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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ports participation motives, the involvement in choosing sportswear, 
and the satisfaction with/perceived importance of sportswear functionality, on customers’ repurchase intentions. A 
total of 185 survey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fter surveying 200 female undergraduates in their 20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on motives for spor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A factor 
analysis conducted on 13 questions yielded 4 factors. Factor 1 included consideration about socializing and pleasure, 
factor 2 privileged ostentation, factor 3 was concerned with enhancing health, and factor 4 was about maintaining 
appearance. Second, the various effects of different sports participation motives, of the satisfaction with functionality, 
and of the involvement in buying sportswear on customers’ repurchase intentions were analyzed. The intention to 
repurchase sportswear wa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sports, the 
satisfaction with functionality, and the level of involvement were tre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se variable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functionality and involvement in choosing 
sportswe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repurchase sportswear. Third, looking at how different 
participation motives for sports affected the importance of sportswear functionality, the motives related to socializing 
and pleasure and ostentation, the sub-factors in sports participation motiv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mportance 
of comfort. Motives related to enhancing health and maintaining appearance, on the other hand, were found to affect 
the importance of sports performance. Fourth, a MANOVA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functionality between those consumers highly involved in sportswear-buying and those les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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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ith a high level of involvement were found to prioritize sports performance over comfort. Those with a 
low level of involvement were shown to place a greater emphasis on comfort.  

Keywords:  functional satisfaction(기능성 만족도), sports motivation(스포츠 참여동기), sportswear(스포츠웨

어)

I. Introduction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선용에 대한 사회구성원

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생활에서의 스포

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레저

스포츠가 그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ana 
Institute of Finance(2009)의 자료에 의하면 의류 세

분시장별 점유율 추이에서 스포츠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11.9%, 2010 12.6%, 2011년 13.3%
로 계속 성장세에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한국의류

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한 것은 스포츠 라이프스타

일 트랜드에 의한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 내의시장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2012). 또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2011/2)에 나타난 2010년 주

요 백화점의 상품군별 추이를 살펴보면, 명품(27.0%), 
가정용품(16.2%), 스포츠웨어(13.3%)로 나타났으며, 
잡화와 의류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스포츠웨어는 

5.3%로 증가를 나타내었다. 최근 국내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유명 디자이너와 전략적 제휴(Collaboration)
를 통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매출 성장을 꾀하고 있

다(Hana Institute of Finance, 2009). 13세 이상 남녀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53.3%의 소

비자가 등산용도로 스포츠웨어를 구매하고, 38.1%
는 일상생활용으로, 26.4%는 스포츠나 조깅, 골프

용으로 구매한다고 하여, 복수응답을 포함한 79.7%
가 스포츠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Fashion Association, 2010). 전반적인 스포츠웨어 시

장동향을 살펴보면, 레저스포츠 활동 인구의 급증

으로 인한 아웃도어웨어와 골프웨어의 수요가 계

속 증가하고, 겨울시즌 상품과 익스트림 스포츠웨

어의 성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참

여 연령의 하향화와 여성 고객이 스포츠웨어 시장

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웨어의 타겟마켓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이 필요하다(Lee, 2012).
또한 현대사회는 기업의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의

식 구조나 행동양식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

을 세분화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의 자원을 낭비하

거나 소비자의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

비자 행동분석뿐 아니라 스포츠웨어 시장의 세분화

를 위하여 심리, 행동적 변인으로서 스포츠 참여동기

나 스포츠웨어 관여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 참여동기는 스포츠라는 목표를 향해 행

동을 하게 되는 심리적 변인으로 즐거움, 사교, 기
술발달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참가하려는 사람들만의 참여동기가 존재한다(Kim, 
2011). 관여란 특정대상과 개인 간의 관련성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가상적 개념(Cho, 2002)
으로 최근에는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여도를 활용하여 스포

츠웨어 소비자들의 정보탐색과 구매결정을 이해하

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스포츠웨어의 관여

도에 따른 소비행동과 기능성 만족도의 심리적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꾸준

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스포츠웨어는 신체 보

호 기능은 물론 활동이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운동

할 수 있도록 신축성과 형태안정성, 경량성, 항균방

취성, 투습방수성, 보온성 및 통기성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스포츠웨어의 기능에 만족할수

록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능

성 소재는 섬유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한 소재로써 

투습방수소재, 축열보온소재, 항균방취소재, 자외

선차단 소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복

합기능을 가진 소재들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

시되고 있다. 기능성 스포츠 의류에 관한 선행연구

는 기능성 소재에 관한 연구와 등산객의 기능성 만

족도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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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차단기능(Sung et al., 2005; Oh & Koo, 2010), 
고기능성 소재에 대한 지식이나 프리미엄 가격(Chung, 
2009a; Chung, 2009b), 스포츠웨어의 고기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수준이나 감성을 분석한 연구

(Lee et al., 2010)가 이루어졌을 뿐 성장 추세를 보

이는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고기능 요구수준이나 

구매의도 또는 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또한 스포츠웨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브랜드에 관한 연구(Cho, 2002; Lee, 2003)와 

디자인 및 기능성에 관한 연구(Kim, 2011; Rhee, 
2011)가 대부분이며, 스포츠웨어의 참여동기, 관여

도 및 기능성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동기, 스포츠웨

어 관여 수준과 기능성 만족도 및 중요도와 재구매

의도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스포츠웨어 관련 업체의 차별적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Background

1. Sportswear

1) Sportswear
스포츠웨어는 운동경기, 개인적인 운동과 취미

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피복류의 총칭으로 원

래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성이나 기술적 요소가 

주목적인 의복이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패션성

을 부여한 아이템을 도입하거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응용한 스포츠패션이 부각되고 있

다(Jung, 2008). 브랜드 제품으로서 시장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 스포츠의류 시장은 특별한 소비층의 

구분 없이 유명 브랜드 선호 경향과 맞물려 브랜드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재구매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기존고객의 유지 

및 관계강화를 통해 고객의 재구매를 촉진시킴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Hallowell, 1996).
스포츠웨어는 인체의 운동 적합성을 고려한 기

능성 소재로 개발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의 기능

성은 착용자의 활동 편리성과 운동 용이성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에 대한 만

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Kim et 
al.(2008)은 스포츠 참여 목적, 스포츠 관여도, 스포

츠 관심도,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섬유에 대한 지식 

등을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Sports Leisure Textile Research 
Center(2006)는 스포츠웨어 기업체 및 소비자 분석 

보고서에서 제조업체의 경우, 디자인보다는 활동

성, 속건성, 방수성, 보온성 등 기능성 요인을 중요

시 하고 있었고, 소재 및 원단 선택 시 패션 트랜드, 
가격, 기타 요인에 비해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비

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Lee and Kim(2000)은 

스포츠레저용품의 구매결정요인이 품질이나 상표

에서 높게 나타나 스포츠레저용품의 기능성이 구

매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Park(2000)은 스

포츠웨어 소비자의 경우, 스포츠웨어의 활동성과 

품질, 기능성 등에 대한 구매 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Kim(2009)은 스포츠웨어 구매 후의 만족도

를 전반적인 만족도와 선택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스포츠웨어는 신체 보호 

기능은 물론, 활동이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과 형태안정성, 경량성, 항균방

취성, 대전방지성, 투습방수성, 흡한속건성, 보온성 

및 통기성들의 기능성이 요구되는 의복으로서(Kim, 
2011; Lee, 2010),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에 만족할수

록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Sports motivation
동기란 행동을 취하게 하는 준비태세이며, 이러

한 상태로 개체가 목표로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의 근원이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동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동기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Lee, 2005). 참여동기란 개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라고 정의된다(Kwon, 2003). 참여동기가 높을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관심

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며(Lee, 2000), 이처럼 많

은 동기 이론들은 행동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서 감정과 정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즐거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동기와 미래 숙련시

도를 증가시키나, 부정적 감정은 미래 참여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M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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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참여동기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

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유로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Yang, 
2006). Park and Ryu(2010)는 스포츠에 참여하게 만

드는 욕구와 같은 내적인 원동력으로 참여동기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며, 스포츠 참여 결과를 예측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동기를 스포

츠에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생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상탈피 지향, 스
포츠 체험과 스포츠 지식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지

식지향, 스포츠 경기 시 승리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과시지향, 스포츠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자 하는 사회성 지향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

었다(Park & Ryu, 2010). Sung(2012)은 25세에서 55
세의 남녀 중 한 달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포츠

를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동기를 파악하였

다. 그 결과,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를 기준으로 스

포츠 참여동기가 높은 적극적 참여집단, 사회관계

집단, 심신강화집단, 소극적 집단으로 유형화하였

다.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레저스포츠 참여동

기는 외적 과시, 사교, 즐거움, 운동기술, 체력/건강

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레저스포츠의 

참여동기가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운동몰입은 

레저스포츠웨어의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nvolvement
관여도는 구매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하

나로 제품에 대한 지각 정도, 관심도, 관련성으로 

설명되며, 소비자를 구분하는 지표이고, 태도나 구

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

고 있다(Park & Lee, 2009). 특히 스포츠 분야의 관

여도는 소비자의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충
성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Lee, 2006; Park & Lee, 2009).
특히 스포츠 관여도는 내재적 욕구 가치와 관심

을 바탕으로 스포츠에 지각되는 개인적 관련성을 

의미한다(Zaichkowsky, 1985). Han(2007)은 스포츠 

관여도는 제품관여도, 이슈관여도 등보다 행동지향

적인(action-oriented) 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

행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높

은 충성도를 가지고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02). Kim(2005)은 학생들의 스포츠참여 및 관여

가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으로 기여함을 입증하였으며, Kim(2003) 역시 스포

츠 관여도가 높을수록 또래친구들과의 어울림과 신

뢰가 높게 지각됨을 발견하였다. 이제까지의 스포

츠 관여도에 대한 연구들은 두 가지 행동적 범주를 

분리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는 ‘관전’과 ‘활동’이다. 
과거의 스포츠 관여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두 영

역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Shank, 2004). 그러나 Han 
2007)은 이들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관

여도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스포츠웨어 관여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스포츠웨어 관여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3. Functional fabric
스포츠웨어는 다양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지녀

야 하는 기능성이 있다. 뛰어난 활동성을 지녀야 

하고, 땀을 흡수해 신속히 배출하는 기능도 필요하

다. 바람과 물을 막아주고, 체온을 조절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채

택한다(Kim, 2010). Chung(2009)의 레저스포츠웨어

의 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

면 걷기운동에는 통기성과 자외선, 신축성, 향균성, 
투습방수성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

었고, 단체 구기종목에는 통기성과 신축성이, 등산

에는 통기성, 자외선 차단성, 신축성, 투습방수성, 
축열보온성이, 수영에는 신축성, 통기성, 투습방수

성이, 휘트니스에는 통기성, 신축성, 향균성이 각각 

중요한 기능으로 지각되고 있는 등 레저스포츠웨

어에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능성 섬유란 보통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특

수한 기능을 가지는 섬유이다. 야외활동을 주로 하

는 스포츠웨어 제품은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이 중

요하여 기능성 섬유를 사용하여 의류제품의 기능성

을 극대화 하고 있다. 스포츠웨어에서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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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일반적인 특성은 피복 재료의 신축성이나 

스트레치성, 보온성, 통기성, 흡습성, 충격에 대한 방

호성, 취급 및 관리 용이성 등이며(Choi et al., 2003), 
웰빙트랜드와 관련하여 Ministry of Commerce (2006)
에서는 흡한속건, 투습방수, 체온 유지, 난연, 방오, 
제전, 자외선 차단, 항균성을 의류용 소재의 주요기

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쾌적성, 항균

방취 기능, 온도 조절 기능, 건강 기능, 미용 기능, 
웰루킹(well-looking)을 주요 기능성으로 들었다(Song 
et al., 200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웨어에 사

용되는 기능성 섬유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신축성 소재란 잘 늘어나며 회복도 잘되어 활동

하기 편안한 신축 기능성 소재로 고무와 비슷한 특

성을 가진, 천연고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주 우

수한 폴리우레탄이 대표적인 소재다(Kim, 2000). 또
한 스포츠웨어는 격렬한 운동에도 원단이나 의류

의 봉제부위가 잘 찢어지거나, 마모 또는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Kim, 2011).
경량성 소재는 착장했을 때 무게감이 낮은 소재

를 말하며, 최근의 흐름은 초박지 경향을 띠고 있

다. 극세데니어의 화섬을 사용한 고밀도 직물이나, 
니트로 운동 시 무게감을 줄여 근육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폴리에스터 중공사로 만들어지는 pola 
fleece는 이중구조 편직물을 제조한 후 기모하여 가

벼우면서도 보온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

이다(Lee, 2010). 
운동을 하거나 옷을 오래 입으면 섬유에서 악취

가 난다. 원인은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균이 서식

하기 때문이다. 박테리아는 우동 시 흘리는 땀(수
분), 온도(37℃에서 가장 왕성하게 번식), 의복에 묻

어 있는 오염물질을 영양분으로 삼아 서식하게 된

다(Nam, 2003). 항균섬유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나 미생물 등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섬유 내부에 항균제를 첨가하는 방법과 후처리로 

항균가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물체가 마찰하거나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 정전

기가 발생하는 데, 도전성이 좋은 물체는 정전기를 

분산시키나, 도전성이 나쁜 물체는 정전기를 분산

시키지 못해 물체의 표면에 전하가 남게 되는 대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전성은 의복의 착용 시 

직물과 직물의 마찰이 일어나 스파크, 방전 쇼크, 

먼지 흡착현상 외에 불꽃 방전에 의한 가스 폭발 등

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Cho, 2004).
자외선은 가시광선(400~700mm)보다 단파장의 전

자파로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장시간 피부 노출 시 피부 노화는 물론 피

부암과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 

섬유를 통해 피부 노화, 기미, 피부암의 발생 등을 

예방한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UV) 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수의 건강단체들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소재의 의복을 입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나 아웃도어 등 

야외 레저 활동을 목표로 하는 의류를 선택할 때에

는 자외선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Kim, 2011). 
투습방수기능은 비나 눈 등 외부의 물기는 막아

주면서 내부의 습기는 배출하는 기능성 소재로 재

킷이나 바지 같은 겉옷과 모자, 장갑, 신발 등 외부

에 직접 노출되는 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폭풍우와 

눈보라와 같은 악천후에도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차가운 외기로부터 체온을 보호하는 보온 기

능성 소재는 에어층을 형성하여 열전도성을 낮추어 

보온하는 폴리에스터 중공사나 극세사가 있으며, 
축방열의 원리를 활용한 세라믹이나 P.C.M (Phase 
Change Materials) 물질을 혼입한 제품, 친수성 기능

에 수중기 흡착시 흡착열을 이용한 제품 등이 있다. 
통기성은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수분이나 열을 외부

로 잘 전달하여 몸을 쾌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으

로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Kim, 2011). 
흡한속건섬유란 일반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

려운 합성섬유를 단면형상의 변화, 중공, 다공화 등

의 개조, 친수성 물질의 표면 처리 등의 방법으로 

흡수, 흡한성섬유가 더 발달한 것으로서 흡수력뿐

만 아니라, 건조력까지 뛰어난 섬유이다(Kwon et al., 
2000). 흡한속건 기능은 쾌적감의 주 결정요인으로 

모세관 원리를 이용한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한 

원단에 흡수성을 부여한 가공제품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모세관 원리 활용은 수분을 신속히 흡수

하여 넓은 표면적을 통해 빨리 확산시켜 건조시킨

다(Kim, 2011).
스포츠웨어 관련 업체에서도 고기능성 소재나 가

공 기술을 적용하여 스포츠 경기력이나 소비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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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일 수 있는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를 개발해왔

다. 초창기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는 전문 스포츠 선

수들의 운동 또는 경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들어 스포츠와 여가 활동이 확산되

면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

났으며, 고기능성 스포츠웨어가 널리 착용되고 있

다.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주요성능으로는 내마

찰․마모성, 내세탁성, 투습발수성, 유연성, 흡한속

건성, 방오성, 경량성, 최적의 피부접촉성, 소취 및 

항균성, 활동성, 신축성, 자외선 차단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냉감 또는 보온성이 추가된다

(Kwon & Go, 2002).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해외의 

고기능성 소재로 미국의 고어텍스, 쿨맥스, 폴라텍, 
스위스의 쉘러, 일본의 도레이 소재가 있다.

Chung(2009)은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프리미엄 

가격대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높아지며, 
일반 스포츠웨어보다 80%까지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높은 가격에 대하여 불만이 높으나, 
저가라인의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를 개발하기 보다

는 고기능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고품

질의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로 소비자 만족을 유도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기

능성 스포츠웨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분석한 성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won and Go(2002)는 참여하

는 스포츠 유형에 따라 스포츠웨어의 고기능성을 

구분하였다. 수영복의 경우, 고탄력성과 불투명성

을, 스키복의 경우 내구력이나 내마모성, 신축성, 
축열성, 보온성을, 골프웨어나 테니스복의 경우 흡

한속건성과 자외선 차단성을 보강할 필요가 크다

고 하였다. Oh and Koo(2010)는 남녀 골퍼들의 경

우, 골프웨어의 투습방수성과 방풍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고, 특히 남성 골퍼들은 골프의 즐

거움 이외에 승부에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고기

능성 골프웨어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골프웨어의 

신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Sung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소재의 고기능성은 

스포츠웨어용 소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디자인과 가격이라고 

하였다. 자켓류는 방수성, 경량성, 신축성을 고려하

고, 티셔츠의 경우 흡습속건성을, 하의류의 경우 신

축성과 내구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다. Lee et 
al.(2010)은 대학생들은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흡

습속건성, 고흡습성, 촉감, 내구성, 방풍성, 세탁용

이성 등을 중요시하고, 난연성이나 전자파 차단성

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III. Methods

1. Research methods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대 여대생으로 선정하

였다.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많은 

대학생들이 간편성, 활동성 등으로 인해 스포츠웨

어를 즐겨 착용하며, 비교적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대학생들이 운동복과 외출복을 겸해서 입을 수 있

기 때문이다(Kang & Lee, 2003). 또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2)에 의하면, 20대 여

성의 체육활동 참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체중 조

절 및 체형 관리’가 54.3%로 여성의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건강 유지 및 증진’ 
31.4%로 두 번째로 높은 운동참여 이유로 나타났

다. 그 외에 ‘여가 선용’, ‘스트레스 해소’가 스포츠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로 인해 ‘긍정

적 인생관리, 삶의 통제력’이 상승한다는 응답에서 

20대 여성 집단이 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

친화 및 목표 달성 노력’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7.1점으로 10대(7.2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또한 체육활동으로 행복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여자의 경우 20대(70.88점), 10대와 30
대(69.97점), 40대(69.64점), 50대(69.15점), 60대(66.06
점), 70대 이상(6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걸쳐 선정된 설문지 문항을 통해 200

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결과, 불완전한 

답변을 제외한 총 18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에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관여도, 기능성 만

족도, 참여동기 및 재구매의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

면, 거주지역은 서울이 123명(68%), 경기도가 58명
(32%)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지출비는 5만 원 

미만이 17명(9.4%), 5~10만 원 미만이 62명(34.4%), 
10~20만 원 미만이 68명(37.8%), 20~3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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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명(8.3%), 30만 원 이상이 18명(10%)으로 10~ 
2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한 

달에 2~3회 정도 하는 응답자가 40명(21.6%), 한 달

에 1회 정도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9명(21.1%)
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입하는 스포츠웨어 품목으로

는 복수응답으로 런닝웨어류, 조깅웨어/츄리닝류, 팬
츠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2. Measurement tool and conceptual definition

1) Sports motivation
스포츠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Kim(2011)의 

연구에서 13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92로 높게 나

타났다.

2) Sportswear customers' level of involvement
스포츠웨어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Kim(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89로 높게 나타났다.

3) Functional satisfaction and importance
기능성 만족도 및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2011)과 Lim(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예

비조사를 통해 추출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기능성 만족도 및 중요도는 자외선 차단, 흡
한속건성, 투습방수성, 통기성, 보온성을 포함하는 

쾌적기능성과 내구성, 신축성, 경량성을 포함하는 

운동기능성 만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분석결

과, Cronbach's α 값이 .84으로 높게 나타났다.

4) Repurchase intention
재구매의도는 Oh(2008)의 문항을 예비조사를 통

해 수정, 보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3. Research subjects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참여동기, 스포츠웨어 관여도, 기능

성 만족도가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둘째, 스포츠 참여동기가 기능성 중요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스포츠웨어 관여도에 따른 기능성 중요도

의 차이를 살펴본다.

IV. Result and Discussion

1. Factor analysis of sports motivation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13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4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으며, 총 변량의 84%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사교/즐거움에 대한 내용으

로 고유값은 6.35,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요인 2
는 과시성에 대한 문항으로 고유값 4.19, 신뢰도 

.77이고, 요인 3은 체력 증진과 관련된 문항으로 고

유값 3.88, 신뢰도 .7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외모 

유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고유값 3.70, 신뢰도 .69로 

나타났다. 이는 Kim(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참여동기의 차원과 유사하나, 사교와 즐거움이 합

쳐져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차이점으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외적 과시 요인이 외모 유지와 

과시성의 2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상

이한 결과를 보였다(Table 1).

2. Effect of sports motivation, functional satis-
faction, sportswear customers' level of involvement 
on sportswear repurchase intention

스포츠 참여동기, 기능성 만족도, 스포츠웨어 관

여도가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를 종속변수

로, 스포츠 참여동기, 기능성 만족도, 스포츠웨어 

관여도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스포츠 참

여동기를 제외한 기능성 만족도, 스포츠웨어 관여

도가 모두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능성 만족도, 그리고 스포

츠웨어 관여도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

는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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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sports motiva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Total variance 
explained(%)

Reliability
(Cronbach's α)

Socializing/
pleasure

I exercise because I enjoy learning new skills. .881

6.345 28.08 28.08 .881

I exercise because of a pleasant sensation when I 
work out. .863

I like meeting and socializing with new people 
when you work out. .801

I exercise because I can mingle with other people 
comfortably. .796

I exercise in order to feel the freshness after 
working out. .782

Conspicuous-
ness

I exercise because I want to show off my body shape. .886

4.193 24.25 52.33 .765I exercise because it is a good opportunity to let 
others know about me. .798

I exercise in order to draw attention of other people. .756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I exercise in order to feel the improvement of my 
physical strength. .801

3.876 16.98 69.31 .707I exercise because it helps me to live a healthy 
lifestyle. .796

I exercise in order to improve work out skills and 
my strength. .784

Appearance 
maintenance

I exercise in order to build up a good body shape. .788
3.704 15.04 84.35 .694

I exercise to lose weight and maintain it. .765

Table 2. Effect of Sports motivation, functional satisfaction, sportswear customers' level of involvement on sportswear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R2 F

Sports motivation
Repurchase
intension

.021 0.268

.270 19.705***Functional satisfaction .328 4.677**

Sportswear involvement .328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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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만족도 및 관여도가 소비자들의 재구매의사 결

정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브랜드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Kim(201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

다. Kim(2011)의 연구에서는 레저스포츠의 기능성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중요도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사교와 즐거움, 자기조절효능

감, 행위몰입 및 쾌적기능성 만족도를 더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참여동기는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레저스

포츠의 참여동기와 자기조절효능감이 운동몰입에 

영향을 주어 운동몰입 시 레저스포츠의 기능성 만

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었다는 

Kim(201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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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orts motivation and functional importance
스포츠 참여동기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중요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스포츠 참여동기 요인이 기능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스포츠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 중 사교/즐거움 요인과 과시요인은 쾌적기능

성 중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요인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운동기능성 

중요도에는 체력 증진과 외모 유지 요인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스포츠 참여 시 타인

과의 사교 및 즐거움에 대한 동기와 과시성 동기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의 쾌적기능성 중요도가 높은 

반면, 스포츠 참여시 체력 증진과 외모 유지 동기

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의 운동기능성 중요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기능

성 스포츠웨어 착용 경험이 있고, 스포츠 활동 참

Table 3. Effect of sports motivation factors on functional importanc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R2 F

Socializing/pleasure

Importance on 
amenity function

.178 4.357***

.254 21.488***
Conspicuousness .164 4.145***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033 0.342

Appearance maintenance .024 0.247

Socializing/pleasure

Importance on 
movement function

.060 1.478

.287 19.754***
Conspicuousness .009 0.242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268 6.084***

Appearance maintenance .184 4.572***

***p<.001

Table 4. Differences between high involvement and low involvement groups in sportswear in functional importance 
factors

Functional importance factors
High involvement group Low involvement group F-value

Means 23.57**

MANOVA-Pillai’s Trace

Univariate F tests

Importance on amenity function 2.74 3.78 15.85*

Importance on movement function 4.12 3.14 35.14**

*p<.05, **p<.01

여동기의 요인 중 과시욕이 높고, 스포츠 활동 참

여기간이 긴 소비자들은 고기능성 스포츠웨어 구

매의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im, 2013)와 

비슷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스포츠웨어 구매

의도가 아닌 기능성 중요도를 보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 원인은 스포츠 활동 시 

사교나 즐거움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스포츠웨어의 내구성이나 경량성보다는 운동 시 

신체를 쾌적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흡한속건성, 투
습방수성, 통기성 등의 기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Sportswear customers' level of involvement 
and functional importance

스포츠웨어 고관여 소비자와 저관여 소비자의 기

능성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웨어 관여의 정도가 기능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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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스포츠웨어 관여

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쾌적기능성보다는 운동기능

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쾌적기능성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

었다. 스포츠 관여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주로 스포츠 관여도가 스포츠 스폰서쉽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존재하

나(Kim & Ko, 2012; Huh, 2013; Hwang & Choi, 
2013), 스포츠웨어 관여도와 기능성 중요도와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동기와 스포츠웨어 관여

도에 따른 기능성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스포츠웨어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13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사교/즐거움에 대한 내용, 요인 2는 과시성에 대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3은 체력 증진과 관련

된 문항, 요인 4는 외모 유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

타났다. 둘째, 스포츠 참여동기, 기능성 만족도, 스
포츠웨어 관여도가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

를 종속변수로, 스포츠 참여동기, 기능성 만족도, 스
포츠웨어 관여도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스포츠 참여동기를 제외한 기능성 만족

도,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모두 스포츠웨어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스포츠 

참여동기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포츠 참여동기의 하위요인

중 사교/즐거움 요인과 과시요인은 쾌적기능성 중

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요인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운동기능성 중요도

에는 체력 증진과 외모 유지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스포츠웨어 고관여 소비자

와 저관여 소비자의 기능성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쾌적기능성보다는 운동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쾌적기능성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사교/즐거움, 과시성, 체력 증진, 외모 유

지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스포츠

웨어 소비자의 시장세분화에 있어서 참여동기가 

하나의 세분화를 하는 기준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기능성 만족도, 그리고 스포츠웨어 관

여도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 재구매의도는 더 높

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기능성 만족도 및 관여도가 

소비자들의 재구매의사 결정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브랜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참여시 타인과의 사교 및 즐거움에 

대한 동기와 과시성 동기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

의 쾌적기능성 중요도가 높은 반면, 스포츠 참여시 

체력 증진과 외모 유지 동기가 높을수록 스포츠웨

어의 운동기능성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통해 스포츠 참여동기에 따른 스포츠웨어 시장의 

세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참여동기가 타인과의 사교를 위해 다른 사

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거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멋지게 운동하는 모습을 타인에

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중 흡한속건성 만족

이나 통기성, 투습방수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포츠웨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반면, 스포츠 참여동기가 어려운 운동기술을 해냈

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체력이 증진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을 대상

으로 할 경우, 스포츠웨어의 내구성, 신축성, 경량

성 등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기획이나 홍보

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웨어에 관여도에 

따라서도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쾌적기능성보다는 운동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스포츠웨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운동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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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쾌적기능성을 중요시함을 스포츠웨어 제품

기획 시 주지하여 기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여대생들로 한정된 만큼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웨어 관련 

변인 중 참여동기나 관여도 외에도 운동몰입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의 다른 변수들이 스포츠웨어의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적인 스포츠웨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만큼 그 결과를 모든 종류

의 스포츠웨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등산복, 아웃도어웨어, 골프복 

등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웨어에 맞는 연구를 기능

성 만족도 및 중요도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수행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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