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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the determinants for customer attraction to the 

horse-riding facility and analyze the weight factor for determinants from the 

perspectives of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search findings intends to provide the 

implication of the location, the size of facility, the management system etc. to the 

developer of horse-riding facility in the planning stage of development project.

(2) RESEARCH METHOD

The decision criteria affecting customer attraction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prior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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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nd expert consultation. And the AHP methodology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develop 

the weight for criteria based on the survey by experts consisting of service user and provider, which 

are the experienced hoarse-riding consumer and facility management personnel. 

(3) RESEARCH FINDINGS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at the 4 criteria and 17 sub-criteria have been 

determined as the decision criteria affecting customer attraction. And the weight 

analysis of criteria found that the distance of facility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llowed by the horse-riding course, the size of facility, and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It is noteworthy that the consumer perspective prefers the system factors 

of facility, while the management perspective prefers the location factors.

2. RESULTS

This study defined the consumer attraction determinants for horse-riding facility and 

the criteria’s weight. The research finding that the distance and transportation for visiting, 

and the  diversity of the riding course and its size are preferred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project of horse-riding facility in the planning and stage as feasibility study. 

3. KEY WORDS

∙horse-riding facility, development, AHP, consumer attraction determinants, 

consumer vs. provider perspectives 

국문 록

스포츠에 한 심이 확산되며 승마 포츠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승마시설 개발을 

해 개발계획 시 고려되는 소비자의 승마장 선택기 에 하여 정의하고 시설 이용자와 공 자의 에서 

요도를 분석하 다. 소비자의 승마시설 선택기 으로는 4개의 상 기 에 따른 17개의 하 기 이 도출되었

으며 문가 설문에 따른 AHP분석결과, 선택기 의 요도는 입지에 ‘승마장과의 거리’가 가장 높고 이어 

‘승마장 코스’, ‘승마장의 규모’, ‘승마장 이용 시 교통수단’, ‘마방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의 

공 과 소비 에 따른 추가분석 결과와도 일 되어 개발계획 시 승마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하고 코스의 다양성과 마장의 규모를 크게 개발하는 것이 높은 소비자 집객력을 가질 것으로 기 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승마장 선택기 과 요도 도출을 통해 소비자인 이용자 과 공 자인 운 자 에 

있어 공통 과 차이 에 따른 시사  도출을 통해 향후 승마장 개발  운 에서 구성  규모와 입지선정에 

있어 소비자 요구에 응하는 객 인 기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승마시설, 개발사업, 계층분석기법, 소비자 선택기 , 이용자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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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욕구 증 로 다양한 여가 활동이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스포츠에 한 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승마 

포츠에 한 심이 높아져서1) 지난 2011년 

『말산업 육성법』2)의 제정 공포는 승마산업이 

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방자체단체별로 

말산업 육성과 승마체육공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 그 결과 말산

업의 규모는 ‘13년도 말 기  3조 2,094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2015년 집계된 정부통계에 따

르면 말산업 사업체수는 1,999개소로 '13년 

비 175개소로 시설수도 395개소로 '13년 비 

64개소로 각각 9.6%, 19.3%가 증가하 다. 

승마인구 한 정기 승마인구수는 40,596명, 

체험 승마인구수는 771,076명으로 크게 확

되는 등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4) 

이와 같이 승마시설에 한 수요 증 와 승

마산업의 지속 인 발 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

양한 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부분이 승

마로 인한 효과와 특성 주로,5)6) 승마장의 개

발  운 을 한 부동산학 측면에서의 선행연

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승마시설의 매출

액 분석한 선행연구7)8)에서는 승마시설의 14%

만이 경 효율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201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원회에 제출한 “2013~2014년 국승마장 

경 실 ”에 따르면 2013년 국 승마장 303개 

가운데 41%가, 2014년 354개  44%가 운

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총매출액은 각각 364억 

원과 471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세  이익도 각각 5.5억 원, 6.3억 원으로 시설 

당 180만원에 불과해 국내 다수의 승마시설들

은 경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에 정부는 말산업 육성에 387억 원이 투

입되어 승마시설 확충을 해 신규설치  개보

수와 승용마 조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승

마시설의 경  개선을 해 승마 화 여건을 

조성하고, 승마시설검증을 통한 승마장 등 제 

도입, 부실 승마장에 한 경  컨설  등의 지원

을 확 할 정이다.10) 

이에 본 연구는 승마시설의 경 을 통한 수

익창출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용자의 

집객이 최우선 으로 요구됨에 따라 승마장 개

발을 해 소비자 에서 승마장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이 향을 끼치는지 선택결정 기

 1)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으면 테니스 인구가 양 으로 팽창하 고, 1만 5천 달러에 진입하면 골 인구가 늘어났으며, 2만 달러를 돌 하

면 골 인구가 다시 승마로 옮겨갔다고 보고하고 있음 – 김성훈, “승마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몰입과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경희 학

교 체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11, p.1에서 발췌.

 2) 조진래․김우남 의원 발의 2009.12.9. 말산업육성법 국회제출, 2010.7.15. 국가고용 략회의에서 말 산업을 · 산업육성을 통

한 일자리 창출과제로 선정, 2011.2.18. 말산업육성법 국회본회의 의결(투표인원 199명 원 찬성 통과), 2011.3.9. 공포  

2011.9. 시행 

 3) 수안보 : 말문화 복합 센터 유치 (충북일보, 2014). 충주 : 거  승마조련시설 신청( 부매일, 2014). 장흥 : 승마체육공원 설립

정( 주일보, 2014). 강원도 :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들어설 정이다(한국경제, 2014). - 이충기, 고성규, 김진옥, “승마체험 동

기가 가치와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 계 분석”, 연구, 한 경 학회, 2014, 제28권, 제6호, p.204에서 발췌.

 4) 농림축산식품부a,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결과, 2015년 5월 8일 제공 보도자료, pp.1~29

 5) 박병훈․임상용 “승마 참가자의 참여동기, 참여만족과 지속의도간의 계모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2009, 제

37호, pp.1549~1550.

 6) 이원일 “승마동호인의 진지한 여가 조망”, 한국여가 크리에이션학회지, 한국여가 크리에이션학회, 2014, 제37권, 제3호. pp.114~115.

 7) 김기탁․박동규,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한 시장 세분화 략”, 한국콘텐츠학회지, 한국콘텐츠학회, 2012, 제12권, 제12호, p.780.

 8) 서명천, “말산업 기반확립과 발 을 한 연구”, 서울 학교 일반 학원 박사학 논문, 2013, pp.96~140. 

 9) 마사회 “2013~2014년 국승마장 경 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원회 제출자료 – 라임경제신문, 2015년 10월 15일 기사에서 

발췌.

10) 농림축산식품부b,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책 2015년 시행계획 수립, 2015년 2월 17일 제공 보도자료,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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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고 나아가 소비자인 이용자 과 공

자인 운 자 에서 각각 요인의 요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승마장 

개발 시에 소비자 요구에 응하는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향후 개발 상을 확 하여 다양

한 스포츠 시설의 개발 활성화를 한 시사

을 제시하는 연구목 을 가진다. 

2. 연구범   방법

승마시설 개발을 한 소비자 선택기 에 

한 분석을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을 가진다. 

우선, 선행연구와 문가 인터뷰를 기반으

로 승마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의 계층

구조를 승마장시설, 부 시설, 입지, 승마장서비

스의 4개의 분류와 이를 구성하는 17개의 소

분류로 정의하 다. 이어서 문가 일 일 설문

을 통한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분석을 통해 구조별 요인

들의 상  요도를 구하 다. 한 이를 소비

자인 이용자와 공 자인 승마장 운 자의 

으로 구분하여 에 따른 요인별 요도의 차

이 을 비교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용을 한 승마시설의 

공간  범 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상

으로 하며 설문을 한 문가 범 는승마를 하

는 승마시설의 소비자로서 10년 이상의 승마경

험을 가진 개인  승마 동호회 참여자와, 역시 

승마시설에서 10년 이상 승마시설 련 업종에 

종사한 운   리자로  구성하 다.

Ⅱ. 이론  고찰

1. 승마시설에 한 고찰

승마장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

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에 의한 기존 공공  민간 체육형 승마시설

(이하 “체육형 승마시설”)로 구분된다. 

1) 농어 형 승마시설

‘농어 형 승마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승마장 이외의 

장소에서 최소 500㎡의 마장을 보유하고 3두이

상의 승용마와 마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지

자체에 신고한 승마시설과 ‘승마 체험장’으로 ‘도

시와 농어 간의 교류 진에 한 법률’에 의거

하여, 농어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농어  체험·휴양 로그램으로 운 하는 

승마시설 등이 있다. ‘말산업’은 마필의 생산에서 

시작된다. 마필을 생산하기 해 ‘종모마’가 필요

하며, 새로 태어나는 마필의 출산을 한 문 

공간  마필 육성 단계에서의 말이 제 로 클 

수 있는 목장시설과 말을 조련하고 순치· 리할 

수 있는 운동장 등이 필요하다.

농어 형 승마시설은 읍·면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생산·보 녹지

지역, 리지역  생산·보 리지역, 농림·자

연환경보 지역,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집단취락지구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지역제외)등으로 범 하다.

2) 체육형 승마시설

체육형 승마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한 법」을 용받으며 신고 체육 시설업으

로 분류된다. 체육형 승마시설은 건축법 상 운동

시설 내 “승마장”으로 시설 기 은 실내 는 실

외 마장면  500㎡ 이상 3마리 이상 승용 말을 

보유하고 말의 리에 필요한 마사의 설치와 승

마 유자격자의 배치,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다. 승마장 설치가능 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

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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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추가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

용되는 축구장, 야외수 장, 골 장과 유사시설

로 승마장을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에 설치하도

록 허용하 다. 한 승마장업시설기 이 폭 

완화되어 실내 는 실외 마장 면 은 50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

상의 목택을 설치하며,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

을 배치하고, 말의 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

면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었다.

3) 말산업 련 시설

 말산업 련 시설은 크게 승마장, 축사, 가

축용 운동시설, 문화  집회 시설(경마장  장

외발매소)로 나 어지며, 이들 시설물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설치가능지역은 아래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

산 리지역, 계획 리지역이며, 지자체별 조례

에 따라 제한 으로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

지역으로 범 한 여건이다.

승마시설로는 2014년 체시법승마장이 

190개소, 농어 형 승마시설 109개소, 미신고

승마시설이 96개소에 달하며, 말산업 종사자수

는 총 16,091명으로 한국마사회가 7,883명, 경

마마필 계자가 2,086명, 승마시설업이 2,233

명, 말사육농가가 1,4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산업 규모는 2013년도말 기  3조 2,094억

원이며 생산부문은 1,286억원, 마주부문은 

2,533억원, 경마부문은 2조 5,674억원, 승마

부문은 934억원, 말 련업이 1,667억원으로 

악되었다.11)

2. 시설의 선택속성에 한 고찰

1) 시설

한국 산업연구소의『 백서2012』

에 따르면 표 인 산업으로 리조트,골 ,

스키,콘도미니엄,테마 크 산업 등으로 명시되

어 있으며, 승마도 산업의 일종이다.「민

법」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

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승마시설은 일정한 토지

상에 말과 승마를 한 정착물이 필요한 시설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각 받고 있는 

형태의 부동산이다.

스포츠 시설은 그 개발 목 을 상업성

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스포츠 시설 운 을 통한 시설 투자 액 회

수와 시설 유지, 개선  보수를 한 수익원의 

확보가 요하다12)

2) 선택속성

일반 으로 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의 의사결

정과정인 문제인식, 정보탐색, 안의 평가, 구

매결정, 구매 후 행동의 과정  정보탐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는데 사용됨으로서 최종

인 상품이나 상표를 선택하는 기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13) 여러 상품의 속성들을 검토 한 후 

그 속성을 토 로 다른 상품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의 

선택속성은 상품 선택에 있어서 요한 탐색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속성에 해서

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4)15)16)17), 본 연구 방향 측면에서 볼 때, 승마 

11) 농림축산식품부a, 게서, pp.1~29.

12) 고경진, 지민 , 석부길, “ 스포츠 시설의 입지 선정 요소에 한 분석  고찰”, 한국여가 크 이션학회지, 한국여가 크 이션학회, 

2008, 제32권, 제1호, p.135.

13) 윤정헌, “가족 객의 동기, 지 선택속성  만족의 향 계”, 연구, 한국 학회, 2010, 제22권, 제5호, 

pp,208~301.

14) 송우석․이호병,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지유형에 따른 포선택 속성의 고객 재방문 의도에 한 향 비교분석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

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pp.48-62.

15) 이경아․김갑열, “부동산 구매 소비자의 정보서비스 선택속성”,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pp.74-86.

16) 이호병, “커피 문  선택속성의 만족도에 기 한 포 입지  고객 특성별 세분화모형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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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있어서 선택속성은 참여자가 직  경

험하는 것으로 승마스포츠에 련된 모든 물리

, 사회 ,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18)

3. 선행연구 고찰

1) 승마 련

승마 참여자인 소비자의 입장에 한 연구 

결과,19) 소비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승마

에 참여하는지, 참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승마를 지속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승마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운동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나타났

으며 참여 동기  건강지향과 자기 계발이 운

동지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승마참여자의 운동 몰입은 운동지속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할

수록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다른 선행연구에서20) 

승마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 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승마 참여자의 참여동기, 선택속성 

분석을 통하여 승마 참여 후 고객만족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있으며 참여동기는 선택속성과 구매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선택속성은 구매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은 구매 후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마참가자의 인식과 재미  만족감

의 구조  계에 한 연구21)에서는 승마

가 신체심리, 사회성함양, 성취감경험, 이론수업 

요인들이 만족감의 교육  만족, 사회  만족, 

심리  만족, 신체  만족, 신체 심리 요인과 사

회성함양 요인 그리고 환경  만족 요인에 유의

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분석하 다. 한 승마의 

정책  개선 방향의 연구22)에서는 말 산업이 우

리나라의 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말

산업 육성법 제정이 가져오는 정 ㆍ부정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말산업의 바람직한 발

방향에 따른 말산업 육성법 개정  련법제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

2) 시설 선택속성 련

시설의 선택속성과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상 스포츠의 경우 선택속성 평

가에 한 연구23)에서는 ‘ 로그램요인’, ‘가격

요인’, ‘직원요인’, ‘시설요인’, ‘환경요인’으로 선

택속성을 구분하 으며, 이어 선택속성과 서비

스 가치,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24)에서는 ‘ 로그램’, ‘비용’, ‘직원’, ‘시설’, 

‘환경’,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 다. 골 장의 경

우, 골 장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

약 서비스요인’, ‘   론트 서비스 요인’, 

2014, 제59집, pp.326-340.

17) 황규성․장형진, “입지요인이 편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4집, pp.199-211.

18) 한성희, “승마 참여자의 참여동기,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향”, 국민 학교 스포츠산업 학원, 스포츠경 공, 

2014, pp.1~98.

19) 박 란․박창범, “승마 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운동지속에 미치는 향”,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2011, 제20권, 

6호, pp.349~358.

20) 한성희, 상게서, pp.1~98.

21) 구자흥, “승마참가자의 인식과 재미  만족감의 구조  계”, 명지 학교 석사학 논문, 2011, pp.1~46.

22) 류재량,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미와 향후 말산업 발 방향에 한 연구”, 연세 학교 법무 학원 석사학 논문, 2013, pp.1~86.

23) 김성겸․김화룡, “IPA를 이용한 수상 스포츠 선택속성 평가”, 한국여가 크리에이션학회지, 학국여가 크리에이션학회, 2009, 제33

권, 제3호, pp.297~308.

24) 나 주, 김병식, 김화룡, “수상 스포츠 선택속성과 서비스 가치,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한국사회안 학회지, 한국안 학

회, 2012, 제8권. 제1호,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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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요소
선택속성 시설,승마

A32) B33) C34) D35) E36)

승마장
시설

승마장의 규모 0 0 0

승마장 코스 0 0 0 0 0

주차시설 0 0 0

마방시설

부  
시설

클럽하우스 0 0 0

식당 시설  매 0 0

숙박시설 0 0

락커/화장실/
사우나등의 시설

0 0

입지

승마장과의 거리 0 0 0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 0 0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0

승마장 
서비스

승마장직원 서비스 
 업무능력37) 0 0 0 0 0

약서비스 0

커뮤니티 0 0 0

승마비용 0 0 0 0

로그램 0 0

체계  지도 0 0

<표 1> 선행연구 기반 선택기  도출

‘경기진행 리요인’, ‘골 장 시설  코스요인’, 

‘락커, 목욕탕, 화장실요인’, ‘용품 매  서비스 

요인’, ‘식당 서비스요인’ 등을 악하 으며25), 

골 장방문고객들이 지각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한 연구26)에서는 ‘ 약만족’, ‘교통만족’, ‘캐디

만족’, ‘직원만족’, ‘코스상태만족’, ‘경기진행만

족’, ‘부 시설만족’, ‘이용요 만족’이라는 8가지 

서비스 만족 요인을 구분 짓고, 어떠한 서비스 

만족 요인이 소비자가 골 장을 선택함에 있어

서 크게 향을 미치는 가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어 골 장 이용객들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27)에

서는 ‘편의성’, ‘비용’, ‘코스’, ‘서비스’를 요인으로 

나 어 분석을 진행하 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

선행연구를 승마 련한 연구와 포츠 시

설  선택속성에 한 연구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승마의 운동과 여가활동, 참여동기 등의 

연구는 다수 있었으며, 승마장 선택을 한 참여 

동기와 선택특성에 한 연구는 있었으나 인문

통계학 인 측면에서의 연구 고, 포츠시설로

서의 승마장 선택을 한 소비자 선택기 을 연

구한 사례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스포츠 시설 선택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승마시설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나아가 이

용과 공 의 에 따른 요인별 요도의 차이

을 비교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 

Ⅲ. 승마시설 선택모형

1. 선택기  도출

본 연구는 승마장 개발을 한 소비자 선택

기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의하고 상

 요도 도출을 해 다양한 선행연구 분야에

서28)29)30)31) 활용된 AHP기반 문가 설문을 

통해 기 별 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선택기

 도출을 해 승마 련  시설 선택 련 

25) 정찬삼, “골 장 활성화를 한 마  략”, 동신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pp.1~66.

26) 박미 , “골 장 고객 서비스 만족연구”, 경기 학교 석사학 논문, 2006, pp.1~87.

27) 김낙훈, “골 장 이용객들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향”, 국민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pp.1~53.

28) 이재우, “교외형 복합쇼핑몰이 지역에 미치는 향요인 평가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pp.19-32.

29) 김재환․김태 , “아 트단지 외부공간의 옥외시설 요도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pp.142-153.

30) 박용덕․정재호, “AHP를 이용한 개업공인 개사의 책임 요도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p.32~45.

31) 강 ․김형주, “ 리미엄아웃렛의 집객요인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4집, pp.281-292.

32) 김성겸․김화룡, 상게서, pp.301~303.

33) 한성희, 게서,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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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의

상 하

승마장 

시설

승마장의 규모
체  규모, 마평, 

실내외 마장 등 크기

승마장 코스 실내승마, 실외승마, 연계코스

주차시설
주차장과 실내외 승마장 배치순

서, 주차장 규모

마방시설
말의 출입이 편리한 마방, 말과 

장비 청결성

부  

시설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에서 실내외 마장 가

시여부, 승마부츠 착용시 출입편

리성, 개인승마 장구 등의 구비

식당시설  매 스토랑, 마트 등의 다양성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설치 여부

락커/화장실/사우나
등의 시설

쾌 성, 생, 청결 상태 등

입지

승마장과의 거리 승마장 이용을 한 물리  거리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

교통의 이용 편리성, 

차량 근성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지, 타 시설과의 연계38)

승마장 
서비스

승마장직원 서비스 
 업무능력

직원의 복장, 친 한 상담, 

불만처리 등

약서비스 시간의 편리성, 기시간 등

커뮤니티 회원들간의 교류  정보 달

승마비용 1회권/월 회비 등

로그램
쿠폰회원, 자마회원, 체험승마, 

단체승마

체계  지도
시뮬 이션, 실내교육, 

교  이력 등

<표 2> 선택기  계층구조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표 1 참조>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승마 

경험 10년 이상의 승마  포츠 련 문가와 

인스토 을 통해 승마장 선택에 향을 끼

치는 다양한 향요인들에 한 비분석을 하

고, 이를 문가 표 집단면 (Focus Group 

Interview : FGI)을 통해 설문을 한 최종계

층구조를 확정하 다.

최종 구조는 ‘승마장 시설’, ‘부 시설’, ‘입

지’, ‘승마장 서비스’의 4개로 상 계층 항목으로 

구성이 되며 이에 따른 하 계층 항목으로는 각

각, ‘승마장 시설’은 ‘승마장 규모’, ‘승마장 코스’, 

‘주차시설’, ‘마방시설’으로, ‘부 시설’은 ‘클럽하

우스’, ‘식당시설  매 ’, ‘숙박시설’, ‘락커/화장

실/사우나 등의 시설’으로, ‘입지’는 ‘승마장과의 

거리’, ‘승마장 이용시 교통수단’, ‘주변 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으로, 마지막으로 ‘승마장서비

스’는 ‘직원 서비스  업무능력’, ‘ 약서비스’, 

‘커뮤니티’, ‘승마비용’, ‘ 로그램’, ‘체계  지도’

로 평가 기 을 도출하 다.

2. 요도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해 앞서 도출된 계층구조의 

선택기 을 심으로 방문을 통한 일 일 설문

을 실시하 다. 문가 상은 승마장을 방문하

여 승마를 하는 승마시설의 소비자로서 10년 이

상 승마경험을 가진 개인  승마 동호회 참여자

와, 역시 승마시설에서 10년 이상 승마시설 련 

업종에 종사한 운   리자, 59명을 상으로 

상 계층 기  4가지 항목에 한 6문항을 하

계층 기  17가지 항목에 한 비교질문 36

문항을 제시하 다. 조사 결과 총 59부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R) 확인 결

과39) 0.2로 설문 유효율은 55%로 유효한 33부

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34) 유흥수, “골 장 이용자 특성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용인 학교 체육과학 학원 석사학 논문, 2007, pp.24~25.

35) 정찬삼, 상게서, 2004. pp.29~30.

36) 정상운, “골 장 이용수요에 미치는 요인분석  수요추정모형의 개발”, 한양 학교 도시 학원 석사학 논문, 2011, pp.16~19.

37) 장해상, 장호 , 이호근, “ 스포츠  참여자의 생활양식이 지 선택요인과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

국사회체육학회, 2010, 제39권, 제1호, pp.201~211.

38) 구 , “승마장의 건축계획을 한 기  조사연구”, 남 학교 산업 학원 석사학 논문, 2009, pp.1~54.

39) AHP분석에 있어 일 성 비율(CR)은 일반 으로 0.1을 기 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한 문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을 고려

하여 최소한의 일 성 유지 기 인 0.2까지 기 을 확 하여 용하 음. 이에 해 Saaty (1980)는 일 성 비율의 값이 0.1이하이면 

합리 인 일 성을 갖고, 0.2이하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 0.2를 과하면 일 성이 부족한 것으로 단한다고 하 음. Sat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 Hill,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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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
요도

하 기  요도
최종
요도

승마장 
시설 0.330

승마장의 규모 0.321 0.106

승마장 코스 0.343 0.113

주차시설 0.123 0.042

마방시설 0.210 0.069

부 시설 0.117

클럽하우스 0.303 0.036

식당시설  매 0.227 0.027

숙박시설 0.082 0.010

락커,화장실,사우나 
등의 시설

0.387 0.045

입지 0.313

승마장과의 거리 0.504 0.158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 0.304 0.095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0.193 0.060

승마장 
서비스

0.239

승마장직원서비스 
 업무능력

0.176 0.042

약서비스 0.075 0.018

커뮤니티 0.097 0.026

승마비용 0.220 0.053

로그램 0.149 0.036

체계  지도 0.283 0.068

<표 3> 선택기  요도

Ⅳ. 선택기  요도 

1. 요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AHP 이론을 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 계층과 

하 계층별 요도를 각각 도출하 다.

상 계층 네 가지 요인에 한 분석결과 ‘승

마장 시설’이 0.330, ‘입지’ 요소가 0.313, ‘승마

장 서비스’가 0.239 마지막으로 ‘부 시설’이 

0.117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승마장 시설’이 가

장 높은 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승마장 

자체의 규모나 크기, 코스 등 실질 으로 승마장

을 이용하는 자체를 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 선택기 의 상  종합 요도를 산출

한 <표 3>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  기  가운

데 ‘승마장과의 거리’가 0.158로 가장 요한 기

이고 이어 ‘승마장 코스’가 0.113, ‘승마장의 

규모’가 0.106의 순으로 상 에 분포하 다. ‘승

마장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요도를 가지는 것

은 소비자와 공 자 모두 승마장과의 이동거리

가 가까운지에 한 것이 시간 인 효율성을 

해 근성이 가장 요하다고 단할 수 있다. 

한 ‘승마장의 코스’나 ‘규모’ 등이 상 로 나타

난 것은 승마장까지 오는 것은 오직 승마를 목

으로 승마장을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교통수단의 요인도 상 에 나타나 승마장 

개발 시 교통의 편리성 한 우선 으로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승마 비용’은 선택에 장애

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출한 선택기 의 최종 요도를 

시설의 이용자인 소비자와 공 자 에서 분

류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시설

을 이용하는 승마장 방문객들 의 선택기  

요도와 시설을 공 하는 운 자의 의 선

택기 과의 차이 을 통해 향후 개발 시 고려해

야 할 시사  도출이 가능하다.

2. 소비자 에 따른 요도

소비자 에서의 선택기  분류 요인에 

한 분석결과 ‘입지’ 요소가 0.324, ‘승마장 시

설’이 0.293, ‘승마장 서비스’가 0254, 마지막으

로 ‘부 시설’이 0.129의 순으로 나타나 ‘입지요

소’가 가장 요한 기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 에서 ‘입지’ 요소가 가장 요하게 여

겨지는 것은 소비자들은 활동을 해 승마

장으로 이동할 때 거리가 선택에 결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 기

에서는 ‘승마장의 코스’와 ‘승마장의 규모’ 한 

상 로 도출이 되었는데 이는 승마장을 개발할 

시 이용자 유인을 한 코스의 다양성과 규모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체계 인 지도’도 상 의 요소로 도출되었는

데 이는 승마가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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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 수요공  

상 하 소비자 공 자

승마장 
시설

승마장의 규모

0.293

0.101

0.268

0.066

승마장 코스 0.110 0.065

주차시설 0.028 0.057

마방시설 0.052 0.080

부
시설

클럽하우스

0.129

0.043

0.093

0.020

식당시설  매 0.029 0.022

숙박시설 0.011 0.008

락커,화장실,사우나
등의 시설

0.047 0.042

입지

승마장과의 거리

0.324

0.169

0.396

0.189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

0.094 0.130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0.062 0.078

승마장
서비스

승마장 직원 서비스
 업무능력

0.254

0.041

0.243

0.050

약서비스 0.018 0.021

커뮤니티 0.025 0.024

승마비용 0.062 0.032

로그램 0.038 0.037

체계  지도 0.068 0.079

<표 4> 수요공  에 따른 기 별 요도

니기 때문에 객 이고 문화된 지도를 원하

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  ‘승마비용’과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요소도  승마장 선택을 하는데 간 정도

의 요도를 나타내 승마장 선택을 한 의 상

권 요도를 만족 시키면서 비용 인 부분의 

감이나 승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볼

거리나 다른 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3. 공 자 에 따른 요도

소비자 에서의 선택기  요도 분석

에 이어 공 자 에서의 선택기  상 기

에 한 분석결과, ‘입지’가 0.396, ‘승마장시

설’이 0.268, ‘승마장 서비스’가 0.243, 그리

고 ‘부 시설’이 마지막으로 0.092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서비스 공 자인 운 자 에서 역시 ‘입

지’는 가장 요하다고 도출이 되었다. 결국, 승

마장의 ‘입지’에 한 요성은 사용자와 운 자 

모두 일 되게 승마장 선택을 한 가장 결정

인 기 임을 확인하 다. 이어 하 기 에서는 

승마장 이용을 한 ‘교통수단’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입지’와 연 된 것으로 승마

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승마가 목 이므로 

시간 인 약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세 번째로 요하게 나타난 ‘마방시설’

은 소비자의 순 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는

데, 이는 ‘마방시설’은 소비자가 직  느끼는 시

설이라기보다 운 하고 종사하는 입장에서 말들

의 리를 통해 소비자에 한 서비스의 질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 자들이 고려하는 상

순 가 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체계 인 

지도 역시 요도가 높은 순 로 나타났는데 공

자 에서도 교육의 질의 수 을 요시 하

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 , 하  요인의 요도를 종합해보면 공

자 에서도 역시 ‘승마장과의 거리’, ‘승마

장 이용 시 교통수단’ 등 ‘입지’  요소를 가장 

요하게 보고 있으며, ‘체계 인 지도’를 제외하고

는 ‘승마장 규모’, ‘승마장 코스’ 등, ‘승마장 시설’

의 요인들이 높은 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승마장을 개발 계획에 있어서 교통이 편

한 근거리에 치하고 다양한 코스 등의 개발 계

획이 필수 일 것으로 보인다.  

4. 승마시설 개발을 한 시사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승마장 개발자가 

효율 인 개발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첫째, ‘승마장과의 거리’ 요소가 가장 

요하므로 승마장 개발을 해서는 인 근

거리 입지를 우선으로 선택하고 둘째, ‘승마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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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와 ‘승마장의 규모’ 등도 요요인으로 도출

이 되어, 다양한 코스와 실내외 마장의 크기를 

크게 개발하는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한 

요한 기 이 될 것이다. 셋째로,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요인 역시 승마장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도달 시간 뿐만 아니라 

근의 편의성과 비용 소요액 최 화를 산출할 수 

있는 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체계 인 지도’와 ‘주변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 역시 요요인으로 교 들의 합리 인 

교육시스템과 이용객들의 주변 지로의 이동

경로를 최 화하여 방문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승마장 시설의 본래 기능 수행과 병행하는 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의 만족과 함께 궁극 으로는 어느 

한쪽의 이익추구만이 아니라 사업 체 계자들

에 한 다양한 에 해서 깊이 있는 고찰과 

이를 사업 반에서 합리 으로 반 하는 것이 

승마장의 발 을 한 최선책이라고 하겠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확산되고 있는 승마 포츠에 

한 심과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통한 수요 

증 에 따라 승마시설을 개발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선택기 에 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 이를 해 소비자의 승마장 선택 시 향

을 주는 결정기 을 정의하고 이에 한 요도

를 도출하고 나아가 승마서비스의 소비자인 이

용자와 서비스의 공 자인 시설운 자의 에

서 기 의 요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소비자 선택 시 고려하는 상 기

으로 ‘승마장 시설’, ‘부 시설’, ‘입지’, ‘승마장 

서비스’의 4개 기 과 이에 따른 17개의 하 기

을 정의하 다. 상 기  별 분류되는 하 기

은  ‘승마장 시설’의 경우, ‘승마장의 규모’, ‘코

스’, ‘주차시설’, ‘마방시설’로 상 기  ‘부 시설’

은 ‘클럽하우스’, ‘식당  매 ’, ‘숙박시설’, ‘락커

/화장실/사우나’로, 상 기  ‘입지  요소’는 ‘승

마장과의 거리’, ‘승마장 이용 시 교통수단’, ‘주변 

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으로, 마지막으로 상

기  ‘승마장서비스’는 ‘승마장 직원 서비스  

업무능력’, ‘ 약서비스’, ‘커뮤니티’, ‘승마비용’, 

‘ 로그램’, ‘체계  지도’로 정의되었다.

이들 기 에 한 AHP 문가 설문을 통한 

요도 도출결과,‘승마장 시설’에서 ‘승마장 코스’

와 ‘승마장의 규모’가 가장 요했고 ‘입지’에서는 

‘승마장과의 거리’와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

수단’이 요한 요소로 도출된바 합리 인 승마

장 개발을 해서는 소비자가 근하기 좋은 가

까운 거리에 치하고 있으면서도 실내외 마장 

등의 다양한 코스와 규모와 연계코스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승마장 이용시 편리한 교통수단,과, 

‘체계 인 지도’, ‘주변 환경과의 호환성  경

성’도 높은 요도를 나타내 소비자의 시간 약

을 해 교통이 편리한곳에 치하면서 주변 

 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

하여 합리 이고 체계 인 교육이 뒷받침 된다

면 소비자와 공 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마

장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승마장 선택에 향을 

끼치는 요소들 에서 소비자인 이용자 과 

공 자인 운 자 에서의 공통 과 차이 에 

따른 시사  도출을 통해 최 의 객 인 승마

시설 소비자 유인을 한 분석결과로서 차별성

을 가진다. 한 향후 승마장 개발  운 에서 

소비자 요구에 응하는 기 자료로 활용 가능

하며, 객 이고 합리 인 승마장 개발의 기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

본 연구는 승마장 개발을 한 소비자 선택

기 에 해 이용과 공  에서 분석하 으

나 기 성장단계에 있는 승마산업에서 승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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