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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의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성별 특성과 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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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Propensity 

Depending on Golfers’ Choice Criteria for Golf-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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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golfers' criteria of choosing golf-wear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nsumption propensity.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completed by golfers in Gyeongna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criteria of choosing golf-wear,
it has been found that female golfers give more considerations to suitability to body, care convenience, and functionality
than male golfers do when choosing golf-we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regarding the consumption propensity
of golf-wear, they are categorized into ostentaion, fashion, aesthetic appreciation and practicality. According to the con-
sumption propensity, male golf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stentatious perfection, practical, common group.
Female golfer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practical, common, ostentatious perfection group.  Groups of men golf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ostentation, fashion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the consumption pro-
pensity. Groups of women golfers, howev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ostentation and practicality
of the consumption propensity. It is considered that marketers need to develop golf-wear according to the gender char-
acteristics by referring to the fact that choice criteria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consumption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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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높아진 소득 수준과 함께 골프 인구가 증가되면서, 기

존의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30대까지 골프웨어의 주 소

비층으로 떠오르고 여성 골퍼도 증가되어 골프웨어 시장이 확

산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 이외에서도 골프웨어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캐주얼웨어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커

플용 골프웨어, 아동용 골프웨어 등 패밀리화 경향도 새롭게 나

타나고 있다. 

골프웨어는 다른 의복종류에 비해 가격 저항력이 낮아 고가

시장이 비교적 쉽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맞춰 업체

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기능성과 패션성을 고루 갖춘 다양한

제품을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골프웨어에도 고밀도 극세사

의 초경량 소재 점퍼와 구김이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택이 있는

메탈릭 소재 스웨터와 점퍼류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여가시간

의 증대에 따른 골프웨어의 패밀리화 외에도 상·하의와 아웃

웨어를 세트로 갖춰 입는 풀세트 제품의 출시 등 골프웨어의

토털화도 새로운 경향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골프웨어 시장에서의 선점

을 위해 패션쇼, 스타마케팅 등의 각종 이벤트와 골프 대회 개

최 및 후원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또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콘서트나 뮤지컬 협찬 등 다양한 문화 마케

팅으로 보다 젊은 층에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려는 부단한 노

력을 쏟고 있다. 

올해 들어 골프업계는 20~30대 여성골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니치마켓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른 복종에 비해 광범위한 소비

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는 골프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영브랜드들의 등장으

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영브랜드들 또한 매출이 강

세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층의 시장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커

지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춘 젊은층들은 경기에 구애받

지 않고 왕성한 구매활동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트렌드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들이 소비

에 있어 가장 중요시여기는 것은 디자인과 대중적인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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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을 상대로 인기를 끌면서 전체 골프시장은 보다 화려하

고 감각적인 스타일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들을 집

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르꼬그골프, 빈폴골프, 나이키골프, 아

디다스 골프 등으로 대중적인 이미지와 함께 합리적 가격대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골

프업계는 골프웨어에서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지향한다는 취지

아래 캐시미어 제품의 여성골프웨어가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

을 강조하던 기존과 달리 스포츠의류라는 기본적인 컨셉에 충

실하기 위해 과학과 감각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전문골퍼와

함께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브랜드들은 패션보다는

기능을 강조한 아이템 출시에 주력하며, 웰빙 트렌드를 접목시

킨 친환경 기능성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에 브랜드

들은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스타일에 주

력하면서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 섬유와 자연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자연친화섬유 등을 활용한 기능성 아이템을 제안하

는 경향이다. 그리고 기능성으로 중무장한 골프 제품이 쏟아지

면서 매출신장이 증가되고 있다(한국섬유신문, 2006).

이와같이 골프업계의 골프시장이 경제적 규모나 소비자층의

규모에 있어서 급속히 성장하여, 골퍼도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확산되는 것에 비하여 이에따른 연구는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골프웨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골퍼의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 골퍼간 성별에 따른 골프웨어

구매성향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이선재·제은숙,

2005), 본 연구에서 골프웨어 선택시 남녀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성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골프

웨어는 남녀 모두를 타겟으로 하여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골퍼의 성별에 따른 골프웨어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골프웨어에 관한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착용실태, 구매행동에 따른 품질평가 분석, 브랜드 선호도

조사, 구매선택기준과 만족도 등에 대하여 골퍼 성별을 분리하

여 각각 이루어져 왔으므로 남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성별을

비교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골프가 이제는 대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간의 격차없이 국내 전국에 확산되고 있

는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골프웨어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

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으므로 타 지역

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남의 골퍼를 대상으로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

른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골퍼 성별에 따라 골프웨어

제품 선택기준의 차이와 성별 제품 선택기준간의 상호 상관관

계 및 제품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집단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살

펴보고,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골퍼의 골프웨어의

선택기준에 따른 분석이므로 골프웨어의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

집단 제시를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여러

종류의 의복을 디자인이나 착용상황, 품목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의복전체를 조사품목으로 설정하여, 소비자가 구매시 중

요시하는 선택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결과를 확대 해석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 의복을 골프웨어로

한정시킴으로써 골프웨어 구입자의 성별간 구매선택기준에 대

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의 골프웨어 선택기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골퍼성별에

따른 제품선택기준과 소비성향을 고려한 골프웨어 마케팅 전략

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선택기준 

소비자는 구매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나 욕구체제를 만족시키

기 위한 선택을 하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

가 바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기준이다. 선택기준이란 평

가기준이라고도 하며 소비자가 대안을 비교·평가하는데 사용

하는 표준과 명세(specification)를 말한다. 의복선택기준은 소비

자가 선택과정에서 고려하는 의류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이 더

욱 세분화되어 본질적 속성은 심미성, 유행, 신분 상징성의 표

현적 기능과 실용성, 경제성, 맞음성, 관리성 등의 도구적 기능

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비본질적 속

성으로는 상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소영(200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복 구매시 선택요

인으로 품질과 가격, 세탁편리성, 흡수성, 통기성, 소재의 기능

성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2002)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 골프웨어 소비자들은 품질, 색상, 소재, 브랜드

명, 운동시 활동성, 사이즈 등의 맞음새, 희귀성, 친구나 소속

집단과의 유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운동

시 활동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골퍼집단은 스타일 및

디자인, 색상, 가격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경(2002)은 남녀 골퍼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디자

인, 색상, A/S가 차이를 보였고, 여자골퍼는 남자골퍼보다 A/S

를 더 중요시하였다. 제품구매 시 여자골퍼는 남자골퍼 보다 디

자인, 색상 등 감각적인 면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미자(1987)는 골프의류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상품의 선택 기준으로 디테일, 색상, 품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쾌하게 보이는 디테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1992)는 서울시내 30~5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골프웨

어에 관한 소비행동과 패션의식에 관해 알아본 결과 스타일과

색상을 높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임희

숙(1992)의 연구에서 골프웨어 디자인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의 활용에 관해 연구한 결과, 골프웨어 구입 시 선호요인으로

색상, 디자인, 소재, 가격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지·양리나·김문숙(2002)의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

일에 유형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 과시적 외

모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 의복 구매시

세탁/관리의 용이, 다른 옷과의 조화, 가격, 품질과 같은 실용

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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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현(1997)은 신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의복관여도에 따라

심리적 의복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표 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관여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관여도에 따른 6가지 심리적 의복선택요인(동조성, 유행, 개성,

심미성, 과시성, 정숙성) 각각은 고관여 집단(남·여)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주(1982)는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의복선택과정에서 결정하는 가

능한 모든 사항들을 기존 설문문항(Creekmore의 의복구매에 관

한 70문항)과 자유기술형식의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후 이들

을 요인분석하여, 개성표현을 위주로 한 구매, 실용성 구매, 경

제성 위주 구매, 정숙성위주 구매, 동조성 위주의 구매 요인으

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동조성 위주 구매는 다른 요인과 매

우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1995)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가치의식을 구

성하는 개인적 가치와 의복가치, 의류제품 평가기준의 상호관

련성과 이들 세 가지 변인이 의류제품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품평가기준은 효용적 측면인 신체

적 활동성, 관리의 용의성, 사회적 인정, 경제적 유용성, 상징

적 가치와 쾌락적인 측면인 감성추구, 유행추구, 의복에 대한

자신감, 어울림으로 나타났다. 

구매선택기준 요인별 고려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본 연

구에서 이소영(2002)은 소비자는 골프웨어 구입시 품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세탁해도 형태가 잘 변하

지 않는 골프웨어, 구입시 얼마나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인

가를 중시, 흡수성, 통기성 등 소재의 기능성, 가격과 세탁방법

의 편리성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표

에 관계없이 구입, 새로운 유행스타일을 남들보다 먼저 구입,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입어서 편한 것을 구입, 입었을 때 멋있어

보이면 손질이 힘들더라도 구입, 세련된 스타일이면, 입었을 때

불편하더라도 구입, 관리가 불편해도 마음에 들면 구입 등은 보

통 정도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3점에 못미치고 있었다. 따

라서 골프웨어 구입시 상표를 중요시하며, 관리 편리성 등이 다

른 기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2. 소비성향 

소비성향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

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한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소비행동은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 비중을 두

고 연구되고 있다. 

Firat & Dholakia(1977)는 소비패턴을 소비단위인 가계가 욕

구 충족을 위해서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소비하는가의 관점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Nicosia & Mayer(1976)는 소비행동을 구

매활동, 사용활동, 처분활동의 3가지 소비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김동호(1996)는 소비성향을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고 소

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

하고 있다. 소비성향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Luthans(1985)는 소비욕구의 원천을 본능적인 것과 사회 문화

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누고, 현대사회에서는 욕구

원천의 대부분이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에 의해서 창출되는

사회성을 띄는 것으로 보았다. 즉, 소비를 통한 신분과시 경향

의 조장이나 사회적 물질주의 가치관에 따른 과소비의 유발 등

이 소비자 행동을 비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소비사회학의

입장이다. 

소비성향과 관련된 관련변수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소비

자 요인에서 먼저 살펴보면 강이주(1989)는 소비패턴이 인구통

계적 변수보다는 생활양식 유형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된 결과로는 과시소비

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많다는 결과와 과시소비는 전 사회계

층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유명의, 1993)이라는 상반된 결과

도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이미용, 1991).

연구자에 따라 소비행동은 소비패턴, 소비성향, 소비유형 등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행동의 하위개념 속에 제

품의 선택, 사용, 처분활동이 모두 포함되면서 개별적으로 구분

된 개념으로 보거나 일련의 행동양상으로써의 통합된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 유사개념을 갖는다. 의류학 분야에서의 소비행동

은 주로 구매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의류소비행동은 소비행동의 하위영역인 처분활동의 개념으로

최근 의류폐기가 환경문제와 관련되면서 의복폐기나 처분 및

소비태도에 대한 연구(김병미·이재명, 1997; 서영숙 외, 1997;

유연실, 1996)로 구분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의 시점을 구매시 이미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구매시점의 소비성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구매

활동 영역에서의 소비의 경제적 관념과 관련된 구매태도인 소

비태도를 소비성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소비태도에는 소비

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충족에서 출발된 것

으로 소비동기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의류소비성향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포함시켰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1.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성별 차이와 상호간의 관계를

밝힌다.

2.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집단 특성을 밝힌다.

3.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소비성향의 차이를 밝

힌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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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측정척도로는 골프웨어 소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유

미령, 1999; 이소영, 2002) 설문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 제품

선택기준, 소비성향으로 구성되고,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

구통계적 특성 문항은 선행연구자의 문항을 참조하여 성별, 연

령, 학력, 직업, 총수입 6문항을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제품

선택기준은 11문항으로 골퍼들이 의복구매시 어떠한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

하는 문항으로 제품선택기준 11문항, 고주현(2000), 박은정

(2002), 조원경(2002)의 선행연구에 사용되었던 문항을 토대로

설문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비성향은 22문항으로 골퍼들의 골프웨어 소비유형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조원경(2002), 이소영(2002), 제은숙(2004) 선행연

구에 사용되었던 문항을 토대로 22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유행성(6문항), 과시성(6문항), 심미성(5문항),

실용성(5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지역은 진주, 창원, 사천, 밀양, 기타로 이루어졌으며, 지

역 선정은 경상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을 위하여 동부 경남 3

곳, 서부경남 3곳을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선정된 지역 중 2

곳은 설문지 회수 및 연구내용으로 채택된 수가 적어서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

월에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은 현재 골퍼를 하고 있는 남자 170명

과 여자 145명을 대상으로 315부를 조사하여, 최종 분석 자료

로 238부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골퍼의 골프웨어 제

품선택기준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골프웨어 선택기준의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골프웨어 선택기준 간에 따른 소비집단

군집별 특성을 위해 군집분석을 하였다. 골퍼들의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

집별 소비특성을 알기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골퍼들의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골프웨어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남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응답

자 238명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56%, 44 % 로 나

타났다. 골퍼의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Table 1. 골퍼의 인구통계적 특성                                                                                          (n=238)

구분 남(%) 여(%) 전체(%) χ
2
(df) p

연령 10대·20대 25(18.8) 11(10.5) 36(15.1)

4.14(3) .25

30대 39(29.3) 28(26.7) 67(28.2)

40대 50(37.6) 49(46.7) 99(41.6)

50대·60대 19(14.3) 17(16.2) 36(15.1)

합계 133(100.0) 105(100.0) 238(100.0)

결혼여부 미혼 25(18.8) 17(16.2) 42(17.6)

.27(1) .60기혼 108(81.2) 88(83.8) 196(82.4)

합계 133(100.0) 105(100.0) 238(100.0)

학력 고졸 7( 5.3) 22(21.0) 29(12.2)

14.07(3)** .00

전문대졸 28(21.1) 15(14.3) 43(18.1)

대졸 73(54.9) 51(48.6) 124(52.1)

대학원 25(18.8) 17(16.2) 42(17.6)

합계 133(100.0) 105(100.0) 238(100.0)

직업 학생 3( 2.3) 5( 4.8) 8( 3.4)

98.93(7)*** .00

전업주부 50(47.6) 50(21.0)

전문 경영관리직 45(33.8) 14(13.3) 59(24.8)

전문기술직 27(20.3) 16(15.2) 43(18.1)

사무직 9( 6.8) 2( 1.9) 11( 4.6)

판매·서비스직 11( 8.3) 11(10.5) 22( 9.2)

군인 25(18.8) 25(10.5)

기타 13( 9.8) 7( 6.7) 20( 8.4)

합계 133(100.0) 105(100.0) 238(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2(16.5) 11(10.5) 33(13.9)

6.52(4) .16

200~400만원 미만 50(37.6) 31(29.5) 81(34.0)

400~600만원 미만 33(24.8) 27(25.9) 60(25.2)

600~800만원 미만 15(11.3) 19(18.1) 34(14.3)

800만원 이상 13( 9.8) 17(16.2) 30(12.6)

합계 133(100.0) 105(100.0) 238(100.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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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분포 및 결혼여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과 직업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남자골퍼의 학력이 여자골퍼의 학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p<.0.1). 직업은 남자골퍼의 경우 전문경영관리

직(33.8%), 전문기술직(20.3%) 및 군인(18.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골퍼의 경우 전업주부가 전체의 47.6%를 나

타내었다. 

골퍼의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성별 차이 : 골프웨어 구

매시 제품선택기준에 있어 골퍼 집단의 성별간 차이를 t검정한

결과 Table 2와 같다.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라 골퍼성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체형적합, 코디용이, 관리의 편리성, 기능

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골프웨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관

리의 편리성에 대해 남녀골퍼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

자골퍼가 남자골퍼에 비해 관리의 편리성 측면이 높게 나타나

여자골퍼가 골프웨어의 실용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기능성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골퍼는

남자골퍼보다 골프웨어의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디용이에서도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골퍼는 남

자골퍼보다 코디가 용이한 골프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형적합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는

데, 여자골퍼는 남자골퍼 보다 골프웨어와 자신과의 어울림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골프웨어 자체는 멋있다 할

지라도 자신의 체형과의 어울림을 살펴보고 우선 선택하는 것

으로 여겨지므로, 여자 골프웨어를 디자인할 때 착용자의 신체

치수와 체형의 변화 등을 잘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자골퍼들은 대체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골프웨어 제

품의 선택기준으로 높이 평가한 반면, 여자골퍼들은 기능성, 체

형 적합 및 활동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녀 골퍼들 모두 기능성과 활동성이라는

선택기준을 중요시하지만, 특히 여자 골퍼들이 남성 골퍼들에

비해 더욱 기능성, 활동성 등의 선택기준을 더욱 살피는 것으

로 보여, 여성골퍼들이 실용적 측면에서 골프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자골퍼들은 남자골퍼들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

는 의류와의 어울림을 보는 코디의 용이성, 자신의 체형과의 적

합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여자들이 제품구매시 디자인, 색상을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조원경, 2002; 박은정, 2002)와 골퍼집단은 골

프웨어 구입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스타일/디자인 순으로

나온 선행연구 결과(고주현, 2000) 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도시 거주인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

고 보여진다. 

골프웨어 선택기준간의 상호 상관관계 : 골프웨어의 선택기

준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선택기준과의 상호관련성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선택기

준들은 다음에 후속연구에서 평가항목으로 측정할 때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남자골퍼의 경우, 골프웨어의

선택기준 중 기능성과 활동성의 항목은 서로 간의 관련성이 매

우 높아(r=.73. p<.001), 기능성과 활동성은 골프웨어 선택시

유사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즉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골퍼는

동시에 기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유

명 골퍼의 착용의복이라는 기준과 유명상표라는 기준에 대해

상관관계(r=.60)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남성골퍼들은

유명인이 착용한 골프웨어는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각종 골프웨어 브랜드에서는 이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스타일/디자인은 색상/무늬와

높은 관련성(r=.56)이 있었는데, 스타일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남자골퍼들은 골프웨어를 선택할 때 색상과 무늬에 많은 관심

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가격과 체형적합(r=.49), 가격과 관리의 편리성 (r=

.46)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가격을 중요한 선

택기준으로 여기는 골퍼들은 그 제품이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골프웨어의 관리의 편리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아무리 가격이 만족스러워도 자신

의 체형에 맞지 않다든지, 관리하기 불편한 의복은 선택하지 않

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유명상표와 유명골퍼착용 의복,

유명상표와 유사성 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는데, 유명상표를 선

호하는 경우 유명골퍼가 착용한 의복을 선호하며 유사성을 중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골퍼의 골프웨어 선택기준 상호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여자 골퍼들은 체형적합과 코디용이 라는 선택기준(0.58)이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이 의류를 선택

할 때 항상 먼저 고려하는 선택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

은 의복 선택시 자신의 체형과의 조화와 미적인 측면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체형적합과 가격(0.53)이라는 선택기준이 밀접

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골프웨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체형 적합이라는 선택 기준은 관리의 편리성(0.51)과도 높

은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은 여성골퍼의 경우 체형적합이

라는 선택기준이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

Table 2.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성별차이           (n=238)

제품선택 기준
남(n=133) 여(n=105)

t p
M S.D M S.D

스타일/디자인 3.63 .80 3.77 .68 -1.45 .14

색상/무늬 3.77 .71 3.81 .62 -.49 .62

가격 3.19 1.02 3.38 .87 -1.55 .12

유명상표 2.97 1.03 2.99 .91 -.16 .87

활동성 3.83 .73 3.90 .66 -.77 .44

체형 적합 3.77 .69 3.96 .71 -2.06* .04

코디용이 3.39 .76 3.62 .85 -2.19* .03

유명골퍼 착용 2.34 .90 2.26 .75 .76 .44

소속집단과의 유사성 2.69 .99 2.56 .84 1.07 .28

관리의 편리성 3.14 .88 3.54 .87 -3.51*** .00

기능성 3.80 .77 4.03 .58 -2.65** .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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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스타일/디자인은 색상·무늬, 코디용이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색상/무늬는 체형적합 간에 유의한 양의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체형적합(r=.53), 코디용이

(r=.42), 관리의 편리성(r=.48), 활동성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유명상표는 유명골퍼 착용의복과 유사성간에 유의한

양의상관(r=.48)이 나타났다. 활동성은 체형적합, 코디용이, 기능

성과 상관이 있었으며, 체형적합의 경우 코디용이, 관리의 편리

성, 기능성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코디용이는 관리의 편리

성, 기능성, 유명골퍼 착용의복과 유사성, 관리의 편리성과 기능

성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다. 

4.3. 골프웨어 선택기준간에 따른 소비집단 특성

다음은 골프웨어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남자골퍼들의 특

성을 살펴본 것으로 골프웨어의 선택기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남자골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제언할 수 있는 군집을 해석한 결과이다(Table 3, 4). 남자골퍼

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군집 1은 대부분의 선택기준을 많이

고려하는 적극적 사고를 지닌 집단으로, 유명상표를 선호하고,

색상과 무늬, 디자인 등 과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능성도 고려하는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과시적 합리형으로

도출되었다. 

군집 2는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무엇보다 골프웨어와 자

신의 체형과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활

동성, 기능성 등을 제품 선택기준으로 삼는다. 이 집단은 유명

골퍼의 착용의복이나 유명상표에 대해서 타 집단에 비해 선택

하는 기준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특징이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성향이 매우 두드러져 실리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대부분의 선택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대체

로 소극적이며 관심이 적은 군집으로 평범형으로 명명되었다. 또

한 일부 남자골퍼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골프웨어를 선택하기보

다 배우자 등 타인이 선택해준 골프웨어를 착용하는 성향이 있

기 때문으로도 사료되며, 남자들의 특수한 성향을 엿볼 수 있

는 집단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군집 1과 군집 2가 남성골퍼들

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군집 3은 그 구성수가 현저하게 떨

어진다. 

다음은 골프웨어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 여자골퍼들의 특

성을 살펴본 것으로 골프웨어의 선택기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여자골퍼들의 성향을 파악한 결과이다(Table 5, 6). 군

집 1은 활동성을 많이 고려하는 집단으로 활동성, 체형적합, 코

디용이, 관리의 편리성, 기능성 등을 중요시하며, 유명상표, 유

명골퍼 착용의복, 유사성 등을 중요시 하지 않는 실리적 성향

을 가진 집단이다. 

Table 4.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특성(남)                                                                       (n=133)

군집 n(%) 군집별 특성 군집명

군집1 61(45) 모든 요인을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능성 외에 유명상표나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 과시적 완벽형

군집2 64(48)
체형적합, 활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명골퍼 착용의복, 유사성, 유명상표는 타 집단에 비

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떨어짐.
실리형

군집3  8(6)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없음 평범형

Table 6.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특성(여)                                                                       (n=105)

군집 n(%) 군집별 특성 군집명

군집1 33(31) 활동성, 체형적합, 코디용이, 관리의 편리성, 기능성 등을 중요시하며, 유명상표, 유명골퍼 착용의복, 유사성 등

을 중요시 하지 않음
실리형

군집2 32(30) 다른 요인에 비하여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 기능성을 대체로 중요시하나 다른 군집에 비해서 낮은 편 평범형

군집3 40(38)  체형적합, 기능성, 활동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도 중요하게 고려함 과시적 완벽형

Table 3. 군집별 골프웨어 선택기준(남)

제품 선택기준 군집1 군집2 군집3 F값 p

스타일/디자인 3.77 3.63 2.63  7.98 0.001

색상/무늬 3.85 3.83 2.63  13.22 0.000

가격 3.33 3.23 1.75  9.81 0.000

유명상표 3.87 2.27 1.75 128.72 0.000

활동성 3.85 3.97 2.63  14.56 0.000

체형적합 3.74 4.00 2.25  34.51 0.000

코디용이 3.43 3.52 2.13  14.62 0.000

유명골퍼착용의복 2.98 1.86 1.25  57.30 0.000

유사성 3.39 2.14 1.75  49.83 0.000

관리의 편리성 3.41 3.05 1.88  13.69 0.000

기능성 3.95 3.83 2.38  19.21 0.000

Table 5. 군집별 골프웨어 선택기준(여)

제품 선택기준 군집1 군집2 군집3 F p

스타일/디자인 3.61 3.53 4.10  8.70 0.000

색상/무늬 3.76 3.56 4.05  6.20 0.003

가격 3.70 2.56 3.73 32.84 0.000

유명상표 2.33 3.06 3.48 19.22 0.000

활동성 4.15 3.44 4.08 14.84 0.000

체형적합 4.15 3.28 4.35 37.70 0.000

코디용이 3.94 2.84 3.98 30.00 0.000

유명골퍼착용의복 1.85 2.19 2.65 13.07 0.000

유사성 1.94 2.56 3.08 23.54 0.000

관리의 편리성 3.88 2.75 3.90 30.05 0.000

기능성 4.15 3.69 4.20  9.3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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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2는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 기능성을 다른 요인에 비

하여 대체로 중요시하나 다른 군집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가

격, 코디용이를 중시하지 않는 무난한 성향을 지녔으므로 평범

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대부분의 선택기준을 많이 고려하는 적극적 사고

를 지닌 집단으로,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 등 과시적인 면도

중시하면서도 체형적합, 기능성, 가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실용적인 측면도 겸비하여 모든 선택기준을 다 고려하는 완벽

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4.4.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성향

요인분석 : 골퍼들의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성향에

대한 요인 분석을 위해 직교회전을 이용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골프웨어 소비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이

상인 요인 4개가 추출되었으며 4개의 요인이 전체변수를 설명

하는 비율은 63.27%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각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각 요인들은 요인들에 묶여진 항목을 고려하

여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소속감과 자기보호, 구분과 동일시적 문항으로 구

성되어 이를 ‘유행성’이라 명하였고 고유값은 3.30으로 5개의

항목이 높게 적재되었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87로써 높았

으며 전체변량의 19.4%에 해당된다. 이 항목들은 대개 유명골

퍼들이 입은 골프웨어들을 구매하는 성향으로 유행하는 것을

모방하고 싶은 요인을 의미한다. 유행을 의식하는 소비성향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인 2는 의복을 통해 눈에 띄고, 타인

에게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문항으로 ‘과시성’이라 명하였고

고유값은 3.22, 전체변량은 18.96%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과시성을 의미하는 요인으로 5개 항목이 묶였고 전체 변량은

18.9%의 차지하였다. 요인 3은 아름답거나 좋게 보이는 외모를

성취하는 것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의미하는 심미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심미성’이라 명하였고 고유값은 2.24, 전체변량은

13.15%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요인 4는 관리의 용이함과 실생

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제품 구입

시의 실용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를 ‘실용성’이라

Table 7. 소비성향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유행성 유명골퍼가 입은 옷을 입으면 나도 유명골퍼가 된 느낌이다. .83 .15 .12 -.00

유명골퍼가 입은 골프웨어를 보면 갖고 싶다. .82 .14 .10 -.06

유명골퍼가 입은 골프웨어를 구입한 적이 있다. .75 .11 .08 -.20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 것을 보면 나도 사고 싶다. .75 .24 .08 -.06

남들이 많이 입는 골프웨어를 입지 못하면 왠지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 .72 .30 .03 -.14

과시성 골프웨어 구입시 가능한 유명상표를 사고싶다. .17 .83 .11 -.07

골프웨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유명도를 더욱 중요시 한다. .13 .80 .11 -.10

골프웨어는 품위를 나타낼 수 있다. .26 .73 .13 .02

유명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24 .70 .13 .11

비슷한 가격대라면 국내 브랜드보다 수입브랜드를 구매한다. .17 .64 .20 -.04

심미성 입었을 때 멋있게 보이면 손질이 힘들더라도 구입한다. .02 .22 .84 -.01

구김이 많이 가거나 다림질하기 힘들더라도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 .08 .15 .84 -.08

세련된 스타일이면 입었을 때 불편하더라도 구입한다. .20 .13 .80 -.10

실용성 구입시 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08 -.08 -.01 .84

구입시 실생활에 맞을지 생각한다. -.03 -.06 .03 .81

구입시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21 -.06 -.21 .35

구입시 품질을 중요시한다. -.05 .40 -.06 .52

고유값(eigenvalue) 3.30 3.22 2.24 2.00

전체변량(%) 19.41 18.96 13.15 11.76

누적변량(%) 19.41 38.37 51.52 63.27

Cronbach's α .87 .84 .82 .64

Table 8.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소비성향(남)

구분 N M 사후검증 S.D F p

과시성 과시적 완벽형  61 3.48 a 0.62

43.58*** 0.00
실리형  64 2.63 b 0.62

평범형  8 1.78 c 0.81

합계 133 2.96 0.81

유행성 과시적 완벽형  61 2.66 a 0.75

22.08*** 0.00
실리형  64 1.99 b 0.62

평범형  8 1.40 c 0.47

합계 133 2.26 0.77

심미성 과시적 완벽형  61 2.66 a 0.78

 7.57*** 0.00
실리형  64 2.34 a 0.73

평범형  8 1.67 b 0.67

합계 133 2.45 0.79

실용성 과시적 완벽형  61 3.61 ab 0.50

 2.29 0.08
실리형  64 3.71 a 0.42

평범형  8 3.43 b 0.58

합계 133 3.64 0.47

주) 사후검증은 Tukey 방법을 이용함.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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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00, 전체변량은 11.76%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최고 3.30부터 2.00까지 나타났고 4개의 요인

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63.27%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분석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 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지지를 받는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Cronbach' a값이

0.87에서 0.64까지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 중 내적 일관성

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합

산평균값을 추후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해석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소비성향 : 요인 중 과시

성, 유행성, 심미성 요인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

집의 특성 파악이 유효하게 보인다. 과시성과 유행성 요인에서

는 3군집 모두 다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심미성과

실용성 요인에서는 군집 1, 2가 같은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군집 3은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8). 남성골퍼집단 중 과시적 측면을 중시하고, 합리적이

며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군집 1은 과시성, 유행성, 심

미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용성도 어느 정도 중요하

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 2는 실용성을 가장 중시

하면서 심미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나 유행성과 과시성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실리형이다. 군집 3은 과시성, 유행성,

심미성, 실용성 중 어떤 요인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이 없

는 평범형 집단이다.

여자 골퍼 집단은 군집간 골프웨어의 소비성향 중 과시성과

실용성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Table 9). 여자골퍼집단 중 군

집 1의 실리형은 실용성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과시성은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편이다. 군집 2의 평범형은 과시성은 중

요시 하나 실용성은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군집 3의 과

시적 완벽형 집단은 과시성과 실용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골퍼 성별에 따라 골프웨어 선택기준의 차이와 제

품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특성과 소비성향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론과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골퍼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연령분

포,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과

직업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골퍼 소비자

공략시에 골프웨어 시장세분화를 할 때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

로 생각된다. 

골프웨어 제품 선택기준에 있어 골퍼 집단의 성별간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체형적합, 코디용이, 관리의 편리성, 기능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프웨어 선택시 관리의 편리성 측

면에서 성별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남녀 골퍼 모

두 기능성과 활동성의 선택기준을 중요시하지만, 특히 여자골

퍼는 남자골퍼에 비해 기능성, 활동성 등의 선택기준을 더 많

이 고려하여 실용적 측면에서 골프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골퍼에 비해 여자골퍼는 코디 용이와 자신의 체

형과의 적합성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자 골

프웨어를 디자인할 때는 다른 의복과의 조화, 착용자의 신체치

수와 체형변화 등을 잘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 연

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여자들이 제품구매시 디자인, 색상을 중

요시하며, 골퍼집단은 골프웨어 구입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이 스타일/디자인 순으로 나온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도시 거주인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

고 보여진다. 대도시에서는 골프웨어의 디자인과 스타일이 제

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이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실용

적인 측면이 더욱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골프웨어 소비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은 유행성,

과시성, 심미성, 실용성으로 유형화되었다. 골프웨어 선택기준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자골퍼는 제품선택기준 상

호간 대체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가지며, 선택기준 중 기능성

과 활동성, 유명골퍼의 착용의복과 유명상표, 스타일/디자인과

색상/무늬 간에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자골퍼는 스타일/디

자인, 색상, 코디용이 간에 양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체형적합

의 선택기준이 코디용이, 가격, 관리의 편리성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가져, 체형적합의 선택기준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므로

이를 여자 골프웨어 마케팅 요인으로 반영하여 골프웨어 제작

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상관관계가 높은 선택기준은 후속

연구시 평가항목으로 측정할 때 기본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집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

Table 9.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군집별 소비성향(여)

구분 N M 사후검증 S.D F p

과시성 실리형  33 2.63 b 0.62

9.68*** 0.00
평범형  32 3.15 a 0.63

과시적 완벽형  40 3.27 a 0.67

합계 105 3.06 0.69

유행성 실리형  33 2.05 0.69

1.59 0.21
평범형  32 2.35 0.67

과시적 완벽형  40 2.33 0.86

합계 105 2.25 0.76

심미성 실리형  33 2.42 0.75

0.36 0.70
평범형  32 2.54 0.87

과시적 완벽형  40 2.58 0.84

합계 105 2.52 0.82

실용성 실리형  33 3.92 a 0.40

4.89** 0.01
평범형  32 3.55 b 0.56

과시적 완벽형  40 3.86 a 0.59

합계 105 3.79 0.54

주) 사후검증은 Tukey 방법을 이용함.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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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골퍼집단은 3군집으로 분류되어 과시적 완벽형, 실리형, 평

범형으로 명명되었고, 여자골퍼 집단은 3군집으로 분류되어 실

리형, 평범형, 과시적 완벽형으로 명명되었다. 남자골퍼 집단 중

과시적 완벽형 군집은 대부분의 선택기준을 많이 고려하는 적

극적 사고를 지닌 집단으로 기능적인 측면 외에 유명상표를 선

호하고, 색상과 무늬, 디자인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기능성 외에 과시적 충족 욕구가 주요한

선택기준의 역할을 하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명브랜드

와 디자인, 색상·무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매장분위기와 디

스플레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실리형 군집은 제

품선택시 무엇보다 골프웨어와 자신의 체형과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성, 기능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

질적이고 합리적인 군집이므로, 이 군집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활동적이며 기능성을 고려한 패턴과 소재 선택을 하면서, 체형

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작해야 될 것이다. 평범형의 군집은 대

부분의 선택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집단으로 남자의 특수

한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집단이다. 이것은 일부 남성골퍼의 경

우, 본인이 직접 골프웨어를 선택하는 것 보다 배우자가 선택

해준 골프웨어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므로,

남자골퍼의 평범형 군집은 여자골퍼가 골프웨어 선택시 중요하

게 여기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된다면 마케팅에 효과적일 것으

로 사료된다. 

골프웨어의 선택기준에 따른 여자골퍼 군집의 성향을 파악

한 결과, 실리형 군집은 활동성, 체형적합, 코디용이, 관리의 편

리성, 기능성 등을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활동과 관리에

편하면서도 코디용이가 주요하게 인식되므로 코디가능한 기획

상품에 대한 구색이 절충적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평범형

군집은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 기능성을 다른 요인에 비하여

대체로 중요시하나 다른 군집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가격, 코

디용이를 중시하지 않는 무난한 성향으로, 골프의류 자체에 대

해 관심이 적고 소극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중질의 제

품이 요구되지 않나 사료된다. 과시적 완벽형 군집은 대부분의

선택기준을 많이 고려하는 적극적 사고를 지닌 집단으로, 스타

일/디자인, 색상/무늬 등 과시적인 면도 중시하면서, 동시에 체

형적합, 기능성, 가격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하는 집단이므로, 이 군집은 실용적인 면 외에 과시

효과가 있으면서 감각적인 디자인 개발의 전략이 이루어져야만

골퍼의 과시욕구와 합리적인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타 집단에 비해 고려하는 편이므로 가격면도 검

토되어야 하는 가장 다각적인 면에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군집이다. 

남자골퍼의 군집들은 골프웨어 소비성향의 과시성, 유행성,

심미성 요인에서 모두 유의차가 나타났다. 과시성과 유행성 요

인에서는 군집 모두 다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심미

성과 실용성 요인에서는 합리적 완벽형과 실리형 군집이 같은

성향을 나타내었다. 합리적 완벽형 군집은 과시성, 유행성, 심

미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용성도 어느 정도 중요하

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리형 군집은 실용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심미성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심미적인 측면이 고

려된 실용적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자골퍼 집단

은 군집간 골프웨어의 소비성향 중 과시성과 실용성에서 유의

차를 나타내었다. 여자골퍼 집단 중 실리형은 실용성을 아주 중

요하게 고려하고 완벽형은 과시성, 실용성을 모두 중요하게 고

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남녀 골퍼집단 중 과시적 추구와 합리적 추구의 과

시적 완벽형의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더욱 감각적 디자인 개발

에 기능성까지 겸비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즉 골프웨어

소비자의 수준이 점차 다차원적으로 요구되므로 골프웨어 제작

에 있어 신속히 대처되는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

어진다. 또한 이것은 골프시장의 경쟁과열에 따른 끊임없는 골

프 의류상품의 흐름과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가

격과 질에 대한 판단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골프 의류업체들은 가격정책에 있어 제품의 질에 합

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기

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골퍼의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골프가 연령과 소

득의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확산되었음을

나타내었으나, 골프웨어 선택기준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대도

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지역간을

고려간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골프웨어 마

케팅에서 제품 출하시 대도시와 지방과의 선택기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제품을 출하시키며 제품 디스플레이 등 마케팅 홍보

전략해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골프웨어

제품선택기준에 따른 성별과 군집별 소비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마케팅 관리자들은 군집별 특성에 맞춰 골프웨어를

개발한다면 골프웨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를 경남에 거주하는 골퍼로 한정

하였으므로 모든 남녀 골프웨어 제품선택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의류소비성향을 소비동

기와 구매시의 소비태도로만 국한시켜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

에서는 사용과 처분에 관련된 요인도 포함시킨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골프웨어 업계의 마케팅전략에 높은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골프웨어 소비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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