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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domestic and foreign golf clothing norms and extended recognition and attitude on

golf clothing norms expressed in a golf wear style for golfer groups in their 20s-30s. Domestic golf clothing

norms were derived from a theoretical research and case study; subsequently, golfers in their 20s-30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serious leisure concept to analyze atti-

tudes and stylistic expressions. Domestic golf clothing norms derived from stipulated and implicit norms

varied as a type and situation of a golf course, gender of the golfer, and domestic golfers in their 20s-30s

perceived such a point. For golfers in their 20s-30s, attitudes on golf clothing norms and their stylistic ex-

pression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leisure type. As for gender characteristics, female gol-

fers focused on ‘look prettier’ in stylistic expressions through experiences with a double-standard clothing

norm; however, male golfers showed strict application and observance of a clothing norm in stylistic expre-

ssions compared to female golfers. However, male golfer groups in their 20s-30s as ‘casual leisure partici-

pants’ and those as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showed differences becuase the former showed a tendency

to observe clothing norms from other viewpoints and evaluations and the latter showed off their abilities and

careers as a means of distinction. As for characteristic of stylistic expressions according to a leisure type,

golfers in their 20s-30s showed distinction as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through forming new and indepen-

dent clothing norms.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lothing norms in young people who have a strong tendency to express clothing style as a means to pur-

sue individuality and taste.

Key words: Golf wear, Golf clothing norms, Golfers in 20 · 30s, Serious leisure; 골프웨어, 골프 복식규

범, 20 · 30대 골퍼, 진지한 여가

I. 서 론

최근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적 생

활보다는 질적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현대인의 삶에서 여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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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는 대중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다양한 여가 활동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가 스포츠는 국내에

서 전 연령에 걸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여가 스포츠 중 하나인 골프는 소수 특

권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9년에 발표된 정

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과 더불어 국내 골퍼의 국제대회

에서의 선전으로 골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은 변

화해 오고 있다. 특히 골프가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

목으로 채택되고, 2016년 리우 올림픽 골프에서 박인비

가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귀족 스포츠이자 일부 여유로운 사회계층을 상징하는

스포츠로 인식되어온 골프는 경기규칙의 제1장에 에티

켓(etiquette) 조항이 있을 정도로 매너를 중시한다. 복장

을 잘 갖추어 입는 것 역시 중요한 매너로 여기는데, 특

히 국내의 경우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 희소가치를 높

이기 위하여 더욱 보수적인 복장의 규제를 실시해 왔다.

집단 내의 복식규범에 대한 동조는 개인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의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선행변수

로 작용한다(Jeon & Park, 2010; Kim et al., 2001), 즉, 골

프를 여가로 선용하는 집단에 있어 그들이 공유하는 복

식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은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골프웨어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다른 요

인에 앞서 먼저 분석되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골프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골프웨어 시장도 2013년

2조 6천억 원, 2015년 2조 8천억 원에 이어 2016년에는

3조 2천억 원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

근에는 스크린 골프(screen golf)의 확산으로 20 · 30대 젊

은층의 신규 유입이 두드러지는데, 2012년 이후 유입된

신규 골퍼 중 20 ·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59%로 압도적

인 수를 차지한다(“2016 Golf wear market”, 2016). 그러

므로 빠르게 성장하는 골프웨어 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로 자리를 잡은 20 · 30대 골퍼 집단이 복식규범을 어떻

게 인식하고 선택하며 스타일링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골프웨어 디자인 전략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골프 복식규범을 파악하고, 진

지한 여가 개념과 일상적 여가 개념을 적용하여 세분화

한 20 · 30대 골퍼 집단이 골프 복식규범을 인지하고 있

는지, 복식규범 하에 어떤 제재와 갈등을 경험하였는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골프 복

식규범에 대한 태도와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골프웨어 스타일 표현을 분석하였다.

골프웨어를 이용하는 20 · 30대의 증가는 다양한 소비

자의 세분화된 니즈로 연결되며 이를 감안할 때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개념을 통한 20 · 30대 골퍼 집단의

분류는 골프웨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

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지한 여가 참

여자들은 여가 자원 소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집단으

로 관련 의복의 구매에 있어 지속적 고객으로서의 가능

성이 높고 여가에 대한 몰입도와 관여도가 높아 경험에

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제언이 가능한 집단이다.

일상적 여가 참여자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에 비하여 여

가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몰입도는 낮으나, 대다수의

여가 참여자에 해당함에 따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소

비자의 분석에 유용하다. 그러므로 골프의 복식규범을

파악하고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개념을 활용하여

20 · 30대 골퍼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여 이

를 유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골프웨

어 마켓의 효과적인 제품디자인 및 상품기획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로 사례연

구 및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이론

적 연구는 복식규범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국내외 서적, 학술지 등의 문헌을 토대로 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국내 골프의 복식규범을 추론하기 위

해 복식규범을 확인하는 4단계의 방법을 제안한 Freeb-

urg and Workman(2010)의 연구와 이를 국내 직장여성의

복식규범 연구에 적용한 Kim(2014)의 연구방법을 참고

로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명문화된 복식규범’은 국내 골

프장 홈페이지의 내규 및 공지사항, 관련 서적 등을 조사

하였으며, ‘암묵적 복식규범’은 골프 산업 종사자와의 심

층면접과 함께 골프 잡지의 기고문, 칼럼, 에세이, 인터

넷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 공개되어 있는 집단구성원의

골프웨어에 대한 의견과 주장을 통해 집단에서 공유하는

복식규범을 추론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20 · 30대 골퍼

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식규범과 골프웨어 관련 경험을 파

악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

한 분석은 설문지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 가

능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보다 좀 더 입체적이고

세분화된 관점으로 20 · 30대 골퍼들의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골프웨어 스타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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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골프를 여가로 선용하는 20 · 30대로,

만 19~39세의 성인 남녀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

정은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

(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총 20명의 연구참여

자 중 보조 연구참여자를 제외한 주요 연구참여자는 총

17명으로 남자 12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에 앞서 M. L. Kim(2015)의 진지한 여가 척도

II(SLS II)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여가로서의 골

프에 대한 관여도와 몰입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진지한 여가 개념은 과거 여가 활동의 수준을

단순히 빈도, 강도, 시간으로 구분하던 연구에서 진일보

하여 현대인들의 여가에 대한 몰입과 높은 관여도를 잘

고려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Choi, 2003). 기존의 여

가 활동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여가 활

동의 정도를 참여시간, 빈도, 강도로 측정하였으나 이러

한 분류는 일차원적이고 물리적이어서 여가가 주관적이

고 인지적으로 정의되는 현대 사회의 의미와는 매우 동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여가 활동에 주 3회 참가하는 사

람과 주 1회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단순히 3회

참여한다는 사실이 여가 활동에 더 진지하게 참여한다는

의미로 치환될 수는 없다(M. L. Kim, 2008).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원, 시간적 자원, 노력이나 능력 등

의 개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여가 자원 소

비에 있어 핵심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Choi, 2003),

진지한 여가 속에서 참여자는 특수한 기술, 지식, 경험 등

이 결합된 것을 획득하고 표현함으로써 여가 경력, 다시

말해 여가 전문성을 쌓아간다(Stebbins, 2007/2012). 한편

일상적 여가는 비교적 덜 지속적이고 여가 경력을 제공

해주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고 즐거운 핵심 활동으로 정

의된다. 유쾌함과 즐거움의 획득이 중요한 보상으로 대

중 오락적 성격을 지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사

교적 측면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Stebbins, 2007/2012).

척도는 진지한 여가의 특성인 인내(perseverance), 여가

전문성(leisure career), 개인적 노력(personal effort), 지속

적 혜택(durable benefits), 여가 정체성(leisure identity) 및

독특한 기풍(unique ethos)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하위요인별로 각 4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 및 성별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연구참여자

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7명,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3명, ‘일

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5명, ‘일상

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2명으로 분류

되었다. 또한 국내 골프의 복식규범이나 20 · 30대 골퍼

의 스타일 표현을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보다 객관적

인 측면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골프 스포츠 및 골프웨어

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골퍼 2인

과 골프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관련업 종사자 1인을 보

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직업과 관련하여 골프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조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는 예

비조사로 활용되었으며 전체적인 연구에 객관성을 부

여하는 지표로 삼았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에 거주하는 20 · 30대 골퍼를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1대1 면접을 기본으로, 경우에 따라 2명을 동

시에 인터뷰하기도 하였다. 면접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50분으로 대부분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연구참여자가 안내한 골프 연습장에서도 진행되었

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선행연구와 골프 관련 종사자

로 이루어진 3인의 보조 연구원과의 면접내용을 바탕으

로 연구문제를 포함하는 반구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Table 2). 내용은 크게 골프 복식규범의 인지, 골프 복식

규범의 수용과 갈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골프웨어 스

타일 표현, 복식규범과 관련한 골프웨어 스타일 표현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여가

로서의 골프 활동에 대한 질문은 M. L. Kim(2008)의 연

구를, 골프 복식규범과 스타일 표현에 관한 질문은 Kim

(2014)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질문은 인터뷰의 진행상황

과 대화의 흐름에 따라 내용과 심도 등을 유연하게 조절

했다.

실질적인 20 · 30대 골퍼의 스타일 표현을 파악하기 위

하여 면담 중에 연구참여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실제 착

장사진이나 연구참여자 본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

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제품

사진이나 프로선수들의 스타일링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동의 하에 연구대상자의 실제 골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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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liminary data of interviewees

Type No. Name Age Sex Occupation Marital status Leisure type
Experience

at golf (yr)

Main

interviewees

1 A 36 Female Office worker Married Serious leisure 17

2 B 38 Female Curator Single Serious leisure 2

3 C 34 Female Designer Married Casual leisure 1

4 D 39 Male Businessman Married Serious leisure 10

5 E 23 Male Student Single Serious leisure 8

6 F 35 Male Office worker Single Serious leisure 6

7 G 33 Female Banker Single Casual leisure 6

8 H 26 Male Office worker Single Serious leisure 4

9 I 32 Male Office worker Single Casual leisure 14

10 J 25 Male Office worker Single Casual leisure 2

11 K 23 Female Student Single Serious leisure 2

12 L 33 Male Businessman Married Casual leisure 1

13 M 32 Male Office worker Single Serious leisure 2

14 N 31 Male Researcher Single Casual leisure 1

15 O 31 Male Office worker Single Casual leisure 4

16 P 34 Male Office worker Married Serious leisure 4

17 Q 33 Male Office worker Married Serious leisure 5

Number of main interviewees - 17

Sub

interviewees

1 R 25 Male Pro golfer Single - 11

2 S 23 Male Pro golfer Single - 10

3 T 33 Male Golf clothing business Married - 1

Number of sub interviewees - 3

Table 2.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Research topics Survey Detailed ques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

Personal data • Age, gender, vocation

Leisure related

characteristic

• Reason & cause of beginning golf

• Golf activity place (golf course, in-outdoor golf range, screen golf club)

• Efforts for leisure (expense, time, lesson, practice, info retrieval, club activity)

Recognition on

golf clothing norm

Recognition of

clothing norm

• Cognitive experience of golf clothing norms (stipulated, implicit norms)

• Experience of clothing norm changes

• Distinction of clothing norms (gender, place, type of golf course)

Acceptance &

conflict of

clothing norm

• Experience of sanction against golf wear

• Opinions about golf clothing norms

• Difference in clothing norm acceptance (place, gender, leisure career)

Golf wear

style expression

Clothing norm and

golf wear style

• Golf wear stylistic expressions as per places (golf course, in-outdoor golf range,

screen golf club)

• Wear changing process & style from entering to existing at a golf course (club-en-

tering, locker room, club house, golf course, exit)

• Adequate wear for golf and reason

• Inadequate wear for golf and reason

• Experience of putting on inadequate golf wear

• Stylistic change experienced sanctions after sanction against golf wear

• Golf wear stylistic expression and opinion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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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장사진을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인터뷰 녹음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tr-

anscription)한 다음 KJ법으로 분석하였다. KJ법은 논리

적 연관성을 분석축으로 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

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1967년

에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카와키타 지로(Kawakita Jiro)

의『발상법』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친

화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으로도 불리며, 현재 일

본에서는 심리학과 교육학, 간호학, 의학 등 다양한 학

문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Park,

2014; Scupin, 1997).

분석과정은 크게 자료를 문자화한 것을 토대로 데이

터를 단위화하고 연구자가 그것에 하나의 라벨을 붙이

는 ‘라벨 만들기(label making)’, 라벨들을 무작위로 펼쳐

놓고 지향하는 바가 근접한 라벨끼리 모은 후, 그 근거

를 요약하여 표찰로 만드는 ‘그룹 편성(label grouping)’,

묶음을 상호관계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그 관계

를 기호나 선으로 표시하는 ‘도해화(chart making)’, 도출

한 결과를 문장 또는 구두 발표를 통해 서술하는 ‘서술

화(written or verbal explanation)’의 4단계로 이루어져있

으며(Park, 2014; Scupin, 1997), 본 연구도 이 과정을 따

라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KJ법은 하위에서 상위

개념으로의 점진적 구조화를 실행하는 기법으로 나열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An et al., 2014). 이에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

된 120쪽 분량의 텍스트 자료를 분류하고 내포된 맥락

을 이해하는 데에 도해화 과정이 용이하며 KJ법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설

정했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꾸준

히 검토하고 확인하였으며 연구자의 지나친 주관성이 개

입되지 않도록 동료 연구자들과의 심문을 수 차례에 걸

쳐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일부 연구참여자와

보조 연구참여자에게 제공,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재평가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 대상 연구로, 수행하

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

주관 심의과정에 따른 승인(IRB No. 1607/003-012)을 받

은 후 자료의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

로 하는 설문 및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 연

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인터뷰가 진행 중이라 할

지라도 참여자가 원한다면 녹음을 거부할 수 있고 인터

뷰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를 진행

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을 알파벳 기호

로 처리하였다.

III. 국내 골프 복식규범

복식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받아

들여진 옷차림(Kang, 1995)을 의미하는 것으로 Freeburg

et al.(2011)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여져

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이는 것은 안 되는지를 명시하

는 기준이나 규정으로 정의하였다. 복식규범에 의한 의

복의 동조는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켜 안정감을 주며, 개

인이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선행변수가 된다. 사회적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는 복식규범의 변화를 초래하

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이나 20 · 30대 젊은

세대의 경우 집단 내 복식규범과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과 저항을 거쳐 특유의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Chung, 2006; Jeon & Park,

2010; Kim et al., 2001; Kim, 2014).

Freeburg and Workman(2010)는 대다수의 복식규범이

암묵적이고 은연중에 동의된,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식

이며, 단어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미감을 포함하기 때문

에 확인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식

규범을 확인하는 4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편람,

조직의 출판물, 인쇄된 혹은 인터넷 상의 일간지 등의 매

체자료를 활용한 내용분석으로 규범의 존재를 추론한다.

둘째, 의복 관련 제제가 가해지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

로 금지되는 의복행동을 반대로 생각하면 복식규범의 추

론이 가능하다. 셋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의 노력을 관찰하는 것이다. 넷째, 의복과 관련한 바람직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공개된 보고를 관찰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규범적 행동이나 일탈에 대한 집

단구성원의 비판이나 외면을 통해 복식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Kim(2014)은 직장 내 복식규범과의 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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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대 직장여성의 패션문화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위

의 방법을 바탕으로 직장별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암

시된 복식규범’을 파악하였으며 젊은 직장여성들이 경

험하는 압박요인과 갈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스포츠의 실행에 있어서도 복식규범은 존재하는데, 스

포츠 선수들은 개인 정체성의 표현과 경기를 위한 적합

한 의복을 따르는 것 사이의 긴장들을 경험한다. 스포츠

는 참여자가 특정 종류의 스포츠 웨어를 착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선수가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어서는 안 되는 것

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Dashper and St John(2016)의

승마 경주 시 착용하는 복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례

적이고 활동하기 불편한 승마 경기복은 현대 라이더(ri-

der)들에게 있어서는 공유되는 복식규범이자 승마의 전

통 및 정체성, 독특한 기풍을 표현하는 시각적 표식이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시 착용하는 의복은 해당 스포츠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의 규범과

규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경기복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2005년 미국 National Basketball Associa-

tion(NBA)는 선수들이 팀이나 리그 관련 일을 볼 때는

민소매 셔츠, 반바지, 티셔츠 등의 차림을 금지하고 스

포츠 재킷(sports jacket)에 양말과 정장 구두를 매치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는 의복정책

을 실시하기도 했다(McDonald & Toglia, 2010).

Perkins(2010)에 따르면 골프는 규제가 가장 심한 스

포츠 중 하나로, 복장을 잘 갖추어 입는 것은 회원으로

서의 자격을 설명하는 것이며 복장규정은 계급과 성별

을 표현한다. 국내의 골프장들 역시 복장의 규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여가로서의 국내 골프 활동에 존재하는 복

식규범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Freeburg and Workman(2010)과 Kim(2014)

의 복식규범을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로 국내 골프의 ‘명

문화된 복식규범’과 ‘암묵적 복식규범’을 도출하였다

(Table 3).

1. 명문화된 복식규범

국내 골프장의 복식규범은 골프 종주국인 영국과 세

계 골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골프장의 복식규범에 비

해서도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가 2013년 골프장의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깃이 없는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곳은 회

원제 골프장이 58%, 비회원제 골프장이 65%로 조사되

었다(Son, 2013).

반면 국내 골프장들은 필드에서 깃이 없는 상의를 입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의 착용

을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골프 복식규범은 골프장마다 다른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규범의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회원제 및 비회원제(퍼블릭) 골

프장 영업실적을 기준(“골프장 영업이익률 Top 10 [Pro-

fit Margin on Country Clubs Top 10]”, 2016)으로 각각 상

위 10위까지, 총 20개 골프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복장규

범을 가지고 있다는 보조 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

탕으로 2005년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상위 10위까지의

골프장(“‘황제 회원권’ 상승-하락 혼재 [‘Emperor mem-

bership’ a jumble of rise and fall]”, 2006)을 조사대상으

로 추가, 총 30개 골프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골프장의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공지사항, 로컬 룰

(local rule), 에티켓 게시판 등의 내용들을 토대로 골프

장이 명시하고 있는 복식규범을 분석한 결과<Table 3>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내장 시나 라운드(round) 복장에 있어 완화된 규

범을 보였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이 강력하게 특정 복장

을 금지하거나 착용 시 출입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것에

비해 권고하거나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심지어 별다른 복장규범이 없이 골퍼의 자율에 맡기

는 경우도 있었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복장규범은 공통

적으로 에티켓, 품위, 단정, 품격 등의 어휘와 함께 명시

되었다.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복

장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착용사진이나 그림 등

을 활용하여 공지하기도 했다. 또한 복식규범의 준수를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하는 다른 골퍼에게도 알리고 공

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골프 참여자가 골프 활동을 즐기는 또 다른 장소인 실

내 연습장, 실외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따로 명

시하거나 규제하는 복식규범은 대체로 발견하기 어려웠

다. 다만 2012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스크린 골프

를 통한 시뮬레이션 프로골프 경기인 지투어(GTOUR)

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 복장 및 패치규정에 ‘항상

단정한 복장’을 준수할 것과 ‘청바지, 트레이닝복, 라운

드 T셔츠 등 타인에게 실례가 되는 복장은 불가하며, 복

장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자는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Golfzon Tournament

Committe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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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묵적 복식규범

암묵적 복식규범은 골프에 참여하는 집단구성원 사이

에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규제들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골프 관련 서적 및 다양한 매체에 공

개된 인터뷰, 칼럼 등과 더불어 골프 산업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자료들로 이를 추론하였다. 복장

매너, 에티켓, 금지 복장, 착용하기 좋은 복장 등의 맥락

을 지닌 키워드들로 자료를 분석하여 ‘암묵적 복식규범’

을 정리하였다(Table 3).

Table 3. Domestic golf clothing norms derived from stipulated and implicit norms

Division Content

Membership

Club

entering

M

• Neat suit, combi jacket (ree in wearing a necktie)

• Rental-jacket at some golf course

• Entering in golf wear for field play may be restricted

• No shorts, jeans, sweat-suits, sleeveless shirts

• No sneakers, hiking boots, slippers

F

• Tidy style less exposed

• Semi-full dress including a midi skirt, long pants

• No jeans, sweat-suits, sleeveless dress

• No sneakers, slippers

• Recommended for women to wearing a jacket at some golf clubs

• Shorts and a skirt are permitted in some courses

Round

wear

M

• Tops without a collar, sleeveless or round neck T-shirts are banned

• No zip-up or turtlenecks in principle

• No shorts (Permitted by a few golf clubs only for the hot season)

• Wear knee-high stockings along with shorts

• Tops shall be tucked into pants

• No collars turned up

F

• No sleeveless, short skirts or pants in principle

• Tops without a collar, sleeveless or round neck T-shirts are banned

• Tops shall be tucked into pants

• No jeans, sweat-suits

• Recommended for women to wear long pants at some clubs

Non-

membership

Club

entering

M

• Wearing a suit is not necessarily demanded

• No shorts, jeans, sweat-suits, sleeveless shirts

• Shorts are permitted, depending on a situation

• Golf wear is worn in most cases for entering

F
• No skimpy wear and tidy wear is recommended

• Casual wear in principle. Golf wear is permitted when entering

Round

wear

M

• Tops with a collar, long pants. Tops shall be tucked into pants

• No jeans, sweat-suits

• Elastic banded shorts, short shorts are prohibited. Golf shorts with a waistband are permitted

• Various designed pants are permitted including capri or jogging pants

• Knitwear or T-shirts may be worn including round, V, turtle and zip-up necks depending on en-

vironmental factors such as weather

• No limitation to wear is specified at some golf clubs

F

• Give guidance about regulations for sleeveless tops

• Excessively exposed short skirts or pants, sleeveless tops are banned in principle but sleeve-

less with a collar, short culottes and pants are allowed

• Wear various kinds of tops including V-neck, round neck, hoodie

• Wear a jump suit, coveralls and training shorts

• Norms are applied more flexibly than for men

• No limitation on wearing is specified at some golf clubs

[Examination country club] Membership CC: Grace, 88, Palgong, Sunhil, Bugok, Sky Valley, Giheung, Blue Heron, Gaya, Castlex 

Seoul, Namboo, Namchon, East Valley, Benest, Lakeside, Rexfield, Vision Hills, Asiana, Hwasan; Non-membership CC: Hidden 

Valley, Paju, Pohang, Ophel, Gosung, Sacheon, Seorabol, The Hill, Sangnok, Olym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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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들은 대부분 골프에 있어서 복장을 갖추어 입는

것은 매너이자 에티켓이라고 언급했다. 골프웨어는 골퍼

의 이미지와 실력을 보여주는 매개로 인식되어 있으며,

골프를 소개하는 서적이나 골프 잡지의 기사, 칼럼, 인터

뷰 등을 살펴보면 초보 골퍼를 위한 드레스 코드를 알려

주는 칼럼이나 인터넷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처음 필드에 라운드를 나가는 경우, 가고자 하는 골프장

의 드레스 코드를 확인하거나 주변 지인 혹은 인터넷 커

뮤니티 등에 복장과 관련한 문의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

았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골프 옷차림은 골퍼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에티켓이다.” (Cho, 2014, p. 37)

“드레스 코드는 골프장 입장은 물론 경기 중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Chung, 2008, p. 55)

“골퍼의 인상에 결정타가 되는 것은 복장이다. 옷에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이고 고상하게 연출하세요.” (Hong, 2014, p. 245)

골퍼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복식규범은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약간 다

르게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에 입

장할 때 넥타이는 하지 않더라도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입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 모두 구두를 착용해야 하

는 등 규범이 보수적이며 격식을 중요시한다고 언급했

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도 단정한 복장을 강조

하고 있으나 당일 필드에서 착용할 골프웨어를 입고 내

장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골퍼들은 회

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복식규범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보수적인 회원제 골프장은 여성도 클럽 내장 시

재킷을 착용할 것과 라운드 시 긴바지를 입을 것을 권장

하고 있었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로 혹서기 한정 반바지 착용을 허가하

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은 복장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명

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회원제 골프

장이 입장 시 복장과 필드 위의 복장을 분리하여 입장 시

에도 정장 혹은 세미정장을 권장하는 것과는 달리, 비회

원제의 경우 참여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시간의 운영

을 위해 골프웨어를 착용하고 내장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골프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위기에 맞는 골프

복장을 요구’한다. 골프웨어를 입은 채 클럽하우스를 들어가도 뭐

라 할 사람은 없지만, 일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정장 차

림을 요구한다.” (B. J. Kim, 2015, p. 58)

라운드 시 착용하는 골프웨어에 대해서도 골퍼들은 회

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사이의 복장규범 차이를

이야기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깃이 없는 상의나 긴

바지의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범을 위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의 반바지,

민소매 착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골프 인구가 늘어

나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경향

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의 골프 참여

자들은 반바지를 입는 착장이나 일반인 골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프로선수의 과감한 스타일링에 대한 우려

와 반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김미현의) 모자를 돌려쓴 장난기 있는 모습은 언론을 포함한

미 갤러리들에게 관심만큼 염려를 낳고 있다. 프로골퍼로서는 부

적합하다며 깊은 염려를 드러냈다. 모자챙을 꺾어 올리고 맘보바

지를 자신의 캐릭터로 내세우는 예스퍼 파르네빅은 유능한 선수

이지만 ‘가장 복장이 불량한 선수’로 꼽히면서 자신의 주가를 떨

어뜨리고 있다.” (Bae, 1999, http://newslibrary.naver.com)

“선수들의 옷차림이 가장 큰 영향인 듯 싶다. 남자의 경우 깃

이 없는 상의를 입고 나오고 여자들은 소매가 없는 상의를 입는

장면이 TV를 통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프로들은 경기

위원회에서 허용한 경우이지 원래 골퍼들의 복장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H. S. Kim, 2008, http://www.

fnnews.com)

또한 명문화된 복장규범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착장과 아이템에 대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비가 오거나 새벽에 이슬에 젖어 있을 때 바지 끝을 양말 속

에 집어넣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에티켓에 어긋난다. 티셔

츠가 힙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내려 입는 경우는 단정해 보이

지 않으니 삼가하는 게 좋다. 남자들이 칼라 깃을 올리고 다니는

행위는 삼가하는 게 좋다. 얼마 전 호주의 한 명문 골프장에서는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를 감싸는 소위 ‘오징어 마스크’를 하고

라운드하는 골퍼에게 마샬이 1차 경고를 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자 결국 퇴장시켰다는 뉴스를 접했다.” (Choi, 2013, http://golf.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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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의 골프웨어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규

범들과는 다소 다른 기준의 복식규범을 암묵적으로 내

비쳤다. 여성의 골프웨어 규범은 남성의 복식규범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덜 보수적인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인

식은 골프웨어 광고의 홍보문구나 골프 종사자 심층면

접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다. 여성을 타겟으

로 하는 광고는 실력, 격식에 대한 강조보다 외형이나 패

션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여자는 진짜 [복장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짧은

거 그런 거 괜찮아요.” (R, 25세, 남, 프로골퍼)

“여자들의 골프는 첫 홀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되죠. 여자들은

스코어로만 승부하지 않으니까.” (와이드앵글, 2016년 광고 카피)

“예뻐야 골프다.” (까스텔 바작, 2016년 광고 카피)

한편 골프장에서의 복식규범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

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실내 연습장,

실외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복장에 대한 암묵적

규범을 살펴보면, 반드시 준수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규

범으로 정의하기에는 강제성이 약하지만, 연습 시 매너

준수와 실력향상을 위해 골프웨어를 어느 정도 갖춰 입

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통 실내니깐 반바지에 라운드 티 입고 운동하는 것을 삼가

야 한다. 골프 연습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다.” (Kim et al., 2012, p. 82)

“연습장은 야외 골프장처럼 특별한 복장규정을 하지는 않지만

골프복과 골프화를 가져가서 제대로 착용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

다.” (Chung, 2008, p. 57)

위와 같이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암묵적 복식규범’

을 확인한 결과 국내 골프 복식규범은 골프장의 유형이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에 따라, 골프장 내에서도 골

퍼가 위치한 장소가 필드인지 필드 밖인지에 따라, 골퍼

의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20 · 30대 골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참여한 20 · 30대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식규범의 수용과 준수가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복식규범

을 융통성 있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위반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친구와 동행을 할 때

와 중년 이상의 어른과 동행할 때를 비교하며 누구와 함

께 가느냐에 따라서도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고 설명했다.

“사실은 어느 골프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어디서 치

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회원제 골프장에 간다고 하면 그렇

게[반바지에 운동화] 못 입죠. 근데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을

간다고 하면 거기는 착장가지고 뭐라고 하면 웃기는 거죠. 퍼블릭

주제에... 그런 느낌.” (O, 32세, 남, 회사원)

또한 20 · 30대 남녀 골퍼들은 국내 골프 복식규범은

복장규제에 있어 남녀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복식규범

은 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소매가 없는 폴로 티

셔츠, 깃이 없는 상의, 반바지 등 남성에게는 금지되는

아이템들이 여성에게는 허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

적 복식규범 하에 20 · 30대 여성 골퍼들은 복식규범의

준수보다도 예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새

로운 규범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들은 오버롤(overall)이나 점프수트(jumpsuit) 형태의 골

프웨어, 노출이 있는 복장, 몸매를 강조하는 짧은 하의,

밀착되는 상의 등 복식규범에 어긋나는 스타일을 보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미니스커트 정도로 짧은

하의가 실제 골프장에서는 일반적이며, 이것이 기존의

복식규범을 위반한 것임에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권장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여자는 골프장에 가면 스윙을 잘하는 것보다 옷을 예쁘게 입

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입고가면 좋잖아요.”

(G, 33세, 여, 금융인)

이처럼 국내의 보수적인 복식규범은 최근 변화를 보

이고 있었는데, 일부 골프장이 스타킹을 신지 않은 상태

로 반바지를 입는 것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0 · 30대 골퍼들은 골프의 대중화와 젊은층의 유입으로

골프웨어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골프 복식규

범 또한 이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

다. 특히 여가 경력이 긴 인터뷰 참여자들은 과거 회원

권 위주로 운영되던 시기의 골프 복식규범이 훨씬 폐쇄

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남성 골퍼의 반바지

착용이 복식규범의 변화에 있어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

제였다. 20 · 30대 골퍼 집단은 ‘명문화된 규범’이나 ‘암

묵적 규범’으로 알고 있던 골프웨어의 복식규범이 실제

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면, 복식규범의 수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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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졌

어요. 모자 같은 거도 예전 같았으면 그런 형태는 용납조차 안 되

었을 거고, 심지어 보면 욕을 했을 수준인데... 반바지는 아예 안

되고... 젊은층도 골프를 많이 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긴 거

같아요. 아마도 스크린 골프 영향이 클 거 같고, 필드로도 많이 나

가게 되고, 패션 쪽은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많이 생겼을 거라

고 생각해요.” (D, 39세, 남,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를 중시하는 골프에 있어, 여

전히 복식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관습처럼 당연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20 · 30대 골퍼들은 국내의 보수적

이고 폐쇄적인 복식규범의 준수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으며, 규범에 어긋난 타인의 착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복식규범은 골프장만이 가진 특수성으로 그

외의 장소에 같은 기준으로 규범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즉, 골프장의 복식규범과 연습장 등의 복식규범은 철저

히 분리되어 있었다. 골프 복식규범이라고 하면 대체로

골프장에서의 복식규범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골퍼들에

게 실내외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에는 복식

규범으로 인식할 만한 규정이나 공유되는 복식규제가

거의 부재함을 밝혔다.

IV. 성별과 여가 유형에 따른

20 · 30대 골퍼의 태도와 스타일 표현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암묵적 복식규범’을 분석하고

추론함에 따라 여가로서 골프에 참여하는 국내 골퍼 집

단이 서로 공유하는 골프 복식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 중 20 · 30대 골퍼들이 골프 복식규범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20 · 30대 골퍼를 성별 및 진지한 여가 개념을 활용한 여

가 유형에 따라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

성 골퍼’,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

퍼’,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일

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의 4그룹

으로 세분화하고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와 스타일 표현

의 그룹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는

Lee(2002)의 태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복식규범에

대하여 골퍼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호의적 ·비호

의적, 긍정적 ·부정적 느낌, 지각, 반응의 정도에 따른 규

범의 수용과 동조와 비동조 등으로 파악했다. 골프웨어

의 스타일 표현은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골프웨어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개성의 표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 표현

보다는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를 요인으로 나타나

는 골프웨어 스타일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거친 후, 앞서 소개한

KJ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라벨링하였으며 각 집단별

로 도해화 작업을 거쳤다. 논문에는 도출된 결과 및 해

석을 인터뷰와 함께 서술하였다.

1.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의 태도와 스타일 표현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

은 골프에 대한 관여도와 몰입도가 높고 여가 경력을 꾸

준히 쌓아온 여가 참여자들로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

게는 10년까지의 구력을 지니고 있다. 본 집단은 골프라

는 여가 스포츠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레슨을 받

고 다양한 정보를 서치하고 공유하며, 동호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꾸준한 노력

과 참여를 통하여 티칭 프로(teaching pro) 자격증을 취

득한 참여자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본 집단의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보수적

인 복식규범의 준수에 대하여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복식규범을 지키지 않는 다른 골퍼의 스타일에 대해 불

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골프장에서는 깃이

있는 상의를 긴바지의 하의에 넣어 입는 것이 기본이며

그것이 당연한 매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규범을 지키

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동시

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고 설명했

다.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비회원제의 경우 캐주얼한 착

장으로 내장하거나 골프웨어를 착용한 상태로 가기도

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규범을 갖

춘 복장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복식규범

이 체화된 상태로서 매너를 준수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

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규범을 신

중하게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여가 경력을 과시하고 확인

받고자 하는 구별짓기의 태도가 동시에 드러났다. 그렇

기에 골프웨어의 스타일 표현에 있어 조그 팬츠(jog pa-

nts), 9부 바지, 반바지, 깃이 없는 상의 등 복식규범에는

어긋나지만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패션성을 가미한 새

로운 아이템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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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옛날에 시작해서 그런 건지,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주말에 오는 사람들, 반바지 입고 운동화에 완전 올 때

부터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요. 아예 뭘 좀 몰라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배웠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좀 아니지 않나 그래요. 지금도 정장

까지는 아니어도 은연중에 잘 갖춰 입고 단정하게 가야한다고 생

각하는 거죠.” (D, 39세, 남, 사업)

“필드는 무조건 깃이 있는 옷 입고, 반바지 안 되고, 모자를 써

야하고. 요즘은 유도리[융통성]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안

입고 가는 거죠. 그게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정장

을 입어야 한다고 듣고 해서... 지금은 대중화되고 해서 아니긴 하

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M, 32세, 남, 회사원)

“필드는 격식을 차려서 입죠. 골프웨어 브랜드 옷을 모자부터

선글라스, 카라 있는 피케티, 바지, 골프화. 바지는 무조건 긴바지.

반바지는 딱 한 번 입어봤는데... 정말 더울 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입었죠. 두 번은 안 입을 거 같아요.” (F, 35세, 남, 회사

원)

본 집단은 여가 경력에 있어 전문화와 몰입도가 높은

그룹으로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골프 복식규범이 부재

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 골프장에 새로운 복식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유흥 문화 중 하나로 생

각되던 스크린 골프를 여가 스포츠의 연장선상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필드에서 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단정한 착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크린을 친다는 게 회식 끝나고 술 먹고 가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제 주변은 안 그래요. 필드는 아무래도 시

간도 많이 걸리고 같이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 스크린이 오

락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운동으로서 인식이 되거든요. 갖

춰 입는 것도 있고 성의 없지 않게. 골프인데...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너무 심하게 편하게 입는 거는 예의가 아닌 거 같아요.”

(M, 32세, 남, 회사원)

2.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의 태도와 스타일 표현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집단’

의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구력은 1년 3개월, 2년, 17년 등

다양했다. 본 집단은 골프라는 여가 스포츠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미프로 레슨뿐 아니라 프로로부터

원 포인트 레슨을 받거나 골프 동아리에 가입하여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등 골프를 즐기는 데에 있어 시간,

노력, 비용을 아끼지 않는 집단이었다. 인터뷰 중에도 의

류의 선택과 구매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골프웨어 디자

인과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본 집단의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어떤

골프장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회원제 골프장에 가

는 경우 평상복을 착용하고 내장한 후 골프웨어로 환복

한 후 라운드하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복식규범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타인의 시선과 인

식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해외 골프장에 비하여

한국 골프장이 유난히 다른 이의 시선과 평판에 있어 민

감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함께 동행하는 혹은 필

드에 있는 다른 골퍼의 시선뿐 아니라 골프장의 직원이

나 캐디 등의 시선을 신경 쓰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우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시선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규정도 더 잘 지켜서 입는 편이죠. 좋은 골프

장 갈 때는 더 잘 차려입구요. 좋은 골프장에는 새로 사서 들고 가

거나 신상[신상품]을 입고 가요. 좋은 골프장은 비춰지는 사람이

미지가 있으니까. 또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약간 대충 입고 가

면 무시당하는 거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좀 신경 많

이 쓰고요.” (K, 23세, 여, 대학생)

“옷은 후지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캐디가 무시를 해. 골프장에

서 골프 옷 맨날 보는 사람이란 말야. 보려고 본다기보다는 딱 보

이겠지.” (A, 36세, 여, 회사원)

같은 맥락으로 본 집단은 이중적 기준의 복식규범으

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복식규범의 준수보다도

여성 골퍼는 예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골프웨어의 스타일 표현에 있어서는 복식규범을 위반한

노출이 있는 복장, 몸매를 강조하는 짧은 하의, 밀착되

는 상의 등에 익숙해지고 있었으며 착용을 당연하게 여

겼다.

“예전에는 골프를 친다고 하면 평균 40대 이상이니까 아줌마들

이 짧은 치마를 입기는 좀 그러니까? 대부분 좀 긴 거 아니면 바지,

그런 거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거. 지금은

일단 선수들도 그렇고 스커트도 짧게, 그리고 옷도 쫙 붙게.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그런 거.

화려하게 노출도 많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입으면 ‘쟤 뭐야’

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예뻐 보이니까.” (A, 36세, 여, 회사원)

특히 스타일 표현에 있어 골프웨어에 일상복을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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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실력과 경력을

지닌 인터뷰 참여자의 일상복을 활용한 착장은 골퍼들

사이에서 남다름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범에 어긋나는,

즉 규범에 대한 의도적인 비동조 태도에서 비롯된 복식

을 통한 구별짓기로 볼 수 있다.

“돌체 앤 가바나 치마에요. 속바지 입고 내가 입는 거에요. 골

프웨어 아니고. 위에는 골프웨어구요.” (A, 36세, 여, 회사원)

“폴로 피케티에 폴로 가디건 그냥 입고 와서 치는데... 너무 잘

쳐. 그게 완전 예뻐 보이는 거. 그래서 ‘언니 이게 진짜 멋인가봐’

그랬더니 ‘야. 골프복 사지마’ 그러는 거죠. 나! 골프복! 그게 제일

촌스러운 거야. 주변에 보면 평상복에서 응용해서 입는 경우들 있

어요. 그러고 잘 치는 거 보면 더 폼 나요.” (B, 38세, 여, 문화예

술인)

골프장과 연습장의 복식규범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본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본 집단 역시 연습장에서

골프웨어를 착용하지 않는 스타일의 표현은 같으나 그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은 연습장에서 골프웨어를

갖추어 입는 것이 오히려 여가 경력이 낮아 보이는 그리

고 나이 든 이미지를 준다고 말했다.

“패션을 진짜 보여주는 건 필드에요. 예전에는 갖춰 입고 치는

게 누구나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다 갖춰서]

입고 왔는데 못 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옷은 그런데 실

력은 완전... 골프 연습장에 너무 골프웨어를 입고 가면 촌스럽다

는 느낌? 나이 들어 보이는.” (A, 36세, 여, 회사원)

3.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의 태도와 스타일 표현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

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I의 경우 14년이라는 상대적으

로 긴 구력을 가지고 있으나, SLS II(M. L. Kim, 2015)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앞서 진지한 여가 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

히 여가에 참여한 기간이나 참여한 빈도, 지출한 비용 등

의 물리적 요소로 여가에 대한 몰입도나 경력, 전문화 등

을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

다. 본 집단은 여가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인 지식을 통한 여가 경력의 획득보다는 즐거움과 유쾌

함의 획득을 보상으로 한다.

본 집단은 타인의 시선이나 일행의 체면 등을 중요시

하였으며, 이런 성향이 복식규범의 준수라는 태도로 연

결되었다. 다른 운동에 비하여 골프는 다른 참여자의 시

선에 신경을 쓰게 되며, 본인도 다른 사람들의 복장이나

외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복식규범에 맞는 스타일 표현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상

의를 하의에 넣어 입는 착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그런데 골프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은 안 그런데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 같아요. 서로서로가 시선이... 내가 이 사람을 구경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무조건 구경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I, 32세, 남, 회사원)

“상의를 하의에 넣는 스타일을 평소에는 잘 입지 않잖아요. 그

런데 골프장에서는 그게 매너인 것 같아요. 저만 꺼내 입는 것도

이상하고... 주변에서 골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볼 것 같기도 하구

요.” (L, 33세, 남, 사업)

“처음에는 사실 골프웨어 자체가 다 이상했어요. 뭔가 아저씨

들이 입는 거... 배바지로 입는 게... 제가 좀 너무 눈치를 보는 건

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필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상의를

하의에] 넣어 입으니까 저도 당연하게 넣어 입어요. 안 그러면 예

의가 없는 거처럼 느껴질까 봐서요.” (J, 25세, 남, 회사원)

본 집단 중 일부는 폐쇄적인 성격의 복식규범에 대한

의문과 반감을 표현하며 반동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것은 반바지, 레깅스, 조그 팬츠, 민소매 등 규범에 어긋

나는 골프웨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타

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함에 따라 실제 시도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스타일적 표현에 있어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과 비교할 때, 규

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같지만 그 이유는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본 집단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를 좀 더 의식한다면 진지한 여가 참여 집단은 실력과

경력의 과시와 구별짓기 수단으로써 복장의 규범을 준

수하는 태도가 강했다.

본 집단은 어떤 유형의 골프장을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에 따라서도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 집단은 골프장이 회원제인지 아닌지보다, 누구와 함

께 동행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일행의

체면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타인을 의식

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어떤 사람들이랑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나

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 아무래도 더 신경 쓰고, 더 룰을

지키려고 하고...” (I, 32세, 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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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랑 간다고 하면 갈 때 골프 옷 입고 안 가요. 평상복

입고 가서 갈아입죠. 회원제를 간다고 하면 무조건 그 회원인 어

른을 따라서 완전 정장처럼 입고 가는 거고요. 퍼블릭을 간다고

해도 덜 하긴 하지만 어른들이랑 가면 그래도 체면을 생각해서

신경을 쓰고 가요.” (O, 31세, 남, 연구원)

4.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의 태도와 스타일 표현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집단’

은 골프장에 가는 경험을 여행이자 일상을 벗어난 특별

한 이벤트로 표현했다. 인터뷰 참여자 C는 골프장에 가

는 것을 호텔에 밥 먹으러 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는

데, 일상을 벗어난 장소에서 착용하는 골프웨어는 좀 더

격식을 차리고 챙겨 입어야 하는 스포츠 웨어이자 특별

한 복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골프웨어

를 골프장에서만 착용하는 옷으로 생각하도록 했기 때

문에 복식규범에 동조하는 태도로 연결되었고 스타일

표현에 있어서는 골프웨어를 입고 내장하지 않으며, 내

장 후 라커룸에서 환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연

구참여자 G의 경우 회사 상사나 남성들과의 동행에서

는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골프웨어를 입고 내장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에 간다하는 느낌이 약간 호텔에 밥 먹으러 가는 느낌.

그냥 캐주얼한 식당에 갈 때랑은 다르게 좀 더 차려입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저는 갈 때

부터 골프복을 입지는 않고 일상복을 입고 가서 갈아입어요. 골프

웨어를 입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골프웨어는 골프장에서만 입

는 옷이라고 생각해서요.” (C, 33세, 여, 디자이너)

“회사에서 입는 원피스 약간은 포멀한 거 그런 거를 입고 가서

갈아입고 치고 그러죠. 남자 분들과 플레이 할 때 골프 옷으로 입

고 신발만 구두로 신고 가면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옷 갈아입고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

하는데 남자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하는 걸로...” (G, 33세, 여, 금융인)

이들은 주변의 조언이나 경험들을 통해 복식규범의 수

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필드에서의 패션

이나 프로선수들의 경기복장을 확인하면서 복식규범과

실제 골프웨어 사이에서 큰 차이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인지했던 보수적인 골프웨어의 복식규범이 실제

로 필드에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면, 여성 골퍼

는 예쁘게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복식규범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식규범이자 전제로 인식

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정장을 입고 가서 갈아입고 쳐야한다고 들었었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슬리퍼만 신지 않으면

요즘 남자들도 반바지 입고 패셔너블하게 입고 가고 하니까. 여자

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남자들은 참 편하게 입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자들은 옷이

중요하고 남자들은 실력이 중요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거

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싫은데. 여자로서... 그래도 예쁘게 입고

가려고 하죠.” (G, 33세, 여, 금융인)

“이게 무슨 골프웨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보다보니까

자꾸 익숙해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입고 그런 걸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거 같아요.” (C, 33세, 여, 디자이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에 따라 규범을 수용하는 태도

를 보이는 본 집단은 노출에 대한 남성의 시선과 복식규

범에 어긋나는 스타일 등에 비동조적 태도를 보임과 동

시에 복식규범을 위반한 여성 골프웨어 스타일에 익숙

해지고 민소매, 미니스커트, 점프수트 등 몸에 밀착되고

길이가 짧은 골프웨어나 기존에 골프웨어로 활용되지

않던 아이템 등을 골프웨어로서 수용하는 이중적인 태

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이중적 태

도와 그에 따른 스타일 표현은 20 · 30대 여성 골퍼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골프 복식규범을 파악하고, 20 · 30대

골퍼 집단의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들이 골프 복식규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이것이

골프웨어 스타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이에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 남녀 중

골프를 여가 스포츠로 즐기는 참여자를 모집, SLS II 설

문지를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가로서의 골프

에 대한 관여도와 몰입도를 파악하여 20 · 30대 골퍼 집

단을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골프 복식규범의 확인을 위하여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암묵적 복식규범’을 분석한 결과, 골프에

참여하는 골퍼 집단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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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장규정과 ‘암묵적 복식

규범’을 통해 추론한 국내 골프 복식규범은 골프장의 유

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

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비회원제 골프장

의 복식규범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골프 복식규범은 남성의 복식규범보다 유

연하고 덜 보수적인 성격을 보였다.

둘째, 국내 골프 복식규범에 대해 국내 20 · 30대 골퍼

들은 골프장의 ‘명문화된 복식규범’을 확인하거나 골프

장, 연습장 등에서 복장에 관련한 제재나 시선의 경험을

통해 골프 복식규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20 · 30대

골퍼들 역시 골프장의 유형이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

에 따라, 골프장 내에서도 참여자가 위치한 장소가 필드

인지 필드 밖인지에 따라, 골퍼의 성별 등에 따라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

은 국내의 전반적인 골퍼들이 인식하는 골프 복식규범

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이는 20 · 30대 골퍼 역시 골프웨

어의 선택과 스타일 표현에 있어 복식규범의 영향을 받

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젊은층을 위한 골프웨어 디

자인 연구 및 전략 수립에 앞서 복식규범에 대한 인식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별과 여가 유형에 따라 구분한 20 · 30대 골퍼

집단별 골프 복식규범 태도를 분석한 결과 골프 복식규

범에 대한 골프 참여 집단의 태도는 이를 표현하는 골

퍼의 성별이나 여가 유형에 따라 스타일 표현 방식이 다

르게 발현되었다.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

은 보수적인 복식규범의 준수에 대하여 동조하는 태도

를 보이는데, 이는 복식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과 더

불어 본인의 여가 경력을 과시하고 확인받고자 하는 데

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타일 표현에 있어서는 복식규범

에는 어긋나고 패션성이 강한 아이템이나 착장을 오히

려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집단’

은 타인의 시선과 인식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일행 혹은 다른 골퍼의 시선뿐 아니라 골프장의 직원이

나 캐디 등의 시선을 신경 쓰기도 했다. 본 집단은 이중

적 기준의 복식규범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복

식규범의 준수보다도 예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복식규범을 위반한 노출이 있는

복장, 몸매를 강조하는 짧은 하의, 밀착되는 상의 등에 익

숙해져 가고 있었다. 또한 골프웨어에 일상복을 혼용하

여 스타일링하는 것이 특징으로 규범에 어긋나는 복식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남다름을 표현하고 있었다.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

은 타인의 시선이나 일행의 체면 등을 매우 중요시하였

으며, 이런 성향이 복식규범의 수용 및 복식규범에 맞는

스타일 표현으로 연결되었다. 규범을 준수하는 골프웨어

스타일 표현이란 점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남성 골퍼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본 집단

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좀 더 의식한다면 진지한 여

가 참여 집단은 실력 및 경력의 과시와 구별짓기의 수

단으로써 복장의 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상적 여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여성 골퍼 집단’

은 골프장에 가는 경험을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일

상을 벗어난 장소에서 착용하는 골프웨어는 격식을 차

리고 챙겨 입어야 하는 특별한 복식이자 골프장에서만

착용하는 옷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에 인지

했던 보수적인 복식규범이 실제로 필드에서 지켜지지 않

음을 확인하고 나면, 여성 골퍼는 예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복식규범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식규범이

된다고 말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에 따라 복식규범

에 어긋나는 스타일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

시에 복식규범을 위반한 여성 골프웨어 스타일에 익숙

해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중적

복식규범을 수용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스타일 표현은

여가 유형을 넘어 20 · 30대 여성 골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20 · 30대 골퍼 집단별 골프 복식규범 태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골프 매너를 관습처럼 당연히 인지하고 있

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에 따라 규범의 수용과 그에

따른 골프웨어 스타일 표현이 나타났다. 이는 골프 복식

규범의 강제성이 과거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구성원

들 사이에는 자율적 압박과 감시가 존재함을 뜻한다.

성별에 따른 특징으로는 20 · 30대 여성 골퍼들은 이중

적 기준의 복식규범을 경험함으로써 골프 복식규범의 수

용만큼이나 ‘더 예뻐 보이는 것’에 스타일 표현의 초점을

두었다. 남성 골퍼들은 그것이 여가 경력의 과시에서 비

롯되었든, 타인을 의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든 기존의 복

식규범 안에서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있고, 반발적 태도

에서 비롯된 복식규범을 위반하는 아이템에 대한 관심

이 실제 스타일 표현으로 실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에 비하여 스타일 표현에 있어 복식규범을 준수

하는 태도가 엄격하게 나타났다.

여가 유형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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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20 · 30대 골퍼들이 자신들만의 복식규범과 스타

일 표현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골퍼들의 경

우 골프웨어와 일상복과의 혼용을 통해 새로운 구별짓

기를 하고 있으며, 남성 골퍼들은 복식규범이 부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스크린 골프장에 유흥 문화가 아닌

여가 스포츠로서의 복식규범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20 · 30대 골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골프 브랜드 및 라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골프웨어 선택에 있어 개인의 취향, 개성, 트

렌드에 선행하는 변수가 되는 골프 복식규범에 대한 젊

은층의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라

는 특수한 여가 스포츠에 적합한 디자인과 상품기획을

위한 지표를 제시한다. 이는 개성과 취향 추구의 수단으

로 의복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

되어온 20 · 30대 젊은층에게 있어 복식규범이 갖는 영

향력에 대한 재고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0 · 30대 골퍼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나 상품은 트렌드

와 패션성만을 강조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치우치기보다

는 골프장 내의 복식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골퍼들의

태도를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기획해야 한다. 또

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 산업 환경 안

에서 새로운 복식규범을 만들어가는 젊은 골퍼들의 니

즈를 반영하는 제품의 기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해

석에 신중해야 하며, 20 · 30대 젊은 골퍼 전체의 특성으

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여

가 참여자로서의 20 · 30대 골퍼 집단이 복식규범의 인

식을 전제로 골프라는 여가 안에서 골프웨어를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추구하는지, 그것이 골프웨어 디자인과

스타일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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