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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연습장 선택요인이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의 하위요인 중 시설요인만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의 하위요인 중 비용과 시설요인만 추천의사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만족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의 하위요인 중 비용요인과 추천의사의 영향관계에서만 고객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MZ세대 골퍼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SNS를 통하여 남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에 익숙하고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가격구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결과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MZ generation’s golf practice facility’s selection attribut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ection attributes (convenience, cost, facility, program) of 

golf practice facility, only the facility fact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Selection attributes 

(convenience, cost, facility, program) of golf practice facility, only cost, and facility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recommend. Third, Custom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recommend. Fourth, Selection 

attributes (convenience, cost, facility, program) of golf practice facility, custom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factor and intention to recommend. As the summary of a characteristic of MZ generation 

golfers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in golf practice facility was recognized as important because they 

communicate while actively showing others through SNS. Second, it is the result of the study that because they are familiar with the 

internet and recognize that rational consumption through price comparison is very important, a strategy such as a price composi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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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가시간을 스포츠 활동에 할애하여 자기계발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 증진시키고 있다[1].

그 중 골프는 자연친화적인 참여형 레저스포츠로서 국내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더불어 스코어에 대한 도전의식과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도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참여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2].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골프는 야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까지 부각되면서 레저스포츠의 중심으로서 전례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3].

전술한 내용의 대한 근거로서 골프연습장의 증가와 MZ세대의 골프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년 현재 한국골프연습장협

회(KGCA)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335개의 골프연습장이 영업 중이며, 실외골프연습장이 1,205개, 실내골프연습장이 

4,336개, 스크린골프가 4,784개의 업소로 2018년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2,339개의 연습장이 증가하여 3년 만에 23%가 증가되

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4]. 또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골프인구는 약 5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

으며, 이 중 MZ세대의 비중이 약 22%(115만명)로 골프인구가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5]. MZ세대란 1980

년생부터 2000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1995년생부터 2004년생을 뜻하는 Z세대(Generation Z)

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통계청의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총 1,797만 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6].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모바일(Mobile)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도 불리

며,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7]. 이들의 특징은 소비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특

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하고, 상품보다는 경험,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요시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8].

최근 MZ세대가 골프에 대거 입문하고 있다는 보고는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구매력과 대중

문화의 소비적 주체로 발돋움한 MZ세대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9].

골프연습장의 급격한 양적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골프에 대한 인기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이지만, 갑자기 

많아진 골프연습장 간의 경쟁심화 현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시설의 양적증가는 운동 참여자

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포츠 시설의 입장에서는 경쟁심화 현상이 함께 상존할 수 밖에 없

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10].

전술된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참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골프연습장

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MZ세대의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경

쟁우위에 서기 위한 골프연습장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스포츠 시설에서는 무형의 서

비스와 강습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따

른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 중에 효과적인 방법

은 구매결정과 관련된 선택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11]. 실제로 소비자들은 골프연습장의 선택과정에서 한 가지 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12,13].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참여스포츠 시설의 다양한 선택속성 가운데 선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연구의 가치가 높다는 보고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13,14].

골프연습장에 있어서 선택결정요인이란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탐색 된 다양한 관련 정보와 고객의 직접적인 경험을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외, 실내, 스크린 등의 골프연습장의 특징에 따른 가격, 접근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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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골프연습장의 경영에서 선택요인에 따른 고객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5]. 높은 고객만족도가 주는 이점으로는 영업비용 감소, 애호도 향상, 고객이탈 방지 및 신규고

객 창출 등이 있다[16]. 또한 Boton and Drew(1991)[17]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은 그 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것인가와 

타인에게 추천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Oliver(1980)[18]는 만족은 소비자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통하여 만족의 수준을 변화시키고, 고객의 변화된 태도는 미래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참여자의 고객만족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20,21].

골프연습장에서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전략으로 긍정적 추천의도를 들 수 있다. 추천의도는 구전현상으로서 고객만

족과는 상이하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자기 경험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서 소비자의 구매 태도와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22,23]. 특히, 골프연습장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이용하고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정

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참여자의 소비경험을 전달받는 추천의사는 골프연습장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과 고객만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24-28]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 골프인구 증

가의 핵심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스포츠분야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3,7,29]에서 MZ세대를 소비의 핵심계층으로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골프 및 스포츠와 관련

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과 같은 참여 스포츠시설에서는 고객의 대상에 따라 선호요인이 달라진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최

근 통계자료에서도 골프인구에서 MZ세대의 골프에 대한 높은 참여를 보고하고 있으나[5], MZ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골프연습

장의 선택요인과 고객행동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골프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과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고객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트렌드 리더가 될 MZ세대를 대상으

로 하여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과 고객행동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어떠한 선택요인이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파악을 하여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

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MZ세대의 골프연습장 선택요인이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과 연구모형(Fig.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고객만족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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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Fig. 1. Research model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에 관한 

조사도구는 Keeney, Raiffa and Meyer(1993)[11]의 연구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노병주, 하규수(2012)[30], 김재현, 김성배, 이상덕

(2014)[2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최초 4개의 하위변인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

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고객만족에 관한 조사도구는 Oliver(1997)[31]의 연구의 개념을 근거로 김도희(2015)[32]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최초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추천의사에 관한 조사도구는 Lee(2018)[33]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최초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2.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1년 7월 초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실외골프연습장 두 곳과 실내골프연습장 세 곳에서 골프

를 연습하는 MZ세대 남, 녀 골퍼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시 본 연구자들과 보조조사원들은 본 연구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

명하고 MZ세대에 해당하는 1980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남, 녀 골퍼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각 연습장 

별로 50부씩 총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확인 작업을 거쳐 유효한 설문지 총 217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통

계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적식모형분석을 통한 경로분

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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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분석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래의 Table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성별, 출생년도, 구력, 평균스코어, 주간 골프연습장 이용횟수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research subjects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126 58.1

평균스코어

필드 미경험 41 19.0

여 91 41.9
101타 이상 96 44.2

출생년도

(MZ세대)

80-85년생 72 33.2
100타 이하 45 20.7

86-90년생 57 26.2
90타 이하 32 14.7

91-95년생 51 23.5

81타 이하 3 1.496년생 이상 37 17.1

구력

1년 미만 39 18.0
주간

골프연습장 

이용횟수

1회 이하 43 19.8

1년 이상 - 3년 미만 143 65.9 2회 이상 73 33.6

3년 이상 - 5년 미만 28 12.9 3-4회 84 38.7

5년 이상 7 3.2 5회 이상 17 7.9

3.2 요인분석 및 구성개념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에서 도출되는 수치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삭제하였

다. 이에 제시된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0.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 및 신뢰도 분

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요인 변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신뢰도

편의성

상세한 골프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539 

.706
연습장 이용편익을 위한 프로세스가 좋다. .646 .189 6.805  ***

연습장의 주차공간이 충분하다. .688 .191 7.046  ***

연습장의 접근 편의성이 좋다. .705 .203 7.133  ***

비용

골프연습장은 강습비용의 수준이 적절하다. .531 

.812
골프연습장의 가격은 합리적이다. .647 .151 7.144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수준은 적절하다. .575 .162 5.818  ***

골프연습장은 회원요금 수준이 적절하다. .642 .175 7.112  ***

시설

골프연습을 하기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72 

.834
부대시설(커피, 식당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728 .071 10.927  ***

퍼팅 및 숏게임을 연습을 하기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14 .078 10.696

휴게시설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설비가 잘 되어있다. .685 .070 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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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Continue)

요인 변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신뢰도

프로그램

수준별 프로그램이 있다. .677

.792
티칭프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592 .117 8.071  ***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665 .109 8.965  ***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준다. .644 .098 8.710  ***

만족

골프가 재미있게 느껴진다. .562 

 .765
실력향상이 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668 .166 7.650  ***

골프연습장에 가는 것이 즐겁다. .724 .155 8.042  ***

레슨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746 .149 8.185  ***

추천의사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711 

.801
친구와 함께하고 싶다. .699 .093 9.622 ***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다. .671 .089 9.259 ***

장기적인 이용을 권유하고 싶다. .712 .090 9.779 ***

구성개념의 적합도 지수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합도 기준(RMSEA 

0.1 이하, RMR 0.05 이하, NFI, CFI, GFI, AGFI 0.8 이상)을 적용하였다. 구성개념의 적합도 검증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Verification of fit of conceptual model

구성개념 χ2 df p CMIN/df GFI AGFI CFI NFI RMR RMSEA

골프연습장 선택요인  236.945  98 .000  2.418 .884  .838 .906 .852 .039 .079 

만족 8.160 2 .000 4.080 .982  .909 .954 .941 .038 .098

추천의사 .543 2 .013 .271 .988  .901 .943 .932 .007 .021

3.3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 수치와 AVE 수치를 도출하였다.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 수치(C.R.)는 모

두 0.7 이상으로 나타나서 모든 요인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별타당성도 각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된 수치보

다 AVE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요인 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 만족 추천의사

편의성 1

비용 .501 1

시설 .525 .505 1

프로그램 .408 .519 .467 1

만족 .654 .615 .613 .573 1

추천의사 .643 .505 .574 .642 .631 1

C.R. .808 .705 .855 .805 .819 .846

AVE .715 .639 .667 .651 .702 .69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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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SEM)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χ2=555.588(df=238, p=.000), CMIN/df=2.334, 

RMR=.042, GFI=.830, AGFI=.803, RMSEA=.076, NFI=.789, CFI=.865의 수치가 도출되어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1, 2, 3은 Table 5, 가설 4는 Table 6에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Fig. 2는 본 연구의 검증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1, 2, 3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S.E C.R P 채택여부

1-1 편의성 → 만족 .184 .148 1.430 .153 기각

1-2 비용 → 만족 .098 .304 .321 .748 기각

1-3 시설 → 만족 .704 .092 4.919 *** 채택

1-4 프로그램 → 만족 .069 .208 .247 .805 기각

2-1 편의성 → 추천의사 .190 .169 1.508 .132 기각

2-2 비용 → 추천의사 .711 .413 1.988 .047* 채택

2-3 시설 → 추천의사 .264 .084 2.360 .018* 채택

2-4 프로그램 → 추천의사 -.132 .271 -.425 .671 기각

3-1 만족 → 추천의사 .876 .495 1.969 .04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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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 of hypothesis 4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간접계수

P 채택여부
최소값 최대값

4-1 편의성 → 만족 → 추천의사 .011 -1.23 .695 .195 기각

4-2 비용 → 만족 → 추천의사 .398 .154 .562 .046 채택

4-3 시설 → 만족 → 추천의사 .117 -2.06 .542 .587 기각

4-4 프로그램 → 만족 → 추천의사 -.055 -109 .187 .48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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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Hypothesis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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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연습장 선택요인과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SEM)을 활용하여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과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과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여 종합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결과의 해

석 및 실증적인 적용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설 1.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시설요인만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나머지 편의성, 비용, 프로그램의 요인들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연습장

의 유형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용시설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선행연구인 김재현, 김성배, 이상덕(2014)[26], 이승은, 박경실, 총루이(2018)[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재현, 김성배, 이상덕(2014)[26]의 연구에서는 편의성, 서비스 등의 무형의 서비스도 전반적으로 고객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승은, 박경실, 총루이(2018)[2]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지도자 요인이 고객만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참여스포츠 

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들[34,35]에서도 인적요인의 핵심인 스포츠 지도자가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인구통계

적 특성을 살펴보면 김재현, 김성배, 이상덕(2014)[26]의 연구에서는 전체 이용고객의 81.8%가 40대 이상이며, 50.5%가 50대 이

상의 고객이다. 그리고 이승은, 박경실, 총루이(2018)[2]의 연구에서는 전체 이용고객 90.3%가 30대 이상이며, 46.2%가 50대 이

상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자 전원

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골프연습장 이용자이며, 30세 이하도 40.6%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83.9%가 구

력이 3년 미만이며, 평균스코어도 63.2%가 100타 이상이거나 필드 미경험자도 19%나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

이점은 나이에 따른 기본성향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에 대한 경험이 적고 기능수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 초보단계

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나 골프연습장의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월간 골프연습장 이용횟수는 80.2%가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자주 이용하

는 시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진국, 박충일(2021)[7]의 연구에서는 MZ세대의 특징에 대하여 

SNS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참여에서도 기존세대와는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7]. 따라서 기성세대에서의 골프연습은 골프에 대한 실력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자 및 레슨 프로그램에 관련된 요인이 고객만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MZ세대의 경우는 나의 연

습하는 모습이나 골프하는 모습을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공유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이 고객

만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에서는 지속적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하여 쾌적

하고 깨끗한 연습환경, 실시간으로 SNS 등의 활동에 적합한 인터넷 설비와 휴게공간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

리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2.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비용과 시설요인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편의성, 프로그램의 요인들은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골프연습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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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지웅, 정권혁, 전익기(2021)[28]의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해준다. 그러나 유지웅, 정권혁, 전익기(2021)[28]의 연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편의성, 비용, 시설, 서비스의 모든 선택요인

이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비용과 시설요인만이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스포츠 시설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Lee(2018)[33]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시

설이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격과 직원과의 유대관계 등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웅, 정권혁, 전익기(2021)[28]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66.3%가 연령

이 50대 이상이며, 대상인원에 78%가 구력이 4년 이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83.9%가 구력이 3년 미

만이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인원이 20~30대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Lee(2018)[33]의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 시

설 이용고객을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골프참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도자의 전문성은 추천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며, 골프와 같이 익히기 어려운 스포츠 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

과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대부분 골프에 대한 기능수준이 높지 않고 골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지도자나 강습 프로그램 등의 요인들이 추천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김진국, 박충일(2021)[7]의 연구에서는 MZ

세대의 소비문화에 대하여 자유롭게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고 인증샷 뽐내기를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전술한 내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여스포츠 시설에서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제

외한다면 시설이 우수성과 합리적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상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7]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은 MZ세대가 합

리적으로 소비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장 이용상품 및 가격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설 3. 고객만족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고객만족이 추천의사 등의 긍정적 

고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Oliver(1980)[18], Reichheld and Sasser(1990)[36]의 높은 수준이 고객만족은 추천의사 

등의 긍정적인 고객행동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면 MZ세대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이용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MZ세대는 SNS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소통하

기 때문에 연습장에 대한 평판이 MZ세대 이용객들에 의하여 좌우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골프산업의 주역으

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는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초보골퍼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상자들을 보다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설 4.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비용요인만 추천의사의 영향관계에서 고

객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편의성, 시설, 프로그램의 요인들은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 고

객만족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Z세대의 합리적 소비에 기인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

으며, MZ세대의 소비문화에 대하여 제시한 김진국, 박충일(2021)[7]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골프연습장 운영

자들은 MZ세대 고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였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가격비교에 매우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을 소개시켜 주는것에 있어서도 가격이라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에서의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 및 강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고객의 각각의 요구에 맞도록 개

별화하여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의 결

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MZ세대 골퍼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SNS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남에게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연습장의 평판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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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의 물리적 환경이 다른 지인에게 추천할만 장소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Z세대 골퍼들이 적극

적인 SNS 활동은 중요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로 인터넷에 익숙하고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가격구

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력이 오래된 골퍼일수록 경우 골프지도자에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연습

장의 고객구성과 전반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 경력과 기능수준에 따라 연습장 이용상품 및 레슨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

고 제언한다.

4.2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의 골프연습장 선택요인이 고객만족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

여 2021년 7월 초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실외골프연습장 두 곳과 실내골프연습장 세 곳에서 골프를 연습하

는 MZ세대(1980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남, 녀 골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섯 개의 연습장별로 각각 50부씩 배

부하여 총 250부를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유효성을 검증하여 총 217부를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최종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에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고객만족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시설요인만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편의성, 비용, 프로그램의 요인들은 고객만

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은 추천의사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비용과 시설요인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편의성, 프로그램의 요인들은 추천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만족은 추천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연습장의 선택요인(편의성, 비용, 시설, 프로그램)과 추천의사의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연습장 선택요인의 하위요인 중 비용요인만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이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편의성, 시설, 프로그램의 하위요인들과 추천의사와의 영향관계에서는 고객만족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골프연습장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질적분석을 통한 MZ세대와 기성세대 골퍼들의 선택결

정요인 비교 등의 연구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가능해지

고, 재택근무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골프장의 운영상황은 현재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골

프장의 경우도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MZ세대의 선호요인과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MZ세대의 특성이 기성세대와는 뚜렷이 구분이 되는 부분을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 단계인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도 미래 소비의 핵심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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