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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 인천, 수원, 용인에 치하고 있는 골 연습장, 실외골

연습장, 스크린연습장 이용 고객 30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 총 291명의 설문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

다. 이러한 연구 목 과 연구 방법을 기 로 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에 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 수행능력은 서비스 질 모든 변인에 향을 미치고 서비

스 경청능력은 공감성에 향을 미치며, 서비스 효과는 유형성 신뢰성에 향을 미친다. 둘째,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효과는 고객만족에 모든 변인

에 향을 미친다. 반면 서비스 경청능력은 고객만족 변인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골 연습장 서비

스 질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유형성, 신뢰성은 모든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고, 공감성은 이용

만족에 향을 미치며, 확신성은 이용만족, 로그램 만족에 향을 미친다. 넷째, 골 연습장의 서비

스와 서비스 질, 고객만족은 인과 계가 있다.

 
 ■ 중심어 :∣고객접점서비스∣서비스 질∣고객만족∣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ervice encounter and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golf range. This subject who answered to giver questionaire was 291 

persons. The result of reliability check up was here below; Chronbach' α=.817~.914. To analyze 

material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as statistic analysis techniques.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service encounter and service quality.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service encounter and customer 

satisfaction. Lastly,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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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비스란 무엇인가?  의미에서 서비스에 한 

정의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회가 그 만큼 복

잡해지고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는 의식 으로 서비스를 말하

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 “그 식당은 서비스가 형편

없어! ” “그 은행이 멀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늘 그 은행을 이용하지...” 등 서비스는 우

리 일상의 화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기업이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요한 단어가 되어버렸다[4].

경쟁의 심화에 따른 서비스의 요성의 증 , 서비스 

경제화(service economy)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기업은 물론 웬만한 기업체에는 CS(Customer 

satisfaction)라는 고객 만족 담당부서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고객 감동을 부르짖

고 있다. 이러한 고객감동을 이끌어내는 출발 은 고객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객 서비스란 서비스 환경에 있어서 사람간의 

직 으로 면(face-to-face)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

하고 있다[11]. 즉 서비스 상황 속에서 구매자와 매자

간의 면 인 상호작용으로 악하면서 고객의 감동

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감동은 서비스 제

공자들이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해서 고객을 

할 때 극 이고 열성 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고방

식에서 시작된다. 

[15]는 서비스 조직 사이에 치한 에서의 서비

스 제공자들의 행동은 기업을 표하는 행동으로 기업

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주장하 으며 [8]과 [17]은 기

업과 고객 사이에 치한 서비스 직원들이 고객에 

해 어떠한 태도와 행 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고객

만족, 고객충성도, 서비스의 환, 경 성과 등이 달라

진다고 주장하 다. 즉 고객 에 있는 직원은 그 조

직을 표하고 고객의 만족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객 서비스(service 

encounter)는 기업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는 서비스업체로 하여

 이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경쟁력 향상의 방편의 하나로서 고객서비스에 

심을 집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은 스포츠 

산업에서도 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골  산업은 골

의 화와 더불어 격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한 다양한 문화와 고도의 경제성장, 생활 문화

의 변화와 주 40시간근무제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 로 

인하여 그 참여 형태와 의도가 날로 세분화되어가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객의 세분화되는 고객 니즈

(need)의 충족을 해서 골  산업은 경  개선을 한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한 서비스에 한 

지각고취가 어느 때보다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골 가 화에 편승하면서 도시 심에

서 소규모 도시로, 도시 심지에서 주택지  근교지 

등으로 골 연습장이 개설되고, 한 거  자본을 바탕

으로 고  실내 인테리어에 한 과감한 투자로 수익을 

보장 받았던 골 연습장은 과거의 생산자 심의 시장

에서 이용자 심의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골 연습장 고객이 느끼는 만족정도가 시설 인 측

면이 아닌 서비스에 한 만족이 골 연습장을 선택하

는 데 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사업의 다각화나 수익 극 화 략은 골

연습장과 고객 간의 양자  계를 고려할 때 고객에 

한 심은 간과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 향상의 방편의 하나로서 골

연습장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고객만족

을 창출하기 해 서비스에 한 심이 집 되고 있

다. 골 연습장의 고객서비스는 무형성, 이질성, 동시

성, 소멸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이라는 서비스 고유의 특징으로 생산의 담당

자인 직원과 소비의 주체인 고객의 만남을 유발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고객은 골 연습장의 서비스를 제

공 받게 되고 제공받은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하여 서비

스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 에서 가장 

요한 것은 고객을 직  만나는 최일선의 직원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다. 

서비스 질은 고객이 여러 가지 내부․외부  향요

인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이 에 서비스에 한 기 를 

가지며, 이러한 기 와 고객들이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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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성과를 비교하여 서비스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

한 서비스의 질에 한 연구들은 [19]의 MOT(monents 

of truth)와 [7]의 주요사건기법(CIT; critcal incident 

technique)등을 근거로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질 , 

고객만족의 요성을 악하 으며 [18]와 [17]은 소비

자의 지각된 서비스질과 기 된 서비스질의 규명에 

한 연구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 질, 고객만

족에 한 구조  계를 확인하 다. [1]은 서비스질과 

고객만족의 계는 체 으로 서비스 질이 고객 만족

에 선행 변수로써 작용하고 있으나 두 변수간의 인과의 

순서에 계없이 서비스 질은 고객 만족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고객 충성도 향상  고객의 실제 구매의사  

행동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며, 이

것은 재구매 의도와 구  효과와 같은 고객 충성도로 

연결되어 기업의 매출 증 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골

연습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

치고 다시 고객만족이 골 연습장의 재등록 의도에 

향을 미치는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 지향 인 고객 서비스에 

한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반산업 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골 연습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고

객만족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직원

들의 행동에 한 연구들은 단편 인 고객 서비스

에서의 종업원의 역할에만 한정되었다[6][7][20]. 특히 

스포츠센터 고객 서비스 에 한 연구는 [3]이 스포

츠센터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기 하는 역할에 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화에 

의한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골 연습장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 서비스를 서비스제공자, 

물리  환경의 하부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하부차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참여역할  서비스 달과

정에서 골 연습장 직원들이 용할  고객  서비스 

 서비스 질의 속성을 도출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고 

구체 인 서비스 지향 인 노력과 서비스질을 보다 효

과 으로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통한 마

 략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재 서울, 인천, 수원, 용인에 치

하고 있는 골 연습장, 실외골 연습장, 스크린연습장 

이용 고객 300명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29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이  무응답 문

항이 많거나 불성실하다고 단되는 6부를 제외한 291

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성별로는 남자 182명

(62.5%), 여자 109명(37.5%)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20  40명(13.5%), 30  89명(30.6%), 40  104명

(35.1%), 50  이상 58명(20.4%)이었으며, 장소형태별

로는 실내골 연습장 153명(52.6%), 실외골 연습장 

118명(40.5%), 스크린연습장 20명(6.9%)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 상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본 연구에 사용

된 도구는 “골 연습장 이용고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결정요인 조사”의 설문지이다. 구체 으로 개인  

특성은 성, 연령, 장소형태 등의 내용이 측정되었다. 골

연습장 이용고객의 고객 서비스는 "골 연습장 

서비스 환경에 있어 고객과 직원이 직  면하는 상호

작용"으로 조작  정의를 하고 [11][5]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

스 경청능력, 서비스 효과 등 3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서비스 질은 "서비스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한 기 나 그 결과"로 조작  정의를 하고 

[14]의 측정항목과 [15][5]등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

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공감성, 유

형성, 확신성, 신뢰성 등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만족은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한 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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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로 조작  정의를 하고 [2]의 연구에서 사용

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이용만족, 시설만족, 로그램만족, 직

원만족에 한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이 설문지

는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 다(5 )’에서 ‘매우 그 지 

않다(1 )’까지 5단계로 구분하 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는 연구자가 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상

을 정확하게 찰하고 악하 는가를 제시해주는 것

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한 타당도를 검사하기 

해 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에 한 검토  논쟁

을 요청한 후 내용타당도  문항의 합성 여부를 논

의하고 지 된 사항을 수정․보완 하 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 로 최종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1][표 2]와 같다.

표 1. 서비스접점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Kaiser-Myer-Oklin의 MSA =.838 
Bartlett의 단 행렬 (x²=2049.605, 

df=36, p=.000)

문   항

고객 서비스 문항

서비스 
효과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경청능력

직원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부
직원과의 접촉 유용여부
직원과의 접촉의 효과 여부
직원과의 접촉 만족 여부
직원의 문제해결 적극성여부
직원의 고객 도움 여부
직원의 고객 문제 관심여부
직원의 자발적 문제해결 노력 여부
직원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신뢰여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여부
직원의 올바른 프로그램 제안 여부
직원의 정직성 여부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 여부
고객에 대한 매우 세심한 관심 여부
고객에 대한 직원의 경청여부       

.799

.720

.718

.608

.586

.552

.538

.465

.421

-

-

-

-

-

-

-

-

-

-

-

-

-

-

-

.706

.695

.648

-

-

-

-

-

-

-

-

-

-

-

-

-

-

-

.740

.639

.620

고유치
분산율
총분산

7.682
38.415
38.415

2.180
10.882
49.297

1.810
9.031
58.328

Cronbach's α .851 .838 .91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용가능성을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Bartlett의 단 행렬 검(Bartlett's test of sphericity)

와 KMA의 MSA(Kaiser-Myer-Oklin messure of 

sampling adequacy)등을 통하여 검하 다. Bartlett

의 단 행렬 검은 요인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상

행렬이 단 행렬인지 아닌지를 검하는 방법으로 본 

자료의 분석결과 .1% 수 에서 통계 으로 비단 행렬

로 나타났다. 표본 합도는 Kaiser-Myer-Oklin의 

MSA는 .838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매우 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경청능력, 서비스 효과 

등 총 3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사용하 다. 설문

지의 신뢰도 역시 Cronbach α값이 [표 1]과 같이 나타

남으로써 측정변수 간에 충분한 내  일 성이 확보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서비스 질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

석 결과

Kaiser-Myer-Oklin의 MSA =.888 
Bartlett의 단 행렬 

(x²=2484.072, df=28, p=.000)

문   항
서비스 질 문항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고객의 특별요구에 대한 헌신적 노력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화예약 및 전화대기 시간

고객 개인에 대한 관심

개인 지정 사물함 여부

직원의 용모단정 및 편안함

현대적 외관 및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품

최신시설의 내부 공간 및 편의시설

주차공간의 편리성

직원의 고객욕구 파악

신뢰성 있는 일관적인 프로그램 및 상품

정확한 정산 및 계산

위생관리 철저

깨끗한 화장실

잘못된 서비스의 수정

직원의 사용언어

가격의 적당여부

.793

.787

.742

.652

.599

.487

-

-

-

-

-

-

-

-

-

-

-

-

-

-

-

-

-

-

-

.832

.811

.732

.601

.555

-

-

-

-

-

-

-

-

-

-

-

-

-

-

-

-

-

-

-

.793

.788

.732

.606

.521

-

-

-

-

-

-

-

-

-

-

-

-

-

-

-

-

-

-

-

.780

.750

.587

고유치

분산율

총분산

6.362

43.631

43.631

2.315

11.575

55.206

1.587

7.914

63.12

0

1.302

6.481

69.601

Cronbach's α .852 .825 .817 .88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rtlett의 단 행렬 검

은 분석결과 .1% 수 에서 통계 으로 비단 행렬로 

나타났으며, 표본 합도는 Kaiser-Myer-Oklin의 MSA

는 .888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매우 합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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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서비스수행능력 1.000

2. 서비스경청능력 .698*** 1.000

3. 서비스 효과 .714*** .763*** 1.000

4. 유형성 .685*** .634*** .754*** 1.000

5. 공감성 .447*** .450*** .439*** .480*** 1.000

6. 확신성 .301*** .186*** .247*** .372*** .469*** 1.000

7. 신뢰성 .578*** .501*** .611*** .659*** .610*** .545*** 1.000

8. 이용만족 .501*** .403*** .466*** .511*** .505*** .339*** .518*** 1.000

9. 시설만족 .568*** .506*** .566*** .602*** .429*** .382*** .641*** .541*** 1.000

10. 프로그램만족 .421*** .395*** .426*** .491*** .445*** .423*** .587*** .408*** .612*** 1.000

11. 직원만족 .448*** .467*** .514*** .582*** .416*** .407*** .689*** .466*** .625*** .659*** 1.000

표 4. 변인간의 상관계수

타났다. 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  요인분석 유형

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등 총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사용하 다. 설문지의 신뢰도 역시 Cronbach 

α값이 [표 2]과 같이 나타남으로써 측정변수 간에 충분

한 내  일 성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고객만족의 설문지에 한 신뢰도는 .892로 나타나 비

교  신뢰할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골 연습장 이용고객의 만족에 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조사 상자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목 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문항을  기입토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

를 회수하 다.

본 연구에서 최종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검토하

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사례를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12.0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 에 따라 

산처리 하 다. 자료분석을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이었다.

Ⅲ. 연구결과

1.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서비

스 질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련변인

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회귀분석의 사 단계로서 

련변인간의 상 계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련변인간의 상 계(r)

는 .247에서 .763이 으며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

스와 서비스 질  고객만족 변인은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서비스 질의 

관계 

[표 5]는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표 5.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유형성 공감성 확신성 신뢰성

b β b β b β b β

서비스 

수행능력
.266 .288*** .188 .207** .307 .287** .284 .297***

서비스 

경청능력
.031 .035 .178 .201* -.113 -.109 -.026 -.027

서비스 효과 .477 .522*** .124 .138 .132 .125 .397 .420***

R
2

.612 .243 .096 .414

*p<.05, **p<.01,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골 연습장의 고객 서

비스 가운데 서비스 수행능력(β=.288, .207, .287, .297)

은 서비스 질 모든 변인에, 서비스 경청능력(β=.2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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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성에, 서비스 효과(β=.522, .420)는 유형성, 신뢰성

에 정 (positive)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유형성 체변량의 61.2%, 

공감성 체변량의 24.3%, 확신성 9.6%, 신뢰성 41.4%

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고객만족의 관계 

[표 6]은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고객만족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표 6.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 속 변 수

이용만족 시설만족 로그램만족 직원만족

b β b β b β b β

서비스 

수행능력
.423 .348*** .357 .317*** .224 .214** .230 .225**

서비스 

경청능력
-.016 -.014 .065 .059 .089 .088 .134 .133

서비스 

효과
.275 .228** .329 .295*** .215 .207* .333 .324***

R
2

.275 .378 .213 .285

  

 *p<.05, **p<.01, ***p<.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골 연습장의 고객 서

비스 가운데 서비스 수행능력(β=.358, .317, .214, .225), 

서비스 효과(β=.228, .295, .207, .324)는 각각 고객만족 

모든 변인에 정 (positive)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이용만족 체변

량의 27.5%, 시설만족 체변량의 37.8%, 로그램만족

의 21.3%, 직원만족 28.5%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골프연습장의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의 관계 

[표 7]은 골 연습장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표 7. 골프연습장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이용만족 시설만족 로그램만족 직원만족

b β b β b β b β

유형성 .342 .262*** .381 .313*** .190 .167** .256 .229***

공감성 .366 .275*** .016 .013 .104 .090
-.04

3
-.038

확신성 .029 .025* .041 .039 .124 .127* .045 .047

신뢰성 .211 .167* .477 .405*** .388 .353*** .585 .540***

R
2

.371 .469 .383 .510

 *p<.05, **p<.01, ***p<.001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골 연습장의 서비스 질 

가운데 유형성(β=.262, .313, .167, .229)은 고객만족 모

든 변수에, 공감성(β=.275)은 이용만족에, 확신성(β

=.025, .127)은 이용만족, 로그램만족에, 신뢰성(β

=.167, .405, .353, .540)은 고객만족 모든 변인에 정

(positive)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이용만족 체변량의 37.1%, 시설

만족 체변량의 46.9%, 로그램만족의 38.3%, 직원만

족 51.0%, 를 설명해 주고 있다.

4.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서비스질, 고

객만족의 인과관계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 질, 고객만

족의 인과 계를 설명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

구모형에 따라 최종 다회귀분석에 사용된 회귀계수

는 아래의 [표 8]과 같고, 이를 인과모형으로 하여 경로

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 다.

표 8.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

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²

고객접점서비스
서비스 질 .182 3.975***

.084
고객만족 .154 3.364**

서비스 질 고객만족 .483 13.170*** .233

 **p<.01, ***p<.001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를 사용하 고, .05수 에

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내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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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의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질 

한 고객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 각 변인간의 경로모형

[표 9]는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 질

과 고객만족의 련변인간의 인과 계를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하여 인과 계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여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골프연습장의 고객접점서비스와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

의 관계에 관한 인과효과 분해

가 설 경 로 직 효과 간 효과 인과효과

고객접점서비스→서비스 질 .182 -- .182

고객접점서비스→고객만족 .154 -- .154

서비스질→고객만족 .483 -- .483

고객접점서비스→서비스 질→
고객만족

-- .182×.483 .087

총효과 0.906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 효과는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β=.182)에, 고객만족(β

=.154)에 미치는 향이고,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β

=.483)에 미치는 향이다. 간 효과는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을 통해 고객만족에 미치

는 향(.182×.483)이다. 총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

를 합산한 결과로서 β=.506이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환경에 있어 사람간의 직

으로 면(face to face)하는 상호작용이며, 골 연

습장 고객 서비스는 골 연습장 서비스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 런트 직원  골 지도자)와 고객 간

의 면 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골

연습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고객 서비스는 골 연

습장을 운 하는 기업의 경 성과에 으로 기여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참여골 서비스에서 연구되어지

지 않은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의 서비스의 

문제 을 도출하고 규명하고자 하 다.

첫째,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 련변인 즉, 유형성, 공감성, 확신성, 신뢰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9][7] 등의 서비스 종사자와 고객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를 통해 직․간 으로 지지되고 있다. [19][7]의 

연구결과에서 서비스시장에서 고객과  직원간의 

상호작용의 유효성이 연구의 심이 되어 연구되어 졌

으며 그  서비스의 주요한 유효성 변수가 서비스 

질임을 밝 내어서 인과 으로 인간  착도 높은 지

역인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상

이 곧 좋은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 질을 평가한다는 사

실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일반 인 타 산업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은 서비스 경청능력은 서비스 질의 하 요인인 

유형성, 확신성, 신뢰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다. 이는 골 연습장은 골 를 배우기 해 혹은 연습

하기 한 참여스포츠 산업 유형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 보다 참여고객이 스

윙  자세  실력향상의 지도를 한 서비스를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효과는 모든 고객만족의 하 변인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경청능력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9][16][21]은 고객행동인 고객만족은 서비스 품질 외에 

특수 환경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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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 서비스의 만족 분야는 실력향상이 좋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인지 수단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의 서비스 경청능력은 그리 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서비스의 고객만족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 으로 지각

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고객 서비

스와 서비스 질과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

겠다.

셋째, 골 연습장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의 하 변인인 유형성,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감성은 이용만족에, 확신성은 이용만족, 로그램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의 연

구에서 서비스 질  유형성,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강력

하게 지지하여 주고 있다. 즉 골 연습장의 서비스 질

의 개념인 유형성, 신뢰성 즉, 시설  직원들의 복장, 

직원들의 시간엄수, 약속된 제공 등은 골 연습장의 경

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고객만족을 달성하는 차별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고객에 한 직원의 심  응  수 인 

공감성은 고객이 골 연습장의 이용에 한 주  만

족을 주며, 고객에게 친 함과 확신을 주는 직원  지

도자들의 행동은 골 연습장 로그램의 신뢰와 만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 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즉, 

고객에게 극 인 응으로 인한 믿음을  때 지각  

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 질, 고

객만족의 인과 계를 살펴본 결과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 고객만족에 직․간 인 

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 졌다. 특히 서비스 질은 고

객 서비스와 고객만족의 계를 연결하는 요한 

변수로 밝 졌다. 즉, 시간 , 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 질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객

서비스와 고객만족의 인과 계의 성립자체가 불가

능하다는 사실을 반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체육 분야에 한 연구는 아니지만 [12]의 외식산

업 연구에서 외식산업의 고객 서비스의 특성을 이

용해서 고객이 다시 그 업장을 찾아올 수 있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이는 곧 고객만족에 향을 주는 속성을 

악하여 개선된 서비스의 질을 악해야 한다고 주장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하고 있다. 결

과 으로 체육산업의 서비스는 유형의 제품과 달리, 행

, 수행 노력 등에 의해 그 성과가 결정되며 서비스는 

인  요소가 그 제공 과정 에 많은 향을 미침으

로 본 연구의 요변인인 서비의 극 화는 장기

으로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고객만족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골 연습장에서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을 증 시킬 수 있는 

요한 변수이며, 서비스 질 한 고객만족을 높여주는 

요한 변수임을 밝 내었다. 따라서 골 연습장에서 

고객과 만나는 상호작용의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련 있는 향의 요인들을 보다 세부 이고 다양한 구

조  계를 악, 분석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

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가 서비스 질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가설  모

형을 기 로 하여 고객 서비스, 서비스 질, 고객만족

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2008년 서울, 

인천, 수원, 용인에 치하고 있는 골 연습장, 실외골

연습장, 스크린연습장 이용 고객 300명을 유의표집법

으로 모집단을 선정, 총 291명의 설문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을 한 도구는 설문지이며 신뢰

도 검사결과 .817～.914로 나타났고 자료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연구 목 과 연구 방법을 기 로 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질에 

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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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높게 평가하고, 서비스 경청능력이 좋을수록 공감

성을 높게 평가하며, 서비스 효과가 높을수록 유형성, 

신뢰성을 높게 평가한다.

둘째, 골 연습장 고객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효과가 좋을

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진다. 반면 서비스 경청능력은 고

객만족 변인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골 연습장 서비스 질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

친다. 즉, 유형성, 신뢰성이 높을수록 모든 고객만족을 

높게 평가하고, 공감성이 높을수록 이용만족에, 확신성

이 높을수록 이용만족, 로그램 만족을 높게 평가한다.

넷쩨, 골 연습장의 고객 서비스와 서비스 질, 고

객만족은 인과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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