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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PA를 통해 수영복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순위와 차이를 제시하고 IPA 매트릭스로 도식화하여 수영복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98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평균값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의 순위와 대응표본 t-test, IPA매트릭스 도식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통해 순위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에서 ‘품질’, ‘기능성’, ‘가
격’, ‘디자인’, ‘신뢰감’, ‘색상’ 순으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서 ‘신뢰감’, ‘품질’, ‘기능성’, ‘인지도’ 순으로 
평균 3.5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품질’, ‘가격’, ‘기능성’, ‘디자인’, ‘색상’, 
‘신뢰감’, ‘세련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인지적 이미지는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수
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IPA결과 Ⅰ사분면(현상유지)은 ‘디자인’, ‘기능성’, ‘품질’, ‘신뢰감’요인이 Ⅱ사분면(집중노력지
향)은 ‘가격’과 ‘색상’요인이 Ⅲ사분면(열등순위)은 ‘광고이미지’, ‘이벤트’, ‘유행성’, ‘독창성’요인이 Ⅳ사분면(과잉노력지양)
은 ‘인지도’, ‘세련미’요인이 포함 되어있었다.
주제어 : 수영, 수영복, 브랜드, 브랜드이미지, IP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anking and difference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swimsuit brand image that the swimsuit consumers perceive through the IPA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swimsuit industry market by diagramming it with the IPA matrix. To do 
this, we analyzed 298 questionnaire data for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rough the ranking of importance, satisfaction, and the corresponding sample t-test and 
IPA matrix.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anking through the average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swimsuit brand image, the importance showed average 4.0 or more in order of 'quality', 'functionality', 
'price', 'design', 'trust', 'color', and the satisfaction showed average 3.5 or more in order of 'trust', 'quality', 
'functionality' and 'awareness'. Second, as a result of difference verification in swimsuit brand image, i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rder of 'quality', 'price', 'functionality', 'design', 'color', 'trust', 'sophistic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gnitive images. Third, as a result of IPA of swimsuit 
brand image, the factors of 'design', 'functional', 'quality' and 'trust' were included in Ⅰ quadrant, 'price' 'color' 
in Ⅱ quadrant, 'advertising image', 'event', 'popularity', 'originality' in Ⅲ quadrant, and 'awareness', 
'sophistication' in Ⅳ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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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2016) 체육백서 보고에 의하면 향후

참여해 보고 싶은 운동종목으로 수영이 12.8%로 골프

8.9%, 요가 7.4%, 등산 6.1%, 보디빌딩(헬스) 4.1%, 자전

거(사이클) 3.6%, 댄스스포츠 3.5%, 테니스 3.5%, 배드민

턴 2.6%, 게이트볼 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

참여 스포츠 종목에서도 2008년, 2010년, 2012년에 10대

스포츠 중 6위를 기록 하였으며[1], [2, 3, 4, 5] 등 최근

다양한 수영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수영에대한관심이높다고할수있겠다. 이는

수영은특별한장비가 필요없고신체에큰무리가가지

않는전신운동으로서남녀노소누구나쉽게배우고즐길

수있는스포츠이며[6], 신체 및사회성발달과자기수양

에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7].

이와 같이 통계결과가 입증해 주듯이 수영종목은 관

람스포츠가 아닌 대국민 참여스포츠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수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참

여증가는 수영 용품기업들의 시장경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대표 수영 용품인 수영복은 과거 기

능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패션성에 비중을 둠과 동시에[8], 이제는 내적인 요소뿐

만아니라인지적, 외적요소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 스포츠 용품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이 다양화 및 개

성화 되면서 제품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스포츠 소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9], 기업은 이러한 변화된 소비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비분석과

행동예측을통한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강화노력이더

욱 요구되고 있다[10]. 이는 다양한 브랜드의 종류와 치

열한시장경쟁속에서기업들이호의적인브랜드이미지

를 구축 한다는 것은 브랜드시장에서 많은 소비층을 지

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1].

브랜드이미지는 소비자가 가지는 신념의 집합으로서

이는직접적으로소비자들의제품에대한긍정적사고와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증가로 상품구매

및 제품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2]. 이렇듯 스포츠

용품산업시장에있어서브랜드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

면서 브랜드강화 전략이 마케팅 활동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되고기업은소비자들이원하는이미지를인지하도

록 체계적이면서 장기적인 브랜드이미지 개발과 지속적

관리가 필히 요구되고 있다[13]. 특히 수영복 구매를 필

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수영복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평가기준(외적, 내적, 인지적 이미지)을 고려

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수영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수영복

의브랜드이미지는구매행동의도및의사결정에있어매

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14].

브랜드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의 관점은

용품에대한사용전중요도와사용후만족도를측정하

여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필요가있다[15]. 상품이나브랜드가지니고있는

속성이나이미지가이용자에게얼마나중요한지, 그리고

그속성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평가하고판별함으

로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우선적 해결사항을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16]. 이에

효과적인 통계기법으로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가 있다.

IPA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들의강점과약점을분석하는데사용되며[17], 지표판독

의 용이성이 뛰어남으로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차별성과

포지셔닝(위치화)을 통해이미지의지각정도를가름한다

는장점을지니고있다[18]. 또한 매트릭스를도식화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2차원적인 도표에 배치하

는방법으로심리학, 복지, 경영학등다양한분야에서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다[19].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용품 소비자의 소비행동 파

악이용이한 IPA를이용하여수영복브랜드기업은자사

브랜드에대한마케팅노력이제대로소비자에게전달되

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수영복 브랜드이미

지의각속성에대해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며, 이에대

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영복 시

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

었다. 그러나 최근 수영복과 관련된 연구 중에는 [8, 20,

21, 22] 등활발한연구가진행되어지고있으나대부분의

연구가 수영복의 디자인 개발 및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영복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

는 속성이나 만족하고 있는 속성들의 순위를 살펴보고

두 속성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 IPA기법을활용하여수영복브랜드

이미지에대한인식도를실증적으로분석하여수영복브

랜드이미지에대한중요도와만족도의순위와차이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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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IPA를통해평가속성에대한평균값을이용하여

현상유지, 집중노력지향, 열등순위, 과잉노력지양 등의

분배방안을 도식화하여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질적 수

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영복 브랜드 기업의 마케

팅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와

부산의 대학에서 수영 수업 수강경험 및 수영 동아리에

가입되어있는 6개월이상의수영경력을갖춘대학생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정확한 설문과 일괄적 응답을 한

32부를제외한 298부를본연구의유효표본으로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선정한이유는최근대학생을대상으로다양한

스포츠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23, 24, 25], 문화

체육관광부(2014)의 ‘2014 체육백서‘에서 연령별 생활체

육 참여율이 20대의 경우 2012년 조사에 비해 2014년

16.8%가 증가하여연령별증가율 1위를차지하면서앞으

로 20대들의 수영참여도가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다[1].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독립적인 주체성을 갖고 있고

[26],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기 때문

에[27]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조사도구
본연구에서는수영복브랜드이미지를알아보기위해

IPA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소비자가 수영복

브랜드선택시상대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수영복

브랜드이미지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28, 14]

에서 사용된총 12개(가격, 디자인, 기능성, 품질, 인지도,

광고이미지, 이벤트, 색상, 유행성, 세련미, 독창성, 신뢰

감) 요인을추출하여사용하였으며, 내적이미지(가격, 디

자인, 기능성, 품질), 인지적 이미지(인지도, 광고이미지,

이벤트), 외적이미지(색상, 유행성, 세련미, 독창성, 신뢰

감)의 중요도 12문항, 만족도 12문항, 인구통계학적특성

4문항을 포함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

적특성을 제외한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하였다.

Division Frequency Rate(%)

Gender
Man 162 54.4
Woman 136 45.6

Grade

1Grade 51 17,1
2Grade 33 11.1
3Grade 41 13.8
4Grade 127 42.6
graduate student 46 15.4

Career

6Months∼1Year 68 22.8
1Year∼2Year 93 31.2
2Year∼3Year 30 10.1
3Year∼5Year 70 23.5
5Year∼ 37 12.4

Brand

Arena 160 53.7
Mizuno 21 7.1
Speedo 51 17.1
Rally 28 9.4
Renoma 23 7.7
Tornado 15 5.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문항의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를확보하기

위해전공자들로구성된전문가집단에게문항내용의검

토및자문을통해문항의적합성여부를점검하였다. 또

한 예비조사자 50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신뢰도

를확보하였으며, 탐색적요인분석을통해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브랜드이미지요인의구성타당도검증을위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방식인 varimax방법을 이

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Table 2>은브랜드이미지항목에대한요인분석결

과로써, 전체설명력은 60.96%로 3개의 요인이추출되었

으며, 각항목의요인적재량은모두 0.5 이상을넘고있어

요인적재치량의 유의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각 문항의 변인별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분석한결과 .738~.789로 나타나일

반적 채택 기준인 0.7[30]을 만족시키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된측정도구가신뢰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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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xternal
image

Internal image
Cognitive
image

Sophistication .844 .060 .068
Trust .697 .070 .330
Popularity .689 .042 .073
Originality .680 .152 .046
Color .659 .175 .214
Functional .186 .858 .025
Quality .020 .852 .076
Price .094 .710 .114
Design .168 .667 .089
Advertising
image

.000 .036 .876

Awareness .004 .087 .806
Event .203 .194 .714
Eigenvalue 2.685 2.543 2.087
Variance 22.373 21.192 17.392
Cumulative 22.373 43.565 60.957
Cronbach’s α .778 .789 .738

<Table 2> Factor analysis of brand image

2.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표집한 총 298부의 설문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평균값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

석과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수영복브랜드이미

지에대한지각차이검증을위하여대응표본 t검정을실

시하고, IPA를활용하여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해중

요하게생각하는속성과구매사용후만족도를평가하였다.

2.5 IPA
IPA는 경영자 및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SWOT분석과는달리절대평가로써전략적관점에서개

선책을 찾아내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15], 기존 연구

에서 밝혀진 만족관련 이론을 단순화 시키고 분석 결과

를도식화함으로써실무자들도연구결과를쉽게파악할

수있다는장점이있는연구방법이다[31]. 이처럼 IPA는

분석이간편하고결과해석이용이하여어려운통계적기

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의 포지셔닝 차별화를 위한

이미지 평가속성의 평균값과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빠르

고쉽게결과를도출해낼수있는이상적인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32, 33]. 따라서 이는 수영복 소비자의 수

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법으로 평가된다.

한편, IPA에서는 평가 속성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

여 현상유지, 집중노력지향, 열등순위, 과잉노력지양 등

의 분배방안을 매트릭스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IPA 매

트릭스는 x축에사용되는속성의성취도와 y축에사용되

는 중요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도와 성취도의 평균

값을 중심축으로 4분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16]. IPA분면에 따른 의미를 살펴보면, 1사분면은 현재

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영역으로 소비자들

이중요하게생각하면서성취도가높은항목을의미한다.

따라서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현재의수준을유지하는것이중

요하다. 2사분면은우선적으로개선노력을해야하는영

역으로소비자들이매우중요하게생각하지만, 만족도는

낮은상태임으로고객만족을위해집중적으로시급한투

자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사분면은 낮

은 우선순위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상

태로 투자를 지양해야하는 영역이다. 4사분면은 과잉노

력이 지양되는 영역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

은경우로중요하지않는부분에과잉투자되고있는경

우라 할 수 있다[34].

3. 연구결과
3.1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중요도-만족도 
    우선순위 분석
수영복 브랜드이미지 중요도-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같이나타났다. 수영복브랜드

이미지의중요도는 내적이미지가평균 4.44로 가장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고, 외적이미지 3.72, 다음으로 인지적

이미지 3.22의순서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수영복브랜

드이미지의내적이미지에서는 ‘품질’이 가장높게나타났

으며, 외적이미지에서는 ‘신뢰감’, 인지적 이미지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만족도는 내적이미지가 평균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적이미지 3.43 다음으

로 인지적 이미지 3.27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내적이미지에서는 ‘품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적이미지에서는 ‘신뢰감’, 인지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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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영복 브랜

드이미지 요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미지 요

인들에 비해 실제적으로 수영복 구매사용 후 느끼는 만

족도는 인지적 이미지를 제외하고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mportance Division M±S.D M

Internal image

Price 4.38 .778

4.44
Design 4.36 .740
Functional 4.48 .697
Quality 4.56 .612

Cognitive
image

Awareness 3.51 1.181

3.22
Advertising
image

3.08 1.014

Event 3.07 1.106

External image

Color 4.01 .843

3.72
Popularity 3.48 .943
Sophistication 3.60 .970
Originality 3.40 .927
Trust 4.09 .803

Overall Mean 3.83 ± 0.44

<Table 3> Importance of swimsuit brand image

Performance Division M±S.D M

Internal image

Price 3.08 .893

3.46
Design 3.46 .792

Functional 3.64 .688

Quality 3.65 .733

Cognitive image

Awareness 3.63 .765

3.27
Advertising
image

3.16 .919

Event 3.03 .893

External image

Color 3.36 .663

3.43

Popularity 3.39 .896

Sophistication 3.43 .901

Originality 3.29 .755

Trust 3.67 .879

Overall Mean 3.40 ± 0.47

<Table 4> Performance of swimsuit brand image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한전체적중요도와만족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수영복브랜드이미지의중요도에대한우선순위

는 ‘품질’이 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능성’, ‘가

격’, ‘디자인’, ‘신뢰감’, ‘색상’ 순으로평균 4.0이상으로나

타났다. 1∼4위 모든 요인이 내적이미지로서 수영복 구

매 소비자들이 브랜드이미지의 내적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족도는 ‘신뢰감’이 가

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품질’, ‘기능성’, ‘인지도’

순으로 평균 3.5이상으로 나타났다.

ranking brand image
Importan
ce

brand image
Performa
nce

1 Quality 4.56 Trust 3.67
2 Functional 4.48 Quality 3.65
3 Price 4.38 Functional 3.64
4 Design 4.36 Awareness 3.63
5 Trust 4.09 Design 3.46
6 Color 4.01 Sophistication 3.43
7 Sophistication 3.6 Popularity 3.39
8 Awareness 3.51 Color 3.36
9 Popularity 3.48 Originality 3.29
10 Originality 3.4 Advertising image 3.16
11 Advertising image 3.08 Price 3.08
12 Event 3.07 Event 3.03

<Table 5> order of priority of brand image

3.2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

기 전에 브랜드이미지(내적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요인별 중요도와 성취도 간 평균값의 차이 검증

을위하여대응표본 t-test를실시한분석결과는 <Table

6>과같다. 수영복브랜드이미지요인들중 ‘인지도’, ‘광

고이미지’, ‘이벤트,’ ‘유행성’, ‘독창성’을 제외한 모든 브

랜드이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특히중요도-만족도우선순위분석에서가장높게나

타났던 내적이미지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적 이미

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Division
Impor
tance

Perfor
mance

t

Internal
image

Price 4.38 3.08 17.812***
Design 4.36 3.46 14.814***
Functional 4.48 3.64 16.574***
Quality 4.56 3.65 19.200***

Cognitive
image

Awareness 3.51 3.63 1.697
Advertising
image

3.08 3.16 1.221

Event 3.07 3.03 .502

External
image

Color 4.01 3.36 11.837***
Popularity 3.48 3.39 1.313
Sophistication 3.60 3.43 2.431*
Originality 3.40 3.29 1.691
Trust 4.09 3.67 7.321***

<Table 6> t-test of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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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 IPA 매트릭스 분석
본연구에서는평균값을활용하여 IPA의교차점을설

정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IPA와 관련된 대부분의연구

들이 평균값을 중요도-만족도의 격자 선택의 중심축으

로 추천하고 있고[35], [36]도 평균값과 중앙값이 비슷한

값을 이룬다면 IPA 매트릭스의격자로평균값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기에 이를 중심으로 x축

은만족도, y축은중요도로하여매트릭스를도식화한분

석결과는 [Fig. 1]와 <Table 7>과같다. Ⅰ사분면(현상유

지)은 높은중요도와높은만족도로 인해현재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분석결과

‘디자인’, ‘기능성’, ‘품질’, ‘신뢰감’요인이Ⅰ사분면에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사분면(집중노력지향)은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분석결과 ‘가

격’과 ‘색상’요인이 Ⅱ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Ⅲ사분면(열등순위)은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영역으로현재이상의노력이불필요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석결과 ‘광고이미지’, ‘이벤트’, ‘유

행성’, ‘독창성’요인이 Ⅲ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사분면(과잉노력지양)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과잉

투자되고있는부분으로서 ‘인지도’, ‘세련미’요인이Ⅳ사

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IPA Matrix for swimsuit brand images

section Brand Images

Ⅰ quadrant
Design[2], Functional[3],
Quality[4], Trust[12]

Ⅱ quadrant Price[1], Color[8]

Ⅲ quadrant
Advertising image[6], Event[7],
Popularity[9], Originality[11]

Ⅳ quadrant Awareness[5], Sophistication[10]

<Table 7> IPA Matrix Analysis of Swimsuit Brand 
Images

4. 논의
본 연구는 수영복 브랜드 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의 방

향성 제시를 위해 첫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서 중요

하게생각하는속성이나만족하고있는속성들의순위를

살펴보고 둘째, 중요도-만족도 간의 차이분석과 셋째,

IPA 매트릭스를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제공하고

자하였다. 이에본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는

항목과만족하는항목을살펴보기위해평균값을도출하

여순위를살펴본결과, 중요도에서내적이미지인 ‘품질’,

‘기능성’, ‘가격’, ‘디자인’이 1위부터 4위까지모두차지하

였다. 이와같은결과는수영복소비자들이외적, 인지적

이미지 보다 내적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37]의 연구에 의하면 수영복을 키워드로 빅데

이터분석을실시한결과내적이미지(가격, 디자인, 사이

즈 등)가 주요 단어로 추출되면서 수영복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임을 제시하였고, [38]의 연구에서 내적

이미지가구매행동에영향을미치면서본연구의결과를

지지해주고있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도 3위로다소높

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만족도의 경우 11위로 중요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

은결과는본연구의대상이모두대학생및대학원생들

로구성되었기때문에일정한수익이없는학생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며, 또한 가

장많이사용되어지고있는수영복브랜드(아레나, 스피

도, 미즈노)가 외국브랜드 수입품으로서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39]. 만족도에서는 ‘신뢰감’이 가장 높은 순위(1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wimsuit Brand Image Using IPA Techniqu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73

위)를 차지하였다. [9]의 연구에서 신뢰성이 소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40]의 연구에서 브랜드 기

억과선호도가수영복제품만족도에영향을미치면서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한차이검증에있어서

중요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품질’,

‘가격’, ‘기능성’, ‘디자인’, ‘색상’, ‘신뢰감’, ‘세련미’로 나타

났다. 반면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

인은 ‘인지도’, ‘광고이미지’로 나타났다. 특히내적이미지

의모든요인이높은중요도에비해낮은만족도를보이

면서큰차이를나타냈고인지적이미지의경우전혀유

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41]의 연구에서브랜드만

족이구매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으며, [42]의 연구

에서는다양한제품과서비스연구에서고객만족과재구

매의도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43]

의 연구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 구매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고객만족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내적이미지와 외적이미지(색상,

세련미, 신뢰감)가 중요도에비해낮은만족도를보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서기업은소비자와의관계형성에있

어 소비자의 브랜드 만족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을 규명해 보고자 IPA를 실시한 결과, Ⅰ사분면(현상유

지)은 소비자들이판단하는수영복브랜드이미지의중요

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

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디자

인’, ‘기능성’, ‘품질’, ‘신뢰감’ 요인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스포츠상품

을구매시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내적

이미지(가격, 디자인, 기능성, 품질)이며, 수영복의 과학

화로인한기능성과최근에는패션아이템으로서패션성

에 비중을 두면서[8] 내적이미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의 연구에 의하면 수영

참여자들과 제품구매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품질과 디자

인이높은상관관계를가진다고하였으며, [45]의 연구에

서는 수영참여자들의수영복구매시결정요인으로가

격, 품질, 디자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46]의 연구에서수영복구입시고려사항으로신뢰도가

디자인 다음을 차지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지

지해 주고 있다.

Ⅱ사분면(집중노력지향)은 소비자들이판단하는수영

복 브랜드이미지의 중요도는 높게, 만족도는 낮게 나타

나는 영역으로서 집중 투자 및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가격’, ‘색상’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47]의 연구에의하면사회경제적위치가높을수록

수영복의 가격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본연구대상은 20·30대 대학생및대학원

생들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하였고이러한학생들의사

회경제적위치가낮은점을고려한다면가격적인측면에

서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9]의 연구에서

브랜드특성 중 가격이 소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46]의 연구에서수영복구입시고려사항에서색상

이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

타냈다. 이는연령이낮을수록심미적기준을높게평가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패션과

자신만의개성에민감하며수영복을일종의스포츠웨어로

인지하면서 색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48].

Ⅲ사분면(열등순위)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의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은상태로현

재우선시되어야할사항이아니며현재이상의노력이

불필요한상태를의미하는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광

고이미지’, ‘이벤트’, ‘유행성’, ‘독창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이미지’, ‘이벤트’ 요인은 인

지적 이미지, ‘유행성’, ‘독창성’ 요인은 외적 이미지로서

내적이미지보다는수영복구매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

않는 요인이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들은 수영경력이 최

소 6개월 이상인 중·상급의 실력자로서 수영복의 외적

이미지 보다는 내적이미지에 좀 더 중점을 두기에 이러

한결과들이도출되었다고사료된다. [9]의 연구에서브

랜드특성이 브랜드인지도,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광고이미지, 이벤트, 유행성, 독창성요인 모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해 주고 있다.

Ⅳ사분면(과잉노력지양)은 소비자들이판단하는수영

복 브랜드이미지의 중요도는 낮게, 만족도는 높게 나타

나는 영역으로서 현재 과잉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IPA기법을 활용한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인식연구

4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l; 15(7): 467-477

이영역에는 ‘인지도’, ‘세련미’요인이위치하는것으로나

타났다. [9]의 연구에서브랜드특성이브랜드선호도에미

치는영향에서인지도와세련미요인모두가영향을미치

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두요인이수영복구매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49]의 연구에서 연령대

별수영복구매실태에서모든연령대에서브랜드가하위

권을 차지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수영복은 수영이라고 하는 특정한 운동을 위

해 입는 의복으로서 수영복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기능성과품질이기때문에인지도의중요성이낮

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들은 세련미(고급스러

움) 보다는자신의개성을살릴수있는디자인과색상에

더 중요성을 가짐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수영복 소비자들이 브랜드이미지에 대해

중요하게생각하는속성이나만족하고있는속성들의순

위를살펴보고두속성간의차이와 IPA 매트릭스를분석

하여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서 발견되는 현실적인 문제

를 발견하고 나아가 기업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펼

칠 것 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초석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IPA를 활용하여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한중요도와만족도분석을실

시한결과와논의를통해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첫째,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한중요도와만족도의

평균값을 통해 순위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에서 내적이

미지인 ‘품질’, ‘기능성’, ‘가격’, ‘디자인’이 1위부터 4위까

지 모두 차지하였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도 3위로 다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만족도의 경우 11위로 중

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가격

은소비자의반응을즉각적으로불러일으키며, 경쟁상황

에서가장민감하게작용할수있는마케팅믹스중하나

이다[50]. 따라서 초보자용 저가 수영복 개발을 통해 수

영복구매시선택의폭을넓혀주어야하며, 뛰어난품질

과기능성을갖춘고가수영복에대해서는각종할인및

이벤트등을통해소비자들의부담감을덜어주어야한다.

둘째, 수영복브랜드이미지에대한차이검증에있어서

내적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

족도를 보이면서 큰 차이를 나타냈고 인지적 이미지의

경우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이미

지에서광고이미지와이벤트는가장낮은중요도를나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광고 및 이벤트에 집중되는 투자 및 노력을 내적이미지

요인의가격절감, 기능성및품질개선, 새로운디자인개

발등을위해쓰인다면소비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

을 것이다.

셋째, IPA결과 Ⅰ사분면은 현상유지 영역으로 ‘디자

인’, ‘기능성’, ‘품질’, ‘신뢰감’요인이포함되었으며, Ⅱ사분

면은 집중노력지향 영역으로 ‘가격’과 ‘색상’요인이 포함

되었다. Ⅲ사분면은 열등순위 영역으로 광고이미지’, ‘이

벤트’, ‘유행성’, ‘독창성’요인이포함되었으며, Ⅳ사분면은

과잉노력지양 영역으로 ‘인지도’, ‘세련미’요인이 포함 되

었다. Ⅱ사분면은기업의입장에서가장많은투자및노

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가격과 색상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선

수전문수영복, 여성복, 유아복외에도저렴하면서도다양

한색감이겸비된자신의개성을강조할수있는수영복

개발을통해젊은층을겨냥한신제품개발이필요하다

하겠다. 또한내적이미지(기능, 품질등)에만집중해서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51] Ⅲ사

분면(열등순위)과 Ⅳ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대해서도

무조건 투자 및 집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재인지 시키는 방안으로 전략 수정을 통한 마케팅 패러

다임의 전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실시하면서 나타

난 결과에 따라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도및부산의대학에서수영수업수강경험및수영동아

리에가입되어있는수영경력 6개월이상인대학생및대

학원생들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하였기때문에이에따

른연구결과를전연령대로확대해석하기에는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와연구대상

지역을확대하여연구결과의일반화에대한노력이요구

되며,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경력 등)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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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석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현장반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특정연구대상을통해설문조사

로만 연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을 담아

내지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연구대상을전문가집단으

로확대하여비교·분석한다면보다구체적이고전문적인

결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PA기법은 매트릭

스범위와중심점의위치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

어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만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각적인

평가방법을통한종합적인전략을수립한다면학문적·실

무적 영역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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