한 재능, 성취, 소유를 질투하고 잃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인식하였다(Foster et al., 1972; Parrott & Smith,

1993; Salovey & Rodin, 1986; Smith & Kim, 2007).

현재까지도 선망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연구되고 있지만(Erdil &

Müceldili, 2014),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일기, 리대룡, 김효창, 2006).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선망 또한 우

월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를 통해 적대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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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타인을 동경하고 선망하여 타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Van de Ven et al., 2011). 이를 보았을 때 소

비자들은 타인과 비교하고 선망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소비자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선망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선망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소비자에게 선망의 감정이 생기면 특정 대상에 대

한 다른 소비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본인도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이

를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 호의도, 의도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Hellén & Saaksjärvi, 2013).

2) 선망의 유형

선망은 개인의 특성 혹은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며(Tandoc Jr, Ferrucci, & Duffy, 2015), 크게 무해한 선망

(Benign Envy)과 유해한 선망(Malicious Envy)으로 구분된다(Tai,

Narayanan, & McAllister, 2012; Van de Ven, Zeelenberg, & Pieters,

2012). 무해한 선망과 유해한 선망은 모두 상향사회와의 비교를 통한 결

과물이라 할 수 있다(Alicke & Zell, 2008; Festinger, 1954). 즉,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유형의 선망 모두 자신보다 더

나은 대상과 자신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무해한

선망은 선망하는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는 등의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감정이고, 유해한 선망은 선망하는 대상을

증오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며 선망하는 대상과 같

아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무력한 상태의 감정을 말한다(Belk, 2011).

Van de ven, Zeelenberg, & Pieters(2009)는 무해한 선망을 존경

(admiration)의 감정, 유해한 선망은 분노(resentment)의 감정이라 하였

고, Van de ven et al.(2011)은 무해한 선망을 느꼈을 때 선망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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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월함을 보고 동경하며 그 대상처럼 되고 싶어 하고, 유해한 선망을

느꼈을 때는 선망하는 대상의 우월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선망하는

대상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

로 종합한 선망(Envy) 유형의 정의 및 특징은 <표 1>과 같다.

유형
무해한 선망
(Benign Envy)

유해한 선망
(Malicious Envy)

정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감정 존경, 동경 혐오, 시기, 질투

행동 모방, 노력 해를 끼침, 무력한 상태

목표
자신을 대상의 위치로

상승시키려 함

대상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려 함

표 1. 선망(Envy) 유형의 정의 및 특징

이처럼 소비자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의 비교로 무해한 선망과

유해한 선망의 두 가지 유형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구현진, 손영우,

임혜빈, 2013), 그중 무해한 선망을 소비자가 느꼈을 때 자신을 발전시키

고 노력하려 한다(Lange & Crusius, 2015; Van de ven et al.,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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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망에 관한 선행연구

초기 선망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노, 시기, 질투 등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악의적 선망을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Foster et al.,

1972; Parrott & Smith, 1993; Salovey & Rodin, 1986; Smith & Kim,

2007; Tesser & Smith, 1980). 하지만 최근 선망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

가 특정 대상을 보았을 때 느끼는 무해한 선망으로 인한 태도, 감정, 구

매의도 등의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Lin(2018)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선망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보

여주고 무해한 선망과 유해한 선망 중 어떠한 선망이 나타나는지 파악하

고 선망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

는데, 그 결과 무해한 선망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iu, Wu & Li(2018)는 여행경험 공유와 무해한 선망에 따

른 여행지 방문의도를 연구하였는데, 여행지를 공유받음으로 무해한 선

망이 나타났을 때 여행지 방문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 ven et al.(2011)은 선망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도를 연구하였

는데, 대상을 보고 무해한 선망을 느꼈을 때 이용의도가 높아졌고, 유해

한 선망을 느꼈을 때에는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망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을 꼽을 수 있다(김지은, 2019; 최낙환,

변재성, 2015). 김지은(201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명품브랜드와 자아

일치성에 따른 브랜드의 감정, 태도 및 구매의도를 보았는데, 이상적 자

아일치성이 높을수록 명품브랜드에 대한 감정, 태도 및 구매의도 또한

높았고 실제적 자아일치성은 낮을수록 명품브랜드에 대한 감정, 태도 및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낙환, 변재성(2015)의 연구에서

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선망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무해한 선망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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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감정이며, 어떠한 제품이나 대상의 구매의도, 참여의도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선망은 소비자의 구매의도, 참

여의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며, 소비자들의 선망을 이끌

어낼 수 있는 변인은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라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2. 자아일치성

1) 자아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고 추구하는 옷이 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

고 추구하는 자신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자아이미지라고 하는데(김태희,

이보라, 손은영, 2009), Rosenberg(1979)는 자신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총체라고 정의하였고 Onkvisit & Shaw(1994)는 자아이미지를 사

회적 체계 안에서 본인이 본인에게 갖는 감정이라 정의하였으며

Sirgy(1986)는 개인의 종합적인 생각과 감정이라 정의하였다. 종합하자

면, 자아이미지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Sirgy(1982)는 기존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자아이미지의 개념이 단편화

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자아

이미지를 총 4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실

제 이미지를 실제적 자아이미지(Actual self-image)라 하였고 자신이 자

신에 대해 바라고 추구하는 이미지를 이상적 자아이미지(Ideal

self-image)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가 아닌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의 자아이미지도 정의하였는데, 타인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을 사회적 자아이미지(Social

self-image)라 하였고 타인이 자신에게 가지길 바라는 이미지를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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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아이미지(Ideal-social self-image)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

한 자아이미지의 유형 및 정의는 <표 2>와 같다.

이중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이상적 자아이미지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대

상을 평가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유형인데, 실제적 자아이미

지는 평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와 같은 소비를 하고 이상

적 자아이미지는 본인의 자부심(self-esteem)을 갖기 위해 소비한다

(Sirgy, 1982). 즉, 어떠한 것을 소비하려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같은 것을 소비하거나 본인의 자부심 때문에 이상적인 것을 소

비한다는 것이다.

2) 자아일치성의 개념

소비자들은 자아이미지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

(Sirgy, 1982). 적합한 제품이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알맞은지를 평가할

유형 정의

실제적 자아이미지
(Actual self-image)

자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실제 이미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Ideal self-image)

자신이 자신에 대해 바라고

추구하는 이미지

사회적 자아이미지
(Social self-image)

타인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
(Ideal-social self-image)

타인이 자신에게 가지길 바라는

이미지

표 2. 자아이미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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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자아일치성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일치성이란 소비자가 인

지하는 본인의 자아이미지가 제품 혹은 대상의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되

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Johar & Sirgy, 1991; Sirgy & Samli,

1985; Sirgy & Su, 2000).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제품 혹은 대상의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해당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선호도가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자아일치

성이 높은 대상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Sirgy, 1982). 즉, 소비

자들이 특정 대상이나 제품에 대해 감정을 느끼거나 평가를 할 때 본인

의 이미지와 특정 대상이나 제품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

문에 자아일치성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이미지는 자신이 자신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고(김태희 등, 2009; Rosenberg, 1979; Onkvisit & Shaw, 1994), 자아

일치성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자아이미지와 대상의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

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인 것을 파악하였으며(Johar & Sirgy,

1991; Sirgy & Samli, 1985; Sirgy & Su, 2000), 자아일치성은 제품에

대한 감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자아일치성에 관한 선행연구

안광호, 박지연, 윤동주(2018)는 실제적 자아일치성, 이상적 자아일치

성과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유형의 조절효과

를 연구하였는데, 실제적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브랜드 애

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유형이 쾌락적 제품의

경우에는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임기태(2018)는 스포츠브랜드의 자아일치성과 감정이 브랜드 태도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상적 자아일치성과 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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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2019)은 명품브랜드를 구

매하는 과정에 자아일치성이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

데,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실제적 자아일치

성은 감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stosoa(2020)는

물질주의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일치성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는데, 물질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

계에서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애착과 같은 감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느끼면 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 Joung(2016)

은 자아일치성, 감정,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럭셔리 브랜드에 대

한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정 또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일치성은 제품이나 대상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명품브랜드와 같은 고급이미지를 가지

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높을 때 제품에 대한 감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19; 안광호 등, 2018; Fastosoa,

2020).



- 15 -

3. 여가제약

1) 여가제약의 정의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여가활동은 여가제약에 의해 방

해받을 수 있다. Raymore, Godbey & Crawford(1994)는 여가제약이란

소비자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제한, 방해하는 것이

라 정의하였고, Kay & Jackson(1991)은 소비자 개인이 여가활동을 참여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고 즐겨하는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정의하였으며, 원형중(1998)은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정의하였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라 함은 극복할 수 없고

제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가참여를 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평가되었다

(Nadirova & Jackson, 2000). 하지만 여가제약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여가제약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고 오히려 새로운 제약을 만들

어나감으로써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Crawford et al., 1991;

Kelly & Godbey, 1992). 또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되는 요인은 아니며(Jackson, 1990; Scott, 1991; Shaw, Bonen, &

McCabe 1991), 여가제약이 해소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여가

에 참여하도록 이어질 수 있다(Kay & Jackson, 1991). 그리고

Jackson(1990)은 여가제약이 여가 만족, 참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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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제약의 유형

여가참여에 있어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여가제약은 학자마다 다른 기

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영숙, 박경란(2009)은 여가제약의 유형으

로 사회적 제약, 개인적 제약, 가족적 제약, 경제적 제약으로 나누었다.

Boothby et al.(1981)은 여가제약을 사회적 제약, 개인적 제약으로 나누

었고, Francken & Van Raaij(1981)는 개인의 능력, 관심, 지식 등의 내

적 제약과 시간, 비용, 거리, 시설 등의 외적 제약으로 구분하였으며,

Alexandris, Tsorbatzoudis & Grouios(2002)는 내재적 제약, 시간 제약,

지식 제약, 시설 제약, 접근성 제약, 대인적 제약, 흥미 제약으로 구분하

였다. 하지만 여가제약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et al., 1991; Jackson, 1997; Kay & Jackson, 1991;

Kelly & Godbey, 1992; Shaw et al., 1991)에서는 여가제약을 3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이는 내재적 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

(Structural Constrai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적 제약은 소비자의 심

리적인 측면으로 상태, 성향, 신체적 조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능력,

관심, 여가활동의 적합성 등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고, 대인적 제

약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제약으로 함께 참여할 친구, 가족, 지인 등의 부

재가 포함되며, 구조적 제약은 여가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외부적 제약으

로 정보 부족, 재정적 문제, 계절성, 시간 부족 등이 이에 포함된다

(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et al., 1991; Nyaupane &

Andereck, 2008). 이를 정리한 여가제약의 유형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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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rawford et al.(1991)은 여가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이 무작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단계에 따라 발

생한다고 주장하며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을 개발하였다.

3)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

Crawford & Godbey(1991)는 여가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가제

약이 존재하며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여가선호, 여가참여로 이어지는 데 있어 여가제약

들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그림 1의 여가제약의 위

계적 모형(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을 제시하였다

(Crawford & Godbey, 1991).

유형 정의 예시

내재적 제약
(Intrapersonal Constraints)

소비자의 심리적인

측면의 제약

성향, 신체적

조건, 관심 등

대인적 제약
(Interpersonal Constraints)

대인관계와 관련된 제약
친구, 가족,

지인 등의 부재

구조적 제약
(Structural Constraints)

소비자의 외부적인 제약
정보, 비용, 시간,

거리 제약 등

표 3. 여가제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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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에 의하면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

약은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여가참여를 위해서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

약, 구조적 제약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여야 여가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Crawford & Godbey, 1991).

4)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도

소비자들의 참여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예

상할 수 있다. 참여의도란 소비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

고 미래 참여로 나타나는 신념과 의지이다(Ajzen, 1985). 이는 참여를 위

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을 위해 연구되고 있다(Kay & Jackson, 1991;

White, 2008).

White(2008)은 야외레크리에이션에서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이 여

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nderson, Bedini, Hecht &

Schuler(1995)는 질적연구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여가 참여시 느끼는 제

약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여가활동을 할 때 구조적 제약 중 시설 제약

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아(2014)는 스키참가자의 참

여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재참가의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여

가제약이 높을수록 재참가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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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여가제약은 참여의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ay & jackson(1991)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

제약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여가에 참여할 수 있고 만족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제

약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변인으로 선망과 회복탄력성을 제시하였다.

4. 회복탄력성(Resilience)

1) 회복탄력성의 정의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생겨났을 때 이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제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

는 요인 중 하나가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많은 학자

에 의해 정의내려지고 있다. Luthar(1991)는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느

낄 때 이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유능감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

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Walsh(2015)는

역경이 생겼을 때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Rutter(1985)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적 면역성이라

하였다. Polk(1997)는 고난과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라

하였고, Anthony(1987)는 역경이나 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정신적 성장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으며, Reivich &

Shatté(2003)는 인내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종합하

자면, 회복탄력성이란 어떠한 제약이나 고난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제약이나 고난이 발생하였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은 하

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합쳐진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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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en, 1996;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Olsson et al,

2003; Reivich & Schatté, 2003; Werner & Smith, 1993). Reivich &

Shatté(2003)는 하위요인으로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

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도전성으로 분류하였고, Wagnild &

Young(1993)은 인내심, 자기신뢰, 의지력, 독립심, 평점심으로 분류하였

다. 신우열 등(2009)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

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의 총 9가지 하위요

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을 포괄하여 소비자가 고난이나 제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2)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압박으로부터의 탈피 등 개인의 제약, 방해요소로부터 극복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백유성, 장영희, 김유정, 2017).

Fletcher & Sarkar(2012)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회복탄

력성과 훈련,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를 연구하였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훈련,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Galli & Vealey(2008)는 전·현직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본인이 느끼는 운

동선수로서의 부족함, 고난을 연구하였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운동

선수로서의 부족함,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rgan,

Fletcher & Sarkar(2013)는 조정, 핸드볼, 필드하키, 축구, 풋살 선수팀을

대상으로 팀이 가지고 있는 역경을 연구하였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

록 팀이 가지고 있는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았을 때 회복탄력성은 여가참여의 방해요소인 여가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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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가제약

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

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을 실제적 자아일치성

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으로 구분하였고,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구조적 제약에는 현실적인 여가

제약을 알아보고자 정보 제약, 시설 제약, 거리 제약, 비용 제약, 시간 제

약을 포함하였다. 선망은 무해한 선망과 유해한 선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선망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무해한 선망만을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 .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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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아일치성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성향과 인식을 파악하여 요트만

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한

다. 요트는 요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적절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선망이라는 감정은 다른 스포츠에서는 쉽

게 나타나지 않고 요트와 같은 이미지의 스포츠를 보았을 때 느낄 수 있

는 특별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요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요트산업 활성화 등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요트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자아일치성이론(Self Congruity Theory)에 따르면 특정 대상의 이미

지와 자아이미지가 일치하였을 때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 태도, 충성도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halid, Wel, Mokhtaruddin, &

Alam, 2018; Yu, Lin, & Chen, 2013). 하지만 김지은(2019)의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감정, 태도에서 상반되는 영향을 나타내었

는데, 소비자의 명품브랜드에 대한 태도, 품질에 대한 지각 및 구매의도

에서 이상적 자아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가 일치하였을 때는 이론대로 브

랜드 태도, 품질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가 일치하였을 때는 브랜드 태도, 품질에 대

한 지각, 구매의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상적 자아일

치성에는 이론과 부합한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적 자아일치성에는 반대

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한

명품브랜드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 판단된다. 요트라는 스포츠 또한 명품

브랜드가 가진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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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일치성과 선망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실제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와 참여하는 단계에 모두 나타

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였을 때 여가활동을 그만두

게 된다(고성규, 김미영, 이충기, 2019). 이처럼 소비자들은 보통 여가제

약이라 하면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고 사라져야 할

요인이라 인식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낙환, 변재성(2015)은 한국 의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 연구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제약이 부러움

과 같은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통해 여가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제약과 선망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선

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여가제약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내재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대인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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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선망은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감정으로, 자신에게 중

요하고 의미 있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감정이다

(Bers & Rodin, 1984). 소비자들은 상향사회비교로 인해 우위에 있는 대

상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이때 선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

정으로 인해 자신도 그 대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전하고 노

력한다. 즉, 선망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매

나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Van de ven et al.(2011)은 선망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제품에 대한 긍정

적인 선망이 생겼을 때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제품에 대한 호의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u & Jin(2019)은 마이크로

블로그를 활용한 명품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브랜드에 대

한 선망이 높을수록 제품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Ahn, Shin, Lee & Koh(2018)는 제품의 종류와 선망에 따른

제품의 구매의도를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문화적 제품 모두 선망이 높을

수록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낙환, 변재성(2015)의 연구

에서도 제품에 대한 선망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유기영(2012)은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망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선망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진

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이 스포츠가 아닌 브랜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인해 느끼는 선망의 감정이 의도로 이어진

다는 공통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도 같은 영향

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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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선망과 요트참여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

의 조절효과

소비자가 여가나 스포츠에 참여하려 할 때 제약이나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여가나 스포츠를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Moghimehfar, Halpenny & Walker(2018)은 계획행동이론 모델에 여가제

약을 추가하여 야외 레크리에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가제약은 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han, Chelliah, Khan &

Amin(2019)은 여성 여행자가 느끼는 여행 제약에 따른 방문의도를 살펴

보았는데, 제약이 높을수록 방문의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약은 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rawford et al. (1991)은 이러한 여

가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스포츠 참가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참

가 자체가 여가제약에 대한 성공적인 극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떠한 제

약이나 방해요인들을 극복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변인으로 회복탄력

성(Resilience)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상황이나 제약, 방

해요인이 있을 때 자아통제를 통하여 이를 유연하게 대처, 극복할 수 있

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문주희 & 윤숙희, 2019). 즉, 소비자가 같은 여가

제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에 따라 느

끼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Masten, Best & Garmezy(1990)는 회복탄

력성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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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았을 때 회복탄력성은 소비자가 느끼는 여가제

약을 경감시키고 극복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보고

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여가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내재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대인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

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H5-1. 내재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

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H5-2. 대인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

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H5-3.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

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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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가제약과 요트

참여의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대

상, 절차,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여가로서 요트에 참여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SNS 등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

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최종 수집된 310부의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 35부를 제외한 27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인구통계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성별, 학력, 연

령, 수입, 요트 경험, 요트 경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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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일치성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중 하나로 자아일치성을 측정하였다. 자아일

치성 변인은 실제적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으로 나누었다. 그

중 실제적 자아일치성 변인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요트나 요트를 즐기

는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본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고자 하였고, 이상적 자아일치성 변인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요트의

이미지와 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초기의 자아일치성 척도를 고안했던 Sirgy(1982), Sirgy(1985),

Claiborne & Sirgy(2015)는 제품이미지와 자아이미지의 일치 정도를 파

악할 때 참여자에게 제품이미지가 어떠한지, 자아이미지는 어떠한지를

각각 질문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자아일치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Sirgy et al.(1997)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일치성을 더 직접적

으로 파악하고자 소비자에게 제품이미지와 자아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자아일치성의 정확성을 높였다. 안광호, 박

지연, 윤동주(2018)의 연구에서는 Sirgy et al.(1997)이 고안한 자아일치

성 문항을 번안·수정하여 브랜드이미지와 자아이미지의 일치성을 파악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rgy et al.(1997)의 문항을 참고하여 안광호

등(2018)이 사용한 8개의 문항을 요트이미지와 자아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설문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외국 생활을 한 박사과정생 1인, 박사학위

자 2인과 번안 과정을 공유하여 번안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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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제약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중 하나로 여가제약을 측정하였다. 여가제약

은 크게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나누었고, 그중 구

조적 제약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정보 제약, 거리 제약, 비용 제약,

시설 제약, 시간 제약으로 총 5개의 제약으로 나누었다.

Alexandris et al. (2002)는 Alexandris & Carroll(1997)의 연구에서 고

안하였던 척도를 수정·보완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시간 제약, 정보 제약, 시설 제약, 거리 제약, 흥미 제

약의 7가지 제약으로 나누었다. Raymore et al. (1993)은 선행연구

(Henderson et al., 1988; Jackson, 1983; Witt & Goodale, 1981)에서 고

안하였던 척도를 보완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을 자세히 측정하고자 Alexandris et

al. (2002), Raymore et al. (1993)의 여가제약 설문문항을 종합하여 측

정하였다. 종합한 설문문항은 요트활동에서의 제약으로 수정하는 등 본 연

구에 맞게 수정·번안 과정을 거쳤다. 외국 생활을 한 박사과정생 1인, 박

사학위자 2인과 번안 과정을 공유하여 번안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총 33개의 문항을 도출하였고 설문은 리커트(Likert)형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선망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선망(Envy)을 측정하였다. 선망은 크게

무해한 선망(Benign Envy)과 유해한 선망(Malicious Envy)으로 나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선망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자 무해한 선망만을 선

정하였다. Lange & Crusius(2015)는 선망과 관련된 척도를 고안했던

Gold(1996), Smith et al. (1999), Veselka et al. (2014)의 문항을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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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통해 BeMaS(The Benign and Malicious Envy Scale)를 고안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ge & Crusius(2015)의 BeMaS 10개 문항

중 무해한 선망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번안하였

다. 외국 생활을 한 박사과정생 1인, 박사학위자 2인과 번안 과정을 공유

하여 번안의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설문은 리커트(Likert)형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5)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절변

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선행연

구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Duran, 1983; Reivich &

Shatté, 2003; Seligman, 2002; Wiemann, 1977)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복

탄력성 척도를 고안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

감능력의 9가지 세부요인으로 나누었고, 세부요인별 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고자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고안한 회복탄력성 척도 27문항을 사용하였고,

설문은 리커트(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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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트참여의도

본 연구에서는 요트참여의도를 종속변인로 측정하였다. Ajzen(1985)은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행동의도와 행동을 파악하였

고, 이충기, 송학준(2010)은 선행연구들(Ajzen, 1985, 1991; Ajzen &

Madden, 1986; Ajzen & Driver, 1992)을 바탕으로 문항을 번안하여 행

동의도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jzen(1985, 1991), Ajzen & Madden(1986),

Ajzen & Driver(1992)의 문항을 참고하여 이충기, 송학준(2010)이 사용한

문항을 요트참여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은 리커트(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IBM SPSS 26.0, IBM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

과 다중 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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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 여가제약, 선망, 회복탄력성, 요트참여의도

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측정하는 데 사용된 설문은 선행연구들의 설문 문

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검증인 Cronbach’s α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종속변인의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IBM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4)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자아일치성, 여가제약, 선망, 회

복탄력성, 요트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IBM Amos 2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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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조사자료의 속성 분석

분석에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39명(50.5%), 여성 136명(49.5%)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0대

158명(57.5%), 30대 37명(13.5%), 40대 9명(3.3%), 50대 60명(21.8%), 60

대 이상 11명(4.0%)으로 구성되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명(5.1%), 대학교 재학 79명(28.7%), 대학교 졸업 99명(36.0%), 대학원

재학 43명(15.6%), 대학원 졸업 40명(14.5%)이었고, 월 가구(가족) 수입

은 200만 원 미만 18명(6.5%),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1명

(11.3%),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명(10.9%), 400만 원 이상 500

만 원 미만 33명(12.0%),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30명(10.9%), 600

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7명(9.8%),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34

명(12.4%), 800만 원 이상 72명(26.2%)으로 나타났다.

요트 경험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139명(50.5%), 경험이 없는 참여자

가 136명(49.5%)으로 나타났고, 요트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요트 경력은

1개월 미만 97명(69.8%),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명(5.0%), 6개월 이상

1년 미만 8명(5.8%), 1년 이상 2년 미만 5명(3.6%), 2년 이상 3년 미만

11명(7.9%), 3년 이상 11명(7.9%)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의 속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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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9 50.5

여성 136 49.5

연령

20대 158 57.5

30대 37 13.5

40대 9 3.3

50대 60 21.8

60대 이상 11 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5.1

대학교 재학 79 28.7

대학교 졸업 99 36.0

대학원 재학 43 15.6

대학원 졸업 40 14.5

표 4 . 조사자료의 속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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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수입

200만원 미만 18 6.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1 11.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 10.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3 12.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 10.9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7 9.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4 12.4

800만원 이상 72 26.2

요트 경험

있음 139 50.5

없음 13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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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요트 경력

1개월 미만 97 69.8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
8 5.8

1년 이상

2년 미만
5 3.6

2년 이상

3년 미만
11 7.9

3년 이상 1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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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은 아래 <표 5>와

같다. 제시된 변수들의 평균값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전체 설문

문항에서 실제적 자아일치성 3.08(±1.43), 이상적 자아일치성 4.43(±1.55),

내재적 제약 2.76(±1.43), 대인적 제약 2.47(±1.34), 정보 제약 4.43(±1.96),

거리 제약 3.41(±1.32), 비용 제약 3.87(±1.82), 시설 제약 5.67(±1.39), 시

간 제약 4.56(±1.68), 선망 4.09(±1.76), 요트참여의도 5.14(±1.47), 원인분

석력 5.71(±.87), 감정통제력 5.19(±1.02), 충동통제력 5.20(±1.07), 감사하

기 6.11(±.96), 생활만족도 5.51(±1.08), 낙관성 5.96(±.96), 관계성

6.13(±.86), 커뮤니케이션능력 5.29(±1.15), 공감능력 5.53(±.94)로 나타났

다.

정규분포의 기준인 왜도와 첨도는 분포곡선의 중심에서 좌우 및 상하

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왜도는 분포곡선의 기울어짐, 첨도는 분포곡선의

퍼짐을 나타내며, 왜도는 절댓값 3, 첨도는 절댓값 7보다 작은 경우 정규

성을 확보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실제적
자아일치성 1 7 3.08 1.43 .56 -.21

이상적
자아일치성 1 7 4.43 1.55 -.49 -.62

내재적 제약 1 7 2.76 1.43 .74 -.04

대인적 제약 1 7 2.47 1.34 1.03 .62

정보 제약 1 7 4.43 1.96 -.36 -1.16

거리 제약 1 7 3.41 1.32 .40 -.21

비용 제약 1 7 3.87 1.82 .01 -1.02

시설 제약 1 7 5.67 1.39 -1.14 .86

시간 제약 1 7 4.56 1.68 -.43 -.67

표 5 .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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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각 변인이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

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실제적 자아일치성 .91, 이상적 자아일

치성 .951, 내재적 제약 .837, 대인적 제약 .773, 정보 제약 .859, 거리 제

약 .827, 비용 제약 .851, 시설 제약 .858, 시간 제약 .855, 선망 .938, 요트

참여의도 .947, 원인분석력 .752, 감정통제력 .684, 충동통제력 .744, 감사

하기 .883, 생활만족도 .828, 낙관성 .802, 관계성 .834, 커뮤니케이션능력

.852, 공감능력 .83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

이면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선망 1 7 4.09 1.76 -.11 -1.11

요트참여의도 1 7 5.14 1.47 -.86 .38

원인분석력 2 7 5.71 0.87 -1.11 2.13

감정통제력 1.33 7 5.19 1.02 -.55 .56

충동통제력 1 7 5.20 1.07 -.34 -.11

감사하기 2.67 7 6.11 0.96 -1.20 .99

생활만족도 2.33 7 5.51 1.08 -.65 .03

낙관성 1.67 7 5.96 0.96 -1.04 1.29

관계성 3 7 6.13 0.86 -1.2 1.25

커뮤니케이션
능력 2 7 5.29 1.15 -.45 -.41

공감능력 2.33 7 5.53 0.94 -.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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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0.8 이상의 경우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변수 간 0.8 이상의 상관계수를

갖는 항목은 없었다. 상관관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인 항목 수 Cronbach’s α

자아일치성
실제적 자아일치성 4 0.91

이상적 자아일치성 4 0.951

여가제약

내재적 제약 8 0.837

대인적 제약 5 0.773

구조적 제약

정보 제약 5 0.859

거리 제약 4 0.827

비용 제약 3 0.851

시설 제약 5 0.858

시간 제약 3 0.855

선망 무해한 선망 5 0.938

요트참여의도 - 4 0.947

회복탄력성

통제성

원인분석력 3 0.752

감정통제력 3 0.684

충동통제력 3 0.744

긍정성

감사하기 3 0.883

생활만족도 3 0.828

낙관성 3 0.802

사회성

관계성 3 0.834

커뮤니케이션능력 3 0.852

공감능력 3 0.838

표 6 .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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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실제적
자아일치성 1

이상적
자아일치성 .50** 1

내재적 제약 -.34** -.36** 1

대인적 제약 -.11 -.17** .43** 1

정보 제약 -.18** -.17** .31** .24** 1

거리 제약 -.13* -.08 .13* .20** .39** 1

비용 제약 -.23** -.11 .16** .11 .41** .45** 1

시설 제약 .13* .07 .16** .10 -.01 .08 .05 1

시간 제약 -.21** .05 .26** .27** .11 .25** .22** .18** 1

선망 .22** .51** -.23** .06 -.04 .09 .03 .01 .17** 1

요트
참여의도 .36** .56** -.62** -.25** -.28** -.06 -.12* -.02 -.02 .48** 1

원인분석력 .05 .01 -.03 -.04 .02 -.04 .06 .05 -.00 .09 .10 1

감정통제력 .19** .04 -.04 -.00 -.01 -.00 .03 .08 -.07 .05 .04 .48** 1

충동통제력 .17** .05 -.16** -.02 -.15* -.02 -.03 .09 -.00 .09 .16* .56** .60** 1

감사하기 .18** .12 -.11 -.08 -.09 .06 -.03 .06 .03 .06 .21** .37** .27** .42** 1

생활만족도 .22** .08 -.10 .00 .06 .08 -.05 -.04 -.03 -.03 .13* .33** .28** .33** .56** 1

낙관성 .17** .15* -.16* -.14* -.14* -.01 -.01 -.04 .01 .15* .30** .35** .34** .38** .48** .54** 1

관계성 .10 .15* -.16** -.17** -.10 .05 -.08 .02 .04 .11 .25** .33** .27** .37** .60** .43** .45** 1

커뮤니케이션
능력 .07 .11 -.00 .06 .04 .06 .06 .07 .06 .13* .18** .32** .29** .37** .39** .32** .27** .48** 1

공감 능력 .04 .13* -.14* -.04 .02 .10 -.04 -.00 .13* .20** .21** .29** .26** .30** .30** .17** .26** .40** .48** 1

표 7 .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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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적 요인분석

1) 모델적합도 검증

변인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합도를 검증

하고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IFI, TLI, CFI, S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χ2/df

는 3.0 미만, IFI, TLI, CFI는 .90 이상, SRMR는 0.1 이하, RMSEA는

0.08 이하이면 양호한 기준으로 본다(Byrne, 1998; Carmines & Mclver,

1981;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1998).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의 문항에서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MC) 값이 0.4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Modification

indices의 M.I.값을 통해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적합도를 저해시키는 시설 제약과 그 외 관측변인들을 삭제하여 본 연구

에 사용할 문항들을 도출하였고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2564.85, df=1594,

p<.000, χ2/df=1.609, IFI=.916, TLI=.902, CFI=.914, SRMR=.055,

RMSEA=.04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호한 수준의 모델적합

도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는 <표 8>과 같다.

χ2 df p χ2/df IFI TLI CFI SRMR RMSEA

2564.85 1594 0 1.609 .916 .902 .914 .055 .047

표 8 .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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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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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타당도 검증

관측변인들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과 개

념신뢰도(C.R.) 값을 확인하였다. 이때, AVE 값의 수용기준치는 0.5 이

상, 개념신뢰도 값은 0.7 이상이며(Fornell & Larcker, 1981), 집중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적 자아일치성의 경우 AVE 값은

.703, 개념신뢰도 값은 .904로 나타났고, 이상적 자아일치성 경우 AVE

값은 .829, 개념신뢰도 값은 .951, 내재적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35,

개념신뢰도 값은 .839, 대인적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38, 개념신뢰도

값은 .836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제약 중 하나인 정보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78, 개념신뢰도 값은 .863, 시설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57, 개

념신뢰도 값은 .846, 거리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57, 개념신뢰도 값은

.846, 비용 제약의 경우 AVE 값은 .679, 개념신뢰도 값은 .860, 시간 제

약의 경우 AVE 값은 .683, 개념신뢰도 값은 .864로 나타났다. 선망의 경

우 AVE 값은 .744, 개념신뢰도 값은 .920, 요트참여의도의 경우 AVE 값

은 .806, 개념신뢰도 값은 .943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변인 중 하나

인 원인분석력의 경우 AVE 값은 .562, 개념신뢰도 값은 .788, 감정통제

력의 경우 AVE 값은 .425, 개념신뢰도 값은 .687, 충동 통제력의 경우

AVE 값은 .498, 개념신뢰도 값은 .748, 감사하기의 경우 AVE 값은 .727,

개념신뢰도 값은 .889, 생활만족도의 경우 AVE 값은 .635, 개념신뢰도

값은 .839, 낙관성의 경우 AVE 값은 .590, 개념신뢰도 값은 .811, 관계성

의 경우 AVE 값은 .693, 개념신뢰도 값은 .869,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경

우 AVE 값은 .669, 개념신뢰도 값은 .858, 공감 능력의 경우 AVE 값은

.643, 개념신뢰도 값은 .843으로 나타났다. 그중 회복탄력성 변인 중 하나

인 감정통제력의 AVE, 개념신뢰도 값과 충동통제력의 AVE 값이 기준

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고 표준화계수 값이 0.5를

넘겨 본 논문에서는 해당 변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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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AVE 개념

신뢰도

실제적
자아일치성 →

실제1 .843 .070 16.036 ***

.703 .904
실제2 .923 .068 17.699 ***
실제3 .772 .059 16.682 ***
실제4 .810 - - -

이상적
자아일치성 →

이상1 .904 .041 23.825 ***

.829 .951
이상2 .931 .038 25.749 ***
이상3 .901 .041 23.594 ***
이상4 .905 - - -

내재적 제약 →
내재1 .775 - - -

.635 .839내재3 .778 .075 12.549 ***
내재6 .830 .084 10.661 ***

대인적 제약 →
대인2 .648 .072 11.167 ***

.638 .836대인4 .880 .070 14.691 ***
대인5 .848 - - -

정보 제약 →
정보1 .810 - - -

.678 .863정보2 .890 .071 15.345 ***
정보3 .765 .075 13.478 ***

거리 제약 →
거리1 .559 .067 9.959 ***

.657 .846거리2 .884 .053 17.860 ***
거리3 .937 - - -

비용 제약 →
비용1 .605 .048 11.189 ***

.679 .860비용2 .904 .048 19.738 ***
비용3 .924 - - -

시간 제약 →
시간1 .888 - - -

.683 .864시간2 .687 .065 12.760 ***
시간3 .888 .060 17.030 ***

선망 →

선망1 .784 .053 16.271 ***

.744 .920
선망3 .876 - - -
선망4 .843 .054 18.563 ***
선망5 .939 .048 22.398 ***

요트참여의도 →

의도1 .818 .038 20.040 ***

.806 .943
의도2 .920 .035 27.999 ***
의도3 .904 .036 26.390 ***
의도4 .944 - - -

원인분석력 →
원인1 .790 .149 8.664 ***

.562 .788원인2 .875 .163 8.807 ***
원인3 .545 - - -

표 9 . 집중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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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3) 판별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판별타당도 검증은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작을 때 판별타당도가 확보되는데(Fornell &

Larcker, 1981),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총 19개의 잠재변인 간의 제곱 값

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변인에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자세한 판별타당도 검증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감정통제력 →
감정1 .698 .108 9.223 ***

.425 .687감정2 .572 .086 7.889 ***
감정3 .678 - - -

충동통제력 →
충동1 .729 .144 9.942 ***

.498 .748충동2 .726 .116 9.915 ***
충동3 .661 - - -

감사하기 →
감사1 .843 .067 16.491 ***

.727 .889감사2 .875 .077 17.287 ***
감사3 .840 - - -

생활만족도 →
생활1 .796 .059 13.131 ***

.635 .839생활2 .816 .062 13.430 ***
생활3 .779 - - -

낙관성 →
낙관1 .687 .074 11.194 ***

.590 .811낙관2 .808 .067 13.089 ***
낙관3 .804 - - -

관계성 →
관계1 .672 .073 11.451 ***

.693 .869관계2 .931 .063 18.560 ***
관계3 .872 - - -

커뮤니케이션
능력 →

커뮤1 .781 .067 14.700 ***
.669 .858커뮤2 .775 .063 14.552 ***

커뮤3 .892 - - -

공감능력 →
공감1 .732 .061 12.729 ***

.643 .843공감2 .817 .074 14.195 ***
공감3 .8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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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실제적
자아일치성 .703 　 　 　 　 　 　 　 　 　 　 　 　 　 　 　 　 　 　

이상적
자아일치성 .249 .829 　 　 　 　 　 　 　 　 　 　 　 　 　 　 　 　 　

내재적 제약 .118 .129 .635 　 　 　 　 　 　 　 　 　 　 　 　 　 　 　 　

대인적 제약 .012 .028 .182 .638 　 　 　 　 　 　 　 　 　 　 　 　 　 　 　

정보 제약 .033 .028 .096 .059 .678 　 　 　 　 　 　 　 　 　 　 　 　 　 　

거리 제약 .018 .006 .018 .040 .153 .657 　 　 　 　 　 　 　 　 　 　 　 　 　

비용 제약 .051 .013 .024 .012 .171 .201 .679 　 　 　 　 　 　 　 　 　 　 　 　

시간 제약 .044 .002 .067 .072 .011 .061 .048 .683 　 　 　 　 　 　 　 　 　 　 　

선망 .050 .257 .054 .003 .002 .008 .001 .029 .744 　 　 　 　 　 　 　 　 　 　

요트참여의도 .133 .313 .380 .061 .080 .004 .015 .000 .232 .806 　 　 　 　 　 　 　 　 　

원인분석력 .003 .000 .001 .001 .000 .001 .003 .000 .007 .010 .562 　 　 　 　 　 　 　 　

감정통제력 .036 .002 .001 .000 .000 .000 .001 .005 .003 .002 .229 .425 　 　 　 　 　 　 　

충동통제력 .029 .002 .025 .001 .023 .000 .001 .000 .008 .024 .309 .358 .498 　 　 　 　 　 　

감사하기 .034 .014 .012 .006 .007 .004 .001 .001 .004 .043 .134 .073 .172 .727 　 　 　 　 　

생활만족도 .047 .006 .010 .000 .003 .006 .003 .001 .001 .017 .109 .079 .112 .309 .635 　 　 　 　

낙관성 .027 .021 .024 .019 .020 .000 .000 .000 .024 .091 .126 .117 .146 .231 .289 .590 　 　 　

관계성 .009 .024 .026 .029 .009 .002 .006 .001 .012 .061 .106 .071 .135 .313 .188 .200 .693 　 　

커뮤니케이션
능력 .005 .013 .000 .003 .001 .003 .003 .003 .017 .033 .102 .082 .133 .149 .102 .074 .228 .669 　

공감능력 .001 .016 .019 .002 .000 .011 .001 .018 .040 .046 .085 .065 .087 .087 .029 .067 .156 .229 .643

표 10 .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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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

본 연구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선망이 요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방

정식 모형을 도출하였다.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과정에서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형 변

수정제 과정을 거쳐 모델적합도를 저해시키는 잠재변인과 잠재변인들에

대한 관측변인들이 제거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모델적합도 검증결과 χ2=892.336, df=500, p<.000,

χ2/df=1.785, IFI=.945, TLI=.938, CFI=.945, SRMR=.071, RMSEA=.054의

결과가 도출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의 모델적합도 역시 적합한 수준으로 수

치가 확보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모델적합도는 <표 11>과 같다.

그림 4 . 구조방정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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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

인하였으며, 아래 <표 12>에 구조방정식모형의 모수 추정치, 표준화 요

인계수, 표준오차, p값을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모형을 토대로 자아일치성과 선망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실제적 자아일치성 → 선망’에서는 C.R. 값 -.650, p값 .516, ‘이상

적 자아일치성 → 선망’에서는 C.R. 값 7.681, p값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이상적 자아일치성 → 선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두 번째로, 여가제약과 선망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내재적 제약 →

선망’에서는 C.R. 값 –2.851, p값 .004, ‘대인적 제약 → 선망’에서는 C.R.

값 3.362, p값 .001 미만, ‘구조적 제약 → 선망’에서는 C.R. 값 –2.094, p

값 .036으로 나타나 ‘내재적 제약 → 선망’에서는 부적인 영향, ‘대인적

제약 → 선망’, ‘구조적 제약 → 선망’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선망과 요트참여의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선망 → 요

트참여의도’에서 C.R. 값 7.669, p값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선망 → 요

트참여의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내재

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에서는 C.R. 값 –7.003, p값 .001 미만, ‘대인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에서는 C.R. 값 .211, p값 .833, ‘구조적 제약 → 요

χ2 df p χ2/df IFI TLI CFI SRMR RMSEA

892.336 500 0 1.785 .945 .938 .945 .071 .054

표 11 . 구조방정식모형(SEM)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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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참여의도’에서는 C.R. 값 –2.029, p값 .042로 나타나 ‘내재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 ‘구조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p<.05, **p<.01, ***p<.001

3)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과 요트참여의

도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총 275명의 표본에 대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실제적
자아일치성 → 선망 -.065 -.047 .100 -.650 .516

이상적
자아일치성 → 선망 .618 .547 .080 7.681 ***

내재적
제약 →

선망 -.252 -.215 .089 -2.851 .004**

요트참여의도 -.540 -.519 .077 -7.003 ***

대인적
제약 →

선망 .313 .233 .093 3.362 ***

요트참여의도 .015 .012 .069 .211 .833

구조적
제약 →

선망 .506 .172 .242 2.094 .036*

요트참여의도 -.347 -.133 .171 -2.029 .042*

선망 → 요트참여의도 .356 .402 .046 7.669 ***

표 12 . 구조방정식모형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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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136명,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139명으로 분리되었다.

집단분리 후,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이 설정한 모형에서

서로 다른 영향 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자유로 하는 ‘자유모형’을 분

석하고 두 번째로 잠재요인 간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한

‘제약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위해 자유모

형과 제약모형 간 자유도에 따른 카이스퀘어 변화량을 조사하였으며, 회

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정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다.

*p<.05

가설 경 로 자유모형 제약모형 Δχ² 검정

H5-1 내재적
제약 →

요트
참여의도

χ²(1000)=1559.172 χ²(1001)=1559.386
Δχ²(1)=0.214

p>.05 (insig.)

H5-2 대인적
제약 → χ²(1000)=1559.172 χ²(1001)=1560.434

Δχ²(1)=1.262

p>.05 (insig.)

H5-3 구조적
제약 → χ²(1000)=1559.172 χ²(1001)=1563.154

Δχ²(1)=3.982

p<.046*

표 13 .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경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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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4) 가설검정

본 연구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가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최종 구조방정

식모형의 적합도 수치와 예측변인의 효과계수에 근거하여 검정하였으며,

가설은 총 5개로 구성하였다. 5개의 가설에 대한 세부가설은 총 12개이

며, 전체적인 가설검정 결과는 <표 15>와 같다.

가설 경 로
회복
탄력성

경로계수 C.R. p

H5-1 내재적 제약 →

요트
참여의도

높음 -.576 -5.230 ***

낮음 -.498 -4.575 ***

H5-2 대인적 제약 →

높음 -.073 -.762 .446

낮음 .091 .922 .357

H5-3 구조적 제약 →

높음 -.102 -.775 .439

낮음 -2.354 -.695 .487

표 14 .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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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 설 결과

가설1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실제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여가제약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2-1
내재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2
대인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3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여가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4-1
내재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H4-2
대인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각

H4-3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5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분채택

H5-1
내재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기각

H5-2
대인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기각

H5-3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낮춰줄 것이다.

채택

표 15 .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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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일치성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적 자아일치성

→ 선망(C.R.=7.681, p<.05)’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선망이 높아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택: H1-2 / 기각: H1-1)

***p<.001

H2. 여가제약은 선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적 제약 → 선망

(C.R.=3.362, p<.05)’과 ‘구조적 제약 → 선망(C.R.=2.094, p<.05)’의 경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제약 → 선망(C.R.=-2.851, p<.05)’의 경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부(-)의 영향을 미쳐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 기각되었다. 즉, 대

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선망이 높아지고 내재적 제약이 높

을수록 선망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택: H2-2, H2-3 / 기각:

H2-1)

가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결과

H1-1 실제적
자아일치성 → 선망 -.065 -.047 .100 -.650 .516 기각

H1-2 이상적
자아일치성 → 선망 .618 .547 .080 7.681 *** 채택

표 16 . 연구가설 1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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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결과

H2-1 내재적
제약 → 선망 -.252 -.215 .089 -2.851 .004** 기각

H2-2 대인적
제약 → 선망 .313 .233 .093 3.362 *** 채택

H2-3 구조적
제약 → 선망 .506 .172 .242 2.094 .036* 채택

표 17 . 연구가설 2 분석결과

*p<.05, **p<.01, ***p<.001

H3.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망 → 요트참

여의도(C.R.=7.669, p<.05)’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망이 높을수록 요트참여의도 또한 높아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택)

***p<.001

H4. 여가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재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C.R.=-6.245, p<.05)’와 ‘구조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

(C.R.=-2.148, p<.05)’ 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요트참여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택: H4-1, H4-3 / 기각: H4-2)

가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결과

H3 선망 → 요트참여의도 .356 .402 .046 7.669 *** 채택

표 18 . 연구가설 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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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01

H5.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C.R.=-2.148, p<.05)’의 경

로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Δχ²(1)=3.982, p<.05). 즉, 소

비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요트참여의도의 부

(-)적인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택: H5-3 / 기각:

H5-1, H5-2)

*p<.05

가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결과

H4-1 내재적
제약 → 요트

참여의도 -.540 -.519 .077 -7.003 *** 채택

H4-2 대인적
제약 → 요트

참여의도 .015 .012 .069 .211 .833 기각

H4-3 구조적
제약 → 요트

참여의도 -.347 -.133 .171 -2.029 .042* 채택

표 19 . 연구가설 4 분석결과

가설 경 로 Δχ² 검정
경로계수(p)

결과높은
집단

낮은
집단

H5-1 내재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

Δχ²(1)=0.214

(insig.)
-.576 -.498 기각

H5-2 대인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

Δχ²(1)=1.262

(insig.)
-.073 .091 기각

H5-3 구조적
제약 → 요트참여의도

Δχ²(1)=3.982

p<.046*
-.102 -2.354 채택

표 20 . 연구가설 5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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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망과 요트참여의도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요트참여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선망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선망과 요트참

여의도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선망이 높아질수록 요트참여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는 무해한 선망이 생겼을 때 의도가 높아진다는 Van de ven et

al.(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소비자들이 요트를

보았을 때 선망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요트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요트를 떠올렸을 때 선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트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

망의 감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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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일치성과 선망

자아일치성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를 분

석한 결과 자아일치성 중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높을수록 선망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럭셔리브랜드를 주제로 연구한 김지은(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실제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선망이

라는 감정은 본인이 바라고 되고 싶은 대상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적 자아일치성, 그러니까 현재 나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

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실제적 자아일치성이 불

일치한다고 해서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무해한 선망은 실제 자신의 이미지와 요트의 이미지의 일

치되는 정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선망의 감정

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상적 자아일치성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상적 자아일치성을 높이려면 요트를 동경의 대상으로 느낄 수 있

게 그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요트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인 선망의 감정을 일으

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이상적 자아일치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3. 여가제약과 선망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를 분석

한 결과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은 선망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대인

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내재적 제약은 높을수록 선망은 낮아지고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선망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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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내재적 제약의 설문 문항 중 경

험, 관심의 부재 문항 때문이라 판단된다. 요트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없

는 소비자들은 요트를 인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요트를 보거나 떠올렸

을 때 선망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제약은 요트

참여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망을 일으키는 데 방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망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제약을 극

복하거나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브랜드의 사용제약이 선망의 감정을 일으킨다는 최낙환, 변재성(201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통상적으로 여가제약이라하면 극복하고 해소하여야

하는 요인으로만 생각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여가제약의 적절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높으면 선망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소비자들이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을 느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선망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적절한 대인적 제

약과 구조적 제약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요트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인 선망의 감정을 일

으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라는 것을 밝

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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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

의 조절효과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

를 분석한 결과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요트참여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적 제약과 요트참여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2019년에 발생하여 2020년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장기간 여가를 즐기지 못하였고,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로 여가활동 시 대인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는

데, 이는 Khan et al(2019), Moghimehfar et al(2018)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여가로서 요트를 참여하는 데 있어 여가제약은 다른 여가 종목

들과 마찬가지로 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요트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여가제약과 요트참여의

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탄력성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

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제약과 요트참여의도

의 경로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

적 제약으로 인한 요트참여의도의 부(-)의 영향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

록 경감된다는 것이다.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과 요트참여의도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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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인데(유안진 등, 2005), 이는 고난이나 역경

에 마주쳤을 때 소비자가 이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나타

난다(Schafer, Shippee, & Ferraro, 2011).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내재적 제약인 관심, 경험 부족과 대인적 제약인 지인의 부

재 등을 헤쳐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재

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인을 모색하여 접목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가제약 중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5.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동경의 대상 혹은 우상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선망을 요트라

는 스포츠에 연관 지어, 선망이라는 감정과 요트참여의도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요트참여에 있어서 선망이 중요한 변인임을 파

악하였기에 요트참여 및 활성화 연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브랜드 분야에서만 활발히 이루어지던 자아일치성 이론을 요트

라는 스포츠에 접목하여 이를 파악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이상적 자아

일치성과 선망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일치성이론이

브랜드 분야에서만큼 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기에

향후 여가참여의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 61 -

셋째, 여가활동에 있어 부정적 요소였던 여가제약을 선망과의 관계 규

명을 통해 여가제약을 극복 및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여가제약의 적절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여가제약의 새로운 역할

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여가로서의 요트참여를 촉

진시키기 위해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이상적 자아일치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이다. 현재에도 요트 활

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요트의 대중

화 전략이다. 하지만 대중화 전략보다는 요트라는 스포츠의 이미지를 고

급화하여 소비자들의 이상적 자아이미지와 요트이미지가 일치되게 만듦

으로써 소비자들이 요트를 보았을 때 선망의 감정을 일으켜 참여로 이끌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요트의 고급

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이상적 자아이미지와 요트이미지

를 일치시킨다면 요트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제약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인적 제

약과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

라서 여가제약 중 구조적 제약 중 비용 제약을 활용하여 마케팅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현재 해양레포츠 센터에서는 요트 활성화를 위해 요트체

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내재적 제약

중 경험의 부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요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사라져

요트에 대한 선망, 이상적 자아일치성 마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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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한 뒤, 적절

한 비용 제약을 형성하여 선망의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든다면 요트참여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요트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대인적 제

약을 느꼈을 때 선망의 감정을 느끼고 이를 통해 요트참여의도가 높아진

다는 것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대인적 제약은 여가를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할 친구, 파트너의 부재로 생기는 제약인데(Crawford et al.,

1991), 파트너의 부재로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1:1 요트

강습 등 파트너와 함께하는 여가가 아닌 혼자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요트참여에 있어서 선망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요트를 보았을 때 선망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

도록 마케팅전략을 펼친다면 요트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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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 여가제약이 선망에 미치는 영향과 선망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가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일치성 중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요트를 갖고 싶거나 요트를 즐기는

소비자처럼 되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요트에 대해 선망을 느낀다

는 것이다.

둘째,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은 선망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대

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선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소비자들이 요트를 즐기는 데 있어서 경험, 관심의 부재와 같

은 내재적 제약이 생겨났을 때에는 요트에 대해 선망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고, 파트너의 부재와 같은 대인적 제약과 비용의 부담과 같은 구조

적 제약이 일어났을 때에는 요트에 대해 선망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다.

셋째, 선망은 요트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요트나 요트를 즐기는 소비자를 보았을 때 선망의 감정을 느낀

소비자는 요트참여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요트참여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 관심의 부재와 같은 내

재적 제약이 일어났을 때와 정보, 시간 부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일어

났을 때 요트참여의도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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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여가제약 중 구조적 제약이 요트참여의도에 미치는 부(-)의 영

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제약,

거리 제약, 비용 제약, 시간 제약은 소비자의 회복탄력성 정도에 따라 이

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브랜드 분야에서만 활발히 이루어지던 자아일치성

이론을 요트라는 스포츠에 접목하여 이를 파악하였고, 이상적 자아일치

성과 선망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동경의 대상이나 우상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선망을 요트와 연관 지어 선망이라는 감정이 요트참여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여가활동에 있어 부정적

요소였던 여가제약을 선망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여가제약을 극복 및 활

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였고, 선망을 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여가제약

의 적절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요트참여 활성

화를 위해서는 요트나 요트를 즐기는 소비자를 보았을 때 선망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

완하여 연구한다면 더 좋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

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설문만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각기 다른 응답자의 설문환경을 제어하지 못하였고 불성실한 답변

으로 인해 답변의 부정확성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SNS를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기에 설문 참여자의 다양성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응답

자의 설문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설문을 요청하였지만, 응

답자의 설문환경을 제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양한 연

령, 학력, 수입의 참여자를 설문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임의의 인터넷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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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비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설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제한되었다. 이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제한점

이 발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망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 2가지 변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망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

은 이 밖에도 더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일치성과

여가제약 외에 선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변인를 모색하여 이를 적용

하고 연구를 한다면 더 발전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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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트 이미지와 본인의 실제 이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 다음은 요트 이미지와 본인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요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이미지를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요트는 실제 나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요트를 타는 사람의 이미지는 나의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요트의 이미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이미지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요트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요트를 타는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요트를 타는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요트의 이미지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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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트 활동에 있어 개인적, 심리적인 방해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

√ 다음은 요트활동에 있어 대인관계와 관련된 방해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트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요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요트를 즐기는 생활이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지금의 생활패턴을 깨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요트를 탄다는 생각만으로도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요트를 타면 다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트를 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트를 같이 탈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주변 사람들은 요트 타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 주변 사람들은 요트를 탈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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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트 활동에 있어 시간, 비용 등 외부 방해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

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요트 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가족은 내가 요트 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트를 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요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 주변에는 요트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요트를 즐길 실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요트에 대한 경험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가 알고 있는 요트시설은
부실하다.
(모른다면 평소 생각하는 요트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내가 알고 있는 요트시설은
혼잡하고 붐빈다.
(모른다면 평소 생각하는 요트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가 알고 있는 요트시설은 용도가
적합하지 못하다.
(모른다면 평소 생각하는 요트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내가 알고 있는 요트시설은
노후화되어있다.
(모른다면 평소 생각하는 요트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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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가 알고 있는 요트시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른다면 평소 생각하는 요트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집 근처에 요트를 탈 만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요트 활동 장소로 가는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요트 활동 장소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운송수단(자동차, 바이크
등)이 없거나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요트 장비를 구매할 비용이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요트시설 이용료가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요트 교육비가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사회생활에 쫓겨 요트를 탈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가족과 집안일로 인해
요트를 탈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직장업무, 학업 등으로
요트를 탈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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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트를 보았을 때 느끼는 선망의 감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 다음은 힘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요트를 타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요트 혹은 요트를 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요트 혹은 요트를 타는 사람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동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요트를 타는 사람이 이룬 것을
가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요트 혹은 요트를 타는 사람을 보면,
요트를 갖기 위해 혹은 그들이 성취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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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많은 것에 감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좋아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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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트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문항입니다.

20.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트를 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향후 요트를 타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향후 요트를 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요트 활동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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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월 가구(가족)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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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요트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있다면, 요트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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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elf-Congruity

and Leisure Constraints on

Yacht Participation Intention

: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Benign Envy and Resilience

Hyunju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congruence 

and leisure constraints on benign envy and the influence of benign envy on 

yacht participation.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traints and yacht participation is also examined.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actual self-image and ideal self-image on 

benign envy; influence of intrapersonal constraints, interpersonal constraints 

and structural constraints on benign envy; influence of benign envy on yacht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apersonal constraints, interpersonal constraints and structural 

constraints on yach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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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aged 

between 20 to 60 years old. A total of 310 responses were collected, with 

275 responses used after eliminating for 35 unengaged responses. The survey 

consisted of 8 items measuring self-congruence, 33 items for leisure 

constraints, 5 items for benign envy, 27 items for resilience and 4 items 

measuring yacht participation.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AMOS 21.0 

and SPSS 26.0.

Reliability of survey items were achieved using cronbach’s α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test for reliability of each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and mediating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associations amongst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self-congruence, ideal self-image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benign envy. Second, among leisure constraints, intrapersonal constraints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benign envy while structural constraints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benign envy. Third, a positive relation was 

shown between benign envy and yacht participation. Fourth, among leisure 

constraints, intrapersonal constraints and structural constraints portrayed a 

negative influence on yacht participation. Fifth, the negative influence of 

structural constraints on yacht participation showed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eywords: Yacht, Self-congruity, Leisure constraints, Envy, Resilience, 

Participation Intention

Student ID : 2019-2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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