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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accessibility to sports facil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structural leisure 
con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types of reservation methods 
and payment methods, which are the initial stages of consuming sports facilities, and to explore 
inconveniences that consumers feel when making reservations. [Method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derive the resul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echnical statistics focusing on the reservation method, payment method, and inconvenience 
during reservation. [Resul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in types of reservation methods and payment 
methods were homepage, homepage/telephone, telephone, homepage/app, and account transfer and card 
payment, respectively. In the case of inconvenience, the procedure was complicated, address and location, and 
reservation method were identified as the main matters. [Conclusions] Efforts must be made to secure both the 
convenience and publicity of accessibility at an early stage, such as reservation methods and payment methods 
for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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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국내 스포츠시설 현황은 2014년, 2016년과 비

교하였을 때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 모두 큰 변

화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9)에 발행한 스포츠산업백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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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을 기준으로 총 56,854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은 511개소, 

신고체육시설업은 56,343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교

를 위해 2016년과 2014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스

포츠시설 개소수는 각각 58,321개소, 56,630개소로 확인

되었으며 등록시설업은 각각 511개소와 496개소, 신고시

설업은 각각 57,810개소와 56,134개소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Kim, Jung, & Huh (2016)의 연구에서는 공공체

육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를 목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도 적정 소요면적 대비 66.3%까지 밖

에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기초로 향후에도 

스포츠시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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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확충에 있어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한 시

점이다. Kim (2017)의 연구에서도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공급하

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가제약 관련 개념은 스포츠시설의 효

용성 증대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닌 시설 접근에 있어 나타나는 제약 요인

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하나의 틀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여가제약은 선호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참

여를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Hwang, Choi, 2012). 

Crawford & Godbey (1987)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유형

을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와 실제적 여가 참여 간의 관계를 통해 각 

여가제약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 개인적 

여가제약 유형은 개인의 여가 참여를 유도하는 특정 여가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형성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스포츠 기술에 대한 

전문성 또는 자신감의 부족은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 형성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 여가제약 유형은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실제적인 여가에 대한 참여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여가 활동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해 표출되는 

갈등은 여가에 대한 개인적 선호 형성과 실제적인 여가 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은 특정한 여가 활동에 대한 개인

적 선호를 바탕으로 해당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이를 

가로막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가 활동을 즐

길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코로나19 일부 상황으로 

인해 관련된 시설 자체가 모두 폐쇄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개

인이 여가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었다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시된 여가제약 유형 중 스포츠시설은 구조적 여가제약 

유형과 연결 지어 설명될 수 있다. 특정 스포츠에 대한 개인

적인 선호가 생긴 경우에도 스포츠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거

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 Lee & Hwang (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비참가에 

대한 여가제약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시설은 여건, 가치 인

식, 동료, 부담, 가족과 함께 주요한 여가제약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여가제약 요인들 중에서도 시설이 가

장 높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 역시 제시되었다.

주요한 여가제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시설에 

내재된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면 Kim, Jung, & Ko (2017)

의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

화시대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스포츠 관련 정보 역시 하나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스포츠시설 접근성 향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발

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예약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공공스포츠시설의 통합예약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은 지자체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Lee, Shin, Song, Park, & Sul (2016)의 연구

에서는 스포츠 센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재기하

면서 NFC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센터의 운동기

구 예약 시스템 설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Lim & 

Yang (2019)의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제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약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 방안 제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예약 시스템이 가져

올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가 스포츠시설에 

접근하고 예약 진행에 있어 나타나는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약을 포함한 스포츠시설 

접근에 있어 나타나는 제약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여가제약 유형 중 스포츠시설과 

연결 지어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 여가제약 유형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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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접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스포츠시설을 소비하는 초기 단계인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의 

유형을 분석하며 소비자가 예약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불편사

항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스포츠시설 

사용에 있어 활용되는 예약방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예약

방식 유형 따라 활용되는 결제방식 형태는 어떠한가? 셋째, 예

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 도출을 위해 양적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지 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

지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로 인해 체계적 분석 과

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목적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

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대상을 다양

하게 하여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예약을 통해 스포츠시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

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323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2018

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동호회 10개 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축구 6팀, 야구 3팀, 농구 1팀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동호회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

에게 온라인 형태의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해당 담당자

는 동호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공유하여 설

문이 진행되었다.

323개의 설문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또는 스포츠시설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0개의 응답을 최

종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2(93.3%)명과 18(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는 10대가 4명(1.5%), 20대가 

109(40.4%)명, 3대가 152명(56.3%), 40대가 5명(1.9%)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을 통해 설문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

학 측면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포츠시설 예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스포츠시설 관련 연구들의 경우 연구 

진행에 있어 소비자 집단을 찾고 집단을 통한 자료 획득의 어

려움이 있어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는 정확한 목표 집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부분에서 측

정 시기에 상관없이 수집된 자료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Variables Group N %

Total Number of Response 270 100

Gender
Male 252 93.3

Female 18 6.7

Age

10s 4 1.5

20s 109 40.4

30s 152 56.3

40s 5 1.9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subject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 문항은 예약을 통한 스포츠시설 이용 유무 확인, 

예약방식, 결제방식, 예약 시 불편사항,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구성하였다. 우선 예약을 통한 스포츠시설 이용 유무 확인을 

위해 스포츠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

시켰으며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렇다’로 응답하였을 경우 설문이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는 설문이 종료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예약방식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시설을 예약하는데 있어 주

로 사용하는 방법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선택지

는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전화, 애플

리케이션(이하 앱), 직접방문, 기타로 구성되었다. 결제방식

은 자신이 스포츠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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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주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결

제, 앱 및 홈페이지 결제, 기타로 구성하였다. 스포츠시설 예

약 시 불편사항의 경우 실제 경험한 불편사항을 중복으로 선

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선택지는 결제방법, 예약방법, 주소 및 

위치,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앱 이용 어려움, 절차 복잡함, 기

타로 구성되었다.

예약방식과 결제방식 관련 질문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으로서 스포츠시설 이용

자, 스포츠시설 운영자, 스포츠산업 전문가 각 1명씩 총 3명

을 선정하였다. 대상별 1회씩 스포츠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로 활용되는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에 대해 개방된 형태의 질

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약 시 불편사항 선택지는 스포츠경영 관련 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자유 생각 나열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학생들에게 스포츠시설을 예약하는데 있어서 실

제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적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예약방식, 결제방식, 예약 시 불편사항 관련 문항 구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화된 분석 과정을 진

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요인을 도출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범

주화를 진행하여 유사한 방식 및 불편 사항을 집단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 대한 항목화를 진행하여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각각 심층면담과 자유 생각 나열 방식을 통해 선택지를 구

성한 이유는 우선 문항 도출에 있어 활용 가능한 기존 연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약방식이나 결제방식이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불편

사항 역시 이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주요 방식, 방

법, 불편사항을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약방식, 결제

방식,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있어 선택지가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라는 문항

을 모두 포함시켰다.

자료분석방법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응답 내용을 코드화하였다. 중복 

답변을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가지를 중복으로 선택한 

부분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코드화하였다. 3가지 이상인 경

우는 모두 같은 값으로 코드화하였고 기타의 경우 역시 별도

로 코드화하였다. 예약방식의 경우 1은 홈페이지, 2는 전화, 

3은 앱, 4는 직접방문, 5는 홈페이지/전화, 6은 홈페이지/

앱, 7은 홈페이지/직접방문, 8은 전화/앱, 9는 전화/직접방

문, 10은 앱/직접방문, 11은 기타, 12는 3가지 이상으로 코

드화하였다. 결제방식은 1은 계좌이체, 2는 카드결제, 3은 

현금결제, 4는 앱 및 홈페이지 결제, 5는 기타, 6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7은 계좌이체/현금결제, 8은 계좌이체/앱 및 홈

페이지 결제, 9는 카드결제/현금결제, 10은 카드결제/앱 및 

홈페이지 결제, 11은 현금결제/앱 및 홈페이지 결제, 12는 

기타, 13은 3개 이상으로 코드화하였다. 

예약 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출 경우 1은 결제방법, 2는 

예약방법, 3은 주소 및 위치, 4는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5는 

앱 이용 어려움, 6은 절차가 복잡함, 7은 기타, 8은 결제방법

/예약방법, 9는 결제방법/주소 및 위치, 10은 결제방법/홈

페이지 이용 어려움, 11은 결제 방법/앱 이용 어려움, 12는 

결제방법/절차가 복잡함 13은 예약방법/주소 및 위치, 14는 

예약방법/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15는 예약방법/앱 이용 어

려움, 16은 예약방법/절차가 복잡함, 17은 주소 및 위치/홈

페이지 이용 어려움, 18은 주소 및 위치/앱 이용 어려움, 19

는 주소 및 위치/절차가 복잡함, 20은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앱 이용 어려움, 21은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절차가 복잡

함, 22는 앱 이용 어려움/절차가 복잡함, 23은 3개 이상으로 

코드화가 진행하였다.

코드화된 자료는 우선 예약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를 

진행하였고 다시 각 예약방식 별 결제방식을 구분하여 유형

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단계별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약방식을 대상으로 기술

통계분석을 진행하여 빈도와 비중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

계에서는 각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이 결합된 유형별 기술통

계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 예약방식 유형에 따른 결

제방식의 빈도와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예약방식 별로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함께 주요 예

약방식을 중심으로 결제방식과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한 교

차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예약방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예약 시 불편사항 분석에 있어 예약방식을 

기준으로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을 모

두 고려하여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예약방식과 결제

방식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한 도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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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너무 작아지는 경향이 발생하여 결과로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예약방식과 결제방식 분석

예약방식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홈페이지

(77회, 28.5%)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홈페이지/전화(61회, 22.6%). 전화(43회, 15.9%), 

홈페이지/앱(29회, 10.7%)로 나타났다. 이외의 방식으로

서 앱(10회, 3.7%), 홈페이지/오프라인(6회, 2.2%), 오프

라인(4회, 1.5%), 전화/오프라인(4회, 1.5%), 전화/앱(3

회, 1.1%) 순으로 도출되었다. 3개 이상의 예약방식을 활

용한다는 응답자 수는 33회,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약방식

을 중심으로 활용된 결제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예약방식으로 확인된 홈페이지의 경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결제방식은 계좌이체(35회, 

45.5%), 카드결제(16회, 20.8%), 계좌이체/카드결제 (11

회, 14.3%)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결제방식을 사용

하는 응답 수는 7회, 비중은 9.1%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홈페이지/전화의 경우 결

제방식 중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으로서 계좌

이체(23회, 37.7%), 계좌이체/카드결제(13회, 21.3%), 카

드결제(11회, 18%)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결제방식

을 사용하는 응답 수는 8회, 비중은 13.1%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화의 경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결제방식은 계좌이체(18회, 41.9%), 계좌

이체/카드결제(13회, 21.3%), 카드결제(11회, 18%)인 것

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결제방식을 사용한 경우는 9회, 

20.9%로 도출되었다.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홈페이지/앱을 같이 활용

한 예약방식의 경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결제방식

은 계좌이체(8회, 27.6%), 계좌이체/카드결제(7회, 

24.1%), 카드결제(6회, 20.7%), 계좌이체/현금결제(3회, 

10.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이상의 결제방식을 사

용한 경우는 4회, 13.8%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3개 이상의 예약방식을 활용한 경우 결제방

식 분석 결과 10% 이상 비중을 차지한 방법은 계좌이체(12

회, 36.4%), 카드결제(4회, 12.1%)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은 빈도 8회, 비중 24.2%로 도출되었다. <Table 2>를 

통해 구제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 예약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앱의 경우는 계좌이체(4회, 40%)가, 홈페이지/직접

방문과 직접방문의 경우는 각각 계좌이체(2회, 33.3%)와 

카드결제(2회, 50%)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화/직접방문의 경우는 계좌이체/카

드결제와 계좌이체/현금결제 모두 1회 빈도를 기록하였고 

전화/앱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계좌이체/현금결제가 모두 

1회 빈도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경우는 계좌이체(12회, 

36.4%)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3>

을 통해 자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이지/앱과 같은 예약방식이 전체에서 10%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방식의 경우는 계좌이

체와 카드결제가 주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결제방식은 기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

약방식의 경우는 특정 회사의 메신저와 국내 대표 포털 사

이트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개씩 도출되어 앱

과 홈페이지에 각각 포함시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체에서 10%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이지/앱 예약방

식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값은 29.1, 유의확률은 .5로 확인되

어 예약방식에 따른 결제방식 분표가 다르지 않다는 귀무

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즉 예약방식 별로 결제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시 불편사항 분석

전체에서 10% 이상 비중을 차지한 예약방식을 중심으로 

예약 시 불편사항 관련 결과 살펴보면 홈페이지 예약방식의 

경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예약 시 불편사항은 절차

가 복잡함(15회, 19.5%), 주소 및 위치(13회, 16.9%), 예약

방법(10회, 13%)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경우는 12

회, 15.6%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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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식이 홈페이지/전화인 경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예약 시 불편사항은 절차가 복잡함(9회, 14.8%), 

주소 및 위치(9회, 14.8%),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6회, 

9.8%) 순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3개 이상 불편사항이 있

는 경우가 14회, 23%로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통한 예약방식의 경우 예약 시 불편사항 중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절차가 복잡함(6회, 14%), 주소 

및 위치(6회, 14%),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5, 11.6%) 순으

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경우는 7회, 16.3%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앱을 같이 사용한 예약방식의 경우 10% 이

상의 비중을 차지한 예약 시 불편사항은 홈페이지 이용 어

려움 (9회, 31%), 절차가 복잡함 (3회, 10.3%), 결제방법 

(3회, 10.3%), 결제방법/예약방법 (3회, 10.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이상 선택한 경우는 1회, 3.4%로 나타났

다. <Table 4>를 활용하여 자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 예약방식을 살펴보면 직접

방문의 경우는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예약방법/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예약방법/절차가 복잡함, 주소 및 위치/홈페

이지 이용 어려움이 모두 빈도 1회로 도출되었고 전화/앱

의 경우도 주소 및 위치,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 모두 빈도 

1회로 확인되었다. 3개 이상의 경우는 예약방법, 절차가 

복잡함, 예약방법/주소 및 위치, 예약방법/홈페이지 이용 

어려움이 빈도 3회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앱의 경우는 절

차가 복잡함(2회, 20%), 홈페이지/직접방문은 주소 및 위

치(2회, 33%), 전화/직접방문은 주소 및 위치(2회, 50%)

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를 통해 도출 결과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결론

적으로 절차가 복잡함, 주소 및 위치, 예약방법, 홈페이지 

이용 어려움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결제방식 분석 시와 같이 10%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예약방식인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

이지/앱을 중심으로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43.3

으로 확인되었고 유의확률은 .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

제방식과 같이 예약방식에 따른 예약 불편 사항 분표가 다

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예약

방식에 따른 예약 시 불편 사항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약 시 불편사항 관련 기타로 나온 응답을 예약방식 별

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유형의 경우 시합 성사 시에만 시설

을 예약할 수 있고 선착순 예약이 진행될 경우 기존 사용자

에게 우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전화 

유형의 경우는 구장의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앱을 통한 예약방식의 경우는 대부분 전화

로 예약이 가능하고 시합이 성사되어야 예약이 가능한 부

분이 불편사항이라 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 시합과 시설 

예약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홈페이지/전화 예약방식에서는 예약 가능한 스포츠시

설의 공급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홈페이지/앱 유

형에서는 주차가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홈페이지/

직접방문 유형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3개 이상의 예약방식을 활용하는 유형

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공급이 부족하고, 예약에 있어 불법

적인 방법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시간대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시합 성사 시에만 

예약이 가능하고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며 특정 시간 대 경

쟁이 치열하다는 내용은 중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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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 method
(Frequency, %) Payment Method Frequency %

Homepage
(77,28.5)

Bank Account Transfer 35 45.5

Credit Card 16 20.8

Bank Account Transfer / Credit Card 11 14.3

Cash, Bank Account Transfer / Cash, Credit Card/Cash 2＊3 2.6

Application and Homepage,
Credit Card / Application and Homepage 1＊2 1.3

More than 3 methods 7 9.1

Homepage
/Telephone
(61,22.6)

Bank Account Transfer 23 37.7

Bank Account Transfer / Credit Card 13 21.3

Credit Card 11 18.0

Bank Account Transfer / Cash,
Credit Card/Application and Homepage 2＊2 3.3

Bank Account Transfer / Application and Homepage,
Credit Card / Cash 1＊2 1.6

More than 3 methods 8 13.1

Telephone
(43,15.9)

Bank Account Transfer 18 41.9

Credit Card 5 11.6

Bank Account Transfer / Credit Card 4 9.3

Cash 3 7

Bank Account Transfer / Cash 2 4.7

Bank Account Transfer / Application and Homepage.
Credit Card / Application and Homepage 1＊2 2.3

More than 3 methods 9 20.9

Homepage
/Application

(29,10.7)

Bank Account Transfer 8 27.6

Bank Account Transfer / Credit Card 7 24.1

Credit Card 6 20.7

Bank Account Transfer / Cash 3 10.3

Bank Account Transfer / Application and Homepage 1 3.4

More than 3 methods 4 13.8

＊Number: Frequency redundancy indication

Table 2. Analysis of payment methods by reservation method (more than 10%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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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 method
(Frequency, %) Payment Method Frequency %

Application
(10,3.7)

Bank Account Transfer 4 40.0

Credit Card, Bank Account Transfer/Credit Card,
Application and Homepage,

Bank Account Transfer/Application and Homepage
1＊4 10.0

More than 3 methods 2 20.0

Homepage/Place Visiting
(6,2.2)

Bank Account Transfer 2 33.3

Credit Card 1 16.7

More than 3 methods 3 50.0

Place Visiting
(4,1.5)

Credit Card 2 50.0

Bank Account Transfer 1 25.0

More than 3 methods 1 25.0

Telephone/
Place Visiting

(4,1.5)

Bank Account Transfer/Credit Card 1 25.0

Bank Account Transfer/Cash 1 25.0

More than 3 methods 2 50.0

Telephone
/Application

(3,1.1)

Bank Account Transfer 1 33.3

Credit Card 1 33.3

Bank Account Transfer/Cash 1 33.3

More 3 methods
(33, 12.2)

Bank Account Transfer 12 36.4

Credit Card 4 12.1

Cash, Bank Account Transfer/Credit Card 3＊2 9.1

Bank Account Transfer/Cash,
Bank Account Transfer/Application and Homepage,

Credit Card/Cash
1＊3 3

More than 3 methods 8 24.2

＊Number: Frequency redundancy indication

Table 3. Analysis of payment methods by reservation method (Less than 10% proportion, More the 3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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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 method
(Frequency, %) Payment Method Frequency %

Homepage
(77,28.5)

Procedure complexity 15 19.5

Address and location 13 16.5

How to make a reservation 10 13.0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5 6.5

How to make a payment,
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 / Payment
3＊3 3.9

How to make a reservation/Address and lo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How to make a reservation/Procedure complexity,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Procedure complexity

2＊4 2.6

How to make a payment/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How to make a payment/Procedure complexity,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3 1.3

More than 3 methods 12 15.6

Others 2 2.6

Homepage
/Telephone
(61,22.6)

Procedure complexity,
Address and location 9＊2 14.8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6 9.8

How to make a reservation 5 8.2

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How to make a payment/How to make a reserv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Address and lo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How to make a reservation/Procedure complexity,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2＊6 3.3

How to make a payment,
How to make a payment/Address and location,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Address and location/Procedure complexity,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Procedure complexity

1＊5 1.6

More than 3 methods 14 23.0

Others 1 1.6

＊Number: Frequency redundancy indication

Table 4. Analysis of inconvenience by reservation method (More than 10%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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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 method
(Frequency, %) Payment Method Frequency %

Telephone
(43,15.9)

How to make a reservation 8 18.6

Procedure complexity,
Address and location 6＊2 14.0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5 11.6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2 4.7

How to make a payment,
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Procedure complexity,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Procedure complexity

1＊6 2.3

More than 3 methods 7 16.3

Others 2 4.7

Homepage
/Application

(29,10.7)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9 31.0

How to make a payment, Procedure complexity, How to make a 
payment/How to make a reservation 3＊3 10.3

How to make a reservation, Address and location,
How to make a payment/Address and location 2＊3 6.9

How to make a reservation/Address and lo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2 3.4

More than 3 methods 1 3.4

Others 2 6.9

＊Number: Frequency redundancy indication

Table 4(continue). Analysis of inconvenience by reservation method (More than 10%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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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 method
(Frequency, %) Payment Method Frequency %

Application
(10,3.7)

Procedure complexity 2 20.0

How to make a payment,
How to make a reservation,

Address and location,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4 10.0

More than 3 methods 2 20.0

Others 2 20.0

Homepage/Place Visiting
(6,2.2)

Address and location 2 33.3

How to make a payment,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2 16.7

More than 3 methods 1 16.7

Others 1 16.7

Place Visiting
(4,1.5)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How to make a reservation/Procedure complexity,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4 25.0

Telephone/
Place Visiting

(4,1.5)

Address and location 2 50.0

Procedure complexity 1 25.0

More than 3 methods 1 25.0

Telephone
/Application

(3,1.1)

Address and location,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1＊2 33.3

More than 3 methods 1 33.3

More than 3
(33,12.2)

How to make a reservation,
Procedure complexity,

How to make a reservation/Address and location,
How to make a reservation/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3＊4 9.1

Address and location,
Difficulty using the homepage,

How to make a reservation/Procedure complexity
2＊3 6.1

How to make a payment/How to make a reservation,
How to make a payment/Address and location,

Address and location/Difficulty using the application
1＊3 3.0

More than 3 methods 9 27.3

Others 3 9.1

＊Number: Frequency redundancy indication

Table 5. Analysis of inconvenience by reservation method (Less than 10% proportion, More than 3 in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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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예약방식과 관련지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10% 이상 

비중을 차지한 방식으로서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이지/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예약방식 별로 결제방식

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채널인 

홈페이지와 전화가 주요 예약방식으로, 계좌이체와 카드결

제가 주요 결제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공급주체별 스포츠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2015

년 말 기준으로 공공체육시설은 22,662개, 민간체육시설은 

55,857개로 확인되어 시설 수만 비교하였을 때는 민간체육

시설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7). 하지

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사용에 있어 예약이 필요한 

시설, 즉 종합체육시설과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시설 면적이 민간 제공 면적과 비교 시 7.7배 정도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으로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인 시설의 면적은 약 7.7백만 평

방미터로 조사되었고 민간은 약 1백만 평방미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Yu, Kim, & Sung, 2013). 다시 말해 대표적인 주

요 스포츠 동호인들이 예약을 통해 사용하는 시설들의 경우 

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시설들의 경우 서비스 공

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Kim & Kim, 

2017).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은 서비스 공정성을 확보에 있

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있

는 스포츠시설의 경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예약

방식과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Lim & Yang (2019)의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

약제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살펴

보면 코트 사용 효율성이 감소(무조건 예약 및 노쇼), 일반 테

니스 동호인의 운동 기회가 감소(기존 동호회 예약 선점), 스

포츠 소외계층의 운동권 침해(실버 스포츠인)와 같은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비스 공정성에 대한 부

분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예약을 하는데 있어 확인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절차, 주소 및 위치, 예약방법, 홈페이지 이용이 주요 불편사

항으로서 도출되었다. 스포츠시설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 이용 시 문제점으로 예약과 같은 이용절차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또한 비 물리적 측면 중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

항으로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이용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Jung, & Ko, 2017).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내에서 이미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앱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m & Lee 

(2020)의 연구에서는 미국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리그에서는 

각각 소속된 40개와 30개 구단 모두 공식적인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 프리미어리

그에 소속되어 있는 모두 구단의 경우도 공식 앱을 활용하여 

팬과 소통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앱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

해서는 우선 프로구단들이 팬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높

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모바일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사

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기술, 자본 투자 때문이라

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홈페이지와 앱을 같이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9

회, 31%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앱 사용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선 연구에

서 언급한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학문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우선 여가제약 중 구조적 여가제약 유형과 관련하여 좀 더 심

도 있는 연구 진행에 있어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시설과 연계되어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여가제약 요

인과 그 중에서도 초기 접근 단계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구체적으로 예약방식과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과들은 추후 구조적 여가제약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

어 중요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예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불편사항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가지는 학문적 의

미는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예약 

시 나타나는 불편사항이지만 예약 역시 서비스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발판

으로 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약방식, 결제방식, 예

약 시 불편사항을 서비스 만족도 재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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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사용자들이 사

용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예약방식과 결제방식을 좀 더 용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용에 

대한 보편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보다 편의성이 높은 예약 

및 결제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약 시 불편사항

들을 참고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에 편리성

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시설을 소비하는 초기 단계인 예

약방식을 중심으로 결제방식과 소비자가 예약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예약 시 불편사항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결

과 도출을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을 도

출하는데 있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양적연구방법

인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

료는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예약방식의 경우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이지/앱이 주로 활용되었고 결제방식은 계좌이체

와 카드결제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 사항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함, 주소 및 위치, 예약방법이 주요 사항

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예약

방식 간의 결제방식과 예약 시 불편사항에 대한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한점은 우선 공공시설과 민

간시설을 구분하지 않은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특

징을 지닌 공간에 대해 구분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경우는 이용자들

에 제공하는 시설 형태와 서비스 특징에 있어 다른 속성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나타난 제한점은 연구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

어 표본집단의 수가 270여 명에 그쳤다는 부분이다. 또한 설

문 대상의 연령과 성별 비율이 각각 남성과 20~30대로 집중

되었다는 측면이다. 연령이 집중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자

료 수집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계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 참여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추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예약방식과 결제방법을 모두 포함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 심층면담

과 자유 생각 나열과 같은 방법으로 대표적인 예약방식, 결

제방식, 예약 시 불편사항들을 확인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이

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의 예

약방식과 결제방식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가 활동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

세이다. 하지만 한정된 국토 공간 속에서 스포츠시설을 확충

해 나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시설에 대

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

지만 스포츠시설에 대한 공공성 역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

로 인해 스포츠시설에 접근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예약방식

과 결제방식에 대한 편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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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접근 단계의 소비 행동 탐색: 

예약방식, 결제방법, 예약 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권기성1, 김희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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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목적〕 본 연구는 구조적 여가제약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스포츠시설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에 따른 연구 목적은 스포츠시설을 소비하는 초기 단계인 예약방식과 결제방법의 유형을 탐험적으로 분석하며 

소비자가 예약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불편사항을 탐색하는 것이다. 〔방법〕 결과 도출을 위해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예약방식, 결제방법, 예약 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결과적으로 예약방식과 결제방법의 주요 유형으로서 각

각 홈페이지, 홈페이지/전화, 전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과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

다. 불편 사항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함, 주소 및 위치, 예약방법이 주요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스포츠시

설에 대한 예약방식과 결제방법과 같은 초기 단계의 접근성에 대한 편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어: 스포츠시설, 여가제약, 구조적 여가제약, 예약방법, 결제방법, 예약 시 불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