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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DDDeeettteeerrrmmmiiinnnaaatttiiivvveeeFFFaaaccctttooorrrsssooofffCCCooonnnsssuuummmeeerrr
BBBeeehhhaaavvviiiooorrrsssiiinnn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sss

OOOhhh,,,BBBooonnnggg---GGGeeeuuunnn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JJJuuunnnggg,,,MMMyyyeeeooonnnggg---SSSoooooo,,,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PPPhhhyyysssiiicccaaalllEEEddduuucccaaatttiiiooonnn,,,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purposeofthisstudy wastoprovideabasicmaterialtopromotethe
efficientmanagementofgolfdriving range and the developmentofthe golf
industry,and to contribute for the popularization ofgolfby analyzing the
determinativefactorsofconsumerbehaviorsincustomersofgolfdrivingranges.
Toachievethis,customersforgolfdrivingrangesintheG andJareaswere
selectedasapopulationonMarch2005. A totalof400sampleswerechosen:
Indoor 200 and outdoor or rooftop 200. Poor and unreliable or missing
questionnaireswereeliminated. Finally,376responseswereanalyzedbyone-way
ANOVA,cannonicalcorrelation analysis,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using
SPSS11.0program.Inthisway,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

111...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iiinnnttthhheeemmmaaarrrkkkeeetttiiinnngggmmmiiixxxooofff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iiinnnttthhheeefffuuunnnccctttiiiooonnnooofff
sssuuubbbjjjeeeccctttsss''' dddeeemmmooogggrrraaappphhhiiiccc fffaaaccctttooorrrsss(((ssseeexxx,,,aaaggg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 llleeevvveeelll,,,mmmooonnnttthhhlllyyy mmmeeeaaannn
iiinnncccooommmeee,,,kkkiiinnndddsssooofff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pppuuurrrpppooossseeessstttooouuussseee,,,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uuussseee,,,tttiiimmmeee
ooofffuuussseee,,,gggooolllfff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SSSeeexxx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priceandproducts.Intheprice

ofgolfdrivingrange,malecustomersevaluatedhigher,consideringgolfdriving
range expensive,compared with women. In the products,woman customers
evaluatedhigherthanmales. AAAgggeeeshowed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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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andPR,suggestingthat30-39agegroupwasthehighestintheproducts.
EEEddduuucccaaatttiiiooonnnllleeevvveeelll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onlyinpromotion. As
educationlevelwaslow,theevaluationofpromotionwashigh. MMMooonnnttthhhlllyyymmmeeeaaannn
iiinnncccooommm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products,promotion,andPR.
Theevaluationofcustomerswithmeanincomeofone-twomillionwonwasthe
highest. TTThhheee pppaaatttttteeerrrnnn ooofff uuusssiiinnnggg a golf driving rang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differenceinprice,products,promotion,andPR.Thepricewashigher
inthecustomersofoutdoorgolfdrivingranges;theproductinindoor;theproducts
inoutdoor;thepromotioninindoor,andthePR inindoor. 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uuusssee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in price,products,promotion,and PR.
Thepricewashigher,asfrequencyperweekwassmall,reflectingthatcustomers
usingagolfdrivingrangelessfeltexpensive. Theproductswerethehighestin
customersusingonceperweek. ThePR washigher,asfrequencyofusewas
high,reflectingthatasfrequencyofusewashigh,therelationofgolfdrivingrange
andinternalandexternalpublicwasgood. Fourtimesperweekwerethehighest
frequencyofuse. PPPuuurrrpppooossseeeooofffuuusss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
facilities,price,products,and PR,suggesting the highestin self-development
purpose. TheproductsandPR werethehighestin self-developmentpurpose.
TTTiiimmmeeeooofffuuusss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price,products,andPR.
1-1.5 hours perone use time were the highest. GGGooolllfff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in facilities,price,products,and PR. The
evaluationofcustomersplayinggolfforlessthan3monthswasthehighestin
facilitiesandproducts,whiletheevaluationofthoseplayinggolfformorethanone
yearwashigherinthepricebutlowerinthePR.

222...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 iiinnn ttthhheee 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 ooofffuuusssiiinnnggg 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 rrraaannngggeeesss iiinnn ttthhheee
fffuuunnnccctttiiiooonnnooofffsssuuubbbjjjeeeccctttsss'''dddeeemmmooogggrrraaappphhhiiicccfffaaaccctttooorrrsss(((ssseeexxx,,,aaaggg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llleeevvveeelll,,,mmmooonnnttthhhlllyyy
mmmeeeaaannniiinnncccooommmeee,,,kkkiiinnndddsssooofff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pppuuurrrpppooossseeessstttooouuussseee,,,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uuussseee,,,
tttiiimmmeeeooofffuuussseee,,,gggooolllfff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Indemographicfactorsandthesatisfactionofusinggolfdrivingranges,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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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weremoresatisfiedwithproductsthanmalesinthefunctionofssseeexxx.
MMMooonnnttthhhlllyyy mmmeeeaaannn iiinnncccooommmee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in products,
products,andpromotion,suggestingthatcustomerswithmeanincomeofone-two
million won werethehighestin satisfaction. TTThhheeepppaaatttttteeerrrnnn ooofffuuusssiiinnnggg aaagggooolllfff
dddrrriiivvviiinnnggg rrraaannngggee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 in price,products,
promotion,andPR. Thecustomersatisfactionwashigherinindoorgolfdriving
rangesthanoutdoor. 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uuusss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inprice,products,promotion,andPR. Customersusingagolfrangesfourtimes
perweekshowedthehighestpricesatisfaction;morethanfivetimesperweek
showedthehighestproductsatisfaction;fourtimesperweekshowedthehighest
promotionsatisfaction,andfourtimesperweekshowedthehighestPRsatisfaction.
TTTiiimmmeeeooofffuuusss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facilities,price,products,
and PR. Customersusing 1-1.5hoursperoneusetimeshowed thehighest
facilitiessatisfactionandthoseusinglessthanonehourperoneusetimeshowed
the highest price,products,and PR satisfaction. GGGooolllfff 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showed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facilities,price,products,andPR. Customers
playinggolfforlessthan3monthsshowedthehighestsatisfaction.

333...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iiinnncccuuussstttooommmeeerrrsss'''dddeeeccciiisssiiiooonnnmmmaaakkkiiinnngggiiinnnttthhheeefffuuunnnccctttiiiooonnnooofffsssuuubbbjjjeeeccctttsss'''
dddeeemmmooogggrrraaappphhhiiicccfffaaaccctttooorrrsss(((ssseeexxx,,,aaaggg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llleeevvveeelll,,,mmmooonnnttthhhlllyyymmmeeeaaannniiinnncccooommmeee,,,kkkiiinnndddsssooofff
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 rrraaannngggeee,,,pppuuurrrpppooossseeessstttooouuussseee,,,fffrrreeeqqquuueeennncccyyy ooofffuuussseee,,,tttiiimmmeeeooofffuuussseee,,,gggooolllfff
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Ofsubfactorsofdemographicfactorsandcustomers'decisionmaking ingolf

drivingranges,ssseeexxx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onlyinre-registration.
Femalecustomershadhigherintentofre-registrationthanmales. AAAgggeeeshowed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theintentofre-registrationandPR,suggesting
thehighestintentinagegroup30-39.MMMooonnnttthhhlllyyymmmeeeaaannniiinnncccooommmeeeshowed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in the intentofre-registration and PR,suggesting that
customerswithmeanincomeofone-twomillionwonhadthehighestintent. IIInnn
ttthhheeepppaaatttttteeerrrnnnooofffuuusssiiinnngggaaa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indoorcustomersshowedstatistically



- viii -

significantly differencein theintentofre-registration and PR. Thecustomer
satisfactionwashigherinindoorgolfdrivingrangesthanoutdoor. 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
uuusssee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onlyintheintentofre-registration.
Customersusingagolfrangesfourtimesperweekhadthehighestintent. IIInnn
pppuuurrrpppooossseeeooofffuuussseee,,,re-registrationwasthehighestinsocialpurpose,whilePRwas
higherinsocialandself-developmentpurpose. In tttiiimmmeeeooofffuuussseee,theintentof
re-registrationandPRwasthehighestincustomersusinglessthanonehour. In
golfexperience,theintentofre-registrationandPRwasthehighestincustomers
withlessthanthree-monthexperience.

444...RRReeelllaaatttiiiooonnnsssbbbeeetttwwweeeeeennn ttthhheeemmmaaarrrkkkeeetttiiinnnggg mmmiiixxx ooofff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 rrraaannngggeeesss(((ppprrroooddduuucccttt,,,
ppprrriiiccceee,,,ppplllaaaccceee,,,ppprrrooommmoootttiiiooonnn,,,aaannndddPPPRRR)))aaannndddcccuuussstttooommmeeerrrsss'''dddeeeccciiisssiiiooonnnmmmaaakkkiiinnnggg(((ttthhheeeiiinnnttteeennntttooofff
rrreee---rrreeegggiiissstttrrraaatttiiiooonnnaaannndddPPPRRR)))
Astheevaluationoffacilities,products,promotion,andPRwaslow andtheprice

washigh,theintentofre-registrationandPRwaslow. Onthecontrary,asthe
evaluationoffacilities,products,andpromotionwashigh,theintentofandPRwas
high.

555...RRReeelllaaatttiiiooonnnsssbbbeeetttwwweeeeeennnttthhheeecccuuussstttooommmeeerrr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ooofffgggooolllfffdddrrriiivvviiinnngggrrraaannngggeeesssaaannnddd
cccuuussstttooommmeeerrrsss'''dddeeeccciiisssiiiooonnnmmmaaakkkiiinnnggg(((ttthhheeeiiinnnttteeennntttooofffrrreee---rrreeegggiiissstttrrraaatttiiiooonnnaaannndddPPPRRR)))
Astheevaluationoffacilities,price,products,promotion,andPR waslow,the

intentofre-registrationandPR waslow. Theeffectsofsatisfactionfactorsof
using golf driving ranges on customers' decision making(the intent of
re-registrationandPR)wereexamined. Theeffectsofproducts,price,facilities,
and P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satisfaction ofproducts,price,
facilities,andPRwashigh,customers'decisionmakingwashigh.Thesatisfaction
factorsinfluencingtheintentofre-registrationincludedproducts,price,facilities,
andPR,showing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whilethesatisfaction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 of PR included products,facilities,and PR,showing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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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A.A.A.A.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경제산업의 발전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소득의 증대,
주5일 근무제로의 여가시간의 확대,새로운 문화 트렌드인 웰빙(well-being)문화
의 확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포츠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
다.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여가시간의 증대와 여가 참여자에 대한 여가 주체자의
의식변화와 정부차원에서의 생활체육 지원 증가로 이어졌으며,그동안 특정인들만
이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골프의 대중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골프의 대중화에는 우리나라 선수의 세계무대의 활약과 대중매체에서 다루

는 골프에 대한 내용의 급증으로 골프뿐만 아닌 골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골프산업의
월등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그 예로 1990년에 골프장 55
개,골프장 이용객 수가 355만 명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골프장 165개,골프장 이
용객 수가 1,42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서천범,2003),90년보다 골프장은 300%,골
프장 이용객 수는 402%나 증가하였다(박찬규,2003).
이러한 골프 참여 인구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로 인해 골프연습장 시설은 1990년

대 이후 연평균 2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단일스포츠 종목 중 최고의 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서천범,1997).그리고,한국골프연습장 협회의 전국골프시설 현
황조사(2003)에 따르면,2002년 기중으로 전국에 개장된 골프연습장은 2500개 이상
이며,2004년에는 3000개 이상의 연습장 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급변하는 골프산업의 시장환경에 대응하면서 자사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자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의 논리에 입각하여 고객
만족 중심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자 측의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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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박찬규,2003).
그러므로,골프 대중화의 시대를 맞아 골프연습장은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골

프연습장은 골프장,시설업,골프용품과 함께 골프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기 때문이다(김성희,2004).
지금까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경영 및 마케팅에 관련된 연구(이대현,1999;

김수영,2000;김준형,2000;정찬한,2004)는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경
영을 위해서는 마케팅 믹스 요인인 시설,가격,장소,그리고 프로모션요인 및 운영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골프연습장의 소비자 만족 및 재구매를 강
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을 강화시켜 소비자의 만족을 유도할 때 재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이용기,신두철,류철(2000),강신일,여인혁,정찬한(2004)의 연
구결과가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의 확대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아직 골프의 저변 확대에 사회적으로 부
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골프 연습장이나,골프연습장 경영자의 마케팅 믹스의 적
용과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 인식 부재로 인해 경영의 실패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
다.
또한 일부지역의 골프연습장간 경쟁이 심화되어,더욱 구체적인 경쟁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찬규,2003).
소비자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인 제약하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심리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재화나
서비스를 접근,구매,사용하고 이에 따른 경험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일련의 행동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찬한,2004).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결국 고객의 소비성
향에 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표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소비자들의 만족 또한 높아질 것이다(김수영,1999).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더욱 세분화된 마케팅믹

스에 적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요
인을 파악하고,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만족을 통해 지속적인 충성고객을 유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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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양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골프산업에서의 경쟁우위에 설수 있는 전략을 수
립함으로서,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경영과 미래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골프
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B.B.B.B.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습장의 효율
적인 경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C.C.C.C. 연구변인연구변인연구변인연구변인

골프연습장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배경변인은 성별,연령,직업유형,교육수준,주관적 사회계층,월평균수입,골프
연습장 종류를 독립변인은 제품(product),가격(price),장소,유통(place),촉진
(promotion),PR(PublicRelatons)의 마케팅믹스(5Ps)와 매개변인으로 만족을 그리
고 종속변인은 소비자 의사결정요인으로 재등록 의사 구전의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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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 성성성성 별별별별

2. 2 . 2 . 2 . 연연연연 령령령령

3. 3 . 3 . 3 . 교교교교 육육육육 수수수수 준준준준

4. 4 . 4 . 4 . 직직직직 업업업업 유유유유 형형형형

5. 5 . 5 . 5 . 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

6. 6 . 6 . 6 . 주 관 적주 관 적주 관 적주 관 적

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

7. 7 . 7 . 7 . 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

형 태형 태형 태형 태

인인인인
구구구구
통통통통
계계계계
학학학학
적적적적

특특특특
성성성성

배배배배 경경경경 변변변변 인인인인

P R

촉촉촉촉 진진진진

유 통유 통유 통유 통 (장 소장 소장 소장 소 )

가가가가 격격격격

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

제제제제 품품품품

마마마마
케케케케
팅팅팅팅

5
P
S

독독독독 립립립립 변변변변 인인인인

재 등 록재 등 록재 등 록재 등 록

의 사의 사의 사의 사

종종종종 속속속속 변변변변 인인인인

P R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촉 진촉 진촉 진촉 진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유 통유 통유 통유 통 (장 소장 소장 소장 소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가 격가 격가 격가 격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제 품제 품제 품제 품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만만만만

족족족족

도도도도

매매매매 개개개개 변변변변 인인인인

1 . 1 . 1 . 1 . 성성성성 별별별별

2. 2 . 2 . 2 . 연연연연 령령령령

3. 3 . 3 . 3 . 교교교교 육육육육 수수수수 준준준준

4. 4 . 4 . 4 . 직직직직 업업업업 유유유유 형형형형

5. 5 . 5 . 5 . 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월 평 균 수 입

6. 6 . 6 . 6 . 주 관 적주 관 적주 관 적주 관 적

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사 회 계 층

7. 7 . 7 . 7 . 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골 프 연 습 장

형 태형 태형 태형 태

인인인인
구구구구
통통통통
계계계계
학학학학
적적적적

특특특특
성성성성

배배배배 경경경경 변변변변 인인인인

P R

촉촉촉촉 진진진진

유 통유 통유 통유 통 (장 소장 소장 소장 소 )

가가가가 격격격격

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구 전 의 도

제제제제 품품품품

마마마마
케케케케
팅팅팅팅

5
P
S

독독독독 립립립립 변변변변 인인인인

재 등 록재 등 록재 등 록재 등 록

의 사의 사의 사의 사

종종종종 속속속속 변변변변 인인인인

P R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촉 진촉 진촉 진촉 진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유 통유 통유 통유 통 (장 소장 소장 소장 소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가 격가 격가 격가 격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제 품제 품제 품제 품 만 족만 족만 족만 족

만만만만

족족족족

도도도도

매매매매 개개개개 변변변변 인인인인

그림 1. 연구모형

D.D.D.D. 연구가설연구가설연구가설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
여 앞에서 설정한 관련변인과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설을 설
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1.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연령,직업유형,교육수준,월평균수입,골프연습

장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에 따라 마케팅믹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연령,직업유형,교육수준,월평균수입,골프연습

장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
칠것이다.
가설 3.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연령,직업유형,교육수준,월평균수입,골프연습

장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은 만족도에 따라 소비자 의
사결정(재등록 의사,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골프연습장의 마케팅 믹스(제품,가격,장소,촉진,PR)는 소비자 의사결

정(재등록의사,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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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이용만족,소비자 의사결정(재등록 의사,구전 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E.E.E.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측정도구,관계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연구결과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대한 제한적 이

해와 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자료수집 방법인 설문조사의 수행과정에서 조사시간,조사장소 그리고 조

사자의 개인차로 인한 자료수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F.F.F.F.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마케팅(marketing):마케팅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치가 있는 제품을 창조
하고,제공하고,또한 교환함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요구하고,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및 관리적 과정을 의미한다.
2)마케팅믹스(marketingmix):기업이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조정
할 수 있는 5가지 요소(5Ps)로서 제품(product),가격(price),장소(place),촉진
(promotion),PR(publicrelations)을 의미하며 이를 통합한 활동인 마케팅 전략
을 의미한다.
4)제품(product):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유
형의 상품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용구를 제외한 스포츠 신발과 스포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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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한정할 것이다.
5)가격(price):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붏는 화폐 가치를
가격이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 또
는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6)장소(place):제품을 생산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지는 상점의 지리적 위치,내부 시설,접근의 편의성과 부대시설 등을
의미한다.
7)촉진(promotion):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관심,구매를 자극하도록
계획되는 활동으로 광고(advertising),인적판매(personalselling),판매촉진
(salespromotion),홍보(publicity),그리고 스폰서쉽(sponsorship)을 포함한다.
8)PR(publicrelations):해당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스포츠 조직의 PR은 내적 공중(직원,선수,지도자)의 관계와 외적
공중(참가자,관중,지역사회와 관공서 언론의 관계)의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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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A.A.A.A.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

1.1.1.1.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역사역사역사역사

골프는 넓은 자연속에서 심신단련과 함께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
츠로서 현대인의 욕구와 취향에 맞아 그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육,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골프산업도 198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1998년 골프장 이용자 수가
퍼블릭 코스 내장객까지 합하면 9백만명에 달했고,2002년도에는 1100만명에 이르
렀다(여인혁,2004)
국내 골프연습장의 형태는 크게 실외골프연습장과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연습장은 1960년대 초반 중구의 명동에 위치했던 무학성을
들수 있다.이 연습장은 건물의 실내에 꾸며졌고,그 규모는 4타석이었다.실외 골
프연습장의 최초는 1967년 개장한 남산 자유센터 골프연습장이었다.이 연습장 규
모는 60타석으로 큰 규모였으며,비거리는 약 2백 30야드에서 2백 40야드정도였다.
최근의 골프연습장처럼 안전망을 치거나 철탑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들이
연습했다.남산자유센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골퍼들이 내는 월 레슨비는 약 5천원
정도였고,박스(30개)이용료는 50원이었다.이용자의 대부분은 정계,관계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었다.앞에서 소개한 무학성과 남산자유센터가 한국 골프연습장의 효
시하고 할 수 있다(김성희,2004).
1970년대 말부터는 골프연습장이 점차 도심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한국
의 골프연습장은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프로골퍼의 양성소에서 지금은
대중화된 국민 생활체육으로으로의 골프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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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실외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

실외 골프연습장은 이용자가 볼의 구질과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타
석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작은 곳은 25m에서 크게는
300m를 넘는 거리를 갖고 있는 골프연습장도 있다(김성희,2004).
실외 골프 연습장은 철탑과 안전망 등 기본 설비와 더불어 건축물을 필요로 하
고 있다.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타석간의 간격은 2.5m 이상
두어야 하며,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의 연습을 위하여 벽면,쉼표,기타 다른 설비
들의 골프채가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안전시
설에 관해서는 그물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실외골프
연습장에 한하여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
을 합한 면적의 두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특별 규정이 정하고 있다.다만 실외 골
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내부 시설로 연습이나 레슨에 필요한 기기를 설
치할 수 있으며,연습시의 방해방지 및 안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타석의
시설물은 자동 볼 공급기,타석매트,브러시,고무티,볼,볼바구니,채걸이,냉ㆍ난
방기기,조명,연습채,간이 의자 등이 갖추어져야하고,편의시설로 넓고 타석까지
이동이 편리한 주차장의 확보와 락커룸,샤워실,탈의실,휴게실,프런트,용품점,
음료자판기,대기실,스낵바 등이 확보보되어야 한다(정찬한,2003).

3.3.3.3. 실내 실내 실내 실내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급격히 증가하는
골프인구에 비하여 실외 골프연습장의 부족에 따라 방음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보
통은 건물 지하실에 주로 설치한다.실내 연습장은 타석과 거리를 평균 3～5m정도
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가 볼의 구질과 비거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고,전반적
으로 스윙자세에 관한 연습을 위주로 해서 골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나 계절적으
로 겨울철에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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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연습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철탑의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
지는 않으나 안전을 위하여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을 설치함을 실외골프연습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다.타석간의 거리는 2.5m 이상을 두어야 하며 500m2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이여햐 하며 주차장 확보가 1차석 1주차를 규정하
고 있다.그러나 500m2이하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면 설치
가 가능하다.실내골프 연습장의 기자재 및 부대시설은 실외 골프연습장과 달리 건
물내부에 설치 함으로서 볼 자동 이송기에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여건상
벙커 연습장은 설치 할 수 없으나 대부분 퍼팅 연습장 시설은 갖추고 있다(김성희,
2004).

444...골골골프프프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시시시설설설현현현황황황
골프장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골프인구의 증가는 골프연습장의 수요도 증대시
켰다.한국골프연습장 협회에서 조사 발간한 2002년 2월 골프연습장 협회보에 의하
면 국내 연습장은 전국적으로 2,560개 업소이다.그중 실내 연습장이 1,500개이고
실외 연습장이 1,060개 업소로 나타났다(한국골프장협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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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의 마케팅의 마케팅의 마케팅의 요소요소요소요소

국내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미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스포츠 마케팅
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스포츠 마케팅은 목적에 따라 순수 스포츠
마케팅(sportmarketing),스포츠를 통한 마케팅(marketingthoughsport)로 구분된
다(MullinHardy&Sutton,1993).
순수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를 직접 상품화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으로
프로 스포츠와 같이 관중을 동원하고 경기를 상품화하여 서비스하는 관람 스포츠
산업분야와 골프장,스키장,스포츠클럽 등에서 다양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참여 스포츠 산업분야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프로모션을 위한 수단으

로 스포츠를 이용하여 상품판매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선수,팀,또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쉽
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품(product),프로모션(promotion),

장소(place),가격(price)등의 전략이 필요하여 이것을 스포츠 마케팅의 4P라고 한
다.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을 위하여 4P의 체계적인 믹스가 필요하며 상호 연관된
전략수립이 필수적이다(김종,김종환,1997).

111...제제제품품품(((ppprrroooddduuucccttt)))
기업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표적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고객들의 욕구를 제품이라는 수단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한다(이학식,현용진,2000).
제품은 스포츠 화나 테니스 라켓처럼 실체를 지닌 유형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좋은 제품은 마케팅의 핵심이다.제품이 전
달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열성적으로 몰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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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제품 설계,제품 특성,포장,상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구성(dussability)과 유
형성(tangibility)에 따라 비 내구재(nondurablegoods),내구재(durablegoods)및
서비스(service)로 나눌 수 있다.비 내구재는 하번 또는 수회정도에 소비되는 소비
재이므로 광고에 의존하면서 많은 수의 점포를 통해 판매된다.내구재는 사용 기간
이 길며 여러 번 사용해도 별 상관없는 소비재로서 스포츠 화,의류,라이센싱 제
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따라서 인적 판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 등이 요구된다.
스포츠 또한 하나의 제품으로써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른 독특한
요소를 지내고 있다.프로스포츠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는 수명이 없어 소멸 적이
다.예를 들어 스포츠 야구를 관전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아 입장권을 구입하려 할
대 흔히 우리는 야구장밖에 있는 암표상을 볼 수 있다.경기 입장권의 품귀현상에
따라 입장권의 가격은 다양하다.그러나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면 그 입장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한 시간 후 그 입장권은 사실상 가치가 없게 된다.또한 스포츠
제품은 통제가 불가능하다.일반적으로 한 제품이 색깔과 모양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 마케터는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생산라인에 있는 업자와 상의하여 새
롭게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그러나 스포츠 마케터는 관중 수입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선수나 감독으로 경기 스타일을 바꿔 달라고 요구 할 수는 없다(김종,
최재원,1997)

222...가가가격격격(((ppprrriiiccceee)))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화계 가치를 가격이라고 한다.
가격이란 경제 가치의 척도이며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수입원이며 경쟁 수단인 반면,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제품 획득의 대가이자
상품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다.(이호정,1999).또한 기업측면에서 가격은 매출
을 구성하고 운가를 보장하며 경비를 보충하여 이익을 확보한다는 절대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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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소비자 측면에서는 제품 구매의 성공여부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고
객은 가격표에 표시된 숫자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그러
므로 경영을 유지하고 성장,확대시키는 보장 수단이기도 하다(송용섭,김형순,
1999).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가격은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할인 제도,쿠
폰제도와 각종 판매 촉진 요소들로 인하여 가격은 통제되고 변동 될 수 있다.프로
스포츠의 관중들은 제품의 가격과 경기 관람 가치를 동일시한다.

3.3.3.3. 장소장소장소장소(place)(place)(place)(place)

판매 장소는 단순한 건축 시설이니 상업 시설이 아니다.협의로는 상품판매의 장
으로 매장이라는 상품과 시설을 의미하여 광의로는 지역 생활의 장으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이호정,1999).마케팅 경로라고
불리는 판매경로는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이
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의 집합을 의미한다(Pride& Ferrel,
1989).판매 경로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그리고 중간 상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일반 마케팅과는 달리 스포츠 마케팅에서 장소는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여
부를 좌우하게 된다.국내 프로스포츠의 경우,대부분이 전용구장이나 임대구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구장의 확보는 관중동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다.일반적으로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접근
성,매력성,실용성 등의 3가지 요소가 있다.접근성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는데
어느 정도 편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
다.매력성은 경기장의 규모나 시설의 현대화와 건축미를 의미한다.잠실종합운동
장은 실용성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것이 그 예이다.경기장의 실용성은 선수들의
플레이와 관중들이 관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김종,최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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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촉진촉진촉진촉진(promotion)(promotion)(promotion)(promotion)

촉진이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어진 가격에 구매하거나 구매를 계속 하
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에 대해 실제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라고 요약 될 수 있다
(Rosenberg,1995).이러한 정의는 기업이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촉진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전태준,
1994).
촉진믹스의 수단으로 광고(advertising),판매촉진(salespromotion),홍보(public
relations),인적판매(personalsales),스폰서쉽(sponsorship)이 있다.스포츠 마케팅
에서의 프로모션은 관중들의 관건을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스포츠
구단이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555...PPPRRR(((pppuuubbbllliiicccrrreeelllaaatttiiiooonnnsss)))
PR은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PR은 매체관계(Media relations)와 지역사회
(Community relation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겠다(Mullin,Hardy,
Sutton,1993).스포츠 조직의 PR은 내적 공중(직원,선수,지도자)의 관계와 외적
공중(참가자,관중,지역사회와 관공서 언론의 관계)의 관계를 말하며,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스포츠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스포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③ 공중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④ 스포츠 조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⑤ 공중과의 상방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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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스스스포포포츠츠츠 소소소비비비자자자 행행행동동동

111...소소소비비비자자자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지금까지의 대중사회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를 대중 또는 이에서 분화된 개념
으로 인식하고,소수의 의견 선도자인 창조자와 이를 따르는 다수의 모방자에
의한 유행의 결집차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마케팅에 있어서도 연령,소득,지역 등의 양적 차원에 있어서의 계층구분과 이
에 의한 시장세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그러나 지금까지 기업들이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해 온 양적 차원의 계층구분은 동질성의 전제 하에서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 머물러 있
었다.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생활의 여유가 생겨나면서 타인과 달라 보이고
자하는 욕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그 결과 현재는 한정적이기는 하나 특
정분야에서는 단순한 타인과의 구별차원을 넘어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찾는 창
조적인 자아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사회는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 있다
고 보겠고,이에 따라 소비자의 가치기준도 과거 하드 사회에서의 남과 같은
생활 즉,모방에 따른 동질성의 구축에서 소프트 사회의 나만의 개성적인 생활
즉,생활 창조에 따른 동질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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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물건

Ⅱ타인과 다름           문 화    Ⅲ 타인에게 불가능한 것

 미학 

 업무

즐긴다(C)
기호를 추구하는

귀속

창조한다(E)

참가한다(D)   정서적

지적․사회적   자기실현

개인적 행동의 경향

  

 소유한다(B)              

     유행병적 안전 

의욕 저하(F)

소극화․슬럼화․폭력화

집단적 행동의 경향

Ⅳ타인과 반대의 것

산다(A)
신체적․생리적
Ⅰ타인과 같음

                        문 명

그림 2.사회변화의 추이(정찬종 : 1989)

현재의 성숙화된 사회에서의 시장대응은 제품수요의 포화문제 보다는 성숙된 소
비자의식에의 대응이 관건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마케팅연구원,1992).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자 의식 대응을 위해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소비
자의 가치관 변화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과연 전술한 바와 같은 시장의 진화를
촉진시켜 나갈 만큼 형성되어 있는가의 판단이라 하겠다.즉,가치관 및 라이프 스
타일에 의한 계층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다.개념적으로는 사회가 성숙되고
서비스화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는 개성화․다양화되어 가며,시장
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나간다고 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현실적으로도 유통업
계에 있어 과거 제품다양성 중심의 양판점의 성장에서 전문점 및 다양한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대응하는 신업체의 급속 확산 및 성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아도 우
리 사회가 성숙화의 진전에 따라 계층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변화하는 소비자의 가치기준에 부합하여 이에 대응하는 업체 및 업종은 양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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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모의 한계 속에서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상원,1993).

2.2.2.2.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소비와 소비와 소비와 소비와 행동 행동 행동 행동 방향방향방향방향

경제학의 영역에서 소비자행동,즉「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그것을 소비 없이
사용하는 것에 관련한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져왔다.그 초기의
단계에서 소비자는 소득과 가격이 주어졌을 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인「경제인으로의 생각방식이 주류가 되었다.이와 같은 미시경제학과 고전
파 의지 결정이론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요구를 해명하기 위해 동기 연구와
정보처리이론으로 발전을 보이는 소비자 행동 모델(예를 들면,하워드 셰즈에 의한
자극반응 모델)로 정착되어 왔다.
정보처리이론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구매)보다도 오히려 양자의 사이에 보여지

는 정보처리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소비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logical
thinker)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재의 주류를 차지하는 정보처리이론에도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오락을 목적으로 한 레저활동,즐거움의 감각(sensorypleasure),미적
즐거움,정보적 반응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적 요소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라
고 하는 문제이다.특히,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여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은 본능적
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의지 결정도 합리적이라고 말하
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정상원,1993).
특히,레저활동으로서 행해지는 스포츠 소비행동은 단순한 합리적인 경제계산을

기초로 한 소비의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복잡한 생활의식이 포함
되어 있다(原田宗彦,1991;정상원,1993,재인용).그러므로 스포츠 소비행동은 독
자적 현상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가,타의 생활영역과의 관련 중에서
전체적인 시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스포츠 소비를 다면적인 생활 현상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필요하

게 되는 것이다.이 점에 관해 山下는 스포츠소비를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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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선택하여 자기가 구하는 정보나 오락 등을
입수하려고 소비하며 무언가 충족을 얻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다.(山下秋二,1985;
정상원,1993,재인용).
더욱이 스포츠 소비자에 관해서는 생활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포츠에 관

한 종목,시설,서비스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자신의 스포츠 및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경제의 이론」이 아니라 「레저
의 이론」에 기초하여 행동하는「생활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스포츠에 관한
현상을 취급하는 경우 스포츠에 참가 또는 참여하는 개인을 어떻게 부르며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를 얻을 수 없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은 스포츠 참가자,스포츠 실천자,경기자,그리고 체육경

영학에 이용되어 온「운동자」까지 그명칭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이것은 체
육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原田宗彦,1991;정상원,
1993,재인용).
Kenyon은 스포츠 참여를 1차적 참여와 2차적 참여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그

중에 실제로 참가하는 경기자는 1차적 참여에 포함되며,스포츠의 보기 듣기 읽기
및 관객은 2차적 참여로 분류되어지고 있다.더구나 후자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한
정된 의미의 스포츠소비라고 볼 수 있다.
Mcpherson등은 이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스포츠 소비자를 이벤트(관객으로서

의)참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어느 종류의 매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으
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山下秋二,1990).
이와 같은 스포츠 소비자의 개념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스포츠를 라이프 스타

일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들(예를 들면,상업 스포츠 클럽의 회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국
민의 생활의식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여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전문화된
현재 스포츠 소비를 하나의 사회 경제현상으로 하여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필요성
이 생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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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위치를 굳히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도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활동의 행위 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스
포츠에 관한 비용,시간,개인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제 행위의 주체로서 받아들
여지는 시도가 중시되어져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소비자를 “즐거움이나 여러 가

지의 편익(benefit)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가하기도 하
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돈,개인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3.3.3.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행동의 행동의 행동의 행동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영향요인영향요인영향요인영향요인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이나,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특성
변수(문화,사회,개인적)와 심리적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의 특성 변수에는 소비자의 주변 환경이나 소비자를 묘사해 주는 변수로

서 인구,직업,사회 계층,소득,주거,가족관계,나이 등과 같은 인구 통계 변수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퍼스낼리티,가치관 등과 같은 변수들이 있고,소비자의
심리적 변수에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 및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구매 의도,제품이나 대체 안의 평가기준 등과
같은 변수들이 이에 속한다.이것은 소비자의 정보처리를 통해서 누적된 기억으로
부터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기대 효익이 형성되고 그 상품에 대한 감정 구매의 평
가,구매 행동의 의지나 루프틀라믈(ruftlaml)과정 등을 설명해 주는 심리적 변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념,태도,구매 의도,평가 기준 등과 같은 심리적 변수는 정보처리 과

정보다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 의사 결정 변수라
고 한다.(이영철,1998)
소비자의 심리변수 중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변수는 태도이다.기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의 태도를 변경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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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한다.

4.4.4.4.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모델의 모델의 모델의 모델의 일반유형일반유형일반유형일반유형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고,예측하고,또 어떤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 소비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호 관계의 균형을 통해 도식화하였는데 이것이 소
비자 행동모델이다.따라서 소비자 행동 모델은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와 의사 결정과정과 이에 관련된 영향요소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전
통적 모델과 현대적 모델로 나누어진다.전자에는 마샬(Marshall)의 경제모델,파블
로브(Pavlov)의 학습모델,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 모델,보블럼(Voblem)의 사
회심리모델,후자에는 여러 개의 대표적인 상표에 직면한 소비자의 합리적 상표결
정행동을 설명한 하워드-쉐스(Howard-Sheth)의 모델,기업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소비자의 특성 및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반응
으로써 피드백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니코시아(Nicosia)의 모델, 안드리센
(Andreasen)의 모델,엥겔(Engel)과 블랙웰(Blackwell)의 모델,스탠톤(William J.
Stanton),피터 (Peter)와 올슨(Olson)의 모델 등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
델 중에서 엥겔과 블랙웰의 모델,스탠턴의 모댈,피터와 올슨의 모델에 대한 특징
을 중심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이영철,1998).

aaa...엥엥엥겔겔겔과과과 블블블랙랙랙웰웰웰의의의 모모모델델델
이 모델의 장점은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들을 모델 속에 고려하였고,

의식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 모델의 제약점 또는
한계점으로는 첫째,모델에 포함된 외적환경변수에 대한 구체적 명시나 정의가 불
충분하여,실제 연구에 구체적 시사점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며,둘째,모델이 지나
치게 기계적이어서 인간행동의 역동성 및 다양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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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피터와 피터와 피터와 피터와 올손의 올손의 올손의 올손의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행동 행동 행동 행동 모델모델모델모델

이 모델의 특징은 상호결정 요인과 모델 요소들간의 관계에 대하여,첫째,소비
자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며,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요소만으로는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강조하고 있
으며,둘째,세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가 소비자 행동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셋째로 이 모델은 매우 동태적이어
서 소비자 행동은 계속적인 변화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c.c.c.c.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행동 행동 행동 행동 모델의 모델의 모델의 모델의 비교비교비교비교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소비자 행동의 대표적인 모델로 본 절에서 비
교할 엔젤과 블랙웰(Engel-Blackwell)의 모델들은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이상의 3개의 소비자 행동 모델의 특성을 비교․설명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이론가

항목
엥겔 - 블랙웰 스탠턴 피터와 올손

모델의 주요 

변수 및 구성요소
․의사결정과정

․사회적․문화적

  요인․심리적 요인

․구매의사결정과정

․마케팅 전략

․소비자의인지과정,   

 행동, 환경

접근 방법
․일방적 

  인과관계
․일방적 인과관계

․상호 결정론적 

  관계

모델의 특징

․심리적 상호

  작용 모델

․심리적 변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비

․정태적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따른 

  마케팅 전락제시

․사회과학이론을 모   

 델에 적용

․사회 문화적 요인  

과 같은 외적 요인  

을 이용

․동태적 모델

․전략적 관점의 

  모델

․복잡한 마케팅 

  문제 해결에 있어 

  일반적인 모델

표 1. 소비자 행동 모델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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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소소소비비비자자자 행행행동동동의의의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소비자 행동의 분석방법은 거시적 분석방법과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거시적 분석방법은 사회전체의 소비자 행동 추세 또는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의 변화를 한 지역사회의 전체 소비자 행동을 계
량적으로 분석,파악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특정 소비자 행동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각각 객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과 주관적 자료에 의
한 분석으로 나뉘어진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려면 먼저 적절한 생활 스타일 변수를 설정하고 질문지에

의한 조사,혹은 심리측정,태도측정 등의 측정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얻은 다음 이
를 인자분석방법이나 군집방석과 같은 다변량 분석법에 의해 처리하여 생활스타일
유형을 추출하고 이의 전형적인 프로필을 추출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 주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

거시수준
1)사회지표분석
2)생활의 질의 자료분석
3)인구통계적 요인의 추세분석

1)사회심리와 소비수요 분석
2)사회적 경향의 분석
3)사회동향 예측분석

미시수준

4)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분석

5)생활재 보유 및 사용 패턴의
분석

4)사이코 그래픽 분석
5)A.I.O 분석
6)생활 시스템의 분석

표 2. 소비자 행동 분석 방법

소비자 행동의 분석방법에는 행동적 소비자 행동 분석법,A.I.O 분석법,태도영
역 분석법,사이코 그래픽(Psycho-graphic)분석법,사회 경향적 분석법,소비자 행
동 분석법,생활시스템 분석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
으로 A.I.O분석법이 쓰여지고 있다.소비자 행동분석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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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A.I.O 분석법은 소비자 행동을 활동(Activities),관심(Interests),의견
(Opinions)의 세가지 차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
이다(임창립,1996).

E.E.E.E.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의사결정과정의 의사결정과정의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단계단계단계

이 단계는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정보의 탐색(informationsearch),
대안의 평가(evaluationofalternatives),구매의사결정(purchasedecision),구매 후
행동(purchasebehavior)으로 (그림 3)의 모델은 소비자가 거치는 5단계 과정을 보
여준다.

문제의

 인식 ⇒ 

정보의 

탐색 ⇒ 

대안의 

평가 ⇒ 

구매의사

결정 ⇒ 

구매 후

행동

자자자료료료 ::: JJJaaammmeeesss RRR... BBBeeettttttmmmaaannn,,, AAAnnn 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 PPPrrroooccceeessssssiiinnnggg TTThhheeeooorrryyy ooofff
CCCooonnnsssuuummmeeerrrCCChhhoooiiiccceee(((RRReeeaaadddiiinnnggg,,,MMMAAA:::AAAddddddiiisssooonnn---WWWeeesssllleeeyyy,,,111999777999))),,,ppp...333555222

그림 3.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이 모델은 실제 구매 이전의 여러 구매과정이 시작되고 실제 구매 후에도 오랫
동안 그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이것은 마케팅 담당자로 하여금 단지 구매의사결정이 아니라 전 구매과정에 초

점을 맞추도록 가르쳐 준다.
이 모델은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구입할 때 5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처럼 보인

다.그러나 좀 더 일상적 구매 소비자는 어떤 단계는 그냥 뛰어 넘기도 하고 심지
어는 거꾸로 되기도 한다(임창립,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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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문문문제제제의의의 인인인식식식(((ppprrrooobbbllleeemmm rrreeecccooogggnnniiitttiiiooonnn)))
구매과정은 소비자가 문제 혹은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소비자는 자신의

실제적 상태에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이러한 욕구는 내적 또는 외
적 자극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다.내부 자극인 경우에 인간의 정상적 욕구 중 하나
가 역치 수준(thresholdlevel)을 넘어서면 동인(drive)이 된다.
이 단계에서 마케팅 담당자는 보통 소비자의 문제 인식의 발단이 되는 상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마케팅 담당자는 ① 어떠한 형태의 욕구 또는 문제가 발
생했는가,②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③ 어떻게 해서 이 특정 상품을 선택하도
록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소비자를 조사해야 한다.

2.2.2.2.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탐색탐색탐색탐색(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search)search)search)search)

욕구가 발생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만약 소비자의 동인이 강하고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품이 가까이에 있
으며 곧 그것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는 머릿속에 그 욕구
를 새겨둘지도 모른다.소비자는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전혀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조사할 수도 있으며,매우 활동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탐색 활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두 가지 수준으

로 구분할 수 있다.좀 더 가벼운 정보탐색 상태를 ‘높아진 관심 (heightened
attention)'이라고 부른다.마케팅 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소비자가 의
존하는 주요한 정보원천과 이들 각각이 구매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다.소
비자 정보원천(consumerinformationsources)은 4집단으로 나누어진다.

▷ 개인적 원천 :가족,친구,이웃,친지
▷ 상업적 원천 :광고.판매원,상인,포장,진열
▷ 공공적 원천 :대중매체,소비자 조직
▷ 경험적 원천 :취급,조사,상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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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보원천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제품 범위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는 마케팅 담당자가 지배하는 원천인 상업적인 원천으
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정보는 개인적 원천으로부
터 나오는 경향이 있다.원천의 각 형태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서
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상업 정보는 보통 정보전달기능을 하는 반면에
개인적인 원천은 정당화 또는 평가기능(legitimizingorevaluating)을 수행한다.
기업은 자기회사의 상표가 잠재고객 인식집합과 선택집합 속으로 들어 갈 수 있

도록 마케팅 믹스(marketingmix)를 개발해야 한다.만약 자사의 상표가 이러한 집
합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기업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집합에 있는 다른 상표들을 알아야 한다.그래야만 경쟁
자를 알 수 있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의 정보원천과 각 원천의 중요성을 신중히 파악해야 한

다.즉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그 상표에 관해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들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 정보의 원천에 그들이 두고 있는 중요성은 어는 정
도인지 질문해 보아야한다.이러한 정보는 표적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준비하는 데는 결정적이다.

3.3.3.3. 대안의 대안의 대안의 대안의 평가평가평가평가(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of of of of alternatives)alternatives)alternatives)alternatives)

이제까지는 최종적인 상표 선택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다음 문제는 소비자가 이 선택집합 속에서의 대
안적 상표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는가?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가 상표 선택에 이
르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불행하게도 모든 소비
자에 의해 심지어는 모든 구매상황 속에서의 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간단하고
도 단순한 평가과정은 없다.여기에는 여러 의사결정 평가과정이 있다.
몇가지 기초적인 개념들이 소비자 평가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각 소비자는 제품을 제품 속성(productattitudes)의 한 묶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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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소비자들은 관련된 속성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importanceweights)를 부
여한다(Myors와 Alpert,1976).
셋째,소비자들은 각 상표들이 각 속성에 비추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관한

일련의 상표 신념(brandbeliefs)을 개발할 것이다.
넷째,소비자들은 각 속성에 대해 효용 함수(unityfunction)룰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소비자들은 어떤 평가 절차(evaluationprocedure)를 통해서 대안적 상표

들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된다(Green과 Yoram,1973).

구매평가의 절차에는 보상적 구매평가방법과 비보상적 구매평가 방법이 있다.이
는 하나의 기준에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다른 기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되며 보상적 평가방법에 대비되는 대안적인 방
법이 비보상적 평가방법이다.

aaa...보보보상상상적적적 구구구매매매평평평가가가 모모모델델델
보상적 구매평가모델의 기본적인 전제는 소비자들이 모든 욕구충족의 평가기준
을 활용하여 상표를 평가한다는 것이다.이 방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에서 그
렇지 않은 것에 이르는 모든 욕구충족의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그 결과
소비자의 요구에 가장 근접되게 평가된 상표가 구매된다.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경우는 보상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
러한 기준들이 내가 그 상표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그리고 이러한 욕구충족
의 평가기준들이 바로 내가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고자 기대했던 것이다.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특히 대안 상표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상기한 보
상적 방법에 의해서만 상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실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①
구매하려는 상표들을 한정한다.②욕구를 정의하고 그 순위를 정한다.③욕구를 충
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상표를 평가한다.그리고 ④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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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적으로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한 상표를 선택한다.
소비자들이 상표를 평가할 때,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욕구충족
의 평가기준만을 갖고 대안 상표를 평가하는 방법을 비보상적 구매평가방법이라
한다.

b.b.b.b. 비보상적 비보상적 비보상적 비보상적 구매평가 구매평가 구매평가 구매평가 모델모델모델모델

비보상적 구매평가모델은 소비자들이 대안상표를 평가할 때 모든 요구충족의 평
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욕구충족의 평가기준에 의해 상표가 평가된다는 기본 가정에 입각하
고 있다.
보상적,비보상적 평가 모델은 둘 다 구매의사결정에 다속성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즉,소비자들은 선호상표를 결정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속성을 활용한다.그러
나 비보상적 평가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속성을 함
께 평가한다기보다는 특정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속성에 근거하여
상표를 평가한다.연구결과에 의하면 상표 평가 시 소비자들이 2개 이상의 속성을
동시에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상적 의사결정기준 보다는 비보상적 의사결정기
준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c.c.c.c. 구매의사결정구매의사결정구매의사결정구매의사결정(purchase (purchase (purchase (purchase decision)decision)decision)decision)

평가 단계에서 소비자는 선택 집합 속에 있는 상표를 평가하고 구매의도를 형성
한다.보통 소비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상표를 구매하겠지만,구매 의도와 구매의사
결정 사이에서 두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Sheth,1974).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태도(attitudesofothers)이다.다른 사람의 태도가 선호
하는 대안을 어느 정도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2가지에 달려 있다.① 사
람들이 선호하는 대안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 태도의 강도와 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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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부여이다.다른 사람의 부정적 강도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구매 의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구매의도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소비
자는 기대되는 가계소득,기대 가격 그리고 상품으로부터의 기대 효익 등과 같은
요인에 의거하여 구매의도를 형성한다.소비자가 막 행동을 취하려 할 때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적 요인이 발생하여 구매의도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선호와 구매의 조차도 실제 구매선택을 예측하는 완전히 믿을 만한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그것들이 구매행동으로 유도하기는 하나 그 결과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한다.

d.d.d.d. 구매후 구매후 구매후 구매후 행동행동행동행동(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behavior)behavior)behavior)behavior)

상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들은 어떤 수준의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한다.또한 소비
자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관심 있는 구매 후 행동에 관여할 것이다.마케팅 담당자
의 업무는 제품이 팔렸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 기간에도 계속된다.

e.e.e.e. 구매 구매 구매 구매 후 후 후 후 만족만족만족만족(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satisfaction)satisfaction)satisfaction)satisfaction)

소비자가 구매에 대해 만족하는지,만족하지 않는지는 무엇이 결정하는가?그 해
답은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제품의 지각된 성과 사이의 관계에 있다(Swan &
Combs,1976).소비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수준을 판매상,친구 혹은 다른 정보원천
으로부터의 메시지에 의거 형성된다.

f.f.f.f. 구매 구매 구매 구매 후 후 후 후 행동행동행동행동(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post-purchase actions)actions)actions)actions)

제품에 대한 만족은 차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만족한 소비자들은 다음 번에
도 그 제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와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불만족한 소비자는 내적인 조화,일관성,견해,지식,가치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려는 인간 유기체의 욕망 때문에 부조화를 감소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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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nger,1957).
마케팅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소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그들은 공적 행동과 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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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AAA...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습

장의 효율적인 경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의 선정,조사도구,조사절차,그리
고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그림 4)와 같다.

연구내용의 선정

측정도구의 개발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 및 신뢰도, 타당도 검사

자료수집

표본설계

자료의 처리

통계분석기법에 의한 처리

    ⇒ 빈도분석

    ⇒ one-way ANOVA

    ⇒ 상관관계분석

    ⇒ 단계별회귀분석

조사평가 및 결과도출

그림 4. 연 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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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G,J지역의 골프연습장의 시설이용자를 조사하였다.조사

대상의 표집방법은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실외골프연습장(야외,옥탑)이용자 200명과 실내골프연습장
이용자 200명 전체 4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표집 대상에 실제 사용된 자료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7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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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특    특    특    성성성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빈도수빈도수빈도수빈도수(N)(N)(N)(N)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성    별
남    자 277 73.7

여    자 99 26.3

연    령

20-29세 27 7.2

30-39세 101 26.9

40-49세 179 47.6

50세 이상 69 18.4

교육수준

고졸 이하 45 12.0

대    졸 270 71.8

대학원이상 61 16.2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32 8.5

100-200만원미만 54 14.4

200-300만원미만 72 19.1

300-400만원미만 126 33.5

400만원이상 92 24.5

직업유형

무    직 3 0.8

주    부 58 15.4

판매직,서비스직 24 6.4

사무직,행정직 60 16.0

전문직(전문기술직) 94 25.0

경영자,관리직 46 12.2

자영업,자유업 78 20.7

기능직,작업직 2 0.5

학    생 11 2.9

골프연습장 형태
실내연습장 178 47.3

실외연습장 198 52.7

골프연습장

이용횟수

1일 13 3.5

2일 52 13.8

3일 93 24.7

4일 106 28.2

5일 이상 112 29.8

골프연습장

이용목적

건강증진 113 30.1

사교(친목) 58 15.4

사업에도움 38 10.1

여가선용 67 17.8

자기개발 78 20.7

스트레스해소 15 4.0

기    타 7 1.9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1시간미만 23 6.1

1시간-1시간30분미만 160 42.6

1시간30분-2시간미만 159 42.3

2시간이상 34 9.0

골프경력

3개월미만 75 19.9

3개월-6개월미만 46 12.2

6개월-1년미만 55 14.6

1년이상 200 53.2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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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 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경

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이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목적에 부합된 김성희(2004),강신일(2004),임효택(2004),정찬한(2004),
최강욱(2004)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작성하였
다.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배경변인 인구통계학적변인에 관한 항목 10문항,독립변인은 골프연습장 마케팅

믹스 5ps항목 28개 문항,매개변인으로 골프연습장 이용 만족도에 관한 항목 13개
문항,종속변인으로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재등록 및 구전의도에 관한 항목 6문항,
총 57문항 이었으며,설문지의 구성지표 및 내용은 <표 4>과 같다.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 직업유형,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골프연습장 종류, 골프연습장 이용횟수, 골프연습장 

이용 목적, 골프연습장 1회 이용시간, 골프경력

10

마케팅

믹스

장소(시설) 접근성, 편이성, 쾌적성, 시설편이성 및 안전성 12

가격 일일사용료, 월사용료, 레슨비, 타 연습장과의 비교 4

제품
레슨프로의 지도, 골프장 관계자의 친절 및 성실성

골프장 관계자의 지식, 골프장 직원의 용모서비스
4

촉진 광고유인물, 홍보물, 정기 월례회, 이벤트행사 4

PR
직원과의 관계, 프로와의 관계, 사장과의 관계,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과의 관계
4

만족도

골프연습장의 시설만족도 4

골프연습장의 가격만족도 3

골프연습장의 제품만족도 2

골프연습장의 촉진만족도 2

골프연습장의 PR만족도 2

재등록의사 3

구전의도 3

합계 57

표 4. 설문지의 주요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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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와와와 신신신뢰뢰뢰도도도

aaa...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ConstructValidity)를 검정하기 위하

여 인자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다.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
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Constructs)을 평가 할 수 있
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자 타당도(FactorialValidity)는 요인분석을 통하
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 타당도의 형태(Allen&Yan,1979)이므로 마케팅 믹스,
이용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5> -<표 6>는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와 골프장의 이용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주성분 추출방법으로 요인을 추
출하였고,직교회전방법으로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실시한 결과이다.주성분 추
출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교회전방법으로 베리맥스방법을 사용하여 회전하
였다.<표 5>는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요인 문항에 대한 인자분석 결과이다.
인자적재 계수가 0.5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결과 5개 요인에 27개 문항을 채택하였
다.이들의 <표 5>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문항은 5개의 하
위요인으로 묶였는데 요인 1은 문항번호 A-17,18,19,20으로 제품면,요인 2은
문항번호 A-13,14,15,16으로 가격면,요인 3은 문항번호 A-1,2,3,4,6,7로 시
설면,요인 4는 문항번호 A-25,26,27,28로 PR면,요인 5는 문항번호 A-21,22,
23,24로 촉진면으로 명명하였다.이들의 설명변량은 67.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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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제품면제품면제품면제품면 가격면가격면가격면가격면 시설면시설면시설면시설면 PRPRPRPR면면면면 촉진면촉진면촉진면촉진면

A - 20 .797.797.797.797 -.159 .045 .276 .165

A - 19 .797.797.797.797 -.187 .165 .278 .170

A - 18 .787.787.787.787 -.162 .121 .215 .254

A - 17 .709.709.709.709 -.029 .296 .078 .047

A - 14 -.005 .925.925.925.925 -.025 -.125 -.099

A - 13 -.027 .886.886.886.886 -.096 -.061 -.043

A - 15 -.145 .846.846.846.846 -.044 -.125 .071

A - 16 -.231 .796.796.796.796 .005 -.116 .089

A -  2 .111 -.039 .809.809.809.809 .134 .131

A -  3 .067 -.081 .774.774.774.774 .131 .044

A -  1 -.009 -.063 .751.751.751.751 .165 .063

A -  4 .399 .154 .591.591.591.591 -.089 .103

A -  7 .290 -.108 .582.582.582.582 -.005 .376

A -  6 .293 -.027 .563.563.563.563 -.318 .292

A - 28 .103 -.047 .061 .779.779.779.779 .205

A - 26 .140 -.204 .054 .774.774.774.774 .283

A - 27 .378 -.177 .045 .733.733.733.733 .178

A - 25 .368 -.152 .205 .683.683.683.683 .217

A - 22 .090 .011 .102 .163 .843.843.843.843

A - 23 .159 .012 .150 .264 .719.719.719.719

A - 24 .037 -.055 .317 .258 .594.594.594.594

A - 21 .300 .068 .063 .138 .557.557.557.557

고 유 값 7.017 3.089 2.208 1.553 1.084

누적분산 31.894 45.933 55.967 63.028 67.956

표 5. 마케팅 믹스 관련문항의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표 6>은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인자분석 결과이다.모든 13개 문항의
인자적재 계수가 0.5이상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묶였는데 요인 1은 문항번호 B-5,6,
7로 가격 만족도,요인 2은 문항번호 B-1,2,3,4로 시설 만족도,요인 3은 문항번호
B-8,9로 제품 만족도,요인 4는 문항번호 B-10,11로 촉진 만족도,요인 5는 문항번
호 B-12,13으로 PR만족도로 명명하였다.이들의 설명변량은 77.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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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가격만족가격만족가격만족가격만족 시설만족시설만족시설만족시설만족 제품만족제품만족제품만족제품만족 촉진만족촉진만족촉진만족촉진만족 PRPRPRPR만족만족만족만족

B -  6 .887.887.887.887 .312 .189 .104 .095

B -  7 .663.663.663.663 .225 .413 .064 .247

B -  5 .645.645.645.645 .254 .239 .253 .145

B -  2 .154 .760.760.760.760 .228 .087 .144

B -  1 .180 .571.571.571.571 .016 .200 .155

B -  3 .176 .548.548.548.548 .237 .080 .125

B -  4 .283 .524.524.524.524 .146 .214 .109

B -  8 .376 .250 .718.718.718.718 .115 .248

B -  9 .270 .238 .704.704.704.704 .266 .171

B - 10 .077 .249 .195 .762.762.762.762 .119

B - 11 .265 .129 .092 .620.620.620.620 .430

B - 13 .136 .292 .241 .346 .621.621.621.621

B - 12 .273 .322 .394 .202 .578.578.578.578

고 유 값 6.316 1.217 1.144 .827 .622

누적분산 48.585 57.946 66.746 73.110 77.894

표 6.이용만족도 관련문항의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bbb...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가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가 측정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만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
이다.따라서 신뢰도의 연구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
인 오차를 유발 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

적 일관성(item internal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검
정방법을 이용하였다.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아래
의 <표 7>와 같다.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 측정문항의 Cronbach's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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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0.846,이용 만족도 측정문항의 Cronbach's 계수는 0.900-0.909,소비자 의
사결정 측정문항의 Cronbach's  계수는 0.856-0.903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요       요       요       인인인인 Cronbach's Cronbach's Cronbach's Cronbach's αααα

마케팅 믹스 0.833 (0.816-0.846)

하위요인

시 설 면 0.831 (0.786-0.814)

가 격 면 0.899 (0.839-0.900)

제 품 면 0.883 (0.823-0.898)

촉 진 면 0.753 (0.619-0.755)

P  R 면 0.869 (0.808-0.861)

이용만족도 0.911 (0.900-0.909)

하위요인

시설만족 0.768 (0.664-0.733)

가격만족 0.882 (0.767-0.872)

제품만족 0.850

촉진만족 0.745

P R만족 0.794

소비자의사결정 0.892 (0.856-0.903)

하위요인
재등록의사 0.875 (0.775-0.852)

구전의도 0.746 (0.516-0.776)

표 7. 신뢰도 분석 결과

DDD...자자자료료료 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연구절차 계획을 설계한 다음,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조사는 본 연구자가 표본으로 추출된 골프 연
습장 이용 고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 평
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설문지
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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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된 자료는 자료검색과정을 거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분석 가능한 자료는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 프로그램인 SPSS10.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성별,연령,교육수준,월 평균 수입,골
프 연습장의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에 따라 골프 연습
장 마케팅 믹스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와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성별,연령,교육수준,월 평균 수입,골
프 연습장의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에 따라 골프 연습
장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와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성별,연령,교육수준,월 평균 수입,골
프 연습장의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에 따라 소비자 의
사결정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와 일변량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 및 소비자 의사결
정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Cannonical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재등록 의사,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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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들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성별,연령,교육수준,월 평균

수입,골프 연습장의 종류,이용 목적,이용 횟수,이용 시간,골프 경력)에 따라 골
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요
인에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8>-<표 20>과 같다.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성  성  성  성  별별별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tttt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남  자 3.72 .62

.400 .689
여  자 3.69 .54

가 격 면
남  자 2.96 .79

3.207 .001**
여  자 2.66 .83

제 품 면
남  자 3.76 .77

-4.100 .000
**

여  자 4.12 .70

촉 진 면
남  자 2.95 .63

-.418 .676
여  자 2.98 .58

P  R 면
남  자 3.15 .90

-1.053 .293
여  자 3.26 .79

시설만족
남  자 3.47 .62

-1.564 .119
여  자 3.58 .62

가격만족
남  자 3.41 .77

-1.547 .123
여  자 3.55 .81

제품만족
남  자 3.54 .82

-4.455 .000**
여  자 3.97 .81

촉진만족
남  자 3.04 .79

.647 .519
여  자 2.99 .57

PR만족
남  자 3.41 .75

-.679 .498
여  자 3.47 .76

재등록의사
남  자 3.57 .75

-2.289 .023*
여  자 3.77 .77

구전의도
남  자 3.49 .75

-.859 .391
여  자 3.57 .72

표 8. 성별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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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성별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
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 가격면과 제품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남자가 골프 연습장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골프 연습장의 제
품면에서 남자보다 여자고객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
의 하위 요인 중에서 성별에 따라 제품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고객들이 제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소비자 의사결정 하위요인 중 재등록 의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났다.재등록 의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고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표 10>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연령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

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20-29세 3.78 .85

1.694 .168
30-39세 3.69 .57

40-49세 3.76 .57

50세 이상 3.58 .60

가 격 면

20-29세 2.73 .86

.613 .607
30-39세 2.83 .85

40-49세 2.92 .78

50세 이상 2.92 .85

제 품 면

20-29세 3.97ab .97

3.258 .022
*30-39세 4.02a .71

40-49세 3.80
ab

.71

50세 이상 3.68b .89

촉 진 면

20-29세 3.03 .53

.901 .441
30-39세 2.93 .59

40-49세 3.00 .61

50세 이상 2.88 .70

P  R 면

20-29세 3.56
a

.96

4.327 .005**
30-39세 3.33ab .85

40-49세 3.11bc .84

50세 이상 2.98
c

.91

표 9. 연령에 따른 마케팅믹스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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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연령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표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 제
품면과 PR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
서는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20-2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
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20-29세,30-39세,40-49세
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20-29세,
40-49세,50세 이상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는 20-2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20-29세와 30-39세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
가 없었고,30-39세와 40-49세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40-49세와 50세 이상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표 10>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연령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
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소
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재등록 의사에서는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
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20-29세,30-39세,40-49세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재등록 의사에 차이
가 없었고,40-49세,50세 이상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
다.구전의도에서는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20-29세,30-39세,40-49세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구전의도에 차이가 없었고,
20-29세,40-49세,50세 이상의 연령대는 동일군으로 구전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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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설만족

20-29세 3.49 .86

1.927 .125
30-39세 3.52 .61

40-49세 3.55 .56

50세 이상 3.34 .67

가격만족

20-29세 3.63 .98

1.560 .199
30-39세 3.53 .71

40-49세 3.42 .79

50세 이상 3.32 .79

제품만족

20-29세 3.87 1.13

1.371 .251
30-39세 3.74 .75

40-49세 3.60 .79

50세 이상 3.59 .94

촉진만족

20-29세 3.13 .80

.328 .805
30-39세 2.99 .71

40-49세 3.04 .72

50세 이상 2.99 .81

PR만족

20-29세 3.63 .92

1.506 .212
30-39세 3.39 .75

40-49세 3.46 .70

50세 이상 3.30 .80

재등록의사

20-29세 3.74
a

1.05

4.598 .004**
30-39세 3.80

a
.73

40-49세 3.59ab .68

50세 이상 3.38
b

.81

구전의도

20-29세 3.46
ab

.83

2.954 .032*
30-39세 3.65a .71

40-49세 3.51
ab

.70

50세 이상 3.31
b

.83

표 10. 연령에 따른 이용만족도, 소비자의사결정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 a,b: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표 11>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교육수준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에서 촉
진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촉진면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골프연습장의 촉진면을 높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은 골프 연습장의 촉진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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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육수준이 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골프 연습장의 촉진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
다.교육수준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요인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고졸 이하 3.61 .73

.834 .435대    졸 3.74 .60

대학원이상 3.68 .50

가 격 면

고    졸 2.94 .93

.227 .797대    졸 2.89 .78

대학원이상 2.83 .90

제 품 면

고졸 이하 4.00 .78

1.131 .324대    졸 3.82 .74

대학원이상 3.87 .90

촉 진 면

고졸 이하 3.10a .64

4.203 .016
*

대    졸 2.98
a

.60

대학원이상 2.77b .65

P  R 면

고졸 이하 3.28 .74

2.004 .136대    졸 3.20 .89

대학원이상 2.98 .87

시설만족

고졸 이하 3.33 .68

1.970 .141대    졸 3.51 .62

대학원이상 3.56 .58

가격만족

고졸 이하 3.43 .76

.014 .986대    졸 3.45 .77

대학원이상 3.45 .86

제품만족

고졸 이하 3.74 .90

.609 .544대    졸 3.63 .83

대학원이상 3.72 .84

촉진만족

고졸 이하 3.16 .60

2.285 .103대    졸 3.04 .76

대학원이상 2.86 .73

PR만족

고졸 이하 3.44 .81

.046 .955대    졸 3.43 .76

대학원이상 3.40 .71

재등록의사

고졸 이하 3.42 .95

1.759 .174대    졸 3.65 .74

대학원이상 3.66 .70

구전의도

고졸 이하 3.38 .83

1.104 .333대    졸 3.54 .72

대학원이상 3.45 .76

표 11. 교육수준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p<0.05 a,b: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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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표 13>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골프 연
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12>는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
에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촉진면,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대의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평가하
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과 400만
원 이상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월 평균 수입
이 100만원 미만,200-300만원,300-4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대의 고객들과 나머지 월 평균
수입을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촉진면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대의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상
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들과 나머지
월 평균 수입을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장의 촉진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대의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과 400만원 이
상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월 평균 수입이 100
만원 미만,200-300만원,300-4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대의 고객들과 나머지 월 평균 수입을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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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수입수입수입수입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100만원미만 3.67 .85

1.297 .271

100-200만원미만 3.88 .56

200-300만원미만 3.66 .54

300-400만원미만 3.69 .57

400만원이상 3.70 .62

가 격 면

100만원미만 2.88 .84

2.365 .053

100-200만원미만 2.57 1.00

200-300만원미만 2.93 .79

300-400만원미만 2.94 .83

400만원이상 2.95 .65

제 품 면

100만원미만 3.98
b

.88

7.536 .000
***

100-200만원미만 4.25c .61

200-300만원미만 3.73
ab

.74

300-400만원미만 3.90
b

.74

400만원이상 3.60a .78

촉 진 면

100만원미만 3.13
b

.62

6.030 .000***
100-200만원미만 3.19

b
.61

200-300만원미만 3.00b .54

300-400만원미만 2.96
b

.59

400만원이상 2.73
a

.64

P  R 면

100만원미만 3.28b .83

9.658 .000
***

100-200만원미만 3.72
c

.91

200-300만원미만 3.11
ab

.89

300-400만원미만 3.20b .76

400만원이상 2.84
a

.86

표 12. 월평균 수입에 따른 마케팅믹스 하위요인별 비교

***p<0.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표 13>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이용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가격 만족도,제품 만족도,촉진 만족도,PR만족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 요인인 재등록 의사와 구
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격 만족도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

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의 고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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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월 평균 수입을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
다.제품 만족도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
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300-400만원,
400만원 이상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
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촉진 만족도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
만원의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
입이 100-200만원의 고객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고객과 골프 연습장의
촉진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1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월 평균 수입의 고객
들과 촉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PR만족도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
의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
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
이 200-300만원,300-400만원,400만원 이상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
도에 차이가 없었고,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0-300만원,300-400만원은 동
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
과 100-2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의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
원,300-400만원,400만원 이상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고,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고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은 동일
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다.구전의도에서는 월 평균 수입
이 100-2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의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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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입이 100-200만원의 고객들과 나머지 월 평균 수입을 갖는 고객들은 골
프 연습장의 구전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수입수입수입수입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설만족

100만원미만 3.54 .76

1.034 .389

100-200만원미만 3.58 .73

200-300만원미만 3.38 .57

300-400만원미만 3.53 .57

400만원이상 3.49 .62

가격만족

100만원미만 3.48
a

.90

6.196
.000

***

100-200만원미만 3.90b .83

200-300만원미만 3.24
a

.77

300-400만원미만 3.41
a

.76

400만원이상 3.38a .66

제품만족

100만원미만 3.84
bc

.98

6.749 .000***
100-200만원미만 4.10

c
.83

200-300만원미만 3.49a .91

300-400만원미만 3.66
ab

.78

400만원이상 3.45
a

.69

촉진만족

100만원미만 3.16ab .65

2.459 .045
*

100-200만원미만 3.28
b

.66

200-300만원미만 3.00
a

.75

300-400만원미만 2.97a .76

400만원이상 2.93
a

.76

PR만족

100만원미만 3.63
bc

.78

3.662 .006
**

100-200만원미만 3.70c .93

200-300만원미만 3.42
ab

.64

300-400만원미만 3.38
ab

.73

400만원이상 3.27a .69

재등록의사

100만원미만 3.80
bc

.98

5.485 .000***
100-200만원미만 3.99

c
.76

200-300만원미만 3.48a .73

300-400만원미만 3.61
ab

.72

400만원이상 3.47
a

.68

구전의도

100만원미만 3.53a .75

4.688 .001
***

100-200만원미만 3.90
b

.78

200-300만원미만 3.50
a

.70

300-400만원미만 3.43a .71

400만원이상 3.40
a

.75

표 13. 월평균 수입에 따른 이용만족도, 소비자의사결정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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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tttt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실내연습장 3.70 .62

-.263 .793
실외연습장 3.72 .59

가 격 면
실내연습장 2.58 .80

-7.333 .000
***

실외연습장 3.16 .73

제 품 면
실내연습장 4.21 .66

9.443 .000***
실외연습장 3.53 .72

촉 진 면
실내연습장 3.04 .55

2.465 .014*
실외연습장 2.89 .66

P  R 면
실내연습장 3.64 .73

11.386 .000
***

실외연습장 2.76 .78

시설만족
실내연습장 3.55 .63

1.512 .131
실외연습장 3.45 .61

가격만족
실내연습장 3.72 .73

6.883 .000***
실외연습장 3.20 .75

제품만족
실내연습장 4.05 .79

9.596 .000
***

실외연습장 3.30 .72

촉진만족
실내연습장 3.11 .72

2.034 .043*
실외연습장 2.95 .75

PR만족
실내연습장 3.68 .74

6.620 .000***
실외연습장 3.19 .69

재등록의사
실내연습장 3.85 .78

5.650 .000
***

실외연습장 3.42 .69

구전의도
실내연습장 3.63 .78

2.854 .005**
실외연습장 3.41 .69

표 14. 골프연습장 형태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표 14>는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골프 연습장의 형태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
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격면,
제품면,촉진면,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격 만족도,제품 만족도,촉진 만족도,PR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실내연습장보다 실외연습장의 고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서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
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골프 연습장의 촉진면에서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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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
장의 고객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서는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가격

에 대해 더 높게 만족하였다.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서는 실외연습장보다 실
내연습장의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더 높게 만족하였다.골프 연습장의 촉진 만족도
에서는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촉진에 대해 더 높게 만족하였다.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서는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PR에 대
해 더 높게 만족하였다.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서는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재등

록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고,구전의도에서도 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
이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5>-<표 16>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일주일간 이용횟수에 따른 골

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15>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에서 가격면,제품면,

촉진면,PR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
는 일주일에 1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 고객들과 나머지 이용횟수를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
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서는 골프 연습장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을 높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1일,2일,3일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
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에 2일,3일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에 4일과 5일 이상 이용한 고
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골프 연습장의 촉
진면에서는 일주일에 1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일주일에 3일 이
용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1일,2일,3일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촉진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에 2일,3일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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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에 4일과 5일 이상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촉진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는 골프 연
습장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골프 연습장의 PR면을 높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
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 고객과 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이용횟수의
고객들과는 골프 연습장 PR면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이용횟수이용횟수이용횟수이용횟수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1일 3.95 .57

.637
.637

2일 3.72 .62

3일 3.68 .63

4일 3.69 .57

5일이상 3.73 .61

가 격 면

1일 3.13b .59

6.641 .000
***

2일 3.16b .56

3일 3.05
b

.75

4일 2.87ab .74

5일이상 2.60a .97

제 품 면

1일 3.46
a

.61

5.551 .000***
2일 3.66ab .67

3일 3.69ab .75

4일 3.90
bc

.75

5일이상 4.08c .81

촉 진 면

1일 3.19b .74

3.199 .013*
2일 2.93

ab
.61

3일 2.83a .63

4일 3.11ab .63

5일이상 2.91
ab

.56

P  R 면

1일 2.90a .90

5.696 .000
***

2일 2.96a .90

3일 2.92
a

.81

4일 3.31ab .85

5일이상 3.39b .87

표 15. 골프연습장 일주일간 이용횟수에 따른 마케팅믹스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표 16>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 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격 만족도,제
품 만족도,촉진 만족도,PR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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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하위요인 중에서 재등록 의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격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

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1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2,3일,5일 이상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
으로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일주일에 1일,3일,4일,5일 이
상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제품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1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1일,2일,3일 이용한 고객은 동
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일주일에 3일과 4일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에 4일과 5
일 이상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촉진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3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
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1일,2일,3일,5일 이상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
으로 골프 연습장의 촉진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일주일에 1일,2일,4일,5일 이
상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촉진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PR만
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
대적으로 일주일에 2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
한 사후 검정 결과 일주일에 1일,2일,3일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
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일주일에 3일,4일,5일 이상 이용한 고객은 동일
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2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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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만족

1일 3.58 .54

1.564 .183

2일 3.37 .60

3일 3.42 .61

4일 3.55 .63

5일이상 3.57 .65

가격만족

1일 3.56b .71

3.753 .005
**

2일 3.19
a

.54

3일 3.29
ab

.72

4일 3.59b .70

5일이상 3.55
ab

.96

제품만족

1일 3.31
a

.63

5.902 .000
***

2일 3.38a .76

3일 3.46
ab

.74

4일 3.78
bc

.81

5일이상 3.87c .92

촉진만족

1일 3.04
ab

.88

4.565 .001**
2일 3.00

ab
.80

3일 2.84a .73

4일 3.26
b

.68

5일이상 2.96
ab

.71

PR만족

1일 3.23ab .48

5.246 .000
***

2일 3.15
a

.78

3일 3.26
ab

.69

4일 3.58b .78

5일이상 3.57
b

.74

재등록의사

1일 3.51 .40

2.441 .047
*

2일 3.44 .75

3일 3.51 .68

4일 3.77 .76

5일이상 3.66 .84

구전의도

1일 3.28 .61

1.808 .127

2일 3.42 .77

3일 3.41 .73

4일 3.64 .75

5일이상 3.54 .73

표 16. 골프연습장 일주일간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만족도, 소비자의사결정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표 17>-<표 18>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골프 연습장 이용 목적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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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이용 이용 이용 이용 목적목적목적목적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건강증진 3.73
bc

.58

3.771 .001
**

사교(친목) 3.53b .57

사업에 도움 3.67
bc

.59

여가선용 3.70
bc

.52

자기개발 3.93c .59

스트레스해소 3.60
bc

.71

기    타 3.17
a

1.19

가 격 면

건강증진 2.83a .90

2.463 .024*

사교(친목) 2.81
a

.82

사업에도움 3.12
a

.59

여가선용 2.88a .52

자기개발 2.79
a

.96

스트레스해소 3.17
a

.51

기    타 3.71b .95

제 품 면

건강증진 3.75
bc

.80

3.950 .001
**

사교(친목) 3.93
c

.81

사업에도움 3.80bc .60

여가선용 3.86
c

.71

자기개발 4.12
c

.69

스트레스해소 3.35ab .77

기    타 3.25
a

1.26

촉 진 면

건강증진 2.97 .65

1.374 .224

사교(친목) 2.88 .61

사업에도움 3.06 .70

여가선용 2.91 .57

자기개발 3.06 .50

스트레스해소 2.72 .60

기    타 2.71 1.02

P  R 면

건강증진 3.10ab .87

2.667 .015*

사교(친목) 3.14
b

.93

사업에도움 3.24
b

.78

여가선용 3.21b .81

자기개발 3.40
b

.88

스트레스해소 2.62
a

.88

기    타 2.61a .94

표 17. 골프연습장 이용 목적에 따른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표 17>에 의하면 마케팅 믹스 하위요인 중에서 시설면,가격면,제품면,PR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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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의 시설면에서는 자기개발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평
가한 반면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사업에 도움,
여가 선용,스트레스 해석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 평가에 차이
가 없었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스트레스 해
소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이용목적이
기타인 고객은 나머지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과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 평가에 차이
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
게 평가한 반면 자기 개발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
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기타인 고객은 나머지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과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
의 제품면에서는 자기개발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기타
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
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업에 도움,스트레스 해석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
사교,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이용목적이 스트레스 해석,기타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는 자기개발
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스트레스 해소,
기타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표 18>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 하위요인 중에서 제품 만족도,
PR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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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서는 자기 개발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만족하
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여가 선
용,스트레스 해소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
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인 고객은 동일
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이용 목적인 기타인 고객과
나머지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과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서는 자기 개발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
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타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기타인 고객들
과 나머지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들은 PR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서는 사교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

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
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
사에 차이가 없었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여가 선용,스트레스 해소인 고객은 동
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고 이용 목적인 스트레스 해소
와 기타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다.구전의
도에서는 사교와 자기 개발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
대적으로 기타의 이용 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
용한 사후 검정 결과 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사교,사업에 도움,여가 선용,자기
개발인 고객이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구전 의도에 차이가 없었고,이용 목적이
건강증진,여가 선용,스트레스 해소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구전의도
에 차이가 없었고 이용 목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기타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구전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 55 -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이용 이용 이용 이용 목적목적목적목적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설만족

건강증진 3.53 .62

1.202 .304

사교(친목) 3.41 .63

사업에도움 3.47 .70

여가선용 3.54 .58

자기개발 3.56 .53

스트레스해소 3.33 .71

기    타 3.07 1.14

가격만족

건강증진 3.45 .84

2.027
.061

사교(친목) 3.43 .75

사업에도움 3.52 .67

여가선용 3.36 .68

자기개발 3.61 .82

스트레스해소 3.29 .55

기    타 2.67 1.29

제품만족

건강증진 3.59bc .91

4.268 .000***

사교(친목) 3.83bc .79

사업에도움 3.63c .79

여가선용 3.61bc .69

자기개발 3.87c .83

스트레스해소 3.13b .58

기    타 2.64a 1.03

촉진만족

건강증진 3.08 .71

1.094 .365

사교(친목) 3.00 .68

사업에도움 3.20 .64

여가선용 3.00 .82

자기개발 2.97 .71

스트레스해소 2.70 .98

기    타 2.86 1.07

PR만족

건강증진 3.45b .71

2.662 .015*

사교(친목) 3.37b .72

사업에도움 3.50b .71

여가선용 3.42b .72

자기개발 3.56b .74

스트레스해소 2.90a 1.00

기    타 2.79a 1.19

재등록의사

건강증진 3.59bc .76

3.935 .001**

사교(친목) 3.78c .76

사업에도움 3.75c .75

여가선용 3.50bc .70

자기개발 3.76c .69

스트레스해소 3.16ab .76

기    타 2.76a 1.24

구전의도

건강증진 3.51bc .83

2.583 .018*

사교(친목) 3.63c .68

사업에도움 3.61c .68

여가선용 3.37bc .64

자기개발 3.63c .70

스트레스해소 3.13ab .66

기    타 2.90a 1.10

표 18. 골프연습장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만족도, 소비자의사결정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a,b,c: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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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는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이용 시간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격면,제품면,

PR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시
설 만족도,가격 만족도,제품 만족도,PR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1회에 2시간 이상 이용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2시간 이상 이용한 고객과 1시간 미
만 이용한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없는 반면 1시간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시간을 갖는 고객들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서는 1회에 1시간 30분-2시간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낮제 평가하
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1시간,1시간-1시간 30분,2시
간 이상 이용한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1
회에 1시간,1시간 30분-2시간,2시간 이상 이용한 고객들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
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에서는 1회에 2시간 이상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1시간-1
시간 30분 이용한 고객과 나머지 이용 시간의 고객들과는 골프 연습장 PR면 평가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시설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시간 30분-2시간 이용

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
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가격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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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제품 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과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
에 차이가 있었다.PR만족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
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가
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1시간 미만 이
용한 고객과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
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
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과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있었다.구전의도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1회에 1시간 미만 이
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1회에 1시간
미만 이용한 고객과 1시간-1시간 30분 이용한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구전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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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1시간미만 3.71 .49

1.410 .240
1시간-1시간30분미만 3.67 .57

1시간30분-2시간미만 3.78 .59

2시간이상 3.59 .82

가 격 면

1시간미만 2.75ab 1.10

7.193 .000
***1시간-1시간30분미만 3.08b .67

1시간30분-2시간미만 2.80b .81

2시간이상 2.46a 1.00

제 품 면

1시간미만 3.97ab .68

7.128 .000***
1시간-1시간30분미만 3.65a .71

1시간30분-2시간미만 4.03b .76

2시간이상 3.89ab .93

촉 진 면

1시간미만 3.13 .50

2.598 .052
1시간-1시간30분미만 2.90 .65

1시간30분-2시간미만 3.03 .58

2시간이상 2.79 .62

P  R 면

1시간미만 3.33b .98

10.261 .000
***1시간-1시간30분미만 2.90a .78

1시간30분-2시간미만 3.39b .88

2시간이상 3.40b .91

시설만족

1시간미만 3.54 .44

2.791 .040*
1시간-1시간30분미만 3.40 .62

1시간30분-2시간미만 3.60 .61

2시간이상 3.49 .78

가격만족

1시간미만 3.62 .82

3.807 .010**
1시간-1시간30분미만 3.30 .70

1시간30분-2시간미만 3.57 .80

2시간이상 3.46 .97

제품만족

1시간미만 3.87b 1.01

5.507 .001
**1시간-1시간30분미만 3.46a .74

1시간30분-2시간미만 3.80ab .83

2시간이상 3.78ab .99

촉진만족

1시간미만 3.15 .41

1.296 .276
1시간-1시간30분미만 2.94 .75

1시간30분-2시간미만 3.08 .76

2시간이상 3.06 .77

PR만족

1시간미만 3.67b .61

3.583 .014*
1시간-1시간30분미만 3.29a .70

1시간30분-2시간미만 3.52ab .78

2시간이상 3.46ab .86

재등록의사

1시간미만 3.86b .79

4.438 .004
**1시간-1시간30분미만 3.46a .67

1시간30분-2시간미만 3.74ab .76

2시간이상 3.64ab 1.01

구전의도

1시간미만 3.84b .68

5.429 .001**
1시간-1시간30분미만 3.37a .69

1시간30분-2시간미만 3.63ab .73

2시간이상 3.36a .90

표 19.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a,b: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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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골프경력골프경력골프경력골프경력 평  평  평  평  균균균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시 설 면

3개월미만 3.81b .60

3.151 .025*
3개월-6개월미만 3.50a .50

6개월-1년미만 3.63ab .50

1년이상 3.75b .64

가 격 면

3개월미만 2.63a .81

3.626 .013
*3개월-6개월미만 2.93b .73

6개월-1년미만 2.83ab .84

1년이상 2.98b .81

제 품 면

3개월미만 4.27b .68

18.927 .000***
3개월-6개월미만 4.06b .68

6개월-1년미만 4.03b .62

1년이상 3.60a .77

촉 진 면

3개월미만 3.04 .58

1.938 .123
3개월-6개월미만 3.03 .48

6개월-1년미만 3.05 .58

1년이상 2.89 .66

P  R 면

3개월미만 3.42b .65

13.272 .000
***3개월-6개월미만 3.54b .66

6개월-1년미만 3.46b .80

1년이상 2.92a .93

시설만족

3개월미만 3.68b .65

4.014 .008**
3개월-6개월미만 3.49ab .49

6개월-1년미만 3.31a .66

1년이상 3.49ab .62

가격만족

3개월미만 3.72b .72

7.442 .000***
3개월-6개월미만 3.46ab .68

6개월-1년미만 3.66b .83

1년이상 3.29a .78

제품만족

3개월미만 3.99b .76

13.362 .000
***3개월-6개월미만 3.75b .82

6개월-1년미만 3.97b .84

1년이상 3.42a .80

촉진만족

3개월미만 3.00 .61

.185 .906
3개월-6개월미만 3.10 .74

6개월-1년미만 3.01 .72

1년이상 3.02 .79

PR만족

3개월미만 3.67c .69

6.194 .000***
3개월-6개월미만 3.39ab .67

6개월-1년미만 3.62bc .72

1년이상 3.29a .77

재등록의사

3개월미만 3.90c .70

6.624 .000
***3개월-6개월미만 3.62ab .75

6개월-1년미만 3.77bc .71

1년이상 3.48a .77

구전의도

3개월미만 3.72b .61

3.526 .015*
3개월-6개월미만 3.44a .83

6개월-1년미만 3.61ab .58

1년이상 3.42a .79

표 20. 골프 경력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p<0.05,**p<0.01,***p<0.001 a,b:Duncan방법으로 분류된 동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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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은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의 골프 경력에 따른 골프 연습장 마케팅 믹스,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소비자 의사결정의 각 하위 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시설면,가격면,

제품면,PR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에서 시설 만족도,가격 만족도,제품 만족도,PR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

한 반면 골프 경력이 3-6개월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6개월과 6개월-1년인 고객은 동일군
으로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6개월
-1년,1년 이상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시설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
면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과 6개월-1년인 고객은 동
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골프 경력이 3-6개월,6개월
-1년,1년 이상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가격면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과 나머지 골프 경력
을 갖는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제품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PR면
에서는 골프 경력이 3-6개월인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
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과 나머지 골프 경력을 갖는 고객은 골프 연습
장의 PR면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골프 연습장의 시설 만족도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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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반면 골프 경력이 6개월-1년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 고객과 3-6개월인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시설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
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 고객과 1년 이상인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고 골프 경력이 6개월-1년인 고객과 1년 이상인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제품 만족도에서는 골프 경
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
력이 1년 이상인 고객과 나머지 골프 경력을 갖는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가격 만
족도에 차이가 있었다.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만족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만족하였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
6개월-1년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골프
경력이 3-6개월,6개월-1년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만족도에 차이
가 없었고 골프 경력이 3-6개월,1년 이상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PR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

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6개
월-1년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고 골프 경
력이 3-6개월,1년 이상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고 골프 경력이 3-6개월,6개월-1년인 고객은 동일군으로 골프 연습장의 재등
록 의사에 차이가 없었다.구전의도에서는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골프 경력이 1년 이상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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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 고객과 1년 이상
인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구전의도에 차이가 있었고 골프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
객과 3-6개월인 고객은 골프 연습장의 구전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BBB...마마마케케케팅팅팅 믹믹믹스스스와와와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의의의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상관분석 결

과가 <표 21>-<표 22>이다.<표 21>에 의하면 마케팅 믹스와 소비자 의사결정
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우도비=0.476,p=0.000)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정준상관계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우도비=0.958,p=0.003)것으로 나타났다.<표 22>에 의하면 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마케팅 믹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모든 하위
요인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 결정계수( =0.5041)로 50.41%의 설명력을
갖는다..두 번째 정준변량에서 마케팅 믹스의 하위요인 중 시설,가격,촉진과 소
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 중 구전의도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 결정계수
( =0.0416)로 4.16%의 설명력을 갖는다..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마케팅 믹스의
하위요인들은 정준 부하량이 음(-)값으로 나타나 골프 연습장의 마케팅 믹스를 낮
게 평가한다고 해석하여 정준상관분석을 하면 골프 연습장의 시설을 낮게 평가할
수록 가격을 높게 평가할수록 제품을 낮게 평가할수록 촉진을 낮게 평가할수록 PR
을 낮게 평가할수록 재등록 의사가 떨어지며 구전의도가 적어졌다고 해석된다.두
번째 정준변량에서 골프 연습장의 시설을 높게 평가할수록 가격을 높게 평가할수
록 촉진을 높게 평가할수록 구전의도가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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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 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 Wilk's Wilk's Wilk's Wilk's 우도비우도비우도비우도비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1 .710 0.5041 .476 .000
***

2 .204 0.0416 .958 .003
**

표 21. 마케팅 믹스와 소비자 의사결정간의 정준상관분석

**p<0.01,***p<0.001

변   변   변   변   인인인인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정준 정준 정준 정준 변량변량변량변량

제 제 제 제 1111축축축축 제 제 제 제 2222축축축축

마케팅 믹스

시 설 면 -.649
a

.364
a

가 격 면 .495
a

.786
a

제 품 면 -.849
a

-.068

촉 진 면 -.671
a

.443
a

P  R 면 -.785
a

.127

소비자 의사결정
재등록의사 -.980

a
-.201

구전의도 -.896
a

.444
a

표 22. 마케팅 믹스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부하량

a:Structurecoefficients≥ 0.3

CCC...이이이용용용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의의의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상관분석 결

과가 <표 23>-<표 24>이다.<표 23>에 의하면 이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
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우도비=0.406,p=0.000)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정준상관계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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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우도비=0.961,p=0.005)것으로 나타났다.<표 23>에 의하면 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이용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모든 하위
요인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 결정계수( =0.5776)로 57.76%의 설명력을
갖는다.두 번째 정준변량에서 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 중 구전의도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 결정계수( 

=0.0392)로 3.9%의 설명력을 갖는다.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시설 만족도가 낮을수
록 가격 만족도가 낮을수록 제품 만족도가 낮을수록 촉진 만족도가 낮을수록 PR
만족도가 낮을수록 재등록 의사가 떨어지며 구전의도가 낮아졌다고 해석된다.두
번째 정준변량에서 가격 만족도가 낮을수록 구전의도가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 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 Wilk's Wilk's Wilk's Wilk's 우도비우도비우도비우도비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1 .760 0.5776 .406 .000
***

2 .198 0.0392 .961 .005
**

표 23. 이용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간의 정준상관분석

**p<0.01,***p<0.001,

변   변   변   변   인인인인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정준 정준 정준 정준 변량변량변량변량

제 제 제 제 1111축축축축 제 제 제 제 2222축축축축

이용만족도

시설만족 -.748a .275

가격만족 -.811
a

-.507
a

제품만족 -.875
a

-.166

촉진만족 -.634
a

.221

P R만족 -.870
a

.298

소비자 의사결정
재등록의사 -.973

a
-.231

구전의도 -.909
a

.416
a

표 24. 이용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부하량

a:Structurecoefficient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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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이이이용용용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의의의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정정정준준준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상관
분석 결과가 <표 25>-<표 26>이다.<표 25>에 의하면 이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  )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도비=0.406,p=0.000)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정준상관계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우도비=0.961,p=0.005)것
으로 나타났다.<표 25>에 의하면 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이용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모든 하위요인은 의미 있는 연관관계
를 가졌고 결정계수( =0.5776)로 57.76%의 설명력을 갖는다.두 번째 정
준변량에서 이용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격 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 중 구전의도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 결정계수( 

=0.0392)로 3.9%의 설명력을 갖는다.첫 번째 정준변량에서 시설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격 만족도가 낮을수록 제품 만족도가 낮을수록 촉진 만족도가
낮을수록 PR만족도가 낮을수록 재등록 의사가 떨어지며 구전의도가 낮아
졌다고 해석된다.두 번째 정준변량에서 가격 만족도가 낮을수록 구전의도
가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정준상관계수 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결정계수 Wilk's Wilk's Wilk's Wilk's 우도비우도비우도비우도비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1 .760 0.5776 .406 .000***

2 .198 0.0392 .961 .005
**

<표 25> 이용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간의 정준상관분석

**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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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변   변   변   인인인인 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하위요인
정준 정준 정준 정준 변량변량변량변량

제 제 제 제 1111축축축축 제 제 제 제 2222축축축축

이용만족도

시설만족 -.748
a

.275

가격만족 -.811
a

-.507
a

제품만족 -.875
a

-.166

촉진만족 -.634
a

.221

P R만족 -.870
a

.298

소비자 의사결정
재등록의사 -.973

a
-.231

구전의도 -.909
a

.416
a

<표 26> 이용만족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간의 정준부하량

a :Structurecoefficients≥ 0.3

EEE...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 및및및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이이이용용용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요요요인인인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재등록 의사,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 연습

장의 이용 만족도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

인들을 검정한 결과가 <표 27>이다.이 표에 의하면 PR만족도,제품 만족도,시
설 만족도,가격 만족도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
정계수는 0.567이다.PR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사결정은 0.293만큼 높아졌고,
제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사결정은 0.224만큼 높아졌고,시설 만족도가 높
을수록 소비자 의사결정은 0.190만큼 높아졌고,가격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
사결정은 0.144만큼 높아졌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등록 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인은 제품 만족도,PR만족도,가격 만족도,시설 만족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544이다.제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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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을수록 재등록 의사는 0.246만큼 높아졌고,PR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등록
의사는 0.261만큼 높아졌고,가격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등록 의사는 0.220만큼 높아
졌고,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등록 의사는 0.151만큼 높아졌다.소비자 의사결정
의 하위요인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인은 PR만족도,제품
만족도,시설 만족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
는 0.476이다.PR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전 의도는 0.333만큼 높아졌고,제품 만족도
가 높을수록 구전 의도는 0.232만큼 높아졌고,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전 의도
는 0.251만큼 높아졌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요  요  요  요  인인인인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ttt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Adj.
회 회 회 회 귀 귀 귀 귀 선선선선

FFFF 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유의확률

소비자 

의사결정

상  수 0.579 3.964 0.000

0.567 123.845 .000
***

PR 만족도 0.293 6.501 0.000

제품 만족도 0.224 5.170 0.000

시설 만족도 0.190 3.761 0.000

가격 만족도 0.144 3.252 0.001

하

위

요

인

재등록

의사

상 수 0.537 3.345 0.001

0.544 112.642 .000
***

제품 만족도 0.246 5.159 0.000

PR 만족도 0.261 5.267 0.000

가격 만족도 0.220 4.519 0.000

시설 만족도 0.151 2.720 0.000

구전 

의도

상 수 0.643 3.851 0.000

0.476 114.592 .000
***PR 만족도 0.333 6.497 0.000

제품 만족도 0.232 5.165 0.000

시설 만족도 0.251 4.505 0.000

<표 27> 소비자 의사결정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인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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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 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경

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5년 3월 G,J지역의 골프연습장의 시설이용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실내골프연습장,200명,실외(야외,옥탑)200명 총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표집대상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
부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376명의 설문결과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10.1
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정준상관분석(Cannonical
CorrelationAnalysis),단계별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11...결결결 론론론

첫첫첫째째째,,,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인인인 변변변인인인(((성성성별별별,,,연연연령령령,,,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월월월 평평평균균균 수수수
입입입,,,골골골프프프 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종종종류류류,,,이이이용용용 목목목적적적,,,이이이용용용 횟횟횟수수수,,,이이이용용용 시시시간간간,,,골골골프프프 경경경력력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골골골프프프 연연연습습습장장장 마마마케케케팅팅팅 믹믹믹스스스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성성성별별별에 따른 결과 가격면과 제품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골

프 연습장의 가격면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남자가 골
프 연습장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으며,제품면에서 남자보다 여자고객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연연연령령령에 따라서는 제품면과 PR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났으며,30-39세의 연령대에서 골프연습장의 제품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에 따라서는 촉진면에서만 교육수준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골프연습장의 촉진면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월월평평평균균균수수수입입입에 따라서는 제품면,촉진면,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100-200만원대의 고객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골프연습장 이용형태에 따
라서는 가격,제품,촉진,P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으며,가격면에
서는 실외연습장,제품면에서는 실내연습장,촉진면에서는 실내연습장,PR면서에는
실내연습장 고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회회회수수수에 따라서는 가격,제품,촉진,
P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가격면에서 일주일에 이용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일주일에 이용회수가 적을수록 비싸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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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반영한다.제품면에서는 일주일에 1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PR면에서는 이용회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이용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
프연습장의 내․외적인 공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며,골프연습장
의 이용회수는 주 4일 이용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목목목적적적에 따라서는 시설,
가격,제품,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자기개발의 이용목적
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제품,PR면에서는 자기개발의 이용목적을 갖
는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시시시간간간에 따라서는 가격,제품,PR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1회에 1시간～1시간 30분 이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이이이용용용고고고객객객의의의 경경경력력력에 따라서는 시설,가격,제품,PR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경력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이 시설,제품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인 고객이 가격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PR면에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둘둘둘째째째,,,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인인인 변변변인인인(((성성성별별별,,,연연연령령령,,,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월월월 평평평균균균 수수수
입입입,,,골골골프프프 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종종종류류류,,,이이이용용용 목목목적적적,,,이이이용용용 횟횟횟수수수,,,이이이용용용 시시시간간간,,,골골골프프프 경경경력력력)))에에에 따따따라라라
골골골프프프 연연연습습습장장장 이이이용용용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인구통계학적변인과 골프연습장의 이용만족도 요인에서는 성성성별별별에 따라서는 제품

만족도에서 남자보다 여자 고객들이 제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수수수입입입에 따라서
는 가격,제품,촉진,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100만원 이
상～200만원 미만인 고객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 따라서는
가격,제품,촉진,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실외연습장보다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만족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횟횟횟수수수에 따라서는 가격
제품,촉진,PR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가격면 4일,제품면 5
일 이상,촉진면 4일,PR면 4일 이용고객들이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이이
용용용목목목적적적에 따라서는 제품 만족도에서 자기개발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
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시시시간간간에 따라서는 시설,가격 제품,PR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시설면 1회 이용시 1시간～1시간 30분,가격,제
품,PR면에서는 1회이용시 1시간 미만의 이요고객이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골프 경경경력력력에 따라서는 시설,가격,제품,PR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모두
3개월 미만의 고객이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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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셋셋째째째,,,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인인인 변변변인인인(((성성성별별별,,,연연연령령령,,,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월월월 평평평균균균 수수수
입입입,,,골골골프프프 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종종종류류류,,,이이이용용용 목목목적적적,,,이이이용용용 횟횟횟수수수,,,이이이용용용 시시시간간간,,,골골골프프프 경경경력력력)))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인구통계학적변인과 골프연습장의 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 중 성성성별별별에 따라

서는 재등록 의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재등록 의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고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연연연령령령에 따라서는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모두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월월월평평평균균균수수수입입입에 따라서는 재등록의사와 구전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모두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고객들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골프연습장의 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 따라서는 실내연습장의 고객들이 재등록 의사와
구전의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골프연습장의 이이이용용용회회회수수수에 따라서는 재등록의사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나타났으며,일주일에 4일 이용한 고객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목목목적적적에 따라서는 재등록의사에서는 사교의 이용목적,구전의도에
서는 사교와 자기개발의 이용목적을 갖는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이이용용용 시시시간간간
에 따라서는 재등록의사,구전의도에서 모두 1시간 미만 이용자들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골프경경경력력력에 따라서는 재등록의사,구전의도 모두 3개월 미만의 고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넷넷째째째...골골골프프프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마마마케케케팅팅팅 믹믹믹스스스(((제제제품품품,,,가가가격격격,,,장장장소소소,,,촉촉촉진진진,,,PPPRRR)))와와와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
결결결정정정(((재재재등등등록록록의의의사사사,,,구구구전전전의의의도도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골프 연습장의 시설,제품,촉진,PR을 낮게 평가할수록 가격을 높게 평가할수록

재등록 의사가 떨어지며 구전의도가 적게 나타났다.골프 연습장의 시설,가격,촉
진을 높게 평가할수록 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다다섯섯섯째째째,,,골골골프프프연연연습습습장장장 이이이용용용자자자의의의 이이이용용용만만만족족족,,,소소소비비비자자자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재재재등등등록록록 의의의사사사,,,구구구
전전전 의의의도도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골프 연습장의 시설,가격,제품,촉진,PR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재등록의사가 떨

어지며 구전의도가 낮아졌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재등록 의사,구전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도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제품,가격,시
설,PR만족도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제품,가격,시설,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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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사결정은 높아졌다.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재
등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인은 제품,가격,시설,PR만족도 요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소비자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구전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만족도 요인은 제품,시설,PR만족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22...제제제 언언언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 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경

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본 연구의 수행과정 중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G,J지역의 골프연습장의 시설이용자(실내
연습장,실외연습장)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므로,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전국의
골프연습장 회원을 대상으로 일반화,객관화 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후속 여눅에
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여 일반화와 객관화를 높여
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소비자 행동 결정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마케
팅 5ps(제품,가격,장소,촉진,PR)와 만족,재구매를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소비
자 중심의 내용을 알아 보았으나,차후 연구에서는 골프지도자 및 경영자가 인식하
고 있는 경영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소비자,지도자,경영자 간의 욕구를 파악하
고,골프연습장의 내부공중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경영전략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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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골골골프프프연연연습습습장장장의의의 소소소비비비자자자행행행동동동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위 논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고객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골프연

습장의 효율적인 경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골프의 대중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느끼신 그대로 표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통계법 제 8

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수한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4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석사과정 오봉근 올림    



귀하와 귀하와 귀하와 귀하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표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문 문 문 1. 1. 1. 1.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성별은성별은성별은성별은?   ?   ?   ?     1) 남(  ),   2)여(  )

문 문 문 문 2. 2. 2. 2.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연령은 ?

   1) 20 - 29  2)30 - 39세  3)40 - 49세  4) 50 - 59세  5) 60세 이상

문 문 문 문 3. 3. 3. 3.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

   1) 고졸 미만  2) 고졸  3)대졸(전문대졸 포함)  4)대학원이상  

문 문 문 문 4. 4. 4. 4. 귀하의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수입은수입은수입은수입은? ?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이상

문 문 문 문 5. 5. 5. 5.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직업은직업은직업은직업은????

1) 무직              2) 주부               3) 판매직, 서비스직

4) 사무직, 행정직           5) 전문직(전문기술직)

6) 농업, 축산업             7) 경영자, 관리직

8) 자영업, 자유업    9) 기능직, 작업직    10) 학생

문 문 문 문 6. 6. 6. 6. 귀하께서 귀하께서 귀하께서 귀하께서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계시는 계시는 계시는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골프연습장의 형태는형태는형태는형태는????

 1) 실내 연습장  2) 실외 연습장

문 문 문 문 7. 7. 7. 7.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몇 몇 몇 회 회 회 회 이용하십니까이용하십니까이용하십니까이용하십니까????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5일 이상

문 문 문 문 8. 8. 8. 8.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을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목적으로 목적으로 목적으로 목적으로 참여하게 참여하게 참여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되었습니까????

 1) 건강증진  2) 사교(친목)  3) 사업에 도움

 4) 여가선용  5) 자기개발  6)스트레스해소  7)기타(              )

문 문 문 문 9. 9. 9. 9.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1111회 회 회 회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이용시간은이용시간은이용시간은????

    1) 1시간 미만  2) 1시간 ~1시간 미만   3) 1시간 30분 ~ 2시간 미만

 4) 2시간 이상

문 문 문 문 10. 10. 10. 10.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골프 골프 골프 골프 경력은경력은경력은경력은????

    1) 3개월 미만  2) 3개월 ~ 6개월 미만   3) 6개월 ~ 1년 미만   4) 1년 이상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5555
아아아아
주주주주
그그그그
렇렇렇렇
다다다다

4444
그그그그
렇렇렇렇
다다다다

3333
보보보보
통통통통
이이이이
다다다다

2222
아아아아
니니니니
다다다다

1111
전전전전
혀혀혀혀
아아아아
니니니니
다다다다

1. 본 골프연습장의 운동 및 편의시설의 공간배치가 잘  되어 있다. 5 4 3 2 1

2. 본 골프연습장의 실내 디자인(조명시설, 그림 등)은 잘 되어 있다. 5 4 3 2 1

3. 본 골프 연습장의 타석환경(자동 볼 공급기, 전자스윙체크

기, 타석공간확보 등)은 잘 되어 있다.
5 4 3 2 1

4. 본 골프연습장의 현관과 복도는 항상 청결하다. 5 4 3 2 1

5. 본 골프연습장의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다. 5 4 3 2 1

6. 본 골프연습장의 매점과 부대시설은 항상 청결하다. 5 4 3 2 1

7. 본 골프연습장의 휴게실(매점) 및 대기공간은 이용하기 편리

하게 잘 되어 있다.
5 4 3 2 1

8. 본 골프연습장의 락카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 5 4 3 2 1

9. 본 골프연습장의 샤워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 5 4 3 2 1

10. 본 골프연습장에 오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다. 5 4 3 2 1

11. 본 골프연습장의 주차시설은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5 4 3 2 1

12. 본 골프연습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3. 본 골프연습장의 일일사용료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4. 본 골프연습장의 월회비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5. 본 골프연습장의 레슨비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6. 본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월회비, 레슨비, 부대시설이용

요금, 용품가격 등)은 타 연습장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7. 본 골프연습장의 직원의 옷차림과 용모는 단정하다 5 4 3 2 1

18. 본 골프연습장의 직원 및 관계자는 항상 친절하며, 고객

님의 편익을 먼저 생각한다.
5 4 3 2 1

19. 본 골프연습장의 지도자(레슨프로)는 항상 친절하며, 성실

하게 지도에 임한다.
5 4 3 2 1

20. 본 골프연습장의 직원 및 프로는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5555
아아아아
주주주주
그그그그
렇렇렇렇
다다다다

4444
그그그그
렇렇렇렇
다다다다

3333
보보보보
통통통통
이이이이
다다다다

2222
아아아아
니니니니
다다다다

1111
전전전전
혀혀혀혀
아아아아
니니니니
다다다다

1. 본 골프연습장의 광고 홍보물을 보고 외부인들이 관심을 갖고 찾

고 싶어한다. 
5 4 3 2 1

2. 본 골프 연습장은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으로 이벤트 행사를 실

시하고 있다.
5 4 3 2 1

3. 본 골프연습장의 홍보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4. 본 골프연습장 내의 정기적인 월례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5. 고객님은 본 골프연습장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

한다.
5 4 3 2 1

6. 고객님은 본 골프연습장의 대표이사(사장)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고 생각한다. 
5 4 3 2 1

7. 고객님은 본 골프연습장의 프로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

한다.
5 4 3 2 1

8. 고객님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9. 본 골프연습장의 타석환경(자동볼 공급기, 전자스윙체크기, 타석

공간확보 등)에 만족한다.
5 4 3 2 1

10. 본 골프연습장의 청결상태 및 쾌적함에 만족한다. 5 4 3 2 1
11. 본 골프연습장 휴게실(매점) 및 락카시설 이용에 만족한다. 5 4 3 2 1
12. 본 골프연습장의 주차공간 및 이동시간에는 만족한다. 5 4 3 2 1
13. 본 골프연습장의 일일사용료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14. 본 골프연습장의 월회비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15. 본 골프연습장의 프로의 레슨비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16. 본 골프연습장의 친절함과 성실함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17. 본 골프연습장의 골프에 대한 지식과 답변에 만족한다. 5 4 3 2 1
18. 본 골프연습장의 광고, 홍보물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19. 본 골프연습장의 이벤트행사 및 월례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20. 본 골프연습장의 직원 및 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21. 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22. 현재와 같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지금의 골프연습

장을 다시 등록할 것이다.
5 4 3 2 1

23. 나는 주위사람에게 이 골프연습장의 이용을 추천할 것이다. 5 4 3 2 1
24. 나는 다음에 골프장을 이용하더라도 지금의 골프연습장을 선택

할 것이다.
5 4 3 2 1

25. 나는 지금의 골프연습장의 문제점이 개선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

에게 추천할 것이다.
5 4 3 2 1

26. 평생 현재의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것이다. 5 4 3 2 1
27. 나는 주위 사람에게 이 골프연습장의 선택을 추천할  것이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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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목

한글 : 골프연습장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Determinative Factors of Consumer 

Behaviors in Golf Driving Rang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5년 5월 30 일

  

                                           저작자:  오 봉 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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