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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이 몰입정도와 
소비행동에 관하여 인과 관계(SEM)를 적용하여 골퍼들이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탐색하고, 
COVID-19 이후 골프산업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1일 ~ 
8월 10일까지 표본계획에 의해 모바일 서베이(URL)를 사용하여 총 235명을 분석에 사용했다. 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째,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 신뢰성 특성이 몰입증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둘째, 몰입증진은 소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성, 이동성 특성이 소비행동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되었다.

주제어 : 코로나-19, 골프, 어플리케이션, 몰입증진, 소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tion services recognized by golfers by applying the causal 
relationship (SEM) to the degree of immersion and consumption behavior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lf application (App) perceived by consumers in the COVID-19 environment based on the 
COVID-19 Afterwards,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ng the golf industry. For this, 
a total of 235 people were analyzed using a mobile survey (URL) by the sampling plan from June 1 
to August 10, 2021. The results were derived. First,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the mobility and 
reli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mmersion enhancement. First,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the enhancement of commitmen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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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nsumption behavior. Fin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informational and mo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nsumption behavior.

Keywords : Covid-19, golf, application, immersion enhancement, consumption behavior

  

1. 서 론
  
1.1. 필요성 및 목적

  현재 COVID-19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소비행동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제한
된 상황에서 대면하지 않고 소비하는 언택트
(untact) 시대 문화는 삶의 균형을 변화하게 되었
다[1]. 스포츠 분야 역시 스포츠활동이 전염병 확
산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전년 대비 40%의 감소치를 기록하게 되면서[3], 
경제적 상권까지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2]. 이는 
군중 밀집 특성을 가진 스포츠는 코로나 전염 경
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취
약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COVID-19에도 불
구하고 골프 산업은 Mobil을 기반으로 참여인구
를 증가시켰고[5], 대표적인 플랫폼(Platform)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등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장하게 되었다[4].
  이러한 추세는 언택트(untact) 스포츠로 재조명
되면서 다각적인 기능을 갖춘 스윙 세이버, 윈드
위시, 헬로캐디, 티엔지 등 관련 기업들이 등장하
였고[7],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8]. 이는 휴대 편의성과 편리성, 
공간제약을 극복한 실재감을 비롯한 것으로[11], 
관련 기업인 엑스골프(Xgolf)는 지형, 날씨, 교육 
등 엔터테이먼트 서비스로 인해 17% 매출을 증
가시켰으며, 카카오 골프는 누적된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572억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에 직영 골
프장은 대행 서비스를 줄이고 직접 예약을 받으
면서 독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6]. 
  이렇듯, 골프 어플리케이션(App)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비용 처리 그리고 문제에 
대한 피드백, 소비자와의 관계 성과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모바일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9]. 이와 관련하여 제약적인 부분
을 제거했다는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중복적인 서비스, 불규칙적이거나 
차별 없는 서비스는 오히려 신뢰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다[10]. 또한, 소비자의 이중적인 면
을 볼 때, 골프 어플리케이션(App)의 편리성보다
는 필요에 따라 쉽게 삭제하거나 전환되는 경향
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고[12], 라
운딩 상황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
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결
과를 도출하기도 한다[18]. 이는 골프와 관련하여 
앱을 사용하는 목적과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주목성, 흥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 의도에 맞는 실용주의
적 성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여
수준에 따른 수용의도를 예측해야 하며[13], 정보
성, 이동성, 신뢰성, 공감성을 중심으로 정보수용 
과정과 몰입증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11].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은 몰입정도에 따라 소비자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하였으며[14], 불만족을 만족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몰입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제시하였다[17]. 또한, 긍정적 경험은 몰
입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보고하였다[15]. 이
는 특정 집단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기대치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 및 부
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
고, 이러한 감정은 몰입증진 및 소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에 의한 불안정
한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을 적용하여 분석하
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골프 산업에서 
다루어져 온 소비 행동의 연구가 미진함을 문제
로 하여 주요 변수인 몰입증진과의 다각적인 영
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개발자의 이익을 증진과 
효과적인 앱 활용방안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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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Items Frequency(%)

Gender
Male 122 51.9

Female 113 48.1

 Golf App Number

1-2 less than 31 13.2
3-4  less than 46 19.6
5-6 less than 65 27.7

7 or more 93 39.6

 Golf App period of use

1~2 month 32 13.6
3~4 month 58 24.7
5~6 month 74 31.5

7 more than a month 71 30.2

Golf Appusage time

1 less than an hour 48 20.4
1-3 less than an hour 92 39.1
3-5 less than an hour 58 24.7
5 less than an hour 37 15.7

Golf Apppurpose of use

information 41 17.4
reservation 79 33.6
shopping 54 23.0

etc 61 26.0
Sum 235 100.0

적합도 평가와 연구모형에 구조분석 방법(SEM)
을 적용하여 COVID-19 환경에서 골프 어플리
케이션(App)특성이 몰입증진 및 소비행동 패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이 몰입증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몰입증진이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이 소비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골프 어플리
케이션(App)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골프 참가자
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활발히 이용 중
이거나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30대 총 10
명을 산전 인터뷰를 통해 이용동기, 이용시간, 대
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

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4명(어플리케이션 전문가 1명, 홍익대학교 박사 
1명, 골프전공 교수 2명)을 통해 주요 변인을 설
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 참여 시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자만 설문에 응답할 것으로 안
내하여 온라인 서베이(URL)을 이용하여 표집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22명(51.9%), 여성 113명(48.1%)으로 나타났고, 
사용 수(App)는 1-2개 31명(13.2%), 3-4개 46
명(19.6%), 5-6개 65명(27.7%), 7개 93명
(39.6%)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App)은 1-2개
월 32명(13.6%), 3-4개월 58명(24.7%), 5-6개월 
74명(31.5%), 7개월 이상 71명(302.%)으로 나타
났고, 사용시간(App)은 1시간 미만 48명(20.4%), 
1-3시간 미만 92명(39.1%), 3-5시간 미만 58명
(24.7%), 5시간 미만 37명(15.7%)으로 나타났다. 
사용목적(App)은 예약 79명(33.6%), 쇼핑 54명
(23.0%), 정보 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 절차 및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그거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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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문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작
성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공인된 선행연구
와 “골프이용자”, “골퍼”, “골프어플리케이션”, 
“APP” 등 불량 검증 문항을 체크를 위해 키워드
를 제시하였으며,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는 
Likert 평정척도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골프 어플
리케이션(APP)은 정보성(3문항), 이동성(3문항), 
신뢰성(3문항), 공감성(3문항)으로 총 4개 요인
(12문항)으로 설정하여 [11], [12], [13], [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몰입증진
은 [19], [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에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 6개를 추출하였다. 마지막
으로 소비행동은 [16], [17], [18], [20]를 바탕으
로 6개 문항은 연구 절차에 의해 설정하였다.

2.3. 자료처리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
관관계분석 및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 제곱 값
을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과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2.4.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CMIN=337.313(df=230, p=0.000), 
CMIN/df=1.467, RMR=0.041, GFI=0.896, 
AGFI=0.864, NFI=0.913, CFI=0.970, RMSEA= 
0.045로 충족할 만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
도 지수 중 GFI와 AGFI 값이 0.90보다 다소 낮
은 0.896, 0.864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GFI, 
NFI, CFI, IFI, TLI, 값이 0.90 이상, RMR, 
RMSEA 값은 0.050 이하로 충족할 만한 값으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2.5.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추출지수(AVE)와 상관계
수 값의 비교를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AVE값은 
Bagozzi & Yi(1991)가 제시하는 0.50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들의 판별타당성
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하는 상관계
수의 제곱값과 AVE를 비교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인 정보성과 소비
행동 간의 상관계수가 0.549, 상관관계 제곱값은 
0.301이고, 가장 낮은 AVE값인 이동성이 0.559
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들의 판별타
당성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결 과

3.1.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3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CMIN=346.319(df=231, p=0.000), CMIN/df= 
1.499, RMR=0.041, GFI=0.894, AGFI=0.862, 
NFI=0.911, CFI=0.968, RMSEA=0.046으로 가
설검정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 결과, 가설 1은 골프 어플리케이션(App) 특
성이 몰입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서, 이동성(β=.384, p<.01), 신뢰성(β
=.247, p<.001)이 몰입증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가설 1-2,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몰입증진이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서, 몰입증진(β=.277, p<.001)은 
소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가설 3은 골프 어플리케이션(App) 특성
이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로서, 정보성(β=.341, p<.001), 이동성(β
=.166, p<.05)이 소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3-1,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골프 어플리케이션(App) 특성이 소비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몰입증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
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
하였다.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
과 먼저 소비행동에 대한 정보성의 직접효과는 
0.341(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몰입
증진을 통한 간접효과는 0.015(p>.05)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행동에 대한 이
동성의 직접효과는 0.166(p<.05)으로 유의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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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 Test-reliability results 

Factor Items standard S.E C.R.b CCRc AVEd Cronbach's α

App
(information)

accurate information .765
.844 .645 .810relevance information .781 .065 16.293***

detailed information .687 .059 14.378***

App
(mobility)

convenient during 
rounds

.737
.792 .559 .768

convenient on the go .743 .101 9.794***

place you need .701 .106 9.387***

App
(reliability)

good impression .717

.826 .613 .810
promised service .831 .118 10.132***

Information 
disclosure safety

.746 .107 9.868***

App
(empathy)

customized service .855

.851 .667 .794
information exchange .883 .072 13.952***

Provision of service 
information

.503 .062 7.927***

Immersion 
enhancement

text focus .681

.926 .689 .901

image concentration .756 .112 10.680***

Ads don't distract you .864 .108 12.038***

interesting experience .854 .125 11.930***

not boring .688 .112 9.790***

use for a long time .789 .115 11.117***

consumption 
behavior

suggestion .824

.933 .738 .909

App continue to use .823 .051 22.326***

positive expression .813 .050 19.995***

expect a reward .740 .064 13.286***

pay and use .771 .069 14.085***

Continue to use for 
indirect advertising

.741 .070 13.229***

CMIN=337.313(df=230, p=.000), CMIN/df=1.467, RMR=.041, GFI=.896, AGFI=.864, NFI=.913, 
CFI=.970, RMSEA=.045

***p<.001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verification

No Factor M±SD 1 2 3 4 5 6
1 information 2.97±.518 .645a

2 mobility 2.99±.719 .292*** .559
3 reliability 3.22±.776 .180** .161* .613
4 empathy 2.41±.812 .399*** .466*** .200** .667

5
Immersion 

enhancement
3.25±.747 .275*** .460*** .331*** .466*** .689

6
consumption 

behavior
2.96±.700 .549*** .465*** .279*** .488*** .536*** .738

***p<.001                                                       The diagonal dark part AV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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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standard S.E C.R. p adopt 
H1-1 information ⟶

Immersion
enhancement

.054 .063 .721 .471 dismissal
H1-2 mobility ⟶ .384 .077 3.925*** .000 selection
H1-3 reliability ⟶ .247 .057 3.518*** .000 selection
H1-4 empathy ⟶ .170 .062 1.845 .065 dismissal

H2
 Immersion
enhancement

⟶ consumption 
behavior

.277 .091 3.804*** .000 selection

H3-1 information ⟶
consumption 

behavior

.341 .071 5.015*** .000 selection
H3-2 mobility ⟶ .166 .082 1.966* .049 selection
H3-3 reliability ⟶ .050 .060 .836 .403 dismissal
H3-4 empathy ⟶ .132 .065 1.721 .085 dismissal
CMIN=346.319(df=231, p=.000), CMIN/df=1.499, RMR=.041, GFI=.894, AGFI=.862, NFI=.911, 

CFI=.968, RMSEA=.046
*p<.05, ***p<.001

 

<Ficture 1> Path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o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H1-1 information ⟶

Immersion 
enhancement

.054 - .054
H1-2 mobility ⟶ .384*** - .384***

H1-3 reliability ⟶ .247*** - .247***

H1-4 empathy ⟶ .170 - .170
H2 Immersion enhancement ⟶ consumption behavior .277*** - .277***

H3-1 information ⟶
consumption behavior

.341*** .015 .356***

H3-2 mobility ⟶ .166* .106* .272***

H3-3 reliability ⟶ .050 .068* .118
H3-4 empathy ⟶ .132 .047 .17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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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몰입증진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0.106(p<.05)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소비행동에 대한 신뢰성의 직접효과는 
0.050(p>.05)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몰입증진을 통한 간접효과는 0.068(p<.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행동에 대한 공
감성의 직접효과는 0.132(p>.05)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몰입증진을 통한 간접효과도 
0.047(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4. 논 의

4.1. 골프어플리케이션 특성이 몰입증진 관계

  골프 어플리케이션(App) 특성 중 하위변인 이
동성, 신뢰성이 몰입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선택함에 따라 생생한 정보는 현심감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22]. 이는 정보교
류 수단에 있어 골프 어플리케이션(App)은 편리
성과 직접 참여가 유용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23], 또한, 라운딩 전, 
중, 후 과정에서 손쉬운 검색기능은 물론 사용환
경이 변화를 가져와도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용이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에도 영
향을 주고 있다[24]. 이처럼 골프 어플리케이션
(App)은 소비자 관점은 물론 골프 관련 종사자들
에게 있어 소비자의 특성이 구현된 서비스로 제
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이에 
개발에 앞서 골프와 관련하여 소비 패턴을 파악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폰을 기반으
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저장 및 공유서비스
가 문제가 없도록 최적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18].

4.2. 몰입증진이 소비행동 관계

  몰입증진이 소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을 독려
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은 높은 몰입정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습득된 정보가 소비자 
생각과 일치 시 골프 어플리케이션(App)을 선택
하게 되고, 전환하는 경향보다는 긍정적 소비행위
를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30]. 이는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자발적 선택 
또는 즐거움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33],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시간성은 몰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32]. 따라서 
이용과정에서 상당한 몰입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
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1]. 실제 골프는 저렵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점
과 여러사람이 동일 시간대에 함께 한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분명한 
현실이며, 이용에 대한 경험, 실재감, 시간왜곡 
등 몰입상태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즉각적인 피드가 요구된다[34]. 따라서 부가
적인 서비스 즉, “또 다른 프로”라는 신생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라인 레슨과 같은 
현실적인 피드백은 몰입경험의 빈도를 높여주고, 
더불어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35].

4.3. 골프어플리케이션 특성이 소비행동 관계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 중 하위변인 정보
성, 이동성이 소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신 정보가 주
는 이점을 높게 평가한 소비자일 경우 기능이 유
용하다고 인지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20]. 특히, 제공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시간 변화
를 주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29]. 이렇듯, 어플리케이션(App)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이 연결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조성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면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28].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은 관심 없는 
어플리케이션(App)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서
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25]. 이렇듯, 이용
에 대해 성과는 효과적일지라도 점점 대중화됨에 
따라 익숙해진 서비스는 소비행동에 영향력이 없
다는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27], 이에 공통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라운딩 시 필요한 코스, 
시간, 날씨, 바람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26]. 이처럼, 사용이 간편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소비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 대하여 지각할 때 소비자들은 이를 수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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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프 어플리케이션(App)특성이 소비
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관하여 인과관계(SEM)를 
적용하여 몰입증진 및 소비행동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 1은 골프 
어플리케이션 특성이 몰입증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동성, 신뢰성이 몰입증진 
관계는 채택되었다. 가설 2는 몰입증진이 소비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채택되었
다. 가설 3은 골프 어플리케이션(App) 특성이 소
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
보성, 이동성이 소비행동 관계는 채택되었다. 따
라서 변인 간의 구조모형은 접합하기에 인과관계
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골프 어플리
케이션 특성 요인 중 정보성, 공감성은 몰입증진
에 영향력(-)이 없었고, 신뢰성, 공감성은 소비행
동에 영향력(-)이 없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발자 의도에 의해 제작된 어플리케이션 
일수록 소비자의 공감을 자극하지 못하는 결과로 
관련 업계는 골프 종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정확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품질은 소비자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동에 주목한다면 선호도는 
물론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소비자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즉, 
온라인에서 불만족한 내용을 전달하고, 실시간 타
인에게 전달되기에 품질관리요인을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절감과 과다한 경쟁에서 
배제되는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미 수많은 골프 
어플리케이션(App)은 등장 하였고,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몰입증진과 소비행동 패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계점에 대해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COVID-19 발생 이전과 발생 후의 소비 패턴차
이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어플리케이
션 특성에 대한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골
프 어플리케이션(App)의 기능성은 몰입증진에 밀
접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후속연구는 기술적인 부
분에 확장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연구이기에 관련 기업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진행된다면 상

호 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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