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12권 제5호, 2010 Vol. 12, No. 5, pp.599-607(2010)
＜연구논문＞

599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병숙·김찬호·이은진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mmitment on Functiona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Mountaineering Apparels

Byung-Sook Hong, Chan-Ho Kim, and Eun-Ji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elf-efficacy and commitment on functiona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mountaineering apparels.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climbers with 298 subject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
ods wer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
efficacy of climbers were classified into self-regulated efficacy, self-confidence,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the com-
mitment of climbers were classified into behavioral commitment and cognitive commitment. The self-regulated 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fluenced the behavioral commitment and the self-regulated efficacy influenced the cognitive com-
mitment. The behavioral commitment and cognitive commitment influenced the functiona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mountaineering apparels. The functional satisfaction influenced the repurchase intention of mountaineering
appa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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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등산은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건

강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접근의 용

이성 및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가장

널리 즐기는 생활 스포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유

행주 외, 2008). 한국등산지원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조사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두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의 수가 1,886만 명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은 1,56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일

등산하는 인구는 86만 명 정도이고, 1주일에 두 번 이상이

303만 명,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401만 명, 1달에 1번~2번이

770만 명 등으로 조사돼 10명 중 4명이 월 1회 이상 산을 찾

고 있었다(“등산객 실태분석”, 2009). 이와 같이 등산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등산복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이루어짐에 따

라 등산복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또한 세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더우며, 봄가을에는 따뜻하고 서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계절에 따라 등산복의 착장이 틀릴 뿐 아니라 등산복에 요구되

는 기능성도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익스트림급 등산을 즐

기는 전문산악인이 아닌 일반 등산객들도 산의 험한 정도, 등

산시간의 지속성, 등산종류, 계절적 특성 등 운동량과 운동 환

경이 극한에 놓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신체조

건에 따라 전문 등산객 이상의 운동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

등산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운동기능을 보

완할 수 있는 등산복의 기능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김찬호,

2005). 그로 인해 기후의 변화가 심한 등산 환경과 운동 시의

인체-생리반응 등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쾌적한 기능성 소재들

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등산복의 쾌적성과 안정성 등 기

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변화로 초경량, 흡한속건, 투습방수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고기능성 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섬유산업의 미래”, 2009).

등산복은 인체의 운동 적합성을 고려한 기능성 소재로 개발

되며, 등산복의 기능성은 착용자의 활동 편리성과 운동 용이성

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등산복을 포함한 스포츠웨어

에 관한 선행연구(김진국 외, 2008; 정인희, 2009; 최미선,

2008; 홍병숙, 박성희, 2002)에서는 등산 참여 목적, 등산 관여

도, 스포츠 관심도, 기능성 섬유에 대한 지식 등을 영향요인으

로 보고 실증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외에는 등산복이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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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의 구매실태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등산객의 심리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등

산이 자연 스포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활성화 된 종목으로

서, 등산객들이 등산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함은 물론 성취

감과 자신감, 즐거움, 몰입 및 생활에서 쌓인 정신적 긴장 해소

등 직·간접적인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한광걸, 김

기한, 2008). 

등산객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스포츠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으로 분류되며(김아영, 차정은, 1996; 남인수 외, 2009;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맡은 일

이나 운동에 더욱 몰입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몰

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손승범, 홍석표, 2006; 이수철, 김영재,

2008; 정용민, 2001; Scanlan et al., 1993)에서는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분하여 몰입의 선행요인을 밝히거나 여가만족,

스포츠웨어 및 스포츠용품 구매행동 등의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등산객의 자기효

능감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몰입은 등산복의 구매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복에 관한 기존의 연구(김연이, 나영

주, 2008; 김진국 외, 2008; 이아람 외, 2009; 차현정, 2004;

최미선, 2009)에서는 실버 소비자를 대상으로 등산복 구매 실

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기능성 등산복 착용실태 및 구매행

동, 등산복 디자인 선호경향, 등산용품 구매결정 요인 등을 분

석하고 있으며,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에 관한 심리적 영향요

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등

산복은 신체 보호 기능은 물론 활동이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운

동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과 형태안정성, 경량성, 항균방취성,

대전방지성, 투습방수성, 흡한속건성, 보온성 및 통기성 등의 기

능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웨어로서(김찬호, 2005; 이은혜, 2010),

등산복의 기능성에 만족할수록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 등산

복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등

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심

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기능성 소재업체에게

소재개발의 방향 및 보완점을 제시하고, 등산복 제조와 판매업

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니즈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마케

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며, 어느 한

쪽으로만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적 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andura

(1977)는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언하기 위한 인지적 관점

의 하나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 자신감

(specific self-confidence)을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라 칭하

면서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면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상황에 맞게 조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 사

람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으며 장애

에 직면하여 그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와 관련된

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취를 위해 적극

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생각하며, 활동 자체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 그 활동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곽호근,

2007).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김아영, 차정은, 1996; 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으로 분류되며, 자신감

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

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의 인지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Bandura, 1986).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여 자신의 일이나 운동에 더욱 몰입하

는데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쉬운 과제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운동 수행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Sontroem(1982)은 스포츠

활동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달된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신체 능력으로 전이된다고 하였고, Ryckman et al.(1982)은 신

체와 관련된 지각된 자신감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여 이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인지된 신체능력으

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적 기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효

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용각(1997)은 스포츠

몰입도가 높은 생활체육 참가자가 낮은 몰입을 하는 사람들보

다 긍정적인 정서가 높다고 언급하였고, 곽호근(2007)은 생활

체육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운동효능과 사회효능으로 구분하

여 운동을 통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남인수 외(2009)는 테니스 동호인의 신체적 자기효능

감을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인지된 신체능력으로 나누어 이

들 요인 모두가 인지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신체능력이

행위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김흥구(2010)는 수영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신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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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신체활력감, 신체매력감 및 신체체력감으로 구분하여 신

체활력감과 신체매력감이 높을수록 수영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

다고 하였다. 이 외에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

성이나 남성(김미량, 송강영, 2009; 이윤미, 2004), 직장인(정대

용 외, 2008)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댄스스포츠(정영주 외,

2005), 생활체육 축구 참여자(정재은 외, 2008) 등을 실증 분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등산 활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

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등산이라는 운동에 몰입하도록 하는 영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아영, 차정은

(1996), 김아영, 박인영(2001), Bandura(1977) 등의 연구를 토

대로 하여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으로 분류하고,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등산에 대한 몰

입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2. 몰입

등산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정상

을 향해서 하염없이 올라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몰

입상태라 할 수 있다. 몰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경험이란 일반적 생활 속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일종의 상태로서,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즐거운 상태라고 하였다. Scanlan

et al.(1993)은 스포츠나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희망, 믿음, 신념

을 스포츠 몰입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서 스포츠 참여를 결심

하거나 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몰입을 정의하였고, Scanlan

and Simons(1992)는 즐거움(enjoyment), 선택적 관여(involve-

ment alternatives), 개인의 투자(personal investment), 사회적

제약(social constrains), 관여 기회(involvement opportunities)로

구성한 몰입 모델을 제시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즐거움과

개인의 투자, 관여기회는 운동에 대한 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어느 정도 몰입되어 있

는가를 측정하는 운동 몰입의 척도는 Scanlan et al.(1993)의

ESCM(Expansion of the Sport Commitment Model)을 기초

로 하여 정용각(1997)이 수정한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의 2개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지몰입(cognition commitment)

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 기대로서 운동에

대한 선호 정도와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 운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고, 둘째, 행위몰입(behavior commitment)은 자신이 행하

고 있는 운동에 대한 정보와 상상적 행위에 관련된 관심수준의

정도를 말한다. 정용각(1997)은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

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면서 여가운동에 대한 몰입을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분류하

였고, 정용민(2001)의 연구에서도 여가운동 참가자의 몰입이 인

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수철, 김영재(2008)는

수상 레저 스포츠 참여자의 재미요인 중 연습과 혜택, 클럽분

위기 요인이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의 몰입은 스포츠웨어나 용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승범, 홍석표

(2006)는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자의 인지된 기량 및 몰입

경험이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지된

기량이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몰입경험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혔고, 조용찬, 이승철(2006)

은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관여도와 팀몰입이 라이센싱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박동주(2007)는 마라토너

의 몰입에 따른 스포츠용품 구매행동 차이를 분석하여 구매 고

려요인의 기능성 요인과 브랜드 요인, 특수성 요인에서 몰입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손승범, 홍석표(2008)에

의하면 스포츠 동호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몰입경험이 재구

매의도, 구전의도 등의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몰입은

스포츠웨어의 구매행동의 영향요인이므로 본 연구는 등산에 대

한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였다. 

2.3.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등산복은 극한상황이나 악천후에도 신체를 보호하고 지속적

인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운동 후에 몸에서 난 땀이 발산

되지 않으면 촉촉이 배어서 여름에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겨울

에는 체온을 떨어뜨리므로(한동철, 2002) 땀을 신속히 흡수하여

확산시키고 투습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또한 격한 운동에도 찢

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움직임을 원활

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축성, 악천후에도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성은 물론 보온성 등의 기능성을 필요로 한다. 등산

복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스포츠·레저섬

유연구센터(2006)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등산복 제조업체

의 경우 활동성, 속건성, 방수성, 보온성 등의 기능성을 중시하

여 소재 및 원단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은혜(2010)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등산복 품목별 조사를 통해 재킷의 경우 방수성, 투습

성, 보온성, 방풍성을, 베스트는 투습성, 방풍성, 발수성, 보온성

을, 셔츠는 투습성, 속건성, 보온성, 신축성을, 바지는 내구성, 신

축성, 투습성, 발수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등산복을 포함한 스포츠웨어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은 구매선택

결정요인 혹은 구매 후 만족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찬호

(2005)는 경량성, 신축성, 흡한속건성, 보온성, 방수·방풍성, 향

균·방취, 통기성 등의 순으로 등산객들이 등산복 구매 시 기능

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고, 이지나(2006)의 연구에서 등

산복 구매 시 상품선택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품질, 기능성,

가격, 소재, 색상, 착용감, 스타일 및 디자인, 세탁 및 관리, A/S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 등산복 소비자들은 스타일

이나 디자인보다 품질과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박기록(2000)

은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경우 스포츠웨어의 활동성과 품질, 기

능성 등에 대한 구매 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이준희, 김상

대(2000)는 스포츠·레저용품의 구매결정요인이 품질이나 상표

에서 높게 나타나 스포츠·레저용품의 기능성이 구매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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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김유진(2009)은 스포츠웨어 구매 후의

만족도를 전반적인 만족도와 선택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다. 

구매 후 행동모델에서 나타나는 만족도는 특정 제품의 구매

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인지적 상태를 의

미하고(Boulding et al., 1993; Howard & Sheth, 1969),

Oliver(1997)에 의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소비

자가 갖는 기대와 사용 후 성과가 일치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면 소비자들은 만족을 경험한다. 이러한 만족 정도는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박은주, 강은미, 2005; Jones et al.,

2003), Frazier(1983)는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매 후 만족여부라고 하였다. 여기서 재구매의

도란 구매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반응을 토대

로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구태

희, 구양숙, 2010). 등산복을 포함한 스포츠웨어의 구매 만족도

와 재구매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순(2006)은 스

포츠웨어 브랜드 특성과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용만 외(2008)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속성 중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이 브랜드 만족도에, 브

랜드 만족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구매 후 만족도는 재구매의도의 영

향요인일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 등산복의 기능성 만

족도 및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연구문제 1.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등산객의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크게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 몰입에 관한 문항,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

성하였다. 자기효능감에 관해서는 Bandura(1977)의 문항을 김

아영, 박인영(2001), 곽호근(2007), 정재은 외(2008), 김미량, 송

강영(2009) 등이 수정 및 보완하여 인용한 항목들을 본 연구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에 관한 총 23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중에서

자신감에 관한 1문항과 과제난이도 선호에 관한 2문항은 역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몰입은 Scanlan et al.(1993)의 ESCM을 기초로 정용각

(1997), 정용민(2001), 이수철, 김영재(2008) 등이 수정 인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등산에 대한 인

지몰입과 행위몰입에 관한 총 9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는 김찬호(2005), 인하대학교

스포츠·레저섬유연구센터(2006), 이은혜(2010) 등의 연구를 참

고하여 연구자가 보완한 10가지 기능성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1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구매의도는

박은주, 강은미(2005), 이경순(2006) 등이 사용한 문항을 참고

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게 수정한 총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학력 등의 5문항과 등산횟수, 구매 경험 품목, 연간 평균

구입비용 등에 관한 3문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등산을

한 적이 있고, 등산복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서울 및 경기 거

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는

2010년 4월 5에서 4월 12일 사이에 서울·경기일원의 직장인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설문

지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0

년 5월 2일에서 5월 15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기관(www.

embrain.com)을 통한 편의표집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과

정에서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조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등산복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결측값이 없는 298명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 SPSS Ver.17.0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68명

(56.4%)으로 남성 130명(43.6%)에 비해 약간 많았고, 연령은

20대 47명(15.8%), 30대 70명(23.5%), 40대 80명(26.8%), 50

대 101명(33.9%)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151명(50.7%), 경기도가 147명(49.3%)이었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81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

업이하 66명(22.2%), 대학원 졸업 29명(9.7%), 대학교 재학 22

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92명(30.9%)Fig.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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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77명(25.8%), 전문직 23명(7.7%),

대학생 22명(7.4%), 사업가/자영업 20명(6.7%)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77.2%는 두 달에 한번 이상 등산을 하고 있었고, 복수

응답으로 구매 경험 품목을 알아본 결과 재킷 234명(24.1%),

양말 189명(19.4%), 바지 184명(18.9%), 셔츠 164명(16.9%),

조끼 132명(13.6%), 인너웨어 69명(7.1%) 등의 순으로 구매를

하고 있었다. 또한 등산복 구입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1년에

10만원~50만원이 164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100

만원이 63명(21.1%), 10만원 미만이 43명(14.4%), 100만원 이

상은 28명(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본 연구는 측정 변수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등산객의 자

기효능감과 몰입,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관

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자기효능감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총 23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나 자

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하며, 무슨 일이

든 정확하게 처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는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조절 효능감(11문항)’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위험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

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대처함은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신 있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감(7문항)’이라 하였고, 요인 3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

을 선호하고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는 항목을 포함하여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라 명명하였

다. 이들 요인의 총 변량은 56.45%였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이었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

든 문항이 요인값 0.5이상을 보여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또한

신뢰성분석 결과 신뢰 계수가 0.75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

뢰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자지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분류된 것은 김아영, 차정

은(1996), Bandura(1977) 등의 연구와 일관된 것이다.

Table 1.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변량 (%) 신뢰 계수

자기

조절

효능감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730

5.53 25.05 .89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721

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706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700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는 편이다 .696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685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81

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69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630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618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617

자신감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854

4.19 19.22 .88

나는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받지 않는다 .808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 .791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편이다 .77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680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632

나는 주변사람들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612

과제

난이도

선호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727

2.57 12.18 .75

아주 쉬운 일보다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723

일은 쉬울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703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려운 것보다 쉬운 일을 선택하고 싶다 .645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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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몰입 

등산객의 몰입에 관한 총 9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처럼 고유치 1.0이상인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등산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등산을 할 생각을 하면 즐거

워지고, 여가시간이 생기면 등산이 가장 하고 싶다는 등의 항

목을 포함하고 있어 ‘행위몰입(5문항)’이라 하였으며, 요인 2는

등산 기술이나 등산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돼서 등산에 깊이 빠져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지몰입(4문항)’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변량은 68.58%였고, ‘인지몰입’보다 ‘행위몰입’의 설명력이

더 높았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든 문항이 요인값 0.5이상

을 보여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또한 신뢰성분석 결과 신뢰 계

수가 0.80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

서 등산객의 몰입이 행위몰입과 인지몰입으로 나뉜 것은 정용

각(1997), 정용민(2001), Scanlan et al.(1993) 등의 연구와 일

관된 결과이다. 

4.1.3.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대해서는 각각 요

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처럼

기능성 만족도에 관해서는 고유치 1.0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고, 총 변량은 56.62%였으며, 신뢰 계수가 0.89로 문항

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구매의도 관해서는 고유치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변량은 60.24%였으며, 신

뢰 계수가 0.83으로 문항의 신뢰성이 높았다. 

4.2.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자기효능감의 3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몰입의 2

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행위몰입에는 과제난이도 선

호를 제외하고 자기조절 효능감(β =0.364, t=6.797, p<.001), 자

신감(β =0.156, t=2.924, p<.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

Table 2. 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변량 (%) 신뢰계수

행위

몰입

나는 등산을 하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875

3.61 40.13 .91

나는 등산을 할 생각을 하면 즐거워진다 .855

여가시간이 생긴다면 등산이 가장 하고 싶다 .820

나는 등산을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796

앞으로도 등산을 계속할 것이다 .751

인지

몰입

나는 등산 기술이나 등산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803

2.56 28.45 .80
내가 하고 있는 등산에 대해 신문에 나거나 TV중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다 .794

지금하고 있는 등산이 내게 도움이 돼서 깊이 빠져 있다 .750

나는 평소에도 등산을 하는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다 .664

Table 3.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변량 (%) 신뢰 계수

기능성

만족도

나는 등산복의 흡한속건성에 만족한다 .787

5.06 56.62 .89

나는 등산복의 항균방취성에 만족한다 .774

나는 등산복의 통기성에 만족한다 .773

나는 등산복의 투습방수성에 만족한다 .747

나는 등산복의 경량성에 만족한다 .699

나는 등산복의 자외선 차단에 만족한다 .698

나는 등산복의 대전방지성에 만족한다 .689

나는 등산복의 내구성에 만족한다 .668

나는 등산복의 신축성에 만족한다 .636

나는 등산복의 보온성에 만족한다 .623

재구매

의도

나는 지금 입고 있는 등산복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 함께 구매할 의사가 있다 .828

3.01 60.24 .83

다음에도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의 등산복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822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에서 등산복을 재구매할 것이다 .757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의 등산복을 1년 이내에 재구매할 것이다 .753

주변사람들이 다른 브랜드를 권유해도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의 등산복을 계속 구매

할 것이다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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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위몰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전체 설명력(R
2
)은 19.0%였

다. 또한 인지몰입에는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제외하고

자기조절 효능감(β =0.217, t=3.820,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인지몰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전체 설명력

(R
2
)이 7.9%로 낮게 나타나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의 영향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테니스 동호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

이 행위몰입과 인지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한 남인수 외(2009)

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등산객의 경우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조절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등산을 하면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등산 기술 혹은 등산 방법에 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등 등산에 대한 몰입이 더욱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4.3. 등산객의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

등산객의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몰입의 2개 하위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고,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를 종속변

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행위몰입(β =0.381, t=7.173, p<.001)과 인지몰입(β =0.254,

t=2.900, p<.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등

산을 하면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정도로 몰입하고, 등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를 찾거나 신문 기사, TV중계 등을 볼

정도로 빠져 있을수록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

아지고 있었으며,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에 대한 몰입의 전체

설명력(R
2
)은 21.9%였다. 따라서 등산복을 생산, 판매하는 업

체에서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다면 등산 활동에 행위적 혹은 인지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

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등산복의 재구매의도에 대해서는 행위몰입(β =0.383, t=7.580,

p<.001), 인지몰입(β =0.320, t=6.345,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등산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을수

록 등산복의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지고 있었고, 재구매의도에

대한 등산몰입의 전체 설명력(R
2
)은 29.9%였다. 이 결과는 등

산복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등산에 대한 몰입

도를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 등산복의 재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 참

가자의 몰입경험이 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손승범, 홍

석표(2006)의 연구,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팀몰입이 라이센싱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조용찬, 이승철(2006) 등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였다.

4.4.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기능성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처럼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는 β =0.401, t=7.528, p<.001에서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흡한속

건성, 항균방취성, 통기성, 투습방수성, 경량성 등 등산복의 기

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의도 또한 높아지고 있

었으며, 재구매의도에 대한 기능성 만족도의 전체 설명력(R
2
)

은 20.8%였으며, 이 결과는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은주, 강은미(2005), Jones

et al.,(2003) 등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등산복 소비자의 재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등산복에서 요

구되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만족도

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등산객의 자기효능감과 몰입, 등산복의 기능성 만

족도 및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의 결정요인을 심리

적 변인으로 설명하고, 등산복 제조 및 판매업체의 제품 개발

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은 자기조

절 효능감, 자신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

Table 4. 등산객의 자기효능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β t F R

2

행위

몰입

자기조절 효능감 .364 6.797***

 18.409*** .190자신감 .156 2.924**

과제난이도 선호 .037 0.692

인지

몰입

자기조절 효능감 .217 3.820***

5.013** .079자신감 .010 0.175

과제난이도 선호 .03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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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등산객의 몰입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2

기능성 

만족도

행위몰입 .381  7.173***
29.929*** .219

인지몰입 .154 2.900*

재구매

의도

행위몰입 .383  7.580***
48.850*** .299

인지몰입 .320  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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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
2

재구매의도기능성 만족도 .401 7.528*** 56.562*** .20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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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몰입은 행위몰입과 인지몰입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행위몰입에 영

향을 주고 있었고, 인지몰입에는 자기조절 효능감만이 영향력

을 보였다. 셋째, 등산객의 행위몰입과 인지몰입은 등산복의 기

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넷째, 등산

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의 및 시사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산복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착용 및 구매 실태

와 만족도 등을 실증 분석한데 비하여 본 연구는 등산복의 기

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심

리적 변인을 연구하였다. 또한 등산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측

면에서, 몰입을 행위몰입, 인지몰입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등

산객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등산복은 물론 스포츠웨어 관

련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등산객의 경우 등산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조절의 인지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기대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등산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주고, 몰입은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의

영향변인이었으므로 등산복 관련 업체에서는 등산객의 자기조

절 효능감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등산복 제조, 판매 및 소재업체에서 공

동마케팅의 일환으로 등산대회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혹은 소규

모의 등산대회를 지원 및 협찬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산에 대한 개인의 몰입도를 높임과 동시에 등산복의 기능성

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등산객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등산객들이 등산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

끼고 자랑스러워하거나 등산에 관한 신문, TV의 기사나 정보

등에 노출될수록 등산복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도

가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등산복 관련 업체에서는 등산객들

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산 활동에서 즐거움

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재나 제품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등산을 잘하거나 기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산교실을 운영하여 등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계절별 등산복 착장형태나 등산 난

이도 및 위기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면 등산 활동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여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등산복 관련 업체에서 등산객의 재구매의도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등산복이 지니고 있는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등산복은 산의 험한 정도, 등산시간의

지속성, 계절적 특성 등은 물론 개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위험

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를 보호하고 운동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등산객들의 정서와 일치된

다는 관점 하에 PET병 재활용 섬유나 옥수수에서 추출하여 만

든 생분해성 Polyester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므로 등산복 관련 업체에서는 환경을 고려함과 동시에 흡한속

건성이나 항균방취성, 통기성, 투습방수성, 경량성 및 자외선 차

단 등의 기능적인 요소들을 보완한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등산 유경험자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등산복의 구매 후 만족도를 기능성의

측면에서만 측정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있어 신중

을 기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 등산복의 기능성만이 아니라 다

른 요소에 대한 측정이 요구되며, 성별, 연령별 비교 분석을 실

시하거나 전문산악인과 일반 등산객으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한

다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등산복의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등산객의 내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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