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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에 대하여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규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골프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남, 여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2명으로 총 6명을 눈덩이 표집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1차적으로 코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 주요 주제들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여 
의미 있는 해석과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서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
(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평가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에게 맞는 옷, 징크스, 그리고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가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선택한 골프의류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골프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보다 선수들의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골프선수, 골프의류, 의미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importance of golf player's 
clothing selection by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study subjects were male and female golf players 
who participated in the golf tour from October 2017 to March 2018, and a total of 4 male players 
and 2 female players were selected using the snow ball sampling method. For data analysis, we first 
coded what we got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participation to be organized and 
analyzed first. Second, classification was conducted based on major themes or phenomena,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 lv010@hanmail.net)  

* 이 연구는 2018년 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2   한지훈․임진선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230 -

meaningful interpretation and research were conducte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truth and validity 
of this study, the true value, applicability, consistency and neutrality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proposed by Guba & Lincoln (1981).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Golf-wear for me, 
Jinx, My golf wear are my face.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you can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the golf-wear chosen by the golf player and expect positive effects to 
provide golf player's feedback in the course of making the golf-wear. 

Keywords : Golf player, Golf-wear, meaning

1. 서 론

  골프는 멘탈(Mental)이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
이다. Jack Nicklaus[1]는 ‘Golf my way’에서 골
프 멘탈(menta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
행연구들을 살펴봐도 골프 멘탈의 중요사항을 강
조한 연구들이 많다[2, 3, 4, 5]. 골프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멘탈 훈련과 이미지형성 등 다양
한 방향에서 골프 멘탈을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골프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멘탈이며, 
이러한 멘탈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골프 종목의 특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골프경
기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료선수와 환경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심리적 요
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경기운영을 해야 
하는 스포츠이다[6, 7]. 
  골프경기는 기술적인 골프스윙과 체력이 중요
한 요인이지만, 이와 함께 환경적, 신체적, 개인
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수행
하는 운동경기로서 심리상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8].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의 경우 심리
적 측면에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으며, 골프경기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심리 기술은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증명되
고 있다[6, 7]. Chung[9]은 골프의 경기력은 골
프기술, 체력, 그리고 심리적 기술 등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또한 Lee[10]은 골프경기에서 실
패를 자주하는 선수들은 심리적인 면을 무시하거
나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
한 골프경기는 골프의 기술과 체력 이외 다른 영
향들을 많이 받지만 그중 심리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경기에
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과 체력 그
리고 심리기술(psychological skills)이 뛰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12, 13]. 지금까지 
이론화 되어 있는 심리기술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조절하여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
로, 긍정적인 자기조절,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대처, 불안감소, 각성조절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리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목표설정, 심상, 
이완, 주의집중과 같은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학
자들은 심리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이 라고 하였다[14, 15, 16]. 이러한 심
리기술훈련은 심리적 방해요인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심리적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으로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마지막 라운드
에 항상 붉은색 셔츠에 검은 모자를 쓴다는 점은 
궁금증으로 제시된다. 그 이유는 태국 출신인 어
머니가‘염소자리’인 타이거 우즈에게 붉은색이 힘
을 준다면서 16세 때부터 대회마다 입을 것을 권
장했다. 다만,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연상시
킬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공포
심을 유발 할 수 있다고 한다[17]. 이런 점 들을 
볼 때, 의류가 골프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
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한국 선수들이 활
약함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는 모습을 대중들이 쉽
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
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져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
하는 골프의류에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대 되었다
[19]. 골프선수들에게 있어서 골프의류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골프
의류는 한 눈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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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Participants Age Gender Golf career etc

 1 S.Y 33 male 19yrs KPGA/JGTO

2 S.H 32 male 15yrs KPGA/ASIAN TOUR

3 D.Y 35 male 20yrs KPGA/ASIAN TOUR

4 S.M 33 male 19yrs KPGA/PGA

5 K.M 29 female 18yrs KLPGA/JLPGA

6 J.M 30 female 16yrs KLPGA/CLPGA

난 매개체로 의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20]. 이러한 관점에서 골프선수들
이 골프 시합에서 선택하는 골프의류에 의미가 담
겨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의류의 선택의 속성은 성별에 따라 그 특
성이나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게 나타났고[21], 의
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기효능감과 의류선택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22]. 
  현재 한국의 골프시장은 대중화로 인해 지속적
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  골프선수
들의 경우, 골프 시합에서 발생되는 의류선택의 사
항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나 과정을 통해 4일간의 
대회에서 골프선수들은 선택하여 시합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골프선수들의 의류
선택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이는 골프선수들의 의류 
선택에 대한 심리적 자료들이나 그 특성들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골프선수들은 
골프의류를 가장 오래 입어보고 활동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골프 선수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둘째, KPGA, KLPGA 준, 정회원들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선정 하였다. 셋째, 골프경력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넷째, 집안환경,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맞는 남자와 여자 골프선수
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
프 선수들을 차례로 소개 받는 방식으로 자료수집
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자료 방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심
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주요 자료를 수집 하였
으며, 연구참여자의 불편과 제약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시합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선호하는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 졌다. 그중, 심층면담이 이
루어진 시점에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게되어 
부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또한 신문 기
사, 잡지 등을 통한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자료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추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E-mail을 통해 사항을 확인 하거나 자료를 
수집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
한 후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 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연구동의서’를 설명한 후에 서명
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담은 일대일 방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하
여 연구자는 개인적인 질문과 연구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 
1명당 2회 이상의 면담과 1회 참여관찰을 진행하
였으며, 면담은 1시간 이상, 참여관찰은 선수들이 
시합하는 장소에서 진행 되었다. 제 1차면담 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이 평상시에 입고다니는 의류나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였
으며, 제 2차면담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골프의류
에 대한 생각과 스타일 그리고 좋아하는 의류 색상
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초점을 두어 상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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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 3차 참여관찰에서
는 시합을 하는 곳에서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다 면
밀히 관찰하였으며, 시합이 끝난 후 오늘 옷에 대
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면담과 관찰을 통해
서 심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늘 
옷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면담과 관찰
을 통해서 심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
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질적연구 
중 심층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상의 특성에 공통된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적용된다[23, 24, 25, 26].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이 이루어 졌다.
  1차적으로 심층면담에서 녹음 했던 자료를 텍스
트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2차적
으로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Giorgi[27]의 기술적 
현상학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의 전체적 느낌을 파악하고 연
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사 자료를 반
복하여 읽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연구자는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언어를 그
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일상
적인 표현을 자유변경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들이 상황이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개념들을 도
출하여 주요 주제들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영역
을 분류하여 범주화 작업을 진행 하여 중심의미로 
나타낼수 있도록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넷
째,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통해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
의 의미로 보이는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들었다. 3차적으로는 참
여관찰에서 작성한 현장일지와 메모 정리를 통해 
핵심범주를 찾고 이러한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와
의 관계를 연결 및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2.4. 질적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객관적이
고 통계적인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자의 주관
적인 통찰과 관찰,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방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Guba & Lincoln[28]이 제
시한 질적연구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사실적 가
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 4 가지 
평가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사실
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에서 사실
적인 것을 얼마나 발견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장에 대한 관찰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
술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대
한 참여관찰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높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연구에서 융통성
(transferability)있게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신문자료 등의 다양한 문
헌조사를 활용하며, 연구참여자들에게 결과에 대
해 보여주고, 자신들의 표현을 적절히 해석하였는
지에 관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
(consistency)은 양적연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의존성(dependability)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연구자 이외의 본 
연구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분석 방법과 결
과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
(neutrality)은 질적연구방법에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배제 된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인 의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나에게 맞는 옷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골프의류가 경
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옷 사이즈
가 안 맞으면 시합을 참여하기 싫다고 나타낼 정
도로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미리 원하는 옷에 기장, 옷 사이즈를 완
벽하게 만들고 경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였다. 이
는 골프선수들이 골프스윙이나 걸을 때 편한 복
장을 선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고집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1. 부정적 사고 유발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 할 때 옷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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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가 맞지 않으면 시합에 참여하기 싫다고 느낄 
정도로 심리적 부정적 사고를 유발 하게 된다고 하
였다. 

“저는 옷 사이즈가 안맞으면 시합 나가기가 싫어
요.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옷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예를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어깨선이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윙하는데도 
불편하고 옷 모양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래서 시합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사이
즈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작을 해요”-S.Y- 

“옷을 계약해서 입지만 옷이 마음에 안들 때가 너
무 많아요. 티셔츠 밑 기장이 짧으면 피니쉬를 했
을 때 계속 밖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다시 바지에 
넣고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깐 짜증이 계속 나죠. 
그리고 경기가 잘 풀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죠.”-D.Y-

“가끔씩 보면 티셔츠가 짧은게 많아요. 그렇다 보
니깐 피니쉬를 하면 배꼽이 다 보이고 좀 불편해
요. 코스에서 연습할 때는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
이나 경기에서는 그러면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미
리 그전에 옷을 준비는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짧
게 나온 옷들은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고해야 하기 
때문에 덥기도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죠.”-M.J-

  3.1.2. 집중력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 할 때 바지의 
기장이 맞지 않으면 골프를 할 때 집중력이 저하 
된다는 하였다. 걸을 때나 어드레스, 퍼팅을 할 때 
바지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이 
바지 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바지 길이가 일정해야한다고 하였다.  

“옷은 전부 계약된 회사에서 제 사이즈를 맞게 해
서 보내주는데 경기때 처음 입는 옷인데 바지 길이
가 긴거에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났는데. 계속
해서 걸을 때도 불편하고 어드레스 때나 퍼팅할 때 
계속 길이가 기니깐 신경이 쓰이고 자세가 잘 안잡
히는 거죠.”-D.Y-

“여자들 같은 경우 요즘 치마가 너무 짧게 나와서 
속바지가 거의 다 보일정도로 짧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나 제품이 있겠지만 가끔씩 그런 옷들
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스윙도 제대로 못하겠고 
계속 치마가 위로 올라와서 신경이 계속 쓰이니깐 
많이 불편해요.”-K.M- 

“저는 어드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지
길이가 길게 되면 어드레스가 잘 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이 너무 크게 되
면 백스윙을 할 때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 스윙을 할 때 불편해서 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딱 맞는 옷
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맞는 옷이 따로 있
는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는 하죠. 그렇지 않
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골프를 하기가 싫고, 옷
을 바꿔 입고 싶어지죠.”-S.H-

3.2. 징크스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할 때 옷 디자
인, 옷의 색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그날 코디가 안 받으면 찝찝하고 자꾸 불편
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징크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를 잘 못하게 되면 옷에 대한 
핑계거리로 만드면서 자신감의 저하로 나타났다. 

  3.2.1. 부정적 정서 유발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할 때 옷의 디
자인이나 색상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
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랑 옷 색상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피하는 색상도 있고 
좋아하는 색상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하는 옷 
디자인이나 색상을 위주로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시합에서 성적이 우수 
하면 계속 우수 했던 스타일로 입어요. 이런 부분
에 있어서 징크스가 생기는거 같아요.”-S.Y- 

“저는 원단에 조금 예민하긴 한데 옷 원단이 너무 
뻗뻗하다고 해야하나 좀 신축성이 없는 것들이 있
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스윙할 때 불편하고 옷이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D.Y-

“의류 계약된 회사에 옷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
어요. 디자인이라던지 불편한 점이라던지 하지만 
개선 되었다고는 하지만 옷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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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거 같아요. 저는 상의는 팔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고 하의 길이는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
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색상이나 디자인도 너
무 화려하지 않고 옷 사이즈도 너무 타이트한게 아
니라 여유있는 사이즈가 되어야 하죠. 이런거 하나 
하나 신경 쓰다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매번 의류회
사에 요청하고 하는것도 이제는 지겨운데 그래도 
계속 이야기 해야죠. 제가 성적이 좋을려면 좋은 
옷을 입어야 겠죠.-S.M- 

  3.2.2. 자신감의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옷을 입은 기분에 따라 시합의 
성적과 상호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렇기 때문에 시합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옷 때문
이라는 핑계로 자신감을 저하 시키는 영향을 나타
내고 있었다. 

“한 번은 제가 선택한 옷을 입고 시합을 나가서 성
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럴 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옷이 
나랑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렇게 
생각이 드니깐 위축되고 자신감도 저하되고 다음
에도 이 옷을 입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S.Y-

“저는 경기를 할 때 징크스가 많아요. 징크스라고 
말하기 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좋았던거는 계속 똑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
이 있어요. 그런데 옷에 경우도 제가 경기가 잘 풀
리지 않았을 때 옷? 보다는 불편한 옷들이 있죠. 
스윙할 때 불편하고 원단도 내가 좋아하는 원단도 
아니고 하면 경기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안입게 되
요. 그리고 저도 항상 마지막 날에는 붉은색 계통
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저한테는 붉은색 계통의 
옷이 잘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좋은 징크
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S.M-

“이런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노랑색을 좋아해
요 그래서 노랑색 옷을 입고 경기에 나가면 잘안되
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노랑색옷은 안입게 되
요.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이쁜옷인데 노랑색이에
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자. 하고 입고 경기에 나갔
는데 또 안좋은거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할 때는 
노랑색을 처다도 안봐요. 옷 때문인지는 모르겠지
만 자꾸 위축 되고 경기가 안풀려서 자신감도 떨어
지고 그래서 이제는 노랑색 옷은 안입어요.-K.M-

3.3.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에 대한 생각을 본인
이 입고 다니는 옷이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옷
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항상 시합 전날에
는 옷을 코디(coordination) 해보고 4일 동안 어
떤 옷을 입을지 정해 놓는다. 이는 골프선수들은 
4일 동안 시합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을 상
품화 시키고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
월감 생성으로 그만큼 옷을 잘 입어야 하고 옷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3.1. 우월감 생성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에 대해 본인들에게 
스타일이 잘 맞아야 하며, 어디서든 돋보이고 싶
어 하였다. 또한 옷으로 자신들을 잘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으며 이는 우월감 생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시합을 다니니깐 그만큼의 이미지이니깐 옷을 
잘 입어야 해요. 골프선수는 본인 스스로 마케팅
을 해야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어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상품으로서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S.Y-

“시합 전날에 항상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하죠. 한 1
시간이상? 입었다고 벗었다가 하는거 같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계속 고민하고 어떤 옷이 잘 맞는지 
거울보고 코디 해보고 4일 동안 입을 옷을 따로 옷
장에 걸고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방송에 나오게 
되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고 스폰서들 한테도 잘 
보여 주는 것도 있죠”-S.M-

“의류 회사랑 계약 할 때도 옷이 이쁜회사?? 큰 회
사?? 누구나 선호하는 브랜드 회사 옷을 입고 싶
죠. 그래야 저도 돋보이고 제가 그 회사랑 계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고 주위에서도 관심
을 많이 가져 주고 또한 좋아 하는 옷 브랜드랑 계
약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멋있잖아
요~.”-S.H-

4. 논 의

  본 연구는 골프선수들이 골프의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의미를 심층인터뷰와 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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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에게 맞는 옷, 
징크스,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에 대한 개념이 
결과로 도출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
미로서 자신에게 맞는 옷에 대한 개념이 도출되었
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에
게 맞는 옷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기능적
으로 맞지 않는 옷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의 원인 된다고 하였다. 선수들의 착용 
의상에 따라 1차적으로 선수들의 정서 상태에 영
향을 미치고 2차적으로 자심감이나 집중력 같은 
심리상태에 대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
가 형성 되고 있다[29]. 골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이다[9]. 또한 집중력은 적절한 환경
적 단서에 대해 초점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경기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집중의 한 분야
이다[30]. 이에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이 긍정적, 부
정적 사고와 정서들을 알고, 선수 스스로가 파악 
하는 것이 경기와 관련된 부정적 사고나 정서를 조
절 할수 있다[30]. 따라서 선수들은 미리 의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스폰서
에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불편 사
항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둘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
미로서 징크스에 대한 개념이 도출 되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옷의 디자인과 옷의 색상에 따라서 부정
적 정서를 유발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저하에 
대한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골프선수들에게 
불안, 압박감, 자신감, 집중력요인들은 선수의 심리
요인을 결정하는 동시에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
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31], 선수들의 집중
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심리적 변화
에 효과적인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2]. 또한 선수들이 느끼는 불안의 가장 큰 이유
는 실패의 공포 라는 점에서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0]. 이러한 부정적 
의미로 스포츠 현장에 징크스로 사용된다[33]. 이
러한 징크스는 부정적 징조를 나타내며 경기수행
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자신감을 감소 시
켜 경기력을 저하시킨다[34, 35, 36]. 따라서 불안, 
자신감은 골프수행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37] 옷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의미
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선수
들은 옷에 대한 부정적 징크스 보다는 긍정적 징크

스를 만들고 징크스라는 부정적 의미를 하나씩 하
나씩 긍정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선수들이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 
스폰서 측에 참여 하여 한다면 골프의류를 통해 선
수들의 경기력 증진에 이바지 될 것이다.  
  셋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
미로서 본인의 옷은 본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도
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월감 생성에 대한 현상
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을 표현 할 수 
있는 도구로 의류를 선택 하였으며, 의류를 통한 
표현이 곧 자존심과 연결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외모관리 요인으로 자신감 향상, 미적 추구, 사회
적 인정, 과시 욕구[38]와 같은 표현이 의류를 통
해 제시 되고 있으며, 골프선수들이 착용하는 의류
가 마음에 들 경우 우월감이 생성된다는[29]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골
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 되었듯 연구참여자들은의류를 통해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선수들은 본인들이 착용 하는 의류에 대한 관
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선수들은 
본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정서적인 준비는 최고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소이다[39]. 따라서 골프선수들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경기전 의류 선택을 신중히 
하고 다양한 여벌 옷을 준비하여 경기전 심리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골프선수들의 골프의류에 대한 심
리적 의미로서 작용들은 골프선수들의 경기력 증
진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경기력 
증진은 골프선수 뿐만 아니라 스폰서 입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및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골프의류는 골프선수와 스폰서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 할 수 있으며, 골프선수
들에게 골프의류는 의미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골프선
수들이 골프의류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이론적으로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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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골프선수들이 의류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옷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로 심리적 의
미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의류에 대한 
징크스 개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정
서유발과 자신감 저하에 대한 현상들이 심리적 
의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골프선수들은 자신의 옷은 자신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제시되면서 옷에 대한 우월감 
생성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의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의류 업체에서는 골프선수
들에게 맞는 골프의류의 선택의 제공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 되었기 때문에 대상
자들을 일반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니어 골프
선수, 프로골프선수,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세분
화하여 의류선택에 대한 양적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골
프선수들이 선택하는 의류에 대한 외적 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골프선수들의 골
프용품 선택에 심리적 의미로 경기력에 관한 연
구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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