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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골프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연구

- 파3홀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임 승 빈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과

김 국 환

  골프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는 여

가시간의 증가로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골프 참여자 수는 많이 증가 하였

다. 국내 골프장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골골프장 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골

프장의 수는 포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골프장은 골프 수요자들이 요구

하는 조건을 갖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코스관

리상태와 코스의 심미성, 경관의 수준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경관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골프장 경관을 분

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골프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주목을 둔다. 이를 위하여 골프장 

경관 분석을 위한 형용사를 도출하고, 코스 설계(lay-out)와 시각적 선호도의 분

석을 통해 코스 설계와 시각적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경관의 선호도와 

도출된 경관 요소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의 골프장 경관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형용사 선정을 1차 선행연구 고찰과 2

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0쌍(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아름다운-추한, 시원한-답답

한, 자연적인-인공적인, 질서있는-질서없는, 정돈된-정돈되지않은, 개방적인-폐쇄적인, 상쾌

한-불쾌한, 흥미로운-식상한, 단순한-복잡한)의 형용사 목록을 선정하였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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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쌍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골프장 

경관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골프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의 조사를 통해 시

각적 선호도가 높은 코스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파노라믹 경관과 자

연경관의 형태가 나타났고, 시각적 선호도가 낮은 코스의 물리적 특성은 인

공구조물 경관이 나타났다.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간의 상관관

계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간의 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 선호도가 

높을 때 코스 설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경관 형용사에 따른 골프장 경관을 유형분류 하고, 유형별 시각적 선

호도에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유형별 시각적 선

호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 설계시 다양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골프장 경관을 평가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 골프장 코스 설계시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요인

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골프장 설계시 ‘경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 골퍼들이 골프코스에

서 현장평가를 통해 선호하는 요인과 선호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골프장 코스 설계시 다양한 설계 도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선호요인을 

고려하여 도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추후 본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골

프장 경관과 골프코스 물리적 요소의 공간적 배치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골프장 경관, 시각적 선호도, 코스 설계, 다중회귀분석

   ▮ 학번 : 2010-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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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골프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로(김정호, 2008) 

국내에서는 과거 일부 상류층이 즐기는 과시형 소비 스포츠로 인식되어왔으

나, 1990년대 이후 국민 소득 증가와 여가시간 확대로 인한 다양한 레저 스

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박세리, 최경주, 양용은 등 세계대회에서 한국선

수들의 활약 등으로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친숙한 스포츠로 국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골프가 국민 여가 스포츠로서 활성화됨에 따라 골프 참여 인구 역시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의 골프장 내장객 수는 약 177만 명

에 달하고 있다(표1). 

년도 내장객 수 증가율 년도 내장객 수 증가율

2001 10,262,439 5.1% 2006 14,044,505 6.29%

2002 11,169,522 14.4% 2007 15,735,525 12.03%

2003 11,733,670 5.1% 2008 16,925,087 7.6%

2004 12,622,170 7.6% 2009 18,226,218 7.7%

2005 13,213,890 4.69% 2010 17,755,663 -2.6%

<표 1. 골프장 내장객 수> 

  골프의 대중화로 인한 골프장 이용자 수의 증가로 골프장의 수도 증가하

였다. 2009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183개 대중 골프장 128개 총 311개 골프장

이 운영되었고, 2010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193개 대중 골프장 146개 총 339

개가 운영되고 있다1). 일 년 사이에 운영되는 골프장 수는 28개가 증가하였

고, 2010년 건설 중인 골프장은 119개로 앞으로도 골프장 수는 계속 증가할 

1)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http://www.kg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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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구분
2008년 12월 31일 기준 2010년 1월1일 기준

회원제 대중 소계 회원제 대중 소계

운영중 183 128 311 193 146 339

건설중 52 58 110 56 63 119

미착공 4 15 19 6 13 19

총계 239 201 440 255 222 477

<표 2. 국내 골프장 현황>

  국내 골프장 이용자수와 골프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골프장 수는 매년 증

가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을 포함하게 된다면 골프장의 수는 포화 

상태라 할 수 있다. 골프장의 공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골프장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김정호,2008). 따라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골프장을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과 골프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골프장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골프장 이용 후 평가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도출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코스 설계 및 관리 만

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코스관리상태’로 나타났으며, 코스의 

심미성, 티 특성, 페어웨이 특성, 코스 설계, 그린특성, 접근성, 코스조경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류창현,2007). 골프장에서의 이용자 만족도와 변수들 중에 상

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경관의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관계가 높게 나온 수

치는 조경 수준, 샤워 및 목욕시설 캐디의 친절 정도로 나타났다(이철

민,2001). 또한, 미국 유명 골프잡지인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세계100대 코스 

선정하는 평가 항목2)에 미학(Aesthetics)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골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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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코스의 심미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받

고 있다. 

  골프장 경관의 심미성이 골프장의 질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요소인 만큼 골프장의 차별화된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설계 시 골프장의 경

관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골프장 경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장의 경관의 선호도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골프장 경관을 설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세계100대코스 선정하는 심사기준 항목은 1.Shot Values 2.Resistance to

Scoring 3.Design Balance 4.Memorability 5.Aesthetics 6.Conditioning 7.Tradition and Ambience 7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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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목적

  골프장 경관은 골프장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요인 중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골프장 경관을 평가하는 기준과 

물리적 특성 분석에 관한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경관 분석을 위한 형용사를 도출하고, 코스 설계와 시각적 선호도의 

분석을 통해 코스 설계와 시각적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통한 경관유형분류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경관의 선호도와 도출된 경관 요소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의 골프장 경관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골프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파악할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시각적 선호도

와 코스 설계의 적합성의 관계 분석을 통해 골프장 경관 개선을 위한 제안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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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골프장 관련 이론적 고찰

  현재까지 골프장 관련 연구는 크게 3가지로 골프장 설계, 골프장 경관, 

골프장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1. 골프장 설계에 관한 연구

  오기방(1985)은 골프장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과 골프장의 현황 및 세계10

대 명문코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골프장의 여건분석과 기본설계 그리고 골프

장의 주요 구성 요소별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지를 사례로 자연환경

에 적합한 골프장 설계의 기준을 정립하였다. 

  송장채(1999)는 제주도 골프장 6곳을 중심으로 동선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골프장의 동선을 중심으로 한 이용행태에 

따른 골프장 설계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규원(2003)은 골프코스에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을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 코스 설계의 기법, 시·지각 측면의 착시현상유형들에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골프장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착시현상을 보정하는 설계기법

을 제시하였다. 

  김광두(2003)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인 관점

에서의 평가영역과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조성되

어 있는 골프장을 평가하여 실제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권영한(2005)은 골프장 개발을 위한 입지 관련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사

전환경성검토기준과 관련된 불명확한 규제를 객관적으로 투명하도록 개선하

는 방안으로 절차의 간소화,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지침의 투명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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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지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구민규(2006)는 골프장 조성 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자연화경요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비교·분

석하여 골프장 환경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골프장의 환경변화에 어떠한 변

화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나아가 차후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남진보(2007)은 서구적 골프장의 틀에서 벗어나고 골프장 노후화에 대한 

문제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리모델링과 함께 

전통요소를 골프장에 도입하는 설계를 진행하였다. 

  김사리(2008)는 무분별하게 골프장을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자연환경

에 적합한 친환경 골프장조성을 위한 설계개념에 대한 고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골프장 조성 기법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M.P.Aramburu, et al.(1993)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주변지역에 난립되는 골

프장 건설을 통제하기 위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모형을 여러 

범주의 인덱스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골프장 건설 적정 지역 및 방법

을 제시 하였다. 

  Neo Harvey(2001)는 골프 관련자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

여 골프장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Steven D. Shultz, et al.(2009)는 GIS자료를 활용한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

용함으로서 골프장의 접근도 및 소유유형에 따라 골프장이 주변 지역의 부

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골프장 설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골프장 조성 기법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는데 한정적이다. 자연환경에 적합한 설계기법, 동선중심의 설계기

법, 착시현상을 이용한 설계기법, 전통요소를 도입한 설계 등 여러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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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계에 관해 연구가 되었지만 골프장 경관을 향상시키는 설계에 대

해서는 연구는 미비하다.  

 

  1.2. 골프장 경관에 관한 연구 

  성영탁(1993)은 대구컨트리클럽을 대상으로 골프코스의 시각적 선호를 

Daniel & Vining이 분석한 방법 중에서 심리 물리적 방법의 일종의 점수 평

가법을 이용하여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신민규(2000)는 환경이 불량한 지역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대상으로 

대중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입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

가 친환경적인 골프장 설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설계로 대상

지의 불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지은(2001)은 폐 염전을 활용하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장입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대상지의 불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호식(2006)은 경관영향평가서상의 비교를 통해 조망점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AHP기법을 이용하여 조망점의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함

으로서 골프장 개발 사업에 따른 사전 경관영향평가에 있어 조망점 위치결

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석휴(2009)는 골프장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픽쳐레스크형 경관계획 기

준을 티그라운드(Tee ground), 페어웨이 및 러프, 그린, 벙커, 워터 해저드, 

조경 수목, 바위로 구분하여 기본이론을 정립하고 픽쳐레스크형 경관계획 

기준에 적합하게 코스배치 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하였다.

  성영탁(1993)은 골프장 시각적 선호도를 연구하였지만 대구컨트리 클럽 

한곳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 경관을 평가하지 못한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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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김석휴(2009)는 경관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픽쳐레스크형 경관에 한

정적이고 제한된 대상지로 물리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설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본 연구는 골프장 경관에서 선호도와 코스 설계(lay-out)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골프장의 경관에서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여 설계 

시 기준자료의 제시를 통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두고자 한다. 

  1.3. 골프장 평가에 관한 연구

  고동완,우재철(2007)은 골프 활동을 여가, 관광활동 범주의 확장 및 회원

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비교를 통한 골프장 이용만족 결정 요인 추출을 

위한 연구 결과, 골프 활동의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스시

설, 시설요소, 경기결과(스코어), 운영서비스 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 운영적 측면에서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코스 설계, 시설운영의 측면

에서 골프 활동에 만족을 줄 수 있으므로 코스 설계의 다양성과 골프코스의 

관리, 그리고 코스시설의 확충 등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골프장 이용자에

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만족은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류창현(2007)은 골프장 고객만족도의 요인을 운영서비스 영역과 코스 설

계 및 관리영역으로 분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영만족도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골프장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예약, 직원서비

스, 식물서비스, 이용요금, 경기운영시스템, 캐디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코

스 설계 및 관리 만족도에 가장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코스관리 상태로 나타

났으며, 코스의 심미성, 티 특성, 페어웨이 특성, 코스 설계, 그린 특성, 접

근성, 코스조경, 환경 친화, 코스 통행, 클럽하우스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석영한(2010)은 골프장의 경기력과 운영관리 향상을 위한 골프장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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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15개 중간평가지표, 55개 하위 평가지표를 10개의 평가지표 및 52

개 하위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골프장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연구 대부분은 우수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환경 또는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의 이용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국한되어져 있다. 골프장 경관은 앞으로 골프장

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

양한 관점에서의 골프장 경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1.4. 코스 설계의 적합성 정의 

  본 논문에서는 ‘코스 설계의 적합성’용어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행하였

다. 이는 골프장 코스 설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현재까지 골프장 코스 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가 없

어‘코스 설계의 적합성’을 사용하였다. ‘코스 설계의 적합성’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골프 경력 1년 이상 36명에게 예비 설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코스 설계의 적합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섯가지 문항을 제시해

주고 다중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가지 문항은 골프장 설계시 유의

사항을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하였다. 여섯가지 문항은  원형 보존 구역의 

고려, 절토량과 사면 발생의 최소화 및 홀 고저차, 골프 플레이시 안정성 및 

공정성(shot value)확보, 코스관리를 고려한 설계, 미적으로 아름다운 골프 

코스, 골프코스 구성요소(벙거,해저드,그린 등) 공간의 적절한 배치를 제시하

였다. 설문결과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온 문항은 골프코스 구성요소(벙거,해저

드,그린 등) 공간의 적절한 배치로 나타났고, 두번째로 골프 플레이시 안정

성 및 공정성(shot value)확보 및 원형 보존 구역의 고려로 나타났다. 이 결

과로 보아 일반 골퍼들에게 ‘코스 설계의 적합성’은 골프코스 구성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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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적절한 배치로 원형 보존이 되며 골프 플레이시 안정성 및 공정성

(shot value) 확보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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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의 경관요소

  골프장은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상 코스시설, 건축시설, 부대시설, 

녹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코스시설은 골프 홀을 구성하는 그린

(Green), 티 그라운드(Tee ground), 해저드(Hazard), 페어웨이(Fairway), 러프

(Rough) 등을 말한다.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관리동, 휴게소(티하

우스), 수위실 등을 말하고, 부대시설은 연습시설, 저류지, 주차장, 배수지, 

오수처리장 등을 말한다, 녹지는 원형 보존지와 조성 녹지로 나눌 수 있다. 

  홀은 그린(Green), 티 그라운드(Tee ground), 해저드(Hazard), 페어웨이

(Fairway), 러프(Rough), 벙커(Bunker) 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배치될 

장소나 홀 전체의 길이 등에 다라 각기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달라지며, 각

각의 요소들에 필요한 제원은 지형 여건, 공략 계획에 따라 무한히 변화할 

수 있다. 

자료 : 마이클J, 골프코스 설계 및 시공, 1974

<그림 1 골프 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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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각적 선호도관련 이론적 고찰

  3.1. 시각적 선호도 정의

  경관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를 나타내게 되

며, 시각적 선호(visual preference)는 자극에 대한 태도의 한 유형으로써 시

각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혹은 일정 집단의 호-불호(like-dislike)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관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시각은 다른 감각요소들에 비해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며 시각적 요소를 통하여 경관을 평가하게 된다. 경관을 구성하는 대

표적인 시각적 요소는 형태, 색깔, 질감, 균형, 조화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

은 경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경관의 아름다움은 경

관평가의 척도로서 사용된다(Crack, 1970). 즉, 경관이 아름답다는 것은 경관

의 시각적 질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시각적 선호가 높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관의 아름다움은 경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

을 유발시키고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결정짓는다(Craik,1970). 따라서 경관

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떤 경관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선호

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있다. 경관선호에는 일정 환경의 물리적 구성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관 구성요소들은 사람들의 인지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반응을 일으

키게 한다(Ulrich, 1979).

  이러한 경관 선호 연구의 평가척도는 주로 시각적 선호도(visual 

preference)를 사용한다. 시각적 선호도는 미적반응의 일종으로 이에 관련된 

구성요소로는 물리적 구성요소, 추상적 구성요소, 상징적 구성요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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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로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높은 질의 환경

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와 시각적 선호의 관계를 파악함은 매우 

중요하다. 

  경관을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는 그 경관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와 그 경관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인

식에 달려있다(정성혜 외, 1995). 즉, 경관에 대한 선호도는 경관 속에 내재

하는 물리적 속성의 아름다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관을 평

가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이영경,1994).

  경관 선호도 측정에 관한 관점은 크게 정신물리학적 접근, 인지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초기에는 경관의 물리적 속성으

로부터 오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정신물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진화론적 입장을 취한 이론들의 등장 이후로는 인지적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사회·문

화적 특성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연

구 흐름의 변화는 경관경험의 과정을 단순히 사물을 지각하는 것에서 관찰

자의 인지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하는 사고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신하, 2003).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경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반응, 즉 선호도를 알

아보고자 하므로 경관의 물리적 특성과 선호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정신물리

학적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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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시각적 선호도에 의한 경관 평가 관련 연구

  황인주(1990)는 인간적 척도와 시각적 선호에 대한 상호관계성 규명을 목

적으로, 도서공간을 주거 공간, 교육 공간, 상업업무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

하여, 각각의 기능에 따른 건물 및 중정의 시각적 선호와 인간적 척도의 물

리적 규모를 파악하였다.

  임승빈(1999)는 농촌 소하천 경관에 적용 가능한 어의구별척을 선정한 후 

심리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경관의 이미지 특성 및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한 후, 시각적 선호도

와 경관 이미지 변수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김종구(2001)는 도시경관이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속성에 따라 선호도

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 도로경관을 13의 종류로 분

류하여 다차원적 척도구성법으로 분석 하여 수변경관과 역사성이 있는 가로

경관 그리고 랜드마크가 보이는 가로경관이 개인속성과 관계없이 선호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다. 

  서주환(2002)는 슬라이드에 나타난 농촌경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형

태지수를 측정한 뒤, 선호도와 지각인자, 선호도와 형태지수 사이의 관계성 

분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농촌경관과 선호도 분석을 하였다. 

  조흥정·박춘근(2004)은 가로변 건축물의 형태특성과 가로경관 구성요소

에 대한 인지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 요소가 인간의 심리구조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피험자에게 가로경관사진 및 슬라이

드를 보여주고 의미차분법을 이용해 대상경관별 선호도를 파악하고, 물리적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구조를 밝힘으로서 이용자들의 경관이미지에 대한 선

호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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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호·윤종국(2006)은 경관 실험에 필요한 평가변인을 크게 도시가로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구성요소로 도시적 스케일, 가로적 스케일, 건축적 

스케일로 구분한 후 그 세부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심리량을 분석하였으며 

경관 구성요소의 선호특성과 가로폭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관 선호 유형 

및 지배적 요소를 추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서 경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추출하였다. 

  김미경(2007)은 광양시 동천을 사례지역으로 하천경관의 시각적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하천경관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요인을 규명함으로서 하천을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천경관과 계절별로 

시각적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하천경관의 계절별 시각적 선

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시각적 선호도를 통해 경관 평가를 한 연구는 농촌경관, 도시 경관, 가로 

경관, 하천 경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골프장 경관을 대

상으로 한 경관 평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연구 방법론을 골프장 경

관에 도입시켜 골프장 경관에 나타내는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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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골프장의 코스는 지형조건에 의한 분류를 통해 산악형 코스, 구릉지형 코

스, 평지형 코스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유형 중에서 평지형 코스로서 입

지유형이 비슷하고 코스 설계의 개념이 다르게 구성된 스카이 72 골프클럽 

레이크 코스, 오션 코스, 클래식 코스, 하늘 코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골프코스 대부분이 파(Par) 3 , 파(Par) 4, 파(Par) 5 홀로 구성되어있다. 

파3 홀은 게임규정상 이용객이 그린을 향해 첫 샷을 그린을 향해 하게 된

다. 그러므로 티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한 눈에 조망되는 특성을 지닌 코

스이다. 이러한 파3 홀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골프장에서 파3 

홀 경관으로 한정지어 연구 하였다.   

  

 

  1.2. 내용적 범위

  연구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골프장경관관련 이론 및 기

존 경관분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골프장 경관분석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형용사에 의한 골프장 경관 분석도구의 필요성

을 살펴보았다. 둘째 경관형용사에 의한 골프장 경관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 골프장 경관 분석에 사용

할 수 있는 경관형용사를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여 분석

에 사용할 수 있는 경관형용사를 제시하였다. 셋째, 실제 대상지역에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례 대상지에 적용을 통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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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경관 분석과 

앞으로의 개선안 제안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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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방법

  2.1. 대상지 선정 

  국내 골프장 설계가 도입되던 1960년대 모든 골프장은 도심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있었으며 150m이하의 평지에 위치해 있다. 1980년대 골프장

의 입지 유형은 평지 45%, 산지 55%로 산지에 조성되는 골프장의 수가 많

아졌다. 2000년대 이후 평지 37.5%, 산지 58.3%, 해안4.2%로 현재와 같은 산

지형 골프장의 입지 유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장순식,2012).

구분 평지형 산지형 비고

1960년대 100.0% - -

1970년대 98.0% 11.0% -

1980년대 45.0% 55.0% -

1990년대 70.0% 27.0% -

2000년대 이후 38.0% 58.0% -

<표 3. 시대별 골프장 입지유형 현황>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고 최근 수도권 인근에 골프장과 같은 

대단위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

해 산지형 골프장이 많이 생겨났지만 산지형 골프장에서 홀의 형태는 이용

자를 고려하여 평지형 코스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평지형 코스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 평지형 골프장 코

스 중에서 서로 입지 조건이 비슷하고 각기 다른 설계개념으로 조성된 골프

장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60-1, 2029-1에 위치해 있고 

국내외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스카이72클럽 레이크 코스, 오션 코스, 클래식 

코스, 하늘 코스 총 4개의 코스를 선정 하였다. 4개의 코스는 하나의 코스에 

파3홀이 4홀씩 있으므로 총 16개의 파3홀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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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

  대상지 현황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도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및 도면분석은 스카이 72 골프클럽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인

터넷 자료를 참고 하였다. 현장조사는 총 2회 실시 하였으며 1차 현장조사

는 2012년 3월 21일에 실시하였고, 2차 현장조사는 2012년 4월 17일에 실시

하였다. 사진촬영은 Nikon DSLR-D80을 사용하여 촬영 하였다. 

  2.3. 설문조사

  2.3.1 S.D Scale 척도 

  S.D Scale 어의척도 방법은 오스굿(Osgood)이 개념에 대한 개인의 언어적 

응답이 개인의 사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적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데서 출발 하였다. 이 측정법은 경관의 의미와 이미지를 측정

하는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조합한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대상(경관)에 대한 응답자의 형용사에 대한 느낌을 척도 

상에 판정하게 하여 대상의 정서적 의미, 중심 가치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

의 척도점수의 산술평균을 구하거나 자료의 집약된 상태와 중심성향을 측정

하기 위해 빈도 분포 등을 도식화하여 대상, 척도의 특징과 유사성을 시각

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거나 요인을 분석하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형용사 선정은 1차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관 평가 연구

에서 사용된 형용사 목록 중에서 빈도수를 통해 상위 50%의 형용사 27쌍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형용사 목록 중에서 골프장 경관에 적합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골프경력 3년 이상이고 조경학 전공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 5인에게 적합성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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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조화롭지않은-조화로운 4.8 0.44 추한-아름다운 4.2 0.83

시원한-답답한 4 0.70 자연적인-인공적인 4 1

정돈되지않은-정돈된 3.6 0.54 개방적인-폐쇄적인 3.6 0.54

상쾌한-불쾌한 3.4 0.54 식상한-흥미로운 3.4 0.54

단순한-복잡한 3.4 0.89 질서있는-질서없는 3.2 0.83

낯선-친근한 3.2 1.30 좁은-넓은 3.4 1.34

개성있는-평범한 3.8 1.30 다양한-획일적인 3 0.70

동적인-정적인 3 0.70 부드러운-거친 3 1

아늑한-횅한 3 1 편안한-불안한 2.8 0.83

전통적인-현대적인 2.6 0.89 어두운-밝은 2.6 1.14

촌스러운-세련된 2.4 0.54 깨끗한-지저분한 2.4 0.89

안정적인-불안정한 2.2 0.44 전원적인-도시적인 2.2 0.83

차가운-따뜻한 2 0.70 신비로운-신비롭지않은 1.8 0.44

풍부한-부족한 1.8 0.44 - - -

<표 4. 형용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점 만점 중 평균 3점을 초과하고 표준편차가 1이하인 10쌍의 형용사를 다음

과 같이 최종 선정(표 4)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3.2 현장 설문 조사

  설문조사는 골프장의 경관이 사진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

장에서 골프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골프장 식물 및 잔디

의 생육을 고려하여 2012년 4월 17일 오전11부터 오후4시까지 설문을 실시

하였다. 하나의 홀마다 33부씩 총 528부를 설문하였다. 총 응답 수 528부중 

하나의 홀마다 자료누락이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3부씩 폐기 처리되어 하

나의 홀마다 30부씩 총 480부에 대한 자료만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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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00 62.50%

여 180 37.50%

연령

20대 76 15.83%

30대 80 16.67%

40대 152 31.67%

50대 124 25.84%

60대 48 10.00%

골프경력

1년 미만 24 5.00%

1~3년 72 15.00%

3~5년 72 15.00%

5년 이상 312 65.00%

<표 5. 응답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

  2.4. 시각적 선호도 및 코스 설계 적합성  평가

  경관 시각적 선호도 및 코스 설계 적합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에서 선호도가 높은지와 코스 설계 적합성이 높은지를 분석 하였다. 또

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5. 골프장 경관 평가

  형용사 어휘 선정에 대한 검증 단계로  경관형용사에 의한 골프장 경관 

분석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다. 

  형용사를 통해 군집분석을 하여 파3홀의 유형분류를 하고 유형별 다중회

귀분석을 통한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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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의 흐름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론적 고찰

골프장 관련 이론적 고찰

시각적 선호도 관련 이론적 고찰

대상지선정

스카이 72 골프장 - 하늘, 오션, 클래식, 레이크 4코스 파3 16개홀

연구 방법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지 현황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S.D scale 선정
·문헌조사 및 빈도분석을 통한 1차 형용사 선정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최종 형용사 선정

설문 조사

·형용사 어휘 평가

·시각적 선호도 평가 

·코스 설계적합성 평가

시각적 선호도 및

 코스 설계 적합성 평가

·시각적 선호도 및 코스 설계 적합성 평가분석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과의 

  상관관계분석

·시각적 선호도 와 물리적 특성 분석

골프장 경관 평가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경관형용사에 따른 유형분류

·유형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선호도 요소 도출

결론 

<그림 2. 연구 흐름도> 



- 23 -

Ⅳ. 연구결과

 1. 대상지 현황분석 

  1.1. 레이크코스 파3홀

  레이크코스는 자연늪지와 호수가 공존하며 정원과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플로리다가든형 코스로 설계되었다. 페어웨이 양쪽으로 펼쳐진 자연늪

지와 호수가 펼쳐져 있고 레이크 코스의 조경 특징은 자유로운 형태의 벙커와 

낙엽수가 주를 이루는 형태의 식재 패턴이다. 교목류를 이용한 외부 차폐가 

이루어져 있고 다채롭고 화려한 관목이 식재 되어 있다. 레이크 코스의 파3

홀은 4번, 7번, 14번, 17번 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스의 길이는 

140m~215m 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파3홀의 물리적 구성요소는 

티, 그린, 러프, 수목, 도로, 조명탑이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페어

웨이, 벙커,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다리, 바위는 홀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4번 홀은 총 길이 14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높은 위치에 있다. 

페어웨이가 없고 워터해저드가 있으며 워터해저드 경계부는 바위로 처리 되

어있고 수생식물이 식재되어있다. 그린은 섬 형태의 아일랜드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린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다. 

  7번 홀은 총 길이 165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낮은 위치에 있고 

그린주변을 분화구 형상의 마운드가 둘러싸고 있다. 티그라운드부터 그린까

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고 페어웨이 벙커 2개와 그린주변 벙커 2개가 있다. 

  14번 홀은 총길이 215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5m낮은 위치에 있고 

대형워터해저드가 있으며 그린주변 워터해저드에만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

다. 그린 앞쪽에는 대형 벙커가 있고 홀의 뒤편으로 인공 구조물 경관이 연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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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길이
물리적 구성요소

홀 특징
공통요소 개별요소

 4번 14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워터해저드, 

바위,다리

수생식물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높은 위치에 있음

·그린은 아일랜드 형태로 그린주위가 워터  

  해저드로 구성되어있음

·워터해저드 경계부는 바위로 처리되어있음

·그린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음

 7번 16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폐어웨이,

벙커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낮은 위치에 있음

·그린주변을 분화구 형상의 마운드가 둘러싸고 있음

·티그라운드부터 그린까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음 

·폐어웨이 벙커2개와 그린 주변 벙커 2개가있음 

14번 21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폐어웨이,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벙커,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5m낮은 위치에 있음

·홀을 따라 놓여진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음

·그린과 워터해저드 사이에 대형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으로 인공 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17번 18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폐어웨이,

워터해저드,  

수 생 식

물, 벙커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2.5m낮은 위치에 있음

·홀을 따라 놓여진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음

·백사장처럼 늘어진 긴 비치벙커가 있음

·홀 오른쪽에 인공그물망과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표 6. 레이크코스 파3홀 현황분석> 

  17번 홀은 총길이 185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2.5m낮은 위치에 있고 

홀의 따라 대형 워터해저드가 있다. 워터해저드에는 수생식물이 식재되어있

고 홀의 형태를 따라 길게 비치벙커가 위치해 있다. 홀의 오른쪽에는 인공 

그물망이 있고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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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코스 

4번홀

레이크

코스 

7번홀

레이크코스 4번홀 레이크코스 7번홀 레이크코스 14번홀 레이크코스 17번홀

<표 7. 레이크코스 파3홀 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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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코스 

14번홀

레이크

코스 

17번홀

<그림 3. 레이크코스 파3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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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오션코스 파3홀

  오션코스는 자연과의 조화를 설계개념으로 보여주는 코스로 특유의 페어

웨이를 따라가는 긴 벙커와 많은 마운드가 있다. 오션코스의 조경 특징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벙커와 기온 수림대를 코스로 연계시키는 식재를 하였

다. 자연과의 어울림을 위해 코스내부에 최소한의 식재를 하였다. 자생 식물 

종을 식재하여 조화를 강조하고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식하여 자연스러운 식

재를 하였다. 오션코스의 파3홀은 3번, 8번, 12번, 17번 홀에 위치하고 있으

며, 코스의 길이는 160m~230m 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파3홀의 

물리적 구성요소는 티, 그린, 러프, 수목, 도로, 조명탑이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페어웨이,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 벙커, 워터해저드, 

바위는 홀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3번 홀은 총 길이 175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8m높은 위치에 있다. 

홀을 따라 대형 워터해저드가 있으며 그린 뒤쪽에 벙커가 있으나 티그라운

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린 뒤쪽으로는 비행기와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

출된다. 

  8번 홀은 총 길이 20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다. 

그린 오른쪽에는 대형바위가 있어 암석경관을 연출하고 왼쪽에는 벙커가 있

다. 그린 뒤쪽에는 자연산림경관이 연출된다. 

  12번 홀은 총 길이 23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5m높은 위치에 있다. 

페어웨이가 없으며 홀 왼쪽에는 대형바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작은 바위들

이 많이 있어 암석경관이 연출된다. 홀 중앙에는 워터해저드가 위치해 있고 

그린주변에 벙커 3개가 있다. 그린 뒤쪽에 바다가 있어 수경관이 연출된다. 

  17번 홀은 총 길이 16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5m높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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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길이
물리적 구성요소

홀 특징
공통요소 개별요소

 3번 17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도로

워터해저드, 

페어웨이,

벙커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8m높은 위치에 있음

·홀을 따라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음

·그린 뒤쪽에 벙커가 있으나 티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음

·그린 뒤편에 비행기와 인공 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8번 20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도로

벙커,바위

페어웨이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음

·그린 오른쪽에 대형바위가 있음

·그린 왼쪽에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에 자연산림경관이 연출됨 

12번 23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도로

워터해저드,  

벙커,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5m높은 위치에 있음

·그린 왼쪽에 대형바위가 있고 많은 바위가 있음

·홀 중앙에 워터 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에 바다가 있어 수경관이 연출됨

17번 16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도로

웨이스트 

에어리어

(waste area)

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5m높은 위치에 있음

·홀을 따라 대형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가 있음

·그린 뒤쪽에 자연산림경관이 연출됨

<표 8. 오션코스 파3홀 현황분석> 

페어웨이가 없으며 홀의 대부분이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로 이루어

져 있어 색다른 경관을 연출 한다. 그린 뒤쪽에는 자연산림경관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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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코스 3번홀 오션코스 8번홀 오션코스 12번홀 오션코스 17번홀

<표 9. 오션코스 파3홀 평면도 및 단면도> 

오션

코스 

3번홀

오션

코스 

8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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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코스 

12번홀

오션

코스 

17번홀

<그림 4. 오션코스 파3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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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클래식코스 파3홀

  클래식코스는 티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이어지는 대형 웨이스트 에어리

어(waste area)와 푸른 페어웨이가 연출되고 다양한 벙커 형태로 색다른 경

관을 연출하는 코스로 설계 되었다. 클래식코스의 조경 특징은 고전적인 와

일드한 벙커가 많이 있고 홀을 따라 길게 뻗은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와 페어웨이의 극적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생식물 종을 식재하여 자연

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긴 러프가 있어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와 

조화를 이룬다. 클래식코스의 파3홀은 2번, 6번, 14번, 17번 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스의 길이는 155m~175m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파3

홀의 물리적 구성요소는 티, 그린, 러프, 수목, 도로, 조명탑, 페어웨이, 벙커

가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 워터해

저드, 수생식물은 홀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번 홀은 총 길이 17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다. 

티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고 그린 주변에 3개의 벙

커가 있다. 워터 해저드에 수생식물이 그린 앞쪽에만 식재되어 그린 앞의 

러프와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된다.   

  6번 홀은 총 길이 155m로 티그라운드와 그린이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

다. 홀 오른쪽을 따라 길게 워터해저드가 있고 낮은 높이의 수생식물이 식

재되어 있다. 그린 주변에 2개의 벙커가 있으며 홀 왼쪽에는 인공그물망과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된다.

  14번 홀은 총 길이 160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다. 

홀 왼쪽을 따라 길게 웨이스트에어리어(waste area)가 있으며 웨이스트에어

리어(waste area)를 따라 길게 워터 해저드가 있다.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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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길이
물리적 구성요소

홀 특징
공통요소 개별요소

 2번 17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페어웨이,

벙커,도로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음

·티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가 있음

·수생식물이 그린 앞쪽에만 식재되어 러프와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됨

 6번 15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페어웨이,

벙커,도로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티그라운드와 그린이 같은 높이에 있음

·홀 오른쪽을 따라 길게 워터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2개의 벙커가 있음 

·홀 왼쪽에 인공그물망 및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14번 160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페어웨이,

벙커,도로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웨이스트 

에어리어

(waste area)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m낮은 위치에 있음

·홀 왼쪽에 길게 웨이스트 에어리어(waste area)가  

  있음

·홀 왼쪽에 길게 워터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가 있음

·홀 오른쪽에는 인공그물망 및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17번 175m

티,그린, 

러프,수목, 

조명탑

페어웨이,

벙커,도로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6m높은 위치에 있음

·홀 왼쪽에 대형 워터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으로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표 10. 클래식코스 파3홀 현황분석>

가 있으며 홀 오른쪽에는 인공그물망과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된다.

  17번 홀은 총 길이 175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6m높은 위치에 있다. 

홀 왼쪽에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으며 그린 주변에 3개의 벙커가 있다. 티

그라운드 앞에 키가 큰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그린 뒤쪽으로는 인공구

조물 경관이 연출 된다.



- 33 -

클래식코스 2번홀 클래식코스 6번홀 클래식코스 14번홀 클래식코스 17번홀

<표 11. 클래식코스 파3홀 평면도 및 단면도>

클래식

코스 

2번홀

클래식

코스  

6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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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코스 

14번홀

클래식

코스  

17번홀

<그림 5. 클래식코스 파3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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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하늘코스 파3홀

  하늘코스는 전 코스에 벤트그라스를 식재하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양탄

자 같은 페어웨이가 펼쳐져 있어서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달리 애리조나 코

스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코스이다. 하늘코스의 조경 특징은 원형

을 많이 보존하고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기존 암반과 식생대의 조화를 

이루었다. 불량 경관을 보완하기 위한 식재 패턴으로 식재 되었고 기존의 

식생 색깔과 동일한 색깔을 이용한 식재를 하였다. 하늘 코스의 파3홀은 4

번, 8번, 12번, 16번 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스의 길이는 157m~193m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파3홀의 물리적 구성요소는 티, 그린, 러프, 

수목, 도로 벙커가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코스와 달리 조명

탑은 존재하지 않았다. 워터 해저드, 수생식물, 바위는 홀마다 다르게 구성

되어 있다. 

  4번 홀은 총 길이 182m로 티그라운드와 그린이 같은 높이에 있다. 티그라

운드와 그린 사이에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고 수생식물은 식재되어있지 않

다. 그린 주변에는 2개의 벙커가 있고 그린 뒤쪽에 마운드가 형성되어 있다. 

  8번 홀은 총 길이 157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낮은 위치에 있다. 

홀 중앙에 워터 해저드가 있고 그린 앞쪽에 3개의 벙커가 있다. 그린 왼쪽

에는 마운드가 형성되어 있고 큰 바위가 있어 암석경관이 연출된다. 

  12번 홀은 총 길이 193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3m낮은 위치에 있다. 

티 그라운드 앞 왼쪽에 큰 바위가 있어 암석경관이 연출되고, 홀 오른쪽에

는 자연수림경관이 연출된다. 그린 왼쪽에는 2개의 벙커가 있고 그린 뒤쪽

으로는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출된다. 

  16번 홀은 총 길이 181m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7m낮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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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길이
물리적 구성요소

홀 특징
공통요소 개별요소

 4번 182m

티,그린, 

러프,수목, 

도로, 벙커 

워터해저드,

·티그라운드와 그린이 같은 높이에 있음

·티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대형 워터 해저드가 있음

·그린 주변에 2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에는 마운드가 형성되어 있음

 8번 157m

티,그린, 

러프,수목, 

도로, 벙커 

워터해저드,

수생식물,

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0.5m낮은 위치에 있음

·홀 중앙에 워터해저드가 있음

·그린 앞쪽에 3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왼쪽에 마운드가 형성되어 있음 

12번 193m

티,그린, 

러프,수목, 

도로, 벙커 

페어웨이,

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3m낮은 위치에 있음

·티그라운드 앞 왼쪽에 큰 바위가 있음

·그린 왼쪽에 2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에 인공 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홀 오른쪽에는 자연수림경관이 연출됨

16번 181m

티,그린, 

러프,수목, 

도로, 벙커 

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7m낮은 위치에 있음

·티그라운드 오른쪽에 바위 및 자연수림이 있음

·그린 오른쪽에 1개의 벙커가 있음

·그린 뒤쪽으로 자연수림경관 연출됨.

<표 12. 하늘코스 파3홀 현황분석> 

티그라운드 오른쪽에는 바위 및 자연수림이 있고, 왼쪽에는 관목들이 식재

되어 도로를 차폐시켜 주고 있다. 그린 오른쪽에 벙커가 1개있고 그린 뒤쪽

으로는 자연수림경관이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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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코스 4번홀 하늘코스 8번홀 하늘코스 12번홀 하늘코스 16번홀

<표 13. 하늘코스 파3홀 평면도 및 단면도>

하늘

코스 

4번홀

하늘

코스  

8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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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코스 

12번홀

하늘

코스

16번홀

<그림 6. 하늘코스 파3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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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전체상관계수
변수 제외 시

크론바하 알파 계수

조화롭지않은-조화로운 .642 .746

시원한-답답한 .597 .879

정돈되지않은-정돈된 .609 .749

상쾌한-불쾌한 .605 .747

단순한-복잡한 .654 .745

추한-아름다운 .664 .743

자연적인-인공적인 .665 .741

개방적인-폐쇄적인 .633 .747

식상한-흥미로운 .434 .767

질서있는-질서없는 .340 .775

<표 15. 형용사의 내적일관성 분석 결과>

 2. 형용사 신뢰도 검증

  형용사 목록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3)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크론바하 알파 계수

가 0.781을 얻어 보통 신뢰도계수 값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

기 때문에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 주었으며(표14) 개별 형용사를 제외할 

경우에도 신뢰도계수가 증가하는 항목을 제거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들의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5).

구분 측정항목 수 크론바하 알파 계수

평가결과 10 .781

<표 14. 형용사 신뢰도 검사> 

3) 측정 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크론바하 알파계수이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특정 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으로 특정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

간의 평균 상관관계계수와 항목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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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각적 선호도 분석 

  파3홀 경관 시각적 선호도 분석결과 평균 값이 가장 높게 나온 홀은 오

션코스 12번 홀로 점수가 7점 만점에서 5.63으로 나타났다. 평균 값이 가장 

낮게 나온 홀은 레이크코스 14번 홀로 점수가 3.77로 나타났다. 선호도 평균

값이 5점대 점수가 나타난 홀은 5개이고 4점대는 12개이고 3점대는 1개로 

나타났다(표16). 

  점수가 가장 높은 오션코스 12번 홀은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15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이고 수 경관과 암석 경관

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있다. 또한 홀 뒤쪽으로 바다가 보여 그린과 벙커와 

수목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

늘코스 4번 홀은 티그라운드 앞에 수 경관이 넓게 펼쳐져 있고 오션코스 17

번 홀은 다른 홀들과 달리 웨이스트 에어리어가 티그라운드 앞에서부터 그

린까지 펼쳐져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점수가 가장 낮은 레이크코스 14번 홀은 티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넓은 

수 경관이 연출되고 그린 앞의 벙커와도 잘 조화되어 있지만 그린 뒤쪽으로 

보이는 조명탑과 인공건축물이 경관을 저해 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선호도가 두 번째로 낮은 레이크코스 17번 홀 또한 호수와 수생식

물로 수경관이 펼쳐지고 홀을 따라 벙커가 있어 조화롭게 되어있지만 홀 오

른쪽으로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인공 그물망과 건축물이 있어 경관을 저

해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을 판단된다. 하늘 코스 16번 홀은 홀 주변의 자연 

식생을 최대한 살렸으나 시각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느낌과 복잡한 경관이 

연출되어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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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홀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1 오션코스 12번 5.63 0.99

2 하늘코스 4번 5.50 0.94

3 오션코스 17번 5.40 0.86

4 오션코스 3번 5.03 1.03

5 클래식코스 17번 5.03 0.81

6 레이크코스 4번 4.87 0.86

7 오션코스 8번 4.87 1.07

8 클래식코스 2번 4.77 0.94

9 하늘코스 8번 4.67 0.99

10 레이크코스 7번 4.57 0.73

11 하늘코스 12번 4.50 0.86

12 클래식코스 6번 4.47 1.11

13 클래식코스 14번 4.40 0.72

14 하늘코스 16번 4.30 0.95

15 레이크코스 17번 4.23 0.97

16 레이크코스 14번 3.77 1.25

평균 4.73 0.94

<표 16. 홀별 선호도 분석> 

 4. 코스 설계 적합성 분석

  파3홀 경관 코스 설계 적합성 평가 분석결과 평균 값이 가장 높게 나온 

홀은 오션코스 17번 홀로 점수가 7점 만점에서 5.53으로 나타났다. 평균 값

이 가장 낮게 나온 홀은 레이크코스 14번 홀로 점수가 4.03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평균값이 5점대 점수가 나타난 홀은 6개이고 4점대는 12개로 나타났

다(표17).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오션 코스 17번 홀은 티, 러프, 수목, 도로, 조명탑, 



- 42 -

순위 홀 코스 설계 적합성 표준편차

1 오션코스 17번 5.53 0.86

2 하늘코스 4번 5.47 1.01

3 오션코스 12번 5.33 1.06

4 클래식코스 17번 5.13 0.90

5 레이크코스 4번 5.03 0.76

6 오션코스 3번 5.00 1.17

7 레이크코스 7번 4.90 0.88

8 하늘코스 8번 4.80 0.96

9 오션코스 8번 4.73 1.14

10 클래식코스 2번 4.60 0.89

11 클래식코스 6번 4.50 1.11

12 클래식코스 14번 4.47 0.73

13 하늘코스 12번 4.43 0.86

14 하늘코스 16번 4.33 0.96

15 레이크코스 17번 4.20 0.96

16 레이크코스 14번 4.03 0.98

평균 4.78 0.95

<표 17. 홀별 코스 설계(lay-out) 적합성 분석> 

바위가 있으며 다른 홀들과 다르게 웨이스트 에어리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

다. 홀 주변의 자연식생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이와 조화롭게 웨이스트 

에어리어를 도입시켜 바위와 자연식생과 웨이스트 에어리어가 잘 조화되어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오션코스 17번 홀을 제외한 점수가 높

은 상위 6개 홀의 특징은 모두 워터해저드가 있어 수 경관이 연출되고 있

다. 이는 이용자들이 수 경관이 나타나도록 코스 설계가 된 홀이 코스 설계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수가 낮게 나온 레이크 코스 

14번 홀과 17번 홀은 시각적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인공건축물과 인공그물망

이 있어서 코스 설계 적합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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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선호도평균 

(순위)

코스 

설계 

적합성

(순위)

홀
선호도평균 

(순위)

코스 

설계 

적합성

(순위)

오션코스 12번 5.63 (1) 5.53 (3) 하늘코스 8번 4.67 (9) 4.73 (8)

하늘코스 4번 5.50 (2) 5.47 (2) 레이크코스 7번 4.57 (10) 4.60 (7)

오션코스 17번 5.40 (3) 5.33 (1) 하늘코스 12번 4.50 (11) 4.50 (13)

오션코스 3번 5.03 (4) 5.13 (6) 클래식코스 6번 4.47 (12) 4.47 (11)

클래식코스 17번 5.03 (5) 5.03 (4) 클래식코스 14번 4.40 (13) 4.43 (12)

레이크코스 4번 4.87 (6) 5.00 (5) 하늘코스 16번 4.30 (14) 4.33 (14)

오션코스 8번 4.87 (7) 4.90 (9) 레이크코스 17번 4.23 (15) 4.20 (15)

클래식코스 2번 4.77 (8) 4.80 (10) 레이크코스 14번 3.77 (16) 4.03 (16)

<표 18. 선호도와 코스 설계적합성 평가 비교분석> 

시각적 선호도 코스 설계 적합성

시각적 선호도 1.00

코스 설계 적합성 0.957 1.00

<표 19.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 상관관계 분석>

 5.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 관계

  파3홀 경관 시각적 선호도 평가와 코스 설계 적합성 평가 비교분석결과 

선호도 값이 높게 나온 홀들은 코스 설계 적합성에서도 높게나오는 경향이 

나타났고 선호도 점수가 낮은 홀들은 코스 설계 적합성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경향이 나타났다(표18).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과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0.957을 얻어 보통 0.8이상이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야 두 요인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왔다(표 19). 이는 골프장 경관에서 시각적 선호도가 높으면 코스 설

계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골프장에서 경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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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 분석

  시각적 선호도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인 상위 5개 홀과 평균점수가 4.4이하

인 하위 4개 홀의 물리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홀과 낮은 홀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20). 

  시각적 선호도 높은 홀은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티그

라운드에서 그린전체가 보이며 파노라믹 경관이 연출되었다. 또한 대부분 

워터해저드가 있어 수경관이 연출되고, 큰 바위가 있어서 암석경관이 연출 

되었다. 시각적 선호도 두 번째로 높았던 하늘코스 4번 홀은 홀 전체가 웨

이스트 에어리어로 구성되어 사막과 같은 경관이 연출되었다. 

  시각적 선호도가 낮은 홀은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목

표지점인 그린이 일부만 보이는 경관이 연출 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건물, 

펜스, 자동차도로와 같은 인공 구조물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선

호도가 제일 낮은 레이크코스 14번홀과 17번홀은 원터해저드가 있어서 수경

관을 연출하지만 인공구조물들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홀과 낮은 홀의 물리적 특성 분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티그라운드와 그린의 위치에 따른 변화로 티그라운드가 

그린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린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번째로 자연요소인 워터해저드와 바위같은 물리적요소가 있는 것과 

건물, 펜스, 자동차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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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 1 2 3 4 5 6 7 8 9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높은 위치
O O O O O · · · ·

워터해저드 O · O · O O O · ·

바위 O O · · · · · · ·

비치벙커 · · · O · O O · ·

수생식물 · · · O · O · O ·

웨이스트 

에어리어
· O · · · · · · ·

협곡 · · · · · · · · O

건물 · · · · · O O O ·

펜스 · · · · · O O · O

자동차도로 · · · · · · · · O

1.오션코스 17번홀, 2.하늘코스 4번홀, 3.오션코스 12번홀, 4.클래식코스 17번홀, 5.레이크코

스4번홀, 6.레이크코스 14번홀, 7.레이크코스 17번홀 8.하늘코스 16번홀, 9.하늘코스 12번홀 

<표 20.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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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코스별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홀의 경관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기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2012년 대상지 코스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 주최로 개최된 대

회성적을 평균을 산출 하였다. 각 코스별 시각적 선호도와 평균타수를 비교

해본 결과 선호도가 높은 홀에서는 평균타수가 낮게 나타나 경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1,22,23,24). 하늘코스에서도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홀에

서 평균타수가 낮아 경기력이 높은 성향을 나타났지만 하늘코스 16번 홀에

서는 시각적 선호도가 낮으면서 평균타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늘코스 16번 

홀은 홀 옆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며 홀 중간에 협곡이 있어 시각적 

선호도는 낮지만 그린주변에 장애물 요소가 없고 홀 뒤쪽으로 산이 가로막

고 있어서 경기력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의 경기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할 수 있지만 시각적 선호도가 높

은 홀이 경기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 선호도가 골프 경기력에 영향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순위 홀 선호도 평균 평균타수

1 레이크코스 4번 4.87 3.08

2 레이크코스 7번 4.57 3.16

3 레이크코스 17번 4.23 3.29

4 레이크코스 14번 3.77 3.38

<표 21. 레이크코스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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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홀 선호도 평균 평균타수

1 클래식코스 17번 5.03 3.07

2 클래식코스 2번 4.77 3.08

3 클래식코스 6번 4.47 3.1

4 클래식코스 14번 4.40 3.1

<표 22. 클래식코스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순위 홀 선호도 평균 평균타수

1 오션코스 12번 5.63 2.95

2 오션코스 17번 5.40 3.09

3 오션코스 3번 5.03 3.22

4 오션코스 8번 4.87 3.42

<표 23. 오션코스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순위 홀 선호도 평균 평균타수

1 하늘코스 4번 5.50 2.95

2 하늘코스 8번 4.67 3.08

3 하늘코스 12번 4.50 3.21

4 하늘코스 16번 4.30 3.05

<표 24. 하늘코스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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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관 형용사에 따른 유형 분류

  10쌍의 경관형용사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경관 유형을 구분 하였다. 경관

형용사 10개의 항목으로 평가 하였으므로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경관을 구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변량 분석방법의 하나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는데, 군집분석 결과 16개의 경관을 3개의 군집으로 구분

하였다. 

  경관유형1은 오션코스 3번, 8번, 12번, 17번 홀, 레이크코스 4번 홀, 클래

식코스 17번 홀 하늘코스 4번 홀로 구성되었다. 경관유형 2는 레이크코스 7

번 17번홀, 클래식코스 2번, 6번, 14번 홀과, 하늘코스 8번, 16번 홀로 구성되었

다. 경관유형3은 레이크코스 14번 홀과 하늘코스 12번 홀로 구성되었다(그림7). 

<그림 7. 경관형용사에 의한 경관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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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유형

물리적 구성요소
유형별 특징

공통요소 개별요소

1

티, 그린, 

러프, 수목, 

조명탑,도로

워터해저드, 

페어웨이,벙커 

웨이스트에어리어

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

·그린 뒤쪽으로 열린 경관이 연출됨

·수 경관과 암석 경관이 연출됨

·수생식물이 식재되지 않은 수 경관이 연출됨.

2

티, 그린, 

러프, 수목, 

조명탑,도로

워터해저드, 

페어웨이,벙커

수생식물,바위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

·그린 뒤쪽으로 수목이나 마운드가 형성되어 

  위요된 경관이 연출됨

·수생식물이 식재된 수 경관이 연출됨

3

티, 그린, 

러프, 수목, 

조명탑,도로

워터해저드, 

페어웨이,벙커

수생식물,바위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이 낮은 

홀

·홀 뒤쪽으로 인공 구조물 경관이 연출됨

<표 25. 경관 유형별 특성>

  경관 유형1은 대부분이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홀이 

한눈에 조망 할 수 있으며 그린 뒤쪽으로는 장애물이 없어 열린 경관 및 스

카이라인과 닿는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수 경관과 암석 경관이 연출

되는데, 수 경관에는 수생식물이 식재 되지 않아 깨끗한 수경관이 연출 되

는 것이 특징이다. 

  경관 유형2는 대부분이 티그라운드가 그린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린 

뒤쪽으로 수목이나 마운드가 형성되어 위요된 경관이 연출된다. 그룹1과 같

이 수경관이 연출되지만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수경관이 연출되어 그룹

1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관유형3의 홀은 선호도가 낮은 점수로 나타난 홀로 경관의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홀 뒤쪽으로 인공 구조물이 존재하여 인공구조물 경관이 연

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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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R

square
F Sig. F

B
표준

오차
베타

선

호

도

(상수) .936 .367 - 2.548 .012

.644 4.962 .027

상쾌한 .184 .059 .220 3.111 .002

조화로운 .177 .056 .200 3.136 .002

시원한 .128 .058 .150 2.215 .028

질서있는 .160 .060 .182 2.661 .008

흥미로운 .121 .054 .133 2.228 .027

<표 26. 경관유형1 선호도 회귀분석> 

 9. 유형별 시각적 선호도 요인 도출

  경관 유형별 시각적 선호도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선호도를 종

속변수로 하고 형용사 10쌍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 중 단계

입력방식(stepwize)4)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9.1. 경관유형 1 선호도 회귀분석

  경관유형1의 회귀분석 결과 R²=0.644로 설명하고 있으며, F=4.962(Sig. 

F=.027)로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호도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

었다(표26,27). 그룹1는 10쌍의 형용사중 ‘상쾌한-불쾌한, 조화로운-조화롭

지않은, 시원한-답답한, 질서있는-질서없는, 흥미로운-식상한’형용사 5쌍이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상쾌한-불쾌한’

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단계입력방식(stepwise)은 다른 변수들이 회귀식에 존재할 때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만을 
휘귀식에 포함시키는 방식인데,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순으로 회귀식에 포함한다. 그런데, 그 전 단
계에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도 나중에 들ㄹ어오는 변수 때문에 설명력이 매우 낮아지면 회
귀식에서 제거된다. 이 방식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변수
들로만 구성된 회귀식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이학식, 2007,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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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산출식

Y= 0.936 + 0.184X₁+ 0.177X₂+ 0.128X₃+ 0.160X₄+ 0.121X₅
(Y=선호도, X₁=상쾌한, X₂=조화로운, X₃=시원한,

 X₄=질서있는, X₅=흥미로운)

<표 27. 경관유형1 선호도 회귀분석 산출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R

square
F Sig. F

B
표준

오차
베타

선

호

도

(상수) .758 .269 - 2.820 .005

.535 4.540 .034

조화로운 .262 .047 .346 5.583 .000

아름다운 .194 .058 .213 3.356 .001

흥미로운 .135 .042 .170 3.227 .001

상쾌한 .135 .050 .164 2.678 .008

단순한 .075 .035 .107 2.131 .034

<표 28. 경관유형2 선호도 회귀분석> 

선호도 산출식

Y= 0.758+ 0.262X₁+ 0.194X₂+ 0.135X₃+ 0.135X₄+ 0.075X₅
(Y=선호도, X₁=조화로운, X₂=아름다운, X₃=흥미로운,

 X₄=상쾌한, X₅=단순한)

<표 29. 경관유형2 선호도 회귀분석 산출식> 

  9.2. 경관유형 2 선호도 회귀분석

  경관유형2의 회귀분석 결과 R²=0.535로 설명하고 있으며, F=4.540(Sig. 

F=.034)로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호도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

었다(표 28,29). 그룹2는 10쌍의 형용사중 ‘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아름다

운-추한, 흥미로운-식상한, 상쾌한-불쾌한, 복잡한-단순한’형용사 5쌍이 시

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조화로운-조화롭지

않은’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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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Sig. T

R

square
F Sig. F

B
표준

오차
베타

선

호

도

(상수) 1.316 .353 - 3.724 .005

.549 7.612 .001개방적인 .365 .087 .460 4.203 .000

자연적인 .287 .084 .373 3.408 .001

<표 30. 경관유형3 선호도 회귀분석> 

선호도 산출식
Y= 1.316 + 0.365X₁+ 0.287X₂

(Y=선호도, X₁=개방적인, X₂=자연적인)

<표 31. 경관유형3 선호도 회귀분석 산출식> 

 9.3. 경관유형 3 선호도 회귀분석

  경관유형3의 회귀분석 결과 R²=0.549로 설명하고 있으며, F=7.612(Sig. 

F=.001)로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호도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

었다(표 30,31). 그룹3는 10쌍의 형용사중 ‘개방적인-폐쇄적인, 자연적인-인

공적인’형용사 2쌍이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개방적인-폐쇄적인’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 유형별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32). 

경관

유형

조화롭지
않은

추한 답답한 인공적인 
정돈되지
않은

폐쇄적인 불쾌한 식상한 복잡한 질서없는 

/ / / / / / / / / /

조화로운아름다운 시원한 자연적인 정돈된 개방적인 상쾌한 흥미로운 단순한 질서있는

1 ○ ○ ○ ○ ○

2 ○ ○ ○ ○ ○

3 ○ ○

<표 32. 경관유형별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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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골프장 경관평가 및 질적 향상을 위하

여 골프장 경관 분석을 위한 형용사를 도출하고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 분석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을 분석 

및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분석을 하였다. 형용사에 따른 경관유형을 분류

하고 선호도 요인을 도출하고 골프장 코스 설계시 경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형용사 선정을 1차 선행연구 고찰과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0쌍(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아름다운-추한, 시원한-답답

한, 자연적인-인공적인, 질서있는-질서없는, 정돈된-정돈되지않은, 개방적인-폐쇄적인, 상

쾌한-불쾌한, 흥미로운-식상한, 단순한-복잡한)의 형용사 목록을 선정하였다. 형용

사 10쌍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골프장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홀

은 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이고, 수 경관과 암석 경관이 조화롭게 

형성된 홀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홀은 건물, 펜스와 같은 인

공구조물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3. 시각적 선호도와 코스 설계 적합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간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적 선호도가 높을 때 코스 설계가 잘 되

었다고 판단된다.



- 54 -

  4. 시각적 선호도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결과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홀

과 낮은 홀의 물리적 특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티그라운드

와 그린의 위치에 따른 변화와 워터해저드와 바위같은 자연적인 물리적요

소가 있는 것과 건물, 펜스, 자동차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각적 선호도와 경기력을 분석한 결과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홀이 경

기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 선호도가 골프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경관 형용사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군집분

석을 통해 경관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각 유형마

다 경관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7. 유형별 시각적 선호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그룹1에는 10쌍의 형용사 중에서‘상쾌한-불쾌한, 조화로운-조화롭

지않은, 시원한-답답한, 질서있는-질서없는, 흥미로운-식상한’형용사 5쌍

이 그룹2에는‘조화로운-조화롭지않은, 아름다운-추한, 흥미로운-식상한, 

상쾌한-불쾌한, 복잡한-단순한’형용사 5쌍이 그룹3에는‘개방적인-폐쇄

적인, 자연적인-인공적인’형용사 2쌍이 시각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골프장 코스 설계시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 선

호도가 높게 나오는 요인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일반 골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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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선호하는 요인과 선호하지 않는 요인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골프장 코스 설계시 다양한 설계 도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선호요인을 고려하여 도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시각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파노라믹 경관과 자연경관 연출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인공구조물 경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지형특성상 인공구조물 

경관이 나타날 경우 차폐식재, 초점식재 등 자연요소를 다양한 기법으로 구

성하여 자연경관으로 인식할 수 있게 설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골프장 경관은 다양하게 연출되지만 대상지를 4개 코스 16개홀로 한정되어 

연구한것과 물리적 요소의 공간적 배치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점

이 한계점이며 본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에 다양한 골프장 경관과 공간적 배

치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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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국환 (연락처: 010-3254-4210)

형용사
∨표시하여 주세요.

형용사
ç 중간 è  

조화롭지않은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조화로운
추한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아름다운

답답한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시원한
인공적인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자연적인
질서없는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질서있는

정돈되지않은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정돈된
폐쇄적인 ③ ② ① ⓪ ① ② ③ 개방적인
불쾌한 ③ ② ① ⓪ ① ② ③ 상쾌한
식상한 ③ ② ① ⓪ ① ② ③ 흥미로운
복잡한 ③ ② ① ⓪ ① ② ③ 단순한

성  별 ① 남     ② 여 연령(나이)     (           )세
골프 경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년이상  

낮다 ç 중간 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낮다 ç 중간 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록 

골프장 Par 3 홀(Hole) 경관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1. 현재 홀(hole)의 “경관에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2. 현재 홀(hole)의 “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 현재 홀(hole)의 “코스 설계(Lay-out)의 적합성”을 평가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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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andscape preference of Par3 golf courses

Advised by Prof. Im, Seung-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ook-Hwan

  As one of the most preferred sports throughout the world, golf has become a 

sport for the majority due to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and therefore the 

number of golfers in Korea has risen. Sudden increase of golfers led to rapid 

growth of golf courses to the point where supply exceeded the demand. 

Naturally, golf courses are struggling to fulfill the needs of the customers. For 

instance, conditioning, aesthetic, and landscape of courses are highly regarded, 

for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to have great impact on course satisfaction 

rate.However, the study of landscape of golf courses appears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analyze 

the landscape of courses and to deliver basic data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preferenc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draws suitable 

adjectives relating to the landscape of golf cours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se lay-out and visual preferenc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this study figures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nd 

proposes improvements for the landscape of golf courses based on the resul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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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o evaluate the landscape, this study went through numerous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nd surveys conducted by experts and 

selected 10 pairs of the most appropriate adjectives describing landscapes. 

And those are: congruous-incongruous, beautiful-ugly, cool-cooped, 

natural-artificial, ordered-disordered, tidy-untidy, open-closed, 

interesting-boring, simple-complicated. Through the varification of 

reliability, these ten pairs of adjectives showed high reliability and 

therefore proved to be suitable for fundamental use to evaluate the 

landscape of golf courses.

  Second, throughout the inquiry of visual preference and lay-out, 

panoramic landscape and natural landscape was chosen for visual 

preference, and artificial landscape was preferred rather lower. High 

correlation has been shown from the analyzation between visual 

preference and course lay-out.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when the 

visual preference is high, it can be considered as a well designed course.

  Third, this study classifies the landscape of golf courses based on the 

landscape adjectives, and based to the classification, draws main factors on 

visual preferen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it shows that the 

primary factor of visual preference is different with each classification, 

each and every factor can be applied variously throughout designing a golf 

cours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evaluate the landscape of golf course and to introduce visual preference 

factors based on the research which can be adopted in new course 

designs. Also landscape of golf courses should be considered highly when it 

comes to design.

  This study verified the appealing and unappealing factors of golf courses 

based on the evaluation from amateur golfers. And if there were to be 



- 63 -

numerous sketch plans of a golf course, the final design can be chosen 

based on the preferred factors. Later o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concerning various landscapes of golf courses and the 

arrangement of physical elements may be expected.

   ▮ Keyword : golf course landscape, visual preference, 
                golf course lay-ou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Student ID No.  : 2010-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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