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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007년 현재 한국의 골프인구는 약 275만 명으로 20세 이상 인구 

중 10명의 한 명꼴은 골프에 접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스포

츠 및 레저로까지 격상된 골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값비싼 국내 골

프장 시설대신 해외골프관광을 통해 즐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특히 중

국은 비행기로 1시간~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다가 비용도 비교적 저

렴해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골프관광을 다녀오는 곳이 되었다. 이들의 

관광은 다른 관광에서처럼 새로운 경치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매력물들

을 즐기는 것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던 곳과 동일하게 규격화된 시설물

에서 그동안 거주했던 곳에서 해왔던 동일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전부

이다. 이런 점에서 골프관광은 기존의 관광연구에서 다루던 유형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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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tourism)은 일상생활과 다른 즐거운 경험들을 소비

하는 형태(Urry 1990: 2-3)이기도 하고 작업장이나 가정에서 떠나 여행

이 포함된 놀이의 특별한 형태를 즐기는 것(Graburn 1989: 22-23)이기

도 하다. 이러한 관광은 다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① 

종족관광(ethnic tourism), ②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③ 역사관광

(historical tourism), ④ 환경관광(environmental tourism), ⑤ 여가관광

(recreational tourism)이 그것이다(Smith 1989: 4-6). 이러한 기준에 의

하면 골프관광은 여가관광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골프관광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작업장을 떠난다는 점에

서 다른 관광과 같지만 일상에서 하던 것을 관광지에서 똑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관광과 다르다. 또한 바닷가나 스키장에서 잠깐 배워

서 할 수 있는 파도타기(surfing)나 스키와 달리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

며 연습에 대한 일정한 등급이 정해져 있다. 골프 관광객들은 규격화되

고 표준화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부족했던 무엇인가를 보충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속한 작업장이나 공동체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골프관광은 오늘날 스포츠관광(sport tourism)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스포츠관광에 대한 업계와 학문계의 관심은 비

교적 최근인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문적 대상으

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스포츠관

광 상품이 전략화 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포츠관광은 한마

디로 ‘레저에 기초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이 가정이나 그

가 속한 공동체를 일시적으로 떠나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거나(Active 

Sport Tourism), 신체적 활동을 참관하거나(Event Sport Tourism), 스

포츠 스타들의 활동지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스포츠와 연관된 흥밋거

리들을 방문하거나 숭배하는 활동(Nostalgia Sport Tourism)을 통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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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ibson 1999: 36-45, 2006a: 1-9).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스포츠관광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들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존스와 그린(Jones & Green 2006: 32-37)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진지한 레저’(serious leisure)라는 개념을 쓸 것을 

권한다. 이것은 레저라는 개념이 가진 쾌락적인 면에 ‘진지함’이라는 

용어가 가진 중요성이나 의무의 면이 반영된 것이다. 즉 진지한 레저는 

TV시청이나 독서, 음악감상과 같은 일상적 레저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

정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각 단계에서의 성취와 보상이 따르는 장

기간의 경력(career)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활동을 이끌어갈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과 같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참여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이익이 포함된다. 또한 활동 안에 독특한 정신(ethos)이 

포함되며 이 정신은 각자 참여하는 조직된 집단 속에서 나타난다. 이 

집단에서는 자신이 떠나온 사회에서 행했던 사회적 역할이 그대로 반영

되어 있다(Gibson 2006b: 78-79). 골프관광을 떠나는 한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골프를 연습하거나 경기를 해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국의 골프장 시설과 운영이 한국의 그것과 뒤진다고 생각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골프관광을 떠난다. 이들이 얻고자 하

는 것은 더 나은 경관이나 시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와 

연속적으로 배열된 팀들 간의 간격에서 주는 초조함에서 벗어나 느긋함

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골프관광이 이러한 스포츠관광의 분석틀로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스포츠관광이 일부 섹스관광

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로 인해 골프관광에서는 곧잘  ‘황제

관광’, ‘밤문화’, ‘19홀’ 혹은 ‘37홀’ 등과 같은 새로운 조어들이 만들어

진다. 이것은 종종 호스트(host) 사회와 게스트(guest)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골프관광은 스포츠관광

과 섹스관광으로 엄밀하게 구별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늘날 관광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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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때 이 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오퍼만(Oppermann)은 관광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광객들이 단지 한 가지 목적으로 관광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관광의 형식들은 한 가지 목적과 활

동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목적(multi-purpose) 혹은 다양

한 활동(multi-activity)이라는 관광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섹스 관

광객(sex tourists)으로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오로지 섹스만을 위해 여

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Oppermann 1999: 256-257). 더구나 오늘날은 

관광과 관련된 상업적 웹사이트 뿐 아니라 비상업적 웹사이트에서도 섹

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류에 속하는 관광업자들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다른 유의어들(synonyms)을 사용하면서 성을 판매

한다. 파리(Paris)와 같은 공공 관광장소들에서도 사랑과 로맨틱한 이

미지를 더욱 조장하며 고도의 섹슈얼한 사진이미지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관광(sex tourism)을 따로 떼어내어 상업적 섹스관광

의 부정적 틀로 보기보다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관찰해야 한다

(McKercher & Bauer 2003: 7-8).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관광지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골프장, 관광업체, 숙박업소, 유흥업소가 물적 요소라면 여행

업 종사자, 골프장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내기 골프자들과 같은 인적

요소들이 그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물적 요소는 국지적인 수준에서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상황 및 인식의 변화와 고객의 수요에 맞춰 본래의 

요소들이 변형되기도 하며, 인적요소의 경우 성별(gender), 섹슈얼리티

(sexuality),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s) 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가 고

착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광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광의 제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현대 관광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현지조사를 통해 골프관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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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관광

의 행위와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관광객들이 골프관광

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상실하는지 관찰

함으로써 관광, 특히 현대 스포츠관광의 본질과 중국과 같은 특정한 관

광장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관광민족지는 세계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시적 체계와 구체적으로 관

광이 전개되는 호스트 사회의 미시적 체계의 ‘컨택트 존’(contact zone) 

혹은 접점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ratt 1992; 야마시타 신지 

1997: 29).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

과 ‘골프’가 가지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와의 

접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각종 신문기사 자료와 관광회사의 각종 프로그램 

및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한국인들이 해외골프관광을 가게 

되는 국내의 압력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사회에서 골

프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

국 및 서구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포함해 분석하였다. 한편으로 최소 3개 

월 간의 자세(어드레스)연습이 필요한 골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

내연습장에서 1개 월 간에 걸쳐 인증된 코치(프로)를 통해 훈련을 받았

으며 실내골프연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여관찰 하였다.  

2차 조사로는 실제로 중국 골프관광여행을 다녀온 40대 직장인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직장생활의 초년기를 벗어날 무렵 시작하는 골프

라는 스포츠는 업무의 연장에서 수행되며, 이것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으로의 골프여행에 대한 권유와 

실천은 국내에서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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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3차 조사는 중국 골프관광에 대한 현지조

사를 행했다. 2008년  7월 29일에서 8월 11일까지 총 14일간의 현지조

사를 통해 각종 자료와 면담조사에 의해 나타난 양상이 실제로 여행지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을 조사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지로는 한국인들이 골프여

행을 많이 가는 중국 산동성(山東省)의 C시(7월 29일~8월 4일), 과거 

고구려의 문화적 유산과 한국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한국인 

관광 및 접대골프가 빈번한 랴오닝성(遼寧省)의 D시(8월 5일~8월 11

일)를 중심으로 했다.1) 조사대상자는 골프관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현지 여행사 직원, 가이드, 관광시설 혹은 접객업소 종사자, 현지 주민

들, 현지 기업 임원 및 직원, 관광객 등이다. 현지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다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 추가 면담을 

하였다.

2. 진지한 레저로서의 골프 

골프의 기원은 스코틀랜드에서 양치기 소년들이 양떼를 돌보다가 

심심하면 스틱으로 돌을 쳐서 들토끼 구멍에 넣은 것이 시초이며 이후 

구기로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145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결정한 12세 이상 50세까지의 국민에게 고

우프(Gouft, 골프의 고어)를 금지한다는 ‘골프금지령’이 세계적으로 공

인된 최고(最古)의 기록이라고 한다. 오늘날은 학자들에 따라 네덜란드 

도래설, 프랑스 발생설, 로마제국 전래설, 중국기원설 등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이호근 2003: 151-160).   

한국에서는 19세기말이나 20세기 초 외국인에 의해 6홀의 코스가 

 1) 본 논문에 등장하는 ‘C시’와 'D시'는 현지와 현지인의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된 

부분으로 도시명의 실제 중국어 발음과는 상관이 없다. 또한 논문에 등장하는 면담

자들 이름 역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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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 골프도입의 시초이나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 사실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골프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1년 영국인 던트(H. E. Dannt)에 의해 효창원 골프코스가 만들어지

면서부터였다. 이후 골프를 총괄하는 조선골프연맹이 1937년 창립되어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와 기관지의 발행 등을 통해 한국의 골프는 서서

히 체계를 갖추며 발전하게 되었다(손환 2006: 1-9). 골프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정부의 고관 등 이른바 특권층의 국제친선과 

사교무대로 활용됐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곳곳에 골프장이 건설돼 골프는 ‘귀족운동’의 영역에서 점

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골

프 붐이 크게 확산되면서 골프인구도 대폭 늘어 1990년에는 프로야구 

연중 관중 동원 수 310만 명을 웃도는 320만 명의 내장객 수를 보였다. 

1988년 이후 대중 골프장이 급속히 증가한 이면에는 제5공화국을 기점

으로 스포츠 장려정책에 따라 88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국민들의 참여욕

구를 스포츠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프로야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권세정 2007: 618-619). 

1) 한국사회에서 골프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 

한국의 골프장 수는 1995년 말 99개소에서 2005년 말 현재 224개

소로 무려 2.3배나 증가했고 2008년에는 280여 개소에 달한다. 골프인

구는 1980~90년 동안 16.8%, 1990~2000년 동안 12.9%, 2000~2005

년 동안 8.3%(회원제 6.0%씩, 퍼블릭 16.7%씩 증가)로 증가했으며 골

프인구수가 시범 라운드를 하는 골프장 이용객 수를 포함해 2005년 현

재 1,900만 명으로 늘어났다(서천범 2005: 43). 

이렇게 골프장과 골프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① 소득

수준 향상, ② 골프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 감소, ③ 건강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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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의 수(2008년 1월 1일 현재)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80 2 4 2 4 0 2 3 107 33 15 9 9 17 24 15 34

회원 178 2 4 1 1 1 2 74 17 10 7 4 8 14 12 21

대중 102 0 0 1 3 1 1 33 16 5 2 5 9 10 3 13

* 출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홈페이지(http://www.kgba.co.kr/)

** ‘회원’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은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을 의미함.

제고 ⇒ 접대문화 변화(술 접대 → 골프 비즈니스), ④ 女性 골프인구 

증가, ⑤ 신분상승의 기회 등을 꼽을 수 있다(서천범 2005: 43). 그러나 

무리한 골프장의 증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문제시 되고 있어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프레시안 2004. 

7. 24). 

골프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골프는 골프에만 드는 

지출이 월 평균 43만 원 이상으로 높아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계층

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대한골프협회[KGA] 2007; 경남

도민일보 2008. 9. 1). 그러나 이러한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골

프가 한국에서 단순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접대 혹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면담한 강상철(44세) 씨의 경우 10년 전인 1998년 한 의류

업체 자금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강 

씨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의 담당 사장들이 두 달 뒤에 다른 

거래처 회사 임원들과 시합 날짜를 잡아놓았으니 골프를 배우라고 지시

를 내린 것이다.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강 씨는 당시 회사의 자금업무를 

맡고 있어서 거래처와 빈번하게 접대관계를 유지했는데 주로 술 접대여

서 건강이 염려되던 차였다고 한다. 

제가 그때 자금업무 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술 먹이는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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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골프참여 인구 특성별 대비 

골프참여인구(%) 인구대비(명)

전체 9.6 2,754,783

성별 

남자 85.8 2,363,571

여자 14.2 391,212

연령별

20대 17.1 471,374

30대 21.8 599,931

40대 30.2 832,557

50대 18.4 508,104

60대 이상 12.4 342,817

성/연령별

남자 20대 14.8 406,839

남자 30대 16.8 462,004

남자 40대 23.4 644,736

남자 50대 20.0 551,646

남자 60대 이상 12.5 344,779

여자 20대 3.5 96,538

여자 30대 4.9 134,464

여자 40대 3.3 89,643

여자 50대 0.9 24,135

여자 60대 이상 - -

* 출처: 대한골프협회(KGA)(2007), 2007 한국의 골프지표.

를 하다보면 … 맨날 룸살롱 가기 힘들잖아요. 체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오히

려 은행이나 이쪽도 골프하는 걸 훨씬 좋아하죠. 건강도 챙기고 자기 취미생

활도 하고 하니까. 비용도 저렴하니까 … (골프를) 끝내고 나서 가서 식사하면

서, 또 편하게 뭐 카드를 치던 고스톱을 치던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져요. 자연

스럽게 업무 도움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보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가져놓고 필요할 때 편하게 업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장

점이 있어요. (강상철[44])

특히 과거 ‘술’로 대표되는 접대문화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골프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강상철 씨의 면담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거래처와의 접대업무 이외에도 골프는 직장 내 생활을 원활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이나 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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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회사 임원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골프 이야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이 골프 이야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지 

못하면 직장 내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게 된다. 결국 골프를 배워서 

대화에도 참여하고 임원들과 같이 골프장에도 가게 되는데, 한번 나가

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행한 임원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즉 골프를 같이 치면서 담소를 나누고 아침과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며, 골프가 끝나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목욕하는데 이때 서

로의 모든 걸 다 보게 되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골프의 

전 과정은 임원들과 상당한 동질감과 동료의식을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결국 골프를 잘하는 것은 개인의 ‘승진’ 및 ‘출세’와도 연관이 된

다. 직무 외의 인간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명분이 있고, 중년남성들에

게 발가벗고 허물없이 지내던 어린 시절의 공감대를 끌어내어 그것을 

비즈니스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가 한국사회에서 

‘접대 및 비즈니스용’ 스포츠에 가깝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2-2>의 한국사회의 골프참여인구 비율에서 남성이 압도적이며 

연령별로 30~50대가 골프참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시사할 만한 점이다. 

2) 국내골프여행에서 중국골프여행으로 

그런데 국내에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해외로 

떠난 골프관광객은 약 57만 명에 이른다. 1인당 연 2회 정도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까지 포함하면 연인원 해외골프관광객은 약 114만 명

이다. 이에 따른 연간 해외 골프관광 총 지출액은 2조 748억 원에 이르

러 골프에 사용한 연간 총 지출액 13조 272억 원의 약 21%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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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내 총 국외소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대한골프협회

[KGA] 2007).

국내 골프 애호가들이 국외로 나가는 이유는 첫째, 비용이 저렴하다

는 점이다.2) 국내 골프 비용이 높은 이유는 억대를 호가하는 한국의 

비싼 골프 회원권 때문이다. 특히 골프가 가장 효과적인 접대 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한 골프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둘째, 세금의 과다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

의 절반이 세금으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처럼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매경

이코노미 제1477호[08. 10. 22]). 

이런 비용의 문제에 직장인들은 동감을 한다. 박세리의 1998년 미 

LPGA 챔피언쉽 우승을 시작으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스포츠가 되다보니까 골프장의 부킹(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되

어 주말에는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으며, 비용의 측면에서도 지출되는 

액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평일 수도권 인근의 골프장에 갈 경우 

그린피(골프장 입장요금)가 15만 원, 캐디/카트비가 2만 원, 식사비용이 

1~3만 원으로 18~20만 원이 소요된다. 주말에는 그린피가 22만 원~23

만 원으로 카트비와 식사비를 합치면 25만 원~30만 원이 소요된다. 거

기에다 내기골프나 카드놀이 등을 하면 하루 30만 원~50만 원 정도가 

지출된다. 이 경우 직장에서 연봉 6,000만 원 이상이라도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3) 또한 골프를 더 즐기고 싶어도 한국에서는 주말에 하루 18

 2) 무역진흥공사가 2007년 조사한 한국의 골프 비용(그린피)을 보면 외국보다 두 배 이

상이나 높다. 서울은 171.43달러로 미국 L.A. 90달러와 뉴욕 70달러에 비해 2배 수

준이다. 홍콩 79달러, 방콕 35달러, 파리 81달러와 비교해도 역시 2배 이상이다. 4인 

1조 골프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국은 평균적으로 86만 원, 제주도는 71만 원이 소

요되는 반면 중국은 54만 원이면 충분하다. 태국과 필리핀은 32만 원으로 제주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요금을 부담한다 해도 국내에서 골

프 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매경이코노미 제1477호[08. 10. 22]).

 3)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펴낸 레저백서 2007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

균 입장료는 2007년 5월 말 기준으로 주중 15만 5,000원, 주말 19만 2,000원이다. 

대중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0만 7,000원, 주말 14만 6,000원이다. 골프장은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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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밖에 예약이 되지 않는다. 해외 골프투어의 경우 싸게는 항공료 포함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면 3박 4일 내지 4박 5일을, 그것도 하루 

18홀이든 36홀이든 무제한 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접대골프 혹은 골프 비즈니스의 경우 골프장 비용이 회사 

공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원들에게는 골프비용에 대한 압박보다 

접대의 번거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충이 존재한다. 

주말에 직장인들이 티업4)이 아침 7시~8시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울)서는 여주나 용인 저 아래쪽이잖아요. 일단은 7시 티업이다 그러면 가는 

게 기본적으로 가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리니까 새벽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각자 간단 말이예요. 4시 일어나서 7시에 티샷해서 치고 나면 

5시간 걸려 12시죠. 거기에서 목욕하고 한 한시예요.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하

고 4시. 올라오면 또 막힌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갈 때는 안 막히니까 한 시간

에서 한 시간 반이면 가는데 올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립니다. 저녁 한 7

시, 8시 오거든요. 하루 종일 다니는 … 4시부터 8시 되거든요. 실제 골프 경

기하는 것은 4시간 반에서 5시간입니다. 거기에 부대시간이 워낙 많이 깨져

요. (강상철[44])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접대하는 자신이 새벽같이 운전을 해서 

접대상대를 모시고 골프장을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는 주말에 피곤이 

더욱 더 쌓이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여행사에 맡겨 버리면 저렴한 비용

에 가이드가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느긋하고 

편하게 접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접대를 받는 거래업체 직원도 

해외로 골프투어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좋고 편

외에도 카트요금(대개 7만∼10만 원), 캐디피(대개 8만∼12만 원)가 있고 여기에 음

료·간식비 등이 든다. 여기에 골프장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과 숙박을 할 경우 

숙박료도 더해야 한다. 더욱이 평소 실내 ·실외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골프 

연습을 하려면 또 고정 지출이 필요하다(경남도민일보[2008. 9. 1], “골프는 과연 대

중스포츠가 될 수 있나”). 

 4) 티업(tee up)은 볼을 치기 위하여 티 위에 볼을 놓는 것. 혹은 라운딩을 처음 시작하

는 것을 뜻한다(박순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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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인의 해외 골 여행 국가 

구분 %
인구대비

(명)

태국 26.7 304,020

필리핀 23.0 261,890

중국 19.3 219,759

일본 11.2 127,529

미국 3.7 42,130

호주 3.7 42,130

말레이시아 3.2 36,437

인도네시아 2.1 23,912

싱가포르 2.1 23,912

캐나다 1.6 18,218

괌 1.6 18,218

인도 0.5 5,693

베트남 0.5 5,693

브루나이 0.5 5,693

* 출처: 대한골프협회(KGA), 2007, 2007 한국의 골프지표. 

하다고 한다. 

관광대상지 중에 특히 중국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가격이 싼 편에 비해 비행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골프장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8홀의 규격보다 작은 곳이 많으며, 골프 할 수 있는 홀 수를 

18홀로 제한해 놓기 때문에 비행기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거리이며 

무한정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중국이 선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철의 

경우 추운 곳이 많기 때문에 골퍼들이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중국은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3번째로 선호하는 골프여행 국가로 

통계에 나타난다(<표 2-3>). 

중국에 갈 경우 1박 2일 이라면 대개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때 도착해 점심을 마치고 나면 바로 18홀을 돌 수 있으며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일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36홀을 돈 후 저녁 비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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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 그보다 더 골프를 즐기고 싶다면 금요일 하루를 

휴가 내어 3일 동안 골프를 칠 수 있는 일정을 짜기도 한다.

3) 또 하나의 선택, ‘성’(性)     

중국골프여행에 대한 국내조사 도중 필자는 한 가지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정작 중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종일 골프

를 쳤다는 답변 이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사생활(私生活)을 이야기 하는가?”라는 최일곤 씨(44세)의 답

변은 면담 요청에 대한 그나마 진지한 답변이었다. 중국골프여행은 4명 

내지 8명으로 팀을 맞추어 떠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사생

활’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정말 친한 친구조차도 얘기하기를 꺼리는 문

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우회적으로 중국골프여행을 다녀왔던 

최일곤 씨가 작년 겨울에 친구들끼리 연례적으로 치르던 망년회를 중국

여행으로 대체하려 했던 이야기를 수집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전산관련 일을 맡고 있는 최일곤 씨의 모임은 5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5명 중 최일곤 씨를 포함한 3명은 같은 은행의 부지점장 

1명과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이정행(43)

씨,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당시 은행의 거래처였던 기업들의 사장이었

다. 골프는 최일곤 씨를 포함해 단 두 명만 치고 있다. 이들은 매해 연말

이 되면 아주 멋있게 놀자고 1인당 40만 원씩 걷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곤 한다. 이들은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 1인당 7만 원의 최고급 참치

회와 10만 원 짜리 안마를 받은 후 나머지 돈으로 북창동식 룸살롱에 

가서 노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다. 이때 최일곤 씨가 중국 C시에 

가자고 갑자기 제안했다. 전산 쪽 일을 담당하다 보니 외주처에서 은밀

하게 권하거나 자신이 접대하기 위해 중국골프투어를 몇 번 다녀온 경

험이 있어 비용만 걷히면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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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한 여행사의 골프여행 신문광고(출처: 조선일보[2008. 4. 30일자]) 

여행사에서 일인당 얼마만 하면 다 떡을 치게 한다고 … 이백만 원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최고급 호텔에 다섯 개짜리 방에 다 넣어주고. 각 1실 

… 여자 다 넣어주고 그리고 룸살롱 기본하고 … 이 조건이야. 1박 2일 … 그

리고 비행기 왕복. (이정행 [43]) 

당시 중국 C시의 왕복 비행기 요금은 16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5인이 200만 원이면 ‘그레이드’(격)가 떨어지는 북창동식 술집

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일곤 씨의 의견대로 하되 1인당 120만 

원 정도 걷기로 하고 토요일 저녁에 출발해 일요일에 귀국하는 코스로 

잡았다고 한다. 이정행 씨는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중국 C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당시 잔뜩 기대를 했던 것 같았다.

(중국 여성들이)그렇게 안 씻는 데매 … (직장에서)내 뒷자리에 앉은 형은 

C시에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대. 골프를 잘 치는 데 거기서 치

지는 않았대. 여자 얘기만 해주더라고 줄창 … 같은 남자더라도 그쪽을 싫어

하는 사람은 안하는데. (중략) 근데 한번 그런 데를 가서 느껴본 사람은 ‘루

트’라고 해야돼나. 이런 걸 다 아니까.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하면 계속 가

는 거야. 계속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 (직장에서)골프 치는 사람들 한 열 

명 넘거든. 그 중에서 한명이 주구장창 가. 근데 매력을 딴 데서 얻은 거지. 

(이정행[43])



96  비교문화연구 제16집 1호(2010)

이정행 씨는 당시 중국 C시로의 잠깐의 여행이 첫째는 회 먹고 북창

동식 술집에 가고 안마나 받으며 끝날 돈을 가지고 그동안 연말 놀이에

서 한 단계 ‘업’(up)을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이 내용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익명성. 셋째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남성들의 성매매 현상을 분석했던 쳉실

링(Cheng Sealing 2002)은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되는 남성의 욕구는 

한 개인이 아닌 남성들의 집단의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사례로 남성들은 홍등가를 가기 전에 집단으로 술을 마심

으로써 함께 모인 남성들 간에 혹은 개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윤리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며 그 다음날, 함께 성매매 지역을 찾았던 

남자들은 아무도 전날 밤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윤리와 규범 

또는 도덕으로부터의 집단적 일탈은 오직 그들 동료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 집단에 의해서 묵인되는 것이다(쳉 실링 2002: 264-267). 해외 여행

일 경우는 이러한 집단의식의 양상이 연장되어 나타난다. 최일곤 씨는 

미리 경험은 했지만 술자리에서 “좋았다”라는 얘기만 할 뿐 사생활의 

영역에 가두고 있지만, 여행을 떠날 동료들에게는 조금씩 중국에 대한 

정보를 흘린다. 이정행 씨의 경우 한 번도 중국 섹스여행에 참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행에 많은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다. 즉 기존의 

북창동식 성매매는 격이 낮은 것으로 보며, 중국에 가는 것은 ‘격’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성매매 활동을 하게 

될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서와 같이 단순한 매춘여성이 아니라 

“잘 안 씻는”으로 표현되는 ‘중국적인’ 이미지 혹은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여성으로 상상된다. 한국사회의 일상 속에서 이정행 씨는 관광 대

상과 사물의 모호한 상황을 개인적 수준에서 상상하거나 경험하고 있으

며5) 이것은 한국에서의 집단적 성매매 패턴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5) 터너(Turner)는 이러한 일시적인 모호한 상황을 ‘리미노이드’(liminoid) 단계로 정의

한다. 리미노이드는 과거 터너(Turner 1969: 95-96)가 전이의례에서 다루었던 ‘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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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골프장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했던 1990년

대 당시 중국을 묘사한 삽화(Jonathan[1992]: 74) 

3. 중국골프관광의 생산과 소비 

1) 중국의 관광정책과 골프산업의 변화   

오늘날 중국은 자신들이 골프의 종주국 혹은 기원국으로서 15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보다 4백년을 앞섰다고 주장6)하기도 하

지만 현대적 의미의 골프장이 개장한지는 20년이 조금 넘었다.

1896년 상하이(上海)에 골프클럽(上海高尔夫球俱乐部)이 만들어지

기도 했으나 “부패한 자산계급의 생활방식”(腐朽的资产阶级生活方式)

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골프는 금지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외국자본(外

商)과의 골프장 합작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4년 중국 

광동(廣東)에서 광동중산온천골프클럽(广东中山温泉高尔夫俱乐部)이 

설립되었고(石美玉 2005: 357-368). 1985년 중국골프협회가 북경에서 

날(liminal)’한 상황과 많이 다르다. 즉 리미널 현상들이 집단적인 경향을 띠며, 주기

적․생물학적․사회구조적 리듬 혹은 과정과 관련된다면, 리미노이드는 좀 더 개인

적인 산물들이며 계약적이다. 이것들은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의 배경들로부터 

떨어진 시공간 속에서 ‘레저’ 행동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다(Turner 

1982: 52-54; Ryan & C. Michael Hall 2001: 25-26; Selänniemi 2003: 24-25).

 6) SBS(2006. 4. 27), “중국, ‘우리가 골프 종주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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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상) 연도별 중국골프장의 수(1984~2004년)/(하) 전국골프장 

분포(2005년 현재)

* 출처: 石美玉(2005), ｢高 夫休闲和高 夫旅游在中国的发展｣, 2003～2005年中

 国旅游发展: 分析与预测 No.4, 社科文献出版社.

설립되면서 중국의 골프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张虎天․ 

侯丽娟 2006: 1-7). 중국에서의 골프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지만 국가

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났다(Jonathan 

1992: 74)(<그림 3-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의 관광산업과 관광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1978년까지 부정적이었다. 대외적으로도 신중국

이 출범한 후 5년 동안(1949~1954년) 중국의 새로운 정권에 적대적이

었던 미국과 서방 국가 등 주요 관광배출국은 자국민의 중국여행을 금

지했고 중국정부도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1958

년~1960년까지 진행된 대약진운동과 1965~1970년까지 지속된 문화대

혁명의 영향으로 관광의 발전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조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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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인 골 객의 주요 목 지 

계절 여행 목적지 

여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센다이(仙台)  

중국 

쿤밍(昆明)

다롄(大连)

옌타이(烟台) 

칭다오(青岛)

필리핀 

태국 

겨울 

일본 

 가고시마(鹿儿岛) 

미야자키(宫崎) 

나가사키(长崎) 

중국 

하이난섬(海南岛) 

계림(桂林) 

광저우(广州) 

샤먼(厦门) 

상하이(上海) 

쿤밍(昆明)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http://www.cnta.gov.cn/)

1995: 221). 

그러나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중국의 관광산업이 

그 서막을 열기 시작한 이래 200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세 속에서 중국의 10․5계획(제10차 5개년 

경제계획)의 원년인 지난 2001년 중국 국가여유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

旅游局)은 관광산업을 “국가 지주산업(支柱産業)으로 육성, 세계 관광

강국의 건설”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과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재원조성 등을 준비해 오고 있다(송재훈 2005: 102). 

이에 따라 골프관광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휴한경제(休闲经济) 혹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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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시  C시 인근(C시에서 30분 이내 거리)의 골 장 황 

지역 골 프 장 명 홀 수 개장년도 부 대 시 설 비고

C시

K 골프장 18 1999년경

UT 골프장 18 2000 전국 체인 골프장

H 골프장 36 1999년경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

습장

N 골프장

(구 J 골프장)
36 2004

골프텔 88실, 룸사롱, 

볼링장, 수영장

한국기업에서 인수. 

현재 공사 중, 18홀 

가동

D 골프장 27 2006

C 골프장 27 온천

GL 골프장 45 2008 한국자본으로 세워짐

D 골프장 36 54홀로 공사 중

S 골프장 공사 중

D시 O 골프장 18홀
2 0 0 0 년 

대외개방

사무실, 룸, 휴가빌라, 음식

점, 커피점, KTV방, 대소

회의실, 테니스장, 골프연

습장, 사우나 등

중국과 미국의 합작

으로 창설

* 출처: 골프장 설계가 금동영 홈페이지(http://blog.naver.com/gumgolf?Redirect=Log& 

 logNo=29372619) 및 필자의 현지조사 내용.  

육휴한산업(体育休闲产业)이라는 명칭으로 중국의 전체산업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 특히 골프는 과거 귀족스포츠(贵族运动) 혹

은 생태위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에서의 

높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가정책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8) 

2005년 현재 중국의 골프장은 250개소에 이르렀으며 중국골프협회(中

国高尔夫球协会) 추산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중국 내 골프장은 약 312

개소에 이른다(한국일보 2007. 2. 15; 中国高尔夫球协会).

중국에서 한국은 골프에 있어서 거대한 잠재적 시장으로 꼽히고 있

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래 빠른 속도로 골프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수요와 공급이 항상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회원권 등이 

 7) 浙江省体育局(www.zjsports.gov.cn/zjty/node169/node307/node310/userobject1ai7123/ 

00000000.doc)과  石美玉(2005)의 논문을 참고할것.

 8)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http://www.cnta.gov.cn/html/2008-6/2008-6-2-21-16-34-89.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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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어 해외골프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 국가여유

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9) 

한국인 골프여행객들에게 중국골프관광은 가격이 저렴한 점이 흡수

요인이 된다. 골프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나 관광, 오락에 있어서도 저렴

한 비용은 중국이 우위에 있다. 비록 한국인 관광객들이 겨울에 날씨 

문제로 태국으로 골프관광을 많이 떠나게 되지만 반대로 여름에는 태국

이 덥기 때문에 중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으며, 광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

에서 겨울에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

객을 상당수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중국골프관광의 과정

필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한 C시는 한국과 인접한 산동성(山東省)에 

위치한 면적 10,654㎢, 인구 7,579,900명(2007년 현재)의 대도시이다. 

골프장은 공사 중인 골프장과 인근 골프장을 포함해 9개소에 이르며 

가까운 지역의 골프장까지 합치면 13개소가 넘는다. 또 다른 조사지인 

D시는 랴오닝성(遼寧省)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15,222㎢(시내 면적 

834㎢), 인구는 246만 명(시내인구 76만 명)에 이르는 중국에서 제일 

큰 변경도시이다. 골프장은 2개가 있었으나 1개소는 현재 폐쇄되어 있

고 1개소만 운영 중에 있다. 중국골프투어는 국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상품으로 만들어놓고 있으며 가격대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 까지 

다양하다. 국내 여행사뿐 아니라 현지여행사들도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

놓으며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여행은 대체로 주말을 끼고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이 많다. 여행의 일정은 골프 라운딩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 단순하게 반복되어 있다(<표 3-4>). 

 9)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http://www.cnta.gov.cn/html/2008-6/2008-6-2-21-16-54-22.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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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 국내 여행사의 중국 C시 골프여행 상품 

N여행사: 54홀 중국 C시 골프투어 2박 3일(가격: 성인849,000원)(2008.12.5 기준)

1일

(금)

8:30 인천 공항 인천 공항 3층 M카운터 옆 23번 테이블 집결

10:30 인천 공항 출발 

11:05 중국 C공항 도착 후 골프장으로 이동 

○ H골프장에서 18홀 라운딩   

  호텔 투숙 및 휴식

 - R호텔 또는 동급(준5성) 

 - 중식: 불포함 / 석식: 현지식

2일

(토)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 H골프장에서 18홀 라운딩  

석식 후 호텔 투숙

-R호텔 또는 동급(준5성)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석식: 현지식 

3일

(일)

호텔 조식 후 골프장으로 이동  

○ C골프장에서 18홀 라운딩   

-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19:00 중국 C공항 출발 

21:30 인천 공항 도착

여행사별로 판매하고 있는 골프관광 상품의 특징은 우선 개별적으

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현지 골프장에서 4인 1조가 아니

면 골프장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4인 1조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둘

째, 대부분의 여행 일정이 골프 라운딩으로 잡혀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

에 여행사들은 간혹 골프관광을 다녀온 여행자들로부터 관광일정에서 

가이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이나 항의를 받기도 한다. 가이드와 

기사의 임무가 여행자들을 공항이나 호텔의 골프장에 데려다 주는 것과 

골프를 친후 다시 호텔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중국으

로 자주 골프관광을 다녀 현지사정에 익숙한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알아

둔 여행업자나 가이드를 통해 이런 비용을 뺀 좀 더 싼 가격에 골프관광

을 다녀오기도 한다. 셋째로는, 다른 일반적인 관광상품들과 다르게 골

프관광은 골프만을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간혹 여행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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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럽게 발생하는 관광가이드의 반강제적인 쇼핑 강요에 시달릴 필

요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골프장 이용의 순서는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클럽하우

스의 안내처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골프관광객들은 라커로 가서 골프복

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캐디는 각 골퍼 당 한명씩 배정받는데, 골프를 

그동안 접해왔던 사람들은 남성캐디를 선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

에서 여성캐디들은 한국 캐디에 비해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에

서 만난 한 골퍼는 과거에 그린에서 퍼팅을 해야 하는 순간에 캐디가 

처음 티샷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쥐어 주는 바람에 어이없어 

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캐디들이 농사짓다가 바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

다. 그는 그 일 이후부터 주로 남성캐디를 주로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과 다르게 분실구나 OB10)가 나면 캐디들이 시간에 개

의치 않고 성의껏 공을 찾아주기도 하며 간혹 실력이 있는 캐디가 골프

를 잘 못 치는 초보자에게 성실하게 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한다. 한국에

서는 골프를 잘 못 치거나 분실구, OB가 잦을 경우 “더 연습하고 오라”

는 핀잔을 듣는다. 경기 진행상 미숙한 팀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한국의 상황과 달리 중국에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해서 ‘황제골프’라는 말이 나

왔다고도 한다.

일단 골프장 안에 들어서면 골퍼와 캐디만 남기 때문에 캐디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 번은 골퍼가 티샷을 했는데 계속 해저드에 볼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골퍼가 기분이 상해서 계속 티샷을 해보겠다고 하자 캐디

가 공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골퍼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설을 

캐디에게 해댔다. 이런 식으로 골프가 진행되면 동반자들도 분위기가 

10) ‘Out of Bounds'의 약자로 코스주변에 흰 말뚝으로 표시한 플레이 금지 구역(박순표 

200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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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진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면 캐디문제보다는 서로 걸어놓은 내기에 더 

관심이 많아진다. 대개 1타당 중국화폐 10위안 정도에서 많게는 100위

안이 넘는 돈을 걸기도 하는데 골퍼들은 이 내기에 사활을 건 것과 같이 

매우 집중한다. 내기돈은 한 홀이 끝났을 때 바로 주고받기도 하고 트럼

프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내기 돈을 계산하기도 한다. 한 여행객은 

과거에 옌타이(烟台)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는 골퍼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었으

며 그가 가서 제발 한국사람 이미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고 

왔다고 했다. 내기에 집중하다 보면 화가 나서 골프채를 부러뜨리거나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치다말고 골프백을 들고 가버리는 사람

도 있다.  

골퍼들은 골프를 치다가 ‘그늘집’이라 불리는 골프장 내의 휴게실에 

들어가 간식을 먹기도 하는데 판매되는 간식들은 거의 모두 한국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중국의 골프장을 많이 찾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골프가 끝나면 일단 캐디에게 팁을 바로 준다. 캐디팁은 골프장 사

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어야 한다. 대개 캐디 1인당 

50위안~100위안 정도를 건넨다. 이후 신발에 묻은 잔디를 털어내고 샤

워장에 가서 샤워를 한 후 옷을 갈아입고 안내 데스크에서 계산을 한 

후 클럽하우스에서 나온다. 

3) 골프 라운딩 이후의 소비문화

골프관광객들은 골프를 치고 남은 시간에 발맛사지나 사우나 혹은 

밤문화를 가이드로부터 은근히 제안을 받는다. 실제로 아침부터 18홀을 

돌며 골프를 칠 경우 몸이 상당히 피곤하다. 또한 발맛사지나 안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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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옵션에 따라 40위안~120위안(6,680원~20,040원/1위안 당 한화 

167원 기준)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다. ‘밤문

화’라 불리는 것은 주로 룸살롱에 가는 것을 뜻한다. C시의 호텔 주변의 

룸살롱은 한 룸(방)당 양주 한 병 정도 시키면 600위안~800위안 정도 

하며, 이른바 ‘아가씨’를 부르면 룸살롱 종업원들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

는 데 1인당 200위안 정도 팁을 주면 된다. 만일 ‘2차’라고 불리는 아가

씨와의 동침을 원하면 팁을 따로 주지 않고 800위안을 주면 된다. 이것

이 소위 ‘밤문화’의 전부다. 

C시에서 한국 여행사의 대행업을 하다가 1년 전 독립을 하여 여행

사를 차린 송인철(43) 씨의 사례는 골프투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성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여행사에 있을 때 (만약) … 내가 원가가 60만 원이면 한국에서 30만 

원밖에 안줘요. 그럼 오는 사람에게 바가지 씌어서 돈 내게 해야 되요. 투어로 

들어오면 다른 여행사들 식당이랑 다 얘기가 돼 있잖아요. 밥 한 공기 더 해

도 10원 더주고 …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워야 되요. 발안마까지 받으러 가

면 150원 … 50원을 150원 줘야 되고 … (중략) (여행객) 주머니에서 돈이 나

오게 해야 되니까 술집 알아봐야 되지. 마담하고 자웅 맞춰놔야 되지 … (송

인철[43]).

인터뷰 내용처럼 독립을 하지 않은 여행 대행사들은 현지 사정에 

관계없이 터무니없이 책정하는 본사의 대행비로 인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룸살롱을 여행자들에게 추천하게 된다. 룸살롱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소개하는 여행팀의 수에 따라 많은 수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지 대행사나 여행사들은 여성 골프팀이 오는 것을 상당

히 꺼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골프장만 이용하고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으며 쇼핑 정도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다는 것이다.11) 

11) 일부이긴 하지만 여성으로 구성된 골프투어 팀들이 간혹 남자종업원이 나오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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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철 씨는 독립한 후 여행사를 설립해 견적서에 아예 자신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 요금까지 명시해놓으면서 신뢰를 쌓아나갔다고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골프장 사용료는 직접 골프장과 계약을 한다. 이를테

면 그가 여행객을 자주 모시고 가는 C골프장의 경우 18홀에 입장료(그

린피) 690위안 정도로 계약을 한 후 여행객에게는 700위안(한화 약 

116,900/1위안당 167원 기준)에 공급한다. 중국골프관광객들이 여행사

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 중국내 한국인 친구

들에게 부탁해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원

의 게스트로 입장하는 입장료가 850위안~890위안 정도인 것을 감안한

다면 여행사와 골프장과의 계약으로 1인당 약 150위안을 절감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호텔비용이다. 5성급인 S호텔은 1인 1실 하루 

숙박이 600위안인데 호텔 측과 540위안에 계약해서 1인당 60위안을 

이익으로 남긴다. 나머지 교통비 등은 세부적으로 견적에 넣는다. 식사

는 예약이나 차량만 제공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이드도 

필요가 없다면 계산에서 제외한다. 대신 송인철 씨는 서비스 차지

(service charge)로 전체 코스에 2,000위안을 가이드 비용으로 받는다. 

이것은 여행 대행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룸살롱 소

개비용까지 투명하게 책정한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 경우 전체 투어 

비용이 한국의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높아지기는 하나 골프관

광의 절반 이상이 접대로 오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 

동행하는 손님을 편하게만 모셔달라는 주문이 많다. 

같이 모시고 오는 분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짜증

이 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 접대 차원이니까. “온

다” 그러면 호텔 여러 방에서 재워봤으니까 맘에 드는 호텔 … S호텔 … 거기

에다가 술집은 K, (호텔)바로 옆에. (접대자들은) “누구누구 오니까 코스를 어

디를 잡아라” 언질을 줘요. 그분들은 회사 카드 갖고 … 법인카드 있으니까. 

빠’(호스트바)를 권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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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과 아가씨 비용은) 카드로도 되요(송인철[43]). 

접대골프자의 입장에서 ‘접대’는 여행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다른 동남아 골프

여행과 중국여행이 다른 점이다. 

그런데 여행업자들의 이야기처럼 골프관광과 연결된 매매춘이 중국

에서 공공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는 매매춘을 단속하기 위해 공안국(公安局) 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

다는 공포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밤문화’는 위험

한곳/안전한 곳이 나뉘어져 있다. 이를테면 5성급 이상의 호텔은 접대여

성을 데리고 가도 괜찮지만 5성급 이하의 호텔이나 안마방, ‘호빠’(호스

트바) 같은 곳은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

각한다.12) 이런 틈을 타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숙박업도 생겨났다. 예

를 들어 일반 아파트를 세 채 정도 보유한 사람이 골프팀에게 민박의 

형태로 며칠 빌려주고 룸살롱 여성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이드 등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민박을 은밀하게 

권유한다. 권유의 내용은 룸살롱에서 2차를 아가씨와 같이 나와 호텔로 

들어갔더라도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며, 여성들이 그것을 핑계로 

금세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예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자는 것이 낫다

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룸살롱에 갈 필요 없이 룸살롱 아가씨들을 전화

로 불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잘 수 있다는 것이다. 

아가씨들이 경찰들 들어와서 단속할까봐 걸릴까봐 2차 왔다가 (호텔에서)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금방 전화한 그 형이 자기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

요.13) 방이 세 칸이에요. 아파트니까 경찰들이 아예 모르잖아요. 거기가면 안

12) 실제로 얼마 전 한국에서 온 중년 여성들이 ‘호빠’(호스트바)에 갔다가 공안이 급습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C시에 널리 퍼져있다. 이 중년 여성은 7명이

었는데 나중에 3명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매매춘 자체는 불

법이지만 중국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호텔의 

급수 및 남녀의 이용유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의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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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고, 아가씨들이 거기가면 간다는 말을 안하기 때문에 … 거기 가있으면 

안전하고, 아가씨들이 호텔 같은 데는 단속 들어온다고 갈려고 하거든요, 아파

트는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단속 들어와? 못 들어오지. 문만 

걸어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오지. (김동근[29], 중국동포[조선족] 가이드) 

이와 같은 상업적인 형태의 골프관광 이외에도 한국에서 진출한 한

인들이 자신의 회원권을 친한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초청해서 게스트로 

치게 하는 호혜적 형태, 법인회원카드를 여행사에 빌려주는 형태 등도 

있다. 중국에 기업을 하러 왔다가 이른바 ‘개털’(회사가 망한 경우)이 

된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직접 

내기 골프에 참가해 딴 돈으로 수입을 삼기도 한다. 

골프관광이 ‘밤문화’로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골프관련 부분을 제외하려고 했다가 수입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지속하

는 경우도 있다. D시에서 여행사를 경영한지 2년 정도 되는 차미예(여, 

42) 씨는 자신이 여성이고 기독교인이라서 골프관광 부분을 계속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차미예: 골프가 원래 36홀인데 37홀을 한다 …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

에 … 저희도 골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사자: 37홀?

차미예: 농담이에요. 뭔지 아시죠? 저녁에 음주가무가 따라가더라구요. 제

가 신앙인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제가 여성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여성

주의자이기 때문에 …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 … (중략) 손님이 남자 

분들이 네 분이 오시는데 방을 (각각)네 개를 빌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나는 낭비 아닌가? 300위안, 400위안짜리 방을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몰랐

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선을 가지고 한 발을 하고, 한 발을 하지 않아

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하고 … 그 대신 밤문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일

을 진행할 (다른) 사람은 있어요.

13) 김동근 씨가 얘기한 ‘형’이라는 사람은 중국 한족(漢族)출신으로 한국에 이주노동자

로 가서 번 돈으로 중국 C시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이 아파트는 한국인 골프여행

객을 위한 민박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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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골프장이 있는 중국의 도시에서는 여행업 자체가 골프

관광과 ‘밤문화’ 체험을 겸하도록 견고하게 구조화 되어있으며 오히려 

‘밤문화’는 수익 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견고함

으로 인해 여행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밤문화’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

며 그 부분으로 수입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밤문

화’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손님

들이 자신들과 거래해서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갔는지가 중요

하며 이것이 골프관광에서 ‘밤문화’를 지속시키는 내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로 작동된다. 이러한 ‘밤문화’는 중국정부의 휴한경제(休闲经济) 

혹은 체육휴한산업(体育休闲产业)의 순수한 목표나 일반적인 도덕률과

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비교적 자발적인 매매춘의 확산

과 같은 중국사회의 변화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4) 

4. 중국골프관광 소비의 문화적 구성  

1) 여가제약과 골프관광의 증가   

일반적으로 골프관광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골프보다는 이른바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골퍼들이 중국에 관광을 온 주요한 동기는 역시 한국에서 골프

를 즐기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의 요소(전태준 2007: 141-155)를 현지조사를 토대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의 매춘여성들은 2,000만 명이 넘으며 이들의 수입은 총 

5,000억 위안 규모로 중국 GDP의 6%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성 매매춘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으로 고용에 있어 남녀간의 성적 불평등을 꼽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삶

의 방식의 확대로 인해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려는 ‘비교적 자발적인 선택’ 
(relatively voluntary choice)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POCHAGINA 2005: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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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골프를 지속할 때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이다. 골프를 지

속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통계에서 사용하듯이 1회 라운딩 할 때의 

비용으로 끊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연속적으로 셈을 하며 그 

액수를 강남의 고가주택에 비유한다. 이것은 골프라는 운동이 몇 번 하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진지한’(serious)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전에 골프를 보기 플레이까지 할려면 집 한 채라고 그랬어요, 강남 집 한 

채. 그러면 1억에서 2억이 들어가요. 싱글로 간다면 집이 두 채 … 3억 들어

간다는 뜻이에요15) …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배우면 해외에서 배우면 

한국보다 1/3 싸요. 여기서 5천만 원 들여서 배우면 한국가면 1억 5천이 들어

가요. 그리고 여자문제도 있지만 여기 오면 3일, 4일 동안은 무제한으로 칠 

수 있으니까, 골프를 … 완전히 특수훈련이에요. 한국사람들 오면 욕심이 많

아가지고 36홀 다 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우니까. 그 정도로 집요해요. 

어제 김근만 씨 친구들도 대학교 교수들인데 세상에 이 더운 날씨에 여기 D

시에 1시에 도착해서 밥도 차에서 김밥을 먹고 2시에 티업하러 가는 … 그게 

… 생각을 해봐요. 가능한가 … (면담 당시 8월 초 한여름이었음)(장영근[46], 

D시에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며 한국의 골프관광객과 같이 골프를 자주 함)

두 번째는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은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골프는 한국

사회에서 부나 정치력의 상징, 혹은 불온한 커넥션 혹은 정경유착으로 

부각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내부적으로 금지령이 발동되기도 한다. ‘골프 회동'으

로 3당 합당의 틀을 만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골프 금지령

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은 자기 돈을 

15) 각 홀 당 기준타수보다 1타를 더 쳐서 넣는 것을 보기(bogey)라고 한다. 매 홀을 보

기로 마감할 경우 합하면 90타가 되는데 90타 전후를 ‘보기 플레이어’라고 한다. 보

기 플레이어면 적어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다. 싱글은 매홀 전체를 기준타수로 친 것을 뜻한다. 기준타수로 칠 경우 72타가 되

는데 거기에 9타를 더한 81타 까지를 싱글 골퍼라 하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고 인정받는다(박순표[2007] 위의 책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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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더라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만들기도 

했으며 아직도 정부 각 부처에서 골프금지령이 발동되고 있다(조선일보 

2009. 4. 30). 이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골프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골프게임 자체에 ‘내기’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의 접대골프가 너무나 힘들고 번거롭기 때문이

다. 특히 골프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인데다가 접대상대를 위해 

주말에 교통란이 심한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운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접대골프는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골프 치는 사람은 해외에서만 쳐요. 그 가격에 … 도착하는 순간

부터 마중 나오고 … 모든 게 자기가 편하게 움직이거든. 캐디가 공도 찾아주

거든. 편안하죠. 한국에서 골프 치면 자기가 움직여서 운전해야 돼. 피곤한 일

이지. 자기가 걸릴지 모르니까. (골프 후) 목욕하니까 나른하지, 올라오면서 

차 밀리지, 졸려죽겠지, 다른 사람 운전하랄 수 없지, 다 자빠져 자니까. 지치

는 거야. 차가 밀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골프가 즐거운 골프가 되겠냐고. (송

인철[43]) 

이들에게 해외에서의 접대골프는 상대방도 좋고 자신도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접대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이라서 더구나 더욱 은밀한 부분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다. 

네 번째는 초보자나 실력이 부족한 골퍼, 남성 중심적인 골프문화에

서 간혹 실력 미숙의 오해를 받기도 하는 여성골퍼들에게 한국의 골프

장은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자인 경우 골프장에 나갈 경우 캐디

들이 연습을 좀 더 하고 나오라는 핀잔을 주거나 심지어 아예 더 이상 

게임을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의 골프

장 관리와 운영이 철저하기 때문이지만 초보자와 미숙련자에게는 힘겨

운 일이다. 대부분 운영에 있어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있는 중국의 골프

장에 가보면 이러한 이유로 ‘머리를 올리러’ 원정 온 한국인들이 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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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에 뜨인다.16) 

좀 특이한데 여성 골퍼들 중에서 … 한국에서는 치여서 못한다면서요? … 

그래서 챙피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야.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미안

해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 여성 초보 골퍼라고 해야될까요? 병아리 골

퍼들을 남편들이 머리 올려주러 오시더라구요. (차미예[42] D시에서 여행업 

종사) 

따라서 ‘밤문화’는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 많은 골퍼들은 골프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골프투어의 모든 시간을 골프에 할애하기도 하고, 부부

와 함께 ‘머리도 올리고’ 관광을 겸해서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밤문화’가 골프관광과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골프 경기 자

체가 일반적인 승패게임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접대골프’ 등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곧잘 ‘밤문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2) 연장된 ‘밤문화’의 소비

‘밤문화’는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밤문화’

는 한국의 섹스 중심의 남성문화가 빚어내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

며 연장되어 있다. 그러나 골프 애호가나 접대를 위해 스포츠를 하는 

이른바 ‘생계형 골퍼’들의 시각에서 보면 ‘밤문화’도 한국남성들의 성적 

욕구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골프관광객들은 우선 골프 자체에 

‘내기문화’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내기에서 딴 돈을 소비하는 과정에

서 ‘밤문화’가 자연스럽게 소비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골프는 내기문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뤄져요. 한국에서 90% 이상이 

다 내기에요. 10원짜리 내기라도 해요. 어쨌든 내기하면 딴 것 갖고 써야 될 

16)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 초보자가 골프연습장에서 기본기를 모두 익힌 후 정식 골프

장인 필드에 첫 라운드를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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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니에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써야 되니까 이어지지. 암만해도 여기는 

해외니까. (장영근[46], D시에서 인테리어업에 종사) 

골프에서 내기는 몇 권의 책(묵현상 2001, 2004; Stockton 2002)이 

저술될 정도로 전문화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즐기는 내기게임은 ‘스트로

크’, ‘스킨스’, ‘라스베가스’, ‘OECD’ 등은 대표적인 내기 방식이다.17) 

내기에서 늘 지는 사람은 ‘스폰서’ 혹은 ‘도시락’18)이라고 놀리기도 하

며, 항상 내기에 지던 사람이 그날따라 잘 치면 “도시락에 돌 들었네”라

고 이야기한다. 내기의 승자가 된 사람은 딴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밥이나 술을 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밤문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바이어 접대의 경우에도 일

부러 잃어주기도 하지만 바이어의 돈을 따서 그 돈으로 접대하는 경우

도 쉽게 볼 수 있다. 

골프의 여러 은어들이 섹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볼이 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 뱉어내네”, “물었다 놓네”, 공이 

살짝 돌아 나오면 “핥네”, “핥고 나오네” 등와 같이 섹스를 연상하는 

말을 구사한다. 이밖에도 상황에 따라 “밧타가 좋네”, “밧타 어제 단련

했네”, “집어넣네”, “찌르네” 등의 성을 연상하는 단어들을 구사하면 

동반자들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17) 1. ‘스트로크’란 1타당 정한 금액을 각자 스코어의 차이로 곱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다. 보통 핸디캡이 높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핸디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각자 계산해 미리 지불하고 시작한다. 2. ‘스킨스’는 플레이어들이 핸디

캡에 따라 금액을 똑같이 내고 홀마다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상금을 가져가는 방

식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 내는 금액에 차등을 두기도 하고, 상금 대신 

전체 홀을 통틀어 가장 많은 홀을 진 사람이 식사를, 두 번째 많이 진 사람이 캐디

피를, 세번째 많이 진 사람이 카트피를 내기도 한다. 3. ‘라스베가스’는 각자의 핸디

캡을 무시하고 1등과 4등, 2등과 3등이 한조를 이뤄 매 홀마다 합계 타수가 낮은 

팀이 이기는 방식이다. 4. ‘OECD’는 스킨스 게임을 할 때 상금으로 자신이 낸 본전

을 다 챙긴 순간 OECD에 가입하게 해 그 뒤부터는 오비, 벙커, 스리퍼트, 더블보

기, 해저드를 범할 때마다 그 동안 챙긴 상금을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다(컨시드 카

페[http://cafe.naver.com/conced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6]). 

18) ‘도시락’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오늘 내 밥이다” 즉, 오늘 네가 내 밥을 살 것이

라는 뜻이다. 



114  비교문화연구 제16집 1호(2010)

접대를 하는데 있어 중국의 ‘밤문화’가 유리한 이유로 자신들의 이

야기를 누군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는 사람도 

있다. 접대를 할 때는 항상 은밀한 얘기와 거래가 오가곤 하는데 한국 

룸살롱의 경우 종업원이 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소

문이 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대개 중국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한족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밀한 거래를 해도 안심이 된다

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포여성(조선족 

여성)을 선호하였으나 한국에 일자리가 늘어 다수가 한국에 가버리고 

과거에 접대의 은밀한 얘기를 소문을 내어 퍼뜨렸던 사건이 터지면서 

교포여성은 잘 찾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성을 

목적으로 한 섹스관광이 아닌 이상 일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성에 

접하기는 쉽지 않다. 동남아시아의 섹스관광을 조사했던 홀(Hall 1996: 

271-273)은 대만이나 한국처럼 식민지를 경험했거나 필리핀처럼 주둔

군이 있었던 경우 섹스관광은 적어도 네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하며, 이 

단계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서구인들에게 섹스관광은 전형적인 유형

을 가지게 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한국인에 있어서 중국의 섹스관광

은 어떠한 전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인들은 골프관광을 오

면서 알게 모르게 골프장 주변지역의 정보를 얻게 되면서 중국의 여성

을 ‘상상’한다. 특히 여행객의 주변에서 중국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있다는 언설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여성과 다르게 성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어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첩이 되는 ‘얼나이'(二奶, 둘째 부인이

나 첩), 산나이(三奶), 스나이(四奶)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남편이 있는 여성들도 밤업소에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한 중국 여성들의 성

적인 개방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임금의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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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시작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골프장이 있는 곳은 

중국의 농촌지역을 개발한 곳이고 주변에는 공장지대가 있는 곳이 많다. 

공장에서 특히 비숙련 여성노동자들은 한 달에 800~1,200위안 정도를 

받는데, 밤업소에 나올 경우 한 달에 2,000~3,000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 따라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여성들은 공장을 그만두고 

나와 여관에서 2~3명이 합숙하며 밤업소에 나오게 된다. 가족 친척 등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밤 업소에 근무하

거나 중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 온 여성들도 있다. 관광객뿐 아니

라 윤락여성도 고객을 찾아 이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19) 이들 윤락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보조가방에 항상 콘돔을 소지

하고 있으며 성행위시 관광객에게 철저하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성행위가 끝나면 계약된 시간까지 잠을 자거나 핸드폰으로 고향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기도하고 문자교환을 즐기기도 한다. 노동으로서

의 섹스와 노동이후의 휴식이 분리된 듯 보이는 이들의 철저히 개별적

이고 계약적인 행동들은 간혹 여행지에서의 사랑 혹은 로맨스를 꿈꾸었

던 관광객을 당황스럽게 한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전적으로 노동으로

서, 수입의 확보만을 위해 이 일을 하지는 않는다. 현지 가이드들은 밤 

사이에 이 여성들에게 잘 대해주면, 다음날 화대 없이 이 여성과 시내관

광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여성에게 잘 대해 준다는 것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제를 복용하여20) 성적으로 여성을 

기쁘게 해주거나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친근함을 갖도록 하는 것 혹은 

식사나 선물을 사주는 일 등이다. 이 경우 관광객과 윤락여성의 지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매매춘의 전 과정은 윤락여성과

19) 오퍼만(Oppermann)은 여행객뿐 아니라 윤락여성들도 일할 지역을 찾아다니는 비즈

니스 관광객일 경우가 있다는 점, 많은 사회들에서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거주국 여

성이 아니라 이주한 윤락여성에게 봉사를 받기도 한다는 점 등을 통해 섹스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다(Oppermann 1999: 260).  

20) 관광 가이드들은 발기부전제를 가지고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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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현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룸살롱 담당자에게 룸살롱비와 화대를 미리 지불해 놓기 때문에 

윤락여성과 상업적이고 불법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은 희석된다. 

한편 관광객들은 사우나나 룸살롱 등에서 부분적으로 중국여성들의 

단면을 체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골프가 끝난 후 사우나에서 안마를 

받다 보면, 특히 전신안마의 경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린 나이의 

여성 안마사들이 남성 고객들의 양기를 북돋우기 위해 손님들의 성기를 

툭툭 건드리거나 안마사 자신의 성기를 손님의 등 부분에 마찰하곤 하

는데, 이때 정말로 중국 여성들이 개방적이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

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룸살롱에서 30명 이상 줄을 서서 

관광객들의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

로도 관광객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윤리적, 도덕적 경계에서 한층 더 

모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섹스관광을 윤락여성과의 실제적 성접촉

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우

나나 룸살롱에서의 관광객의 경험 역시 섹스관광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성의 상업적 측면임을 간파하게 되는 

여행객들도 있다. 이들은 중국에 자주 골프여행을 오는 사람들로 여행

지에서의 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업성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차츰 알아차리게 된다. 이들은 다른 은밀한 경로를 통해 ‘상업성에 덜 

물든’ 여성들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며 현지에서 모집된 대학생이나 유

치원 선생과 같이 상업적인 이미지와 상반된 여성들과 밤을 보내게 된

다. 

그분들이 요구하신 것은 그런 퇴물들 말고. 사실 노래방 아가씨들이 이쁘

고 섹시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 제가 데리고 간 아가씨들은 촌스럽고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먹고 …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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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때. 세 명은 학생이고 … 두 명은 (유치원) 선생이고 …. (방일훈[32], 

D시 거주 한국인)

 

어떻게 보면 관광객과 호스트(host) 사회의 여성들은 자진해서 이렇

게 모호한 리미노이드(liminoid)의 상황을 추구하려고 하는 듯하다. 이

러한 경험은 한국에 가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사생활’이자 개인적이

고 사회적인 경계들의 전이/위반(transition/transgression)의 경험이 되

어 여행객 자신을 정해진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한편으로 지각

을 강화시킨다(Selänniemi 2003: 27-28). 그러나 관광환경을 관광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대면하는 파트너가 상업적인지 혹은 비상업

적인지, 자발적인지 혹은 착취적인지에 따라 그 자유와 지각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현대 관광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자신의 

성별, 섹슈얼리티,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s) 등이 오늘날 주요한 

관광 환경의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현지조사를 통해 골프관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이 한국인의 중국관광을 통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 관광객들이 

골프관광과 같은 ‘진지한’ 레저과 이와 결합되는 ‘밤문화’를 통해 어떠

한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상실하는지 관찰함으로써 한국인의 관광의 행

위와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관광, 특히 현대 스포츠관

광의 본질과 관광 장소로서의 중국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한국사회에서의 골프는 ‘귀족운동’에서 1980년대 스포츠장려정책

에 의해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골프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골프는 고소득의 계층이 즐기는 스포츠이며,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접대 혹은 비즈니스 형태로 유지된다. 

골프는 일정한 공간과 꾸준한 연습, 타수로 표현되는 등급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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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레저이며 중국으로의 골프관광은 특히 남성 골퍼들을 중심으

로 하는 한국 문화 내의 여가제약의 요소와 접대문화의 어려움이 결합

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중국에서의 골프관광의 소비의 과정

은 한국문화 속에서의 결핍된 여가제약들이나 접대와 같은 생계활동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며, 이것은 곧잘 ‘황제골프’라는 용어로 표

현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골프관광에 혼재되어 있는 성

적인 부분을 기대하거나 경험하게 된다. 이른바 ‘밤문화’는 한국에서 

제약된 부분을 만끽하는 해외골프관광 문화와 똑같이 연장된 구조로 생

산되며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중국에서의 골프는 1980년대 대외개방과 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과거 귀족스포츠(贵族运动) 혹은 생태위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

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에서의 높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가

정책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골프관광은 휴한경제(休

闲经济) 혹은 체육휴한산업(体育休闲产业)의 순수한 목표나 일반적인 

도덕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발적인 선택

에 의한 매매춘의 확산이나 첩제도의 확산과 같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사

회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언설화

되어 골프관광에 참가한 관광객의 도덕적, 윤리적 모호성을 증가시키며 

한국에 가서는 ‘말 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 속으로 묻어두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골프관광에서의 관광객과 관광요소들에 대한 보다 면

밀한 관찰을 통한 일련의 문화적 과정의 분석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관광객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표출될지에 대해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

각한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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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Golf Tourism, Sports Tourism, Serious Leisure, Sex Tourism, 

China, Leisure Constraint, Nightlife, Liminoid

Korean's Golf Tourism and 

Extended Nightlife in China

   Lee, Chang-ho*21)

Through a field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how various 

aspects of golf tourism in China consumed by Koreans is 

represented. It also analyses the changes in the behaviors of Korean 

tourists and the meanings of golf tourism, especially, the essence of 

sports tourism and China as the tourist site, by observing what kinds 

of identity are gained or lost as a ‘serious leisure' activity like golf 

tourism is combined with a nightlife.

In South Korea, it was in the 1980s when the perception of golf 

changed from an ‘aristocratic sports' to a popular sports through a 

sports promotion campaign. Despite the popularization of golf, it still 

remains to be a sports activity for the high income class and is one 

of the preferred perks (jeopdae) given as part of business transaction.

Nevertheless, golf is a ‘serious' leisure requiring specific space 

and facilities, continuous practices, and skills. Players are rank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wings used to put a golf ball into a 

hole. In the case of golf tourism in China, the activity is centered 

* Cooperative Researcher, Center for Multicultur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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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le golfers which i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leisure 

constraints of golf in South Korean culture and the difficulties of 

jeopdae culture. Therefore, the consumption of golf tourism in China 

is a way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is why the golf tourism 

in China is often time called the “emperor's golf.” Moreover, 

expectation or experience of some kinds of sexual activities are 

involved. The so called ‘nightlife' extended from South Korea is 

linked with golf tourism in China similarly without the constraints 

of South Korean society and tourists are assimilated quickly.

In China, golf was introduced in the 1980s as part of open door 

and reformist economic policy of the state which emphasized that 

it will bring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employment in 

rural areas instead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ast image of 

an aristocratic sports. However, golf tourism in China is rapidly 

moving in an opposite direction of the aims of hyuhangyeoje (leisure 

economy) or cheyukhyuhansanyeop (sports leisure industry) or 

general morality. This phenomenon is closely related to rapid 

cultural changes in Chinese society after the introduction of open 

door policy such as the spreads of ‘voluntary' prostitution and the 

mistress system. This increases the ambiguity of morality and ethics 

of tourists participating in golf tourism and turns it into a private 

life that cannot be spoken about. 

The analysis of such a series of cultural processes in which golf 

tourism is undergoing would provide a glimpse of the future 

direction of the qualitative change of tourism industry and how the 

identity of tourists will be represented in the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