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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골프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 브랜드태도 및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의류 소비자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골프학과 학생과 골프의류 매장을 방문한 고객 총 220
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중 신뢰성이 결여된 16부를 제외한 20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도와 .826-.945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골프의류
선택속성 중 심미성과 일상성 요인이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객만족은 브랜드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골프의류기업은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선택속
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골프의류, 선택속성, 고객만족, 브랜드태도, 재구매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golf wear selection attributes,
customer satisfaction, brand attitude and repurchase inten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204 spectator
were selected from department of golf at university and golf wear store in seoul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whose validity was evaluated by an expert
group and whose reliability was judged from the cronbach's alpha values ranging from .826 to .945 The results
first, it showed that aesthetics and dailiness of golf wear selection attributes had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it show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Lastly, it show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Therefore, golf wear firms should
understand what consumers' Selection Attributes. And they should devise effectiv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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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결

재구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8],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만족의 정도
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따라서 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의 제품 구
매 시 제품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에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10].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아웃도어기업들이 소비
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
성을 세분화하는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
가 상품을 구매한 후 느끼는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기초
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선택속성 세분화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11].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브랜드에 적합한 세부시
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택속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짐
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선택속성 분류를 [12]는 디자인, 색상, 기능성, 가격, 유형
성, 브랜드, 실용성, 광고로 분류하였고, [13]은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서비스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14]는 기능성 가격 브랜드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스포츠의류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운동 시에만 입
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스포츠의류는 일상생활에서도 편
하게 착용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어 평상복으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5]. 이러한 시장변화에 발맞추
들 중 선 도, 구매 정 및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벗
어나 다양한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
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스포츠 활동 참여는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
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08년 34.2%에서 2015년 45.3%로 11.1%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스포츠 참여의 증대는 관
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유도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은
2014년 413,70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 중 섬유제
품 및 의복 제조업은 전체 비중의 10.1%를 차지하여 스
포츠산업 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준(구분류) 15개 중 5번
째로 큰 산업 규모로 나타났다[2]. 이는 국내생산에 국한
된 통계로 해외 생산 물류를 감안하면 스포츠 의류 시장
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 의류 중 스포츠 활동 중에만 착용하지 않
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30대의 젊은
골퍼들의 진입과 스크린 골프, 퍼블릭 골프장의 인기 및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인하여[3], 골프 시장이 급
팽창되어 골프의류 시장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어 스포츠의류 기업에서는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의류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

있다. 골프의류는 15번째 클럽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

하기 위해 다양한

게 인식되고 있으며[4], 2015년에는 2조 8000억 원을 기

고 있다. [16]은 스포츠의류 구매자들의 65%가 스포츠의

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2000억 원 늘어난 총 3조 원을

류 구매 시

기록하였다[5].
이와 같은 골프의류 시장의 확대는 기존 골프브랜드
외에 다양한 골프의류 브랜드가 생성되는데 영향을 미쳤
으나[6], 다양한 브랜드의 생성은 과열된 경쟁 구도 체제
를 구축하여 골프의류 관련 브랜드 중 소비자의 인지도
가 낮아서, 혹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해서 시장
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선택하기 보다는 다양
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한다[7].

다수의 브랜드 활성 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브

디자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적
환경에 따라 중요한 선택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시
점이다.
선택속성은 해당 브랜드 또는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랜드,

운동과 일상 모두에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용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상성 측면이 대두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골프의류는 좋아하는 스타를 닮고 싶
은 팬심(心)을 십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이며. '스타선수
와 복장 맞춤'을 통해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스포츠 의류에서 기능성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17]로 광고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속성을 파악
하는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소

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확고한 브랜드를 인식시켜

끌

만족을 이 어내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험

작용한다.

만족은 소비자들이 경 한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해

치

교

기대 와 비 하여

높거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것으로[18], 소비자들은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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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브랜
드 만족의 수준이 변화되며,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만족
스러운 경험을 한 소비자는 구매한 브랜드에 대하여 긍

디자인, 다양한 색상, 패턴 등
의 골프의류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23], 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포츠패션을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
정적으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가 형성되어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류
브랜드 태도란 브랜드에 대한 내적인 그리고 전반적
및 신규브랜드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의 골프시장 진출
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호도, 선호도 등으로 측정
등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다[23]. 이처럼
되고 있다[19]. 이러한 태도는 어떤 행동을 실천했을 때
스포츠의류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스포츠의류에 대
얻어지는 결과와 그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 한 기능성, 내구성 등의 제품차원에 대한 품질의 차별화
는 요인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변수로 작
가 약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24], 이러한 상황을 극복
용함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20], 브랜드 태도
하고자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분석을 토대로
가 우호적일수록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를 지속적인 구매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냄으로써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
및 사용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브랜드태도
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25].
를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21]. [22]는 제품에 대하
[26]은 기업의 고객만족 극대화 및 단단한 브랜드 입
여 만족하는 고객은 재구매 또는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지 구축을 위해 소비자 속성 파악 및 일상복으로서의 디
하며, 경쟁사의 광고와 상품에 대하여 관심도가 낮아지
자인과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7]은 스포
고 긍정적 감정을 가진 회사의 다른 상품을 구입하여 최
츠의류 소비자의 속성파악 및 제품반영을 통해 고객만족
종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을 증가시켜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이처럼, 스포츠의류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
하였다. [28]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더 이상 용품
고 있지만, 아웃도어의류 혹은 스포츠의류를 중심으로
이 아닌 브랜드라고 하여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
연구되고 있어 최근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골프의류에 하였고, [29]는 스포츠의류의 기능성과 함께 심미성, 상표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골프의류 시장 확대의 중
의존성, 자기과시성, 브랜드동조성이 소비자의 만족에 영
심에 있는 신규 유입 연령대인 20-30대를 대상으로 골프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골프
의류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한 연구들 역시 미흡
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한 실정이다. 신규 업체 유입 및 기존 업체 확장에 따른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수 골프의류 브랜드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골프의류
선택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함으로
H 1: 골프의류 선택속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서 타 업체와의 차별성 구축 및 신규 고객확보와 함께 세
미칠 것이다.
분시장에 대한 전략적 혁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H 1-1: 기능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H 1-2: 일상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0대를 대상으로 골프의류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
H 1-3: 심미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태도 및 재구매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여,
H 1-4: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골프의류 구매 시 중요 선택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함
H 1-5: 상징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으로서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데 실증
H 1-6: 광고성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제품이 기대에 어

로 인해 기업에서는 세련된

1.2.2 고객만족과 브랜드태도의 관계

1.2 연구가설
1.2.1 골프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의 관계

던 골프종목이 스크린골프장 인
기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식됨에 따라 20-30대의 젊은 층들의 유입으
고급스포츠로 인식되

란 기대치와 지각하는 성능 간의 차이를 뜻하
는 것으로 고객만족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
이 갖는 기대치와 지각하는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의 표현으로[30] 즉 기대가 충족되었
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18]. 이에 [31]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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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객일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21]은 브랜
호의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태도 형성은 해당 브랜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32]은
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기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고객
업매출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브랜
만족을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인 패키지상품,
드태도를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한
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태도와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설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객만족과 브
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랜드태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4: 브랜드태도는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는 만족이

H 2: 고객만족은 브랜드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것이다.

2. 연구방법
1.2.3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의 관계

객 재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해 고객만족 수준
이 높을수록 부정적 결과인 불평처리, 제품반환 등에 있
어 비용 절감 및 미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고[33], 제
품에 대한 소비자만족은 해당 브랜드의 재구매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제품개발
과 함께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신규고객 유치 및 기
존 고객 유지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6]. [34]는 브랜드 충성도 형성을 위한 중요요인
으로 브랜드만족을 들었으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강구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32]은 고객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용품 품질개선을 함으로서 고객들의 재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고 만족과

H 3: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골프의류 20-30대 소비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골프의류를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 중 20
대는 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30대는
골프의류 구매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을 20-30대 소비자들로
한정한 이유는 골프 대중화와 함께 2030세대들의 골프유
입에 따른 골프의류 시장 확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
속성과 만족, 태도,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기업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30대 소비자들을 선
정하게 되었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220명을 표집하였으며,
그 중 신뢰성이 결여된 16부를 제외한 204부를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선택속성 18개 문항은 [37, 38, 25]
1.2.4 브랜드태도와 재구매의도의 관계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브랜드태도는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
고, 고객만족은 [39], 브랜드태도는 [40, 39]의 연구에서
가로서[35]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감정의 호감도로 나
사용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 후 사용하여 각 4개씩 총
타나며, 소비자행동의 이해와 예측을 하는데 있어 중요
8운항으로 구성하였다. 재구매의도는 [40, 41]의 연구에
요인[18]으로 작용하고, 브랜드와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
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
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브랜드태도를 파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4개 문항을 제외한 29개 문항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1]. [36]은 호의적인 브랜드
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태도 형성이 고객충성도를 높이거나 긍정적인 구매 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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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actor

Q
Fx
Q
O
O '

V

uestion
S.C.
S.E.
E. .
Durability
.819
.325
unctionality
le ibility
.814
.069
.286
uality
.913
.067
.143
rdinary wear
.810
.345
Dailiness
ne s daily life
.790
.087
.415
Social activities available
.772
.089
.471
Design
.863
.246
Aesthetics
Colors
.641
.081
.684
Individuality
.881
.068
.246
After Service
.807
.429
Service
Smooth E change
.934
.078
.142
arious products
.669
.074
.549
ashionable rand
.944
.117
Symbolism
rand Name
.941
.039
.122
uy e pensive brand
.882
.043
.233
amous entertainer
.797
.362
Advertising
T e posure brand
.959
.073
.077
roadcasting e posure brand
.906
.073
.172
verall satisfaction
.915
.121
Satisfaction
My choice is right
.909
.049
.135
Satisfied with my choice
.866
.051
.188
uying a brand is a good feeling
.924
.118
Attitude
uying a brand is happy
.917
.049
.144
uying a brand is important
.788
.062
.379
I will buy it again
.932
.125
Repurchase
I will recommend others.
.900
.048
.198
intention
Even if there is a cheap product, we will
.869
.048
.233
buy this product.
χ2 523.095(df 288, p .001), χ2/df 1.816, C I .951, TLI .940, RMSEA .063, SRMR .0567
***p .001

F

x
V
F
B
B
B x
F
Vx
B
x
O

B

B

=

<

=

<

B

=

F=

=

=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

C. R.

CR

A E

V

Cronbach s ɑ

13.398***
15.615***

.896

.742

.884

11.786***
11.473***

.820

.604

.833

10.077***
16.152***

.829

.622

.826

14.192***
10.115***

.838

.638

.833

25.810***
21.222***

.942

.844

.945

16.076***
15.376***

.921

.795

.915

20.848***
18.546***

.942

.845

.925

21.241***
15.257***

.915

.783

.906

.929

.814

.927

21.231***

'

19.402***

2.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를 스포 설문지는 현장에서 선정된 대상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츠마케팅 교수 1명, 스포츠마케팅 박사 2명의 전문가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통해 문항의 적합성 및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사
배포되었다. 또한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확인
(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되었으며, 회수된 자료 가
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χ /df=1.816,
운데 무기입, 이중기입 등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
CFI=.951, TLI=.940, RMSEA=.063, SRMR=.0567으로 나
단되는 자료를 제외시킨 후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타나 [42], [43]이 제시한 χ /df값(기준 3이하), RMSEA
SPSS 20.0 version과 Amo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빈
(기준 .05-.08이하), CFI(기준 .9이상), TLI(기준 .9이상),
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가
SRMR(기준 .05-.08 이하)값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
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되었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보면 모든 요
Model: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C.R.>1.965, p<.05)역시 기준치를 충족
시켜주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42]. 조사도구 문항
3. 연구결과
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ɑ값을 산출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한 결과 .826-.945로 나타나 신뢰성을 보이는 조사도구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131명
판단되었다[4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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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령은 20대 77명(27.7%), 30
대 127명(62.3%), 소득은 100만원 미만 68명(33.3%),
100-200만원 미만 30명(14.7%), 200-300만원 미만 47명
(23.0%), 300-400만원 미만 32명(15.7%), 400만원 이상
27명(13.2%), 구입횟수는 월 1회 135명(66.2%), 월 2회 46
명(22.5%), 월 3회 이상 23명(11.3%)이다.
(64.2%), 여성 73 (35.8%),

3.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골프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
브랜드태도, 재구매 의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구조모형
을 검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χ /df=1.985,
CFI=.939, TLI=.928, RMSEA=.070, SRMR=.0686으로 나
타나 [43]과 [42]가 제시한 χ /df값(기준 3이하),
RMSEA(기준 .05-.08이하), CFI(기준 .9이상), TLI(기준
3.2 변인과의 상관관계
.9이상), SRMR(기준 .05-.08 이하)값을 충족시키는 것으
<Table 2>의 상관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구성개념 로 확인되었다.
간 상관계수가 .8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 각 요인 간 산출된 평
<Table 3> Results of verification for appropriateness
in research model
균분산추출지수 수치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
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42].
df
/df
CFI
TLI
RMSEA
SRMR
2

2

χ2

595.714

χ2

300

1.985

.939

.928

.070

.0686

<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Factors

F

Functi

uncti Dailine Aesthe Servic Symbo Advert Satisfa Attitu Repurc
onality ss
tics
e
lism ising ction de hase

.7421)
onality
Dailine
.352**
ss
Aesthe
.697**
tics
Service .627**
Symbo
.552**
lism
Advert
-.038
ising
Satisfa
.574**
ction
Attitude .431**
Repurc
.575**
hase
1)
A E
**p .01, *p

V
<

.6041)
.505** .6221)
.192** .550** .6381)
.161* .553** .598** .8441)
.430** .176*

.065

.112

.7951)

.484** .672** .449** .376** .147* .8451)
.627** .554** .354** .386** .303** .713** .7831)
.541** .682** .391** .299** .204** .774** .650** .8141)

< .05

3.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경로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골프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의 관
계에서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설 1-2의 상징성
과 고객만족에 대한 표준화계수 값은 .267, t값은 2.758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속성 중 상징성
은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고, 가설 1-3의 심미성과 고객만족에 대한 표준
화계수 값은 .482, t값은 3.4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속성 중 심미성은 고객만족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고객만족과 브랜드태도의 관계인 가설 2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표준화계수 값은 .808, t값은 14.108로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H 1-1
H 1-2
H 1-3

H 1-4
H 1-5
H 1-6
H2
H3

H4

Path Analysis

Functionality → Satisfaction
Dailiness → Satisfaction
Aesthetics → Satisfaction
Service → Satisfaction
Symbolism → Satisfaction
Advertising →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 Brand Attitude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Brand Attitude → Repurchase intention

S.C.
.143

S.E.
.121

t
1.149

sig.
.250

remark
reject

.267
.482

.095
.131

2.758
3.456

.006
.001

accept
accept

.080

.075

.944

.345

reject

-.062

.062

-.798

.425

reject

-.009

.067

-.135

.893

reject

.808
.789

.061
.105

14.108
8.655

.001
.001

accept
accept

.086

.093

.998

.318

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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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만족은 브랜드

이와 관련하여 [47]은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하도록 다

+
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지지 양한 디자인의 의류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15]는 운동
되었고,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인 가설 3에 대한
때만이 아닌 평상복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제공 및
실증분석결과 표준화계수 값은 .789, t값은 8.655로 유의
고객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27]은 여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은 재구매의 도
성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일상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도 지지되었
생활에서도 무난히 착용가능한 의류를 제공한다면 소비
으며, 브랜드태도와 재구매의도의 관계인 가설 4에 대한
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26]은 가격, 기능
실증분석결과는 표준화계수 값 .086, t값은 .998로 유의한
성 등을 고려한 스포츠의류만이 아닌 디자인을 고려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태도는 재구매의도에
일상복으로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38]은 아웃도어의류의 심미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
태도에 정( )적 영향을 미

를 지지하였다.

변 듯 2016년부터 5개
의 골프의류 업체가 새로 생겨났으며, 골프의류 대표주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의류 소비자들의 골프의류 선 자인 W 업체의 경우 2030세대를 겨냥해 세련된 디자인
택속성과 고객만족, 브랜드태도 및 재구매의도와의 관계
과 색감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여 2014년 하반기 런칭 이
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
후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다[48]. 또, 국내 아마골퍼 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골프의류 소비자들의 골프의류 선택속성은 고객만족
에 따르면, 30-50대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골프복장에
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운동 시 뿐만 아니라 일상복으
첫째, 선택속성 중 일상성과 심미성이 고객만족에 정 로 골프의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과 실용성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를 갖춘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 등[49] 신생
상품이 갖는 유·무형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뜻하는
골프의류 업체들은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함으로
제품속성[44]은 구매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가장 중요
서 아웃도어의류가 일상복의 영역을 구축했던 것과 같이
한 역할[45]을 하는 것으로, 선택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골프의류 역시 일상생활에서 착용가능한 일상복으로서
것은 제품구매 시 소비자의 욕구나 동기를 파악하여 제
의 영역을 구축 중에 있다. 기능성, 브랜드, 광고 등에 의
품 선택 이후 만족에 대한 지각 정도[46] 및 구매 후 나타
해 의류를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날 수 있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선택 시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선택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
무난히 입을 수 있는 일상성 등에 대해 2030세대들을 중
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에
심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파악 뿐 아니라 상대적 중요
볼 수 있다.
도 등 다차원적으로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처럼, 기업들은 소비 트랜드 및 소비자들의 욕구 파
[14], 이를 인식한 스포츠의류 기업에서는 제품에 대한
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별, 연령대
소비자들의 욕구 및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만족
등 세분화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서포터즈 운
달성을 통한 시장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영, 좌담회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
[25].
여야 하며, 조사된 세분시장별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의 기능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골프의류 제조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품
소재 다양화, 패션성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운동
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세련된 디자인과 일상성을 중
시에만 입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심으로 한 광고, 프로모션, SNS 시스템 구축을 통한 커
수 있는 일상복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13].
뮤니케이션 관리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이 즐기는 문화라
4. 논의

화

골프의류 시장의 활성 를 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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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새로운 트랜드로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및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 트랜드 및 소비자들의 욕구파악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및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장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20, 30대들에게 골프라는 운
동이 즐기는 젊은 문화로 그리고 새로운 트랜드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객만족은 브랜드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셋째,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인식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

란 기대치와 지각된 성능,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비교 후 형성되는 즐거움 또는 실망감으로[30]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50]. 이처
럼 브랜드태도는 소비자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객만족을 통해 형성되며[51],
이로 인해 발생되는 우호적인 태도 형성은 기업에게 매
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31]은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
족을 높여 호의적인 브랜드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52]는 높은 만족을 느끼는 고객일수록
호의적인 브랜드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만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
[32]는 브랜드자산 형성에 고객만족이 중요하며, 브랜드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53]은 스
마트폰 체험마케팅과 관련해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긍정
적인 브랜드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의류 소비자들의 행동 예측 및 긍
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호의적인 브랜드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타켓시
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고객들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 자체 뿐 아니라 광고, 프로모션, 이벤
트 등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실시하여 고객만족이 호의적인 브랜드태도로 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 만족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특
정제품을 재구매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다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반환, 불평 등 부
정적인 행동에 대한 비용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
고[33], 고객만족으로 인한 고객충성도 형성은 미래에 대
한 현금흐름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 수익에 반
기업 만족도가

영된다[54].

이와 관련하여 [55]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험

대해 소비를 통해 인지하고,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 하

재구매, 구전 등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
으며, 재구매의도는 이용 중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다
시 구매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로서 만족 혹은 불만족
을 느끼는 감정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6]. [57]은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와 성과와의 부합정도
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후 반응이 나타나며, 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충성의 선행요인으로 만족
며,

과 불만족을 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26]은 스포츠의류

객

높은 만족은 해당 브랜드의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판매해야 하며, 기존고객들의 장기적인 관
계 유지 및 신규고객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 [58]은 고
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는 기업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
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재구매의도의
선행변수인 고객만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해당 기업에 대한 스포츠의류 구매가 단
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고객들의 선호도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과 함
께 스포츠의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
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재구매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과 기업 간 충성도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고객
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
고 관리하여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 가치 인식 및 기업의
신뢰도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 대한 고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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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골프의류 소비자들의 골프의류 선택속성과
고객만족, 브랜드태도 및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구명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골프의류매장 10
곳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4부의 자료를 확보하
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EM)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택속성인 일상성과 심미성이 고객만족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의류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스포츠의류 선택 시 중요속성에 대한 세심
한 관심이 필요하며,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 등과 관련된 심미성 부분과 일상성에 대
한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야 한다.
둘째, 고객만족은 브랜드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브랜드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필
요하는 것을 구명한 연구결과로서 브랜드태도는 소비자
들의 긍정적인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호
의적인 브랜드태도로 전이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세
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생산 및 마케
팅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매출과 관련있는 재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명한 연구결과로
서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
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통합커뮤니
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제품
에 대한 가치 및 신뢰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2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의 골프학과 학생들과 서울 매장
을 방문한 골프의류 소비자인 20-30대를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골프의류 소비자
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설문조사 지역을 확장하고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별 연령별, 성별 소비자의 선택속성을 비
교분석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골프의류 선택속성은 기능성, 심미성,
일상성, 동조성, 서비스, 광고성 등으로 한정하여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이외에도 소비자욕구 및 시장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연구
의 구조모형 관련 연구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
의 모형에 대한 해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에
서는 선택속성에 대한 다양한 변인과 함께 구매성향 등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확대하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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