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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rutinize the cyclist’s consumer behavior by analyz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cycle-wear according to benefits sought and involve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respondents were 291 men who 
wore cycle-wear and searched information via onlin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First, the benefits sought from wearing cycle apparel are composed of five sub-factors 
such as, ideal body figure, brand ostentation, comfort·ease, persona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the cycle-wear involvement consisted of two sub-factors: cycling involvement and fash-
ion involvement. Second,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cyclists was different depend-
ing on the benefits sought by the cyclists. When the cyclists pursued ideal body figure they 
searched more information of design and color, while cyclists put more weight on the in-
formation of design, color, and brand when they sought brand ostentation. Moreover, the valence 
and the type of the information were dissimilar depending on the benefits sought. Third, the 
sub-factors of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ffected the eWOM effect distinctively. The 
price information was the only factor that influenced the eWOM effect among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The valence of the information influenced the eWOM effect, and the effect of pos-
itive information was stronger than negative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subjective information 
also affected the eWOM effect. Lastly, the effect of the benefits sought influencing the eWOM in-
formation search behavior varied by the difference of the cycle-wear involvement. For example, 
when they are both high in the involvement there were various benefits sought affect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However, when only the cycling involvement was high, and 
they pursued personality, the price information was not important to them. 

Key words: benefits sought(추구혜택), cycle wear(사이클웨어),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involvement(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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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4년 이후 한국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며 예전보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웰빙(well-being)이나 여가 시

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역

시 증가하고 있다. 문태영1)에 따르면 스포츠의 대중

화는 스포츠웨어 시장의 규모 증가를 불러왔으며, 소

비자들은 스포츠웨어를 경제 능력, 교육 수준, 사회

적 지위, 세련미, 직업 등의 단서를 제공하는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웨어 매출액은 2009

년 2조 5,269억 원에서 2010년 3조 3,24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는 민주주의

와 대중문화의 발달, 여가와 젊음에 대한 관심과 추

구, 그리고 신소재 개발 등으로 패션 영역에도 다양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패션 산

업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스포츠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이

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볼 때, 관련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3) 현재 스포츠웨어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반면4)5), 구체적 제품 범주인 사이클웨어에 대한 연

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 중 사이클웨

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능적, 생산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6)7)8) 따라서 사이클

웨어 관련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관련 연구가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이클웨어 소비 행동 중 제품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클웨어는

우선 대중적인 판매 경로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품이 아니다. 특수한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요구하는 의복 제품의 경우는

정보 탐색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

인 요소가 된다.

현대 소비자들에게 구전(WOM)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의 장, 단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9) 인터넷은 소비자의 정보 교환을 위

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채널이며, 많은 사람들이 상

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며

‘전자 구전(electronic WOM)’을 형성한다.10) 이렇게

소비자들이 전자 구전을 정보 탐색 채널로 적극 활

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탐색은 구매 행동에 밀

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역

시 증가하고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

웨어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시장 중에서도 최

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틈새시장 소비자의 추구혜택, 관여도와 온라인 상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클웨어의 특성
사이클웨어는 일반적으로 상․하의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신축성 소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지퍼,

패드와 주머니 등 사이클링에 적합한 요소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는 사이클 경기 시 경기력을 향상시켜주

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복으로 다양한 효

용성을 가지고 있다.12) 스포츠웨어 중 사이클웨어는

상대적으로 구매 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스포츠웨어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대체로 스포츠웨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특성은 기능성이다. 이영주, 이은옥13)에 의하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 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요인은 기능성, 디자인, 색상, 브랜드 순이다.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섬유로 된 스포츠웨

어에 대한 연구14)를 살펴보면, 운동을 하는 집단 이

외에도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 역시, 의류의 기

능성을 스포츠웨어 구매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웨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성은 ‘경량성’, ‘신축성’, ‘방풍

성’ 순이었으며, 특정 의류가 ‘기능성 소재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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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갖는다’는 이미지를 가질 경우,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능성 소재

에 대한 지각도가 낮은 경우 브랜드 이름에 기초하

여 의류 상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15)

2.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추구혜택은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할 때 상품으로

얻고자 하는 효용으로 상품 평가 기준의 한 차원이

기도 하다.16) 혜택은 요구 혹은 욕구와 유사한 개념

으로 소비자 행동의 동인이 되는 요소이다. 추구혜택

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주관적으

로 얻고자 하는 보상을 의미하며, 마케터들은 소비자

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17)

이현경과 이명희18)에 의하면, 스포츠웨어 추구혜

택은 소비자 가치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가장

중요시하는 추구혜택은 실용성이다. 또한, 스포츠웨

어 추구혜택은 스포츠 참여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스포츠 참여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웨어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브랜

드와 외모 매력성을 추구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실용

성을 추구하였다.

추구혜택에 따른 점포 선택 및 구매 행동에 관련

된 연구는 많은 반면19)20)21), 정보탐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안주아22)에 의하면 지각된 위

험과 정보의 원천에 대한 신뢰가 구매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정보탐색을 통해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

라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기 위한 추구혜택은 정보탐

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Wheat와 Dickson23)

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 운동

선수들은 기능성이 스포츠웨어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브랜드 충성도, 패션성, 그리고 독특함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선행 연구

들을 바탕으로 사이클웨어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추

구하는 스포츠웨어로서 추구혜택에 따라 다양한 정

보 탐색 및 구매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3. 사이클웨어 관여도
관여도는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개인

의 중요성 혹은 관련성 지각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즉 소비자가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제품이 소비

자에게 중요하거나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24) 임경복25)은 관여도를 일반 소비자의 특

정 상품에 대한 중요성 지각 정도 혹은 관련성 지각

정도로 정의내렸다. 또한, 높은 관여도는 온라인 관

계에서 기본적인 특징으로써 구전 관련 이론과도 밀

접한 연관이 있다.26)

관여도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구매의사결정 과정

등 소비자 행동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관여도가 높으면 정보

탐색과 브랜드 비교활동이 활발해진다.27) 그러나 문

지현 외28)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성 스포츠웨어 구매

시 의복 관심은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스포츠 관심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

츠 관심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관

련 정보나 제품 정보를 함께 얻는 것을 더 선호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유행 관여도29)와 의복 관여도30)가 높을수록 정보탐색

양이 많아지고 활용 정보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의복 관여도의 영향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4. 구전 정보 탐색 행동 및 구전 효과
Hennig-Thurau et al.31)에 의하면, 전자 구전

(eWOM)은 온라인 고객이나 잠재고객들이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그들의 지식, 경험, 그리

고 의견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을 통해 소비자들이 의

사 결정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32) 전통

적인 오프라인 구전은 정보가 음성으로 전달되는 데

비해, 전자 구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

터넷 자료는 정보의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달

범위와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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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정보 탐색은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

중인 특정 구매와 관련된 자료 혹은 정보를 얻는 것

에 대한 관심, 지각 및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33)

구전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 역시 의사 결정 과정상

에서 정보 탐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소비

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온라인 구전 정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탐색 활동은 관여도가 높을수록 활발해

진다.34) 이동진 외35)의 정보 원천 별 탐색노력의 선

행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탐색 태도, 자아 성향,

탐색 비용, 정보 관심 등 다양한 소비자 개인의 성향

들이 각각 인적, 비인적 탐색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최낙환, 박소진36)에 의하면, 지각된 구전 정

보의 목적갈등 해결정도, 구매관여, 쾌락적 쇼핑추구

성이 구전 정보 탐색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구전 정

보 탐색 동기는 구전 정보 의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

해서 구전 정보를 획득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리

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획득하는 전자 구전 정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37) 구전 정보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적(factual) 내용과 정서적, 주관적

인 속성으로 이루어진 평가적(evaluative)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실적 내용은 특히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가 크며, 평가적 내용은

심미적, 쾌락적 상품에 더욱 영향력이 강하다.

구전 정보의 방향성은 정보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로 구분한다. 과거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구매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38) 그러나 최근의 연구39)

에 의하면 전자 구전 맥락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혼

합된 양면적 사용 후기가 공신력이 높으며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을 규명해본다.

둘째 사이클웨어 관여도를 규명해본다. 셋째, 사이클

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

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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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α

이상적

체형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내 체형이나 몸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다. .826

.870

나는 좀 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사이클웨어를 선호한다. .796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791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성스러움(여성스러움)이 표현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727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를 세련되어 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다. .712

브랜드

과시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들이 알아주는 고급상표인가를 고려한다. .834

.842

이름 없는 브랜드 여러 벌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사이클웨어 한 벌을 산다. .798

사이클웨어를 통해 신분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735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유행에 맞추어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725

어떤 브랜드의 사이클웨어가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사는 편이다. .657

편안함

․기능성

사이클웨어를 입었을 때 신체가 편안한가를 생각한다. .863

.828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착용감이 좋은가를 생각한다. .860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활동하기 편한가를 생각한다. .815

개성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달리 특이한가를

고려한다.
.913

.915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독특성을 고려한다. .912

경제성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세일이나 가격 행사를 해야 구입한다. .887

.710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가격할인 기간인지 고려한다. .856

<표 2>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요인 분석

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사

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설문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조

사 방식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

구를 통해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스포츠웨어 관여

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전자 구

전 정보 탐색 행동 및 구전 효과까지 측정한다.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사이클

웨어 관여도, 전자 구전 정보 탐색, 구전 효과, 그리

고 인구 통계적 특성까지 5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7

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며,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이클링 동호회 회원 및 전문가

집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 수가 많고 회원 간 의

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이클링 커

뮤니티들40)을 3군데 선정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2012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사이클웨어를 착용하고 구입하기 위하여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이클리

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총 39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표기가 명

확하지 않은 95부와 비교 분석하기에 숫자가 적은

여성 응답자의 응답 11부를 제외하고 남성 291명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대(36.1%)와 30대(41.2%)

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61.2%)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전문 기술직(25.4%),

사무 종사자(21.6%), 그리고 학생(18.6%) 순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비

중이 21.6%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 원 이상~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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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빈도 백분율

정보 탐색 원천

(중복 선택 가능)

포탈 지식 검색 220 75.6

브랜드 홈페이지 96 33.0

동호회 카페 247 84.9

개인 블로그 112 38.5

메신저 10 3.4

기타 3 1.0

정보 탐색 내용

(중복 선택 가능)

기능성 201 69.1

디자인 221 75.9

색상 114 39.2

가격 238 81.8

브랜드 146 50.2

기타 4 1.4

<표 1> 응답자들의 정보 탐색 원천과 내용 빈도분석 결과

원 미만,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도 각 16.2%, 14.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일

주일 동안 평균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6.8%) 운

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28.2%)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기본적인 인구 통계적 요소들 외에 복수응답으로

정보 탐색 원천과 내용을 조사하였다. 빈도 분석 결

과는 <표 1>과 같다. 응답자들의 정보 탐색 원천은

관련 동호회 및 카페(84.9%)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75.6%)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사이클링이라는 스포츠

에서 사용되는 사이클웨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관련된 정보가 모여있는 커뮤

니티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이 더 많

음을 의미한다.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빈도 분석한 결과, 가격(81.8%), 디자인(75.9%), 기

능성(69.1%), 브랜드,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웨어 관련 정보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기본 기술 통계,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관여도 집단을 나누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 변수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타

당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

석을 실시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부하량과 공통

성이 낮은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3>와 같다. 수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의 개성․젊음 추구, 유행 과

시 등의 하위 변인들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 기능성, 개성, 경제성 등

의 5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은 전체 분산

의 63.2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요인 부하

량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657로 나머지 문

항들은 .710에서 .915로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 값을 참고

하여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하위 요인

들의 평균값은 <표 4>와 같다.

사이클웨어 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64.80%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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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α

사이클링

관여도

사이클링은 나에게 중요하다. .890

.800
사이클링은 나에게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다. .808

사이클링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743

내 삶이 사이클링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707

의복 관여도

의복 구매 시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850

.791
나는 평소에 의복 상표에 관심이 많다. .837

의복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769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700

<표 3> 사이클웨어 관여도 요인 분석

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Cronbach’s α

구전 효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을 통해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진다. .884

.878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는 상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877

나는 전자 구전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867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807

<표 5> 구전 효과 요인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 체형 291 1.00 7.00 4.951 1.271

브랜드 과시 291 1.00 7.00 4.036 1.369

편안함․기능성 291 1.67 7.00 6.347 .792

개성 291 1.00 7.00 4.316 1.668

경제성 291 1.00 7.00 5.050 1.347

총 문항 평균 291 2.68 7.00 4.893 .788

<표 4>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요인 평균 비교

가 .700으로 나머지 문항들은 .791에서 .800으로 전반

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 값을 참고하여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사이클링 관여도의 평균값은 5.66이고 의복 관여도의

평균값은 5.21으로 대체로 사이클웨어 관여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온라인으로 사이클웨어 관련 구전 정

보를 탐색해본 사이클리스트들이 사이클웨어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사이클링 관여도가 의복 관여도보

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종속

변인인 구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 연

구를 수정하여 <표 5>와 같이 총 4개의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구전 효과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들은 전체 분산의 73.8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07으로 나머지 문항들은 .867에서 .884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

값을 참고하여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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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된 연구 모형

2.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간의 관계

추구혜택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탐색하는

전자 구전 정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6, 7, 8>과 같다. 내용의 경우, 브랜

드 과시 추구혜택이 디자인, 색상, 브랜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적 체형 추구혜택은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내용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편안함 기능성 추구혜택

은 기능성과 가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

로, 경제성 추구혜택은 가격에 대한 정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향성의 경우는 브랜드 과시(β=.307, p<0.01)와

편안함·기능성(β=.143, p<0.05)이 긍정적인 방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상적 체형 추구(β=.172,

p<0.05)가 부정적 방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브랜드 과시와 편안함, 기능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긍정적 정보를 주로 탐색하며, 사

이클웨어를 착용했을 때 이상적 체형으로 보이고 싶

어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부정적 정보를 더 염두에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의 경우는, 이상적 체형 추구 혜

택은 사실적(β=.154, p<0.05), 평가적(β=.185, p<

0.01) 유형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과시(β=.173, p<0.01)가 사실적 유형에, 편안함·기능

성(β=.148, p<0.05)이 평가적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

은 사실적, 평가적 정보 모두를 탐색하며, 브랜드 과

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객관적 정보에, 편

안함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주관적

정보에 관심을 갖고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
간의 관계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요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 내용, 방향성, 그리고

유형에 따라 사이클리스트에게 미치는 구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용 변수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우만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178, p<0.05).



服飾 第63卷 8號

- 164 -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내용 기능성

(상수) .509 6.456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4 .070 .983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6 -.079 -1.189

추구혜택 편안함 기능성 .072 .207** 3.479

추구혜택 개성 .036 -.009 -.150

추구혜택 경제성 .041 .073 1.256

R=.248, R2=.061, 수정된 R2=.045,

F=3.724, p=.003, Durbin-Watson=1.985

내용 디자인

(상수) .493 5.901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2 .227** 3.501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5 .311** 5.135

추구혜택 편안함 기능성 .070 .028 .514

추구혜택 개성 .035 -.011 -.190

추구혜택 경제성 .040 -.125* -2.366

R=.471, R2=.222, 수정된 R2=.209,

F=16.291, p=.000, Durbin-Watson=2.151

내용 색상

(상수) .514 4.991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4 .250** 3.705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7 .128* 2.033

추구혜택 편안함 기능성 .073 .034 .599

추구혜택 개성 .037 .120* 2.002

추구혜택 경제성 .042 -.020 -.357

R=.401, R2=.161, 수정된 R2=.146,

F=10.932, p=.000, Durbin-Watson=2.215

내용 가격

(상수) .486 7.997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1 .064 .940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4 -.219** -3.439

추구혜택 편안함 기능성 .069 .116* 2.046

추구혜택 개성 .035 -.062 -1.021

추구혜택 경제성 .039 .289** 5.221

R = .376, R2=.142,수정된 R2=.126,

F = 9.398, p = .000, Durbin-Watson = 2.001

내용 브랜드

(상수) .519 4.005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5 .095 1.448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7 .369** 5.997

추구혜택 편안함 기능성 .073 .079 1.426

추구혜택 개성 .037 -.003 -.054

추구혜택 경제성 .042 .062 1.158

R=.443, R2=.196, 수정된 R2=.182,

F=13.882, p=.000, Durbin-Watson=1.924

*p<0.05, **p<0.01

<표 6>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내용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모두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보

다 강했다(β=.327, p<0.01). 마지막으로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의 유형의 경우에는 평가적 정보가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9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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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방향성 긍정

(상수) .403 6.07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2 .126 1.915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37 .307** 5.003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57 .143* 2.609

추구혜택 개성 .029 .051 .873

추구혜택 경제성 .033 .049 .914

R=.445, R2=.198, 수정된 R2=.184,

F=14.108, p=.000, Durbin-Watson=1.988

방향성 부정

(상수) .573 6.015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60 .172* 2.382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52 -.029 -.437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81 .061 1.005

추구혜택 개성 .041 -.024 -.380

추구혜택 경제성 .046 .062 1.054

R=.189, R2=.036, 수정된 R2=.019,

F=2.118, p=.063, Durbin-Watson=2.071

*p<0.05, **p<0.01

<표 7>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방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유형 사실적

(상수) .441 5.817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7 .154* 2.239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0 .173** 2.692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62 .069 1.193

추구혜택 개성 .031 .057 .938

추구혜택 경제성 .036 .106 1.890

R=.347, R2=.120, 수정된 R2=.105,

F=7.794, p=.000, Durbin-Watson=2.174

유형 평가적

(상수) .435 7.636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6 .185** 2.637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0 .087 1.324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61 .148* 2.528

추구혜택 개성 .031 -.040 -.643

추구혜택 경제성 .035 .018 .317

R=.292, R2=.085, 수정된 R2=.069,

F=5.314, p=.000, Durbin-Watson=2.055

*p<0.05, **p<0.01

<표 8>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유형

4.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본 연구의 표본을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집단

을 k-평균법으로 분류한 결과,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

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70명(사이클링 관여

도 평균값=4.51, 의복관여도 평균값=5.17), 사이클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90명(사

이클링 관여도 평균값=6.29, 의복관여도 평균값=

4.86), 사이클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둘다 낮은 집

단은 33명(사이클링 관여도 평균값=5.36, 의복관여



服飾 第63卷 8號

- 166 -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구전 효과

(상수) .362 7.934

내용 기능성 .072 -.029 -.413

내용 디자인 .093 .071 .743

내용 색상 .085 .134 1.526

내용 가격 .075 .178* 2.471

내용 브랜드 .073 .135 1.739

R=.393, R2=.155, 수정된 R2=.140,

F=10.434, p=.000, Durbin-Watson=1.900

(상수) .354 7.205

방향성 긍정 .068 .327** 5.807

방향성 부정 .053 .160** 2.850

R=.403, R2=.163, 수정된 R2=.157,

F=27.961, p=.000, Durbin-Watson=1.889

(상수) .349 7.733

유형 사실적 .080 .124 1.789

유형 평가적 .083 .299* 4.330

R=.388, R2=.150, 수정된 R2=.144,

F=25.486, p=.000, Durbin-Watson=1.877

<표 9> 전자 구전 탐색 행동에 따른 구전 효과

도 평균값=3.11), 그리고 둘다 높은 집단은 98명(사

이클링 관여도 평균값=6.01, 의복관여도 평균값

=6.27)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링 커뮤니티 표집의 특

성상 사이클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모두 낮은 집

단의 경우의 수가 적어 회귀분석에는 제외하고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 11, 12>와 같다.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에

서 가장 다양한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

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집단마다 조금씩 다른 추구혜

택들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두 관여도가 모두 높

은 경우에 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었

다. 특히,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모두 높

은 집단(β=-.248, p<0.05)과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β=.361, p<0.05)이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에 기능성 관련 정보는 탐색을

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디자인 관련 정보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β 

=.356, p<0.05)과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

도가 낮은 집단(β=.361, p<0.05)이 브랜드 과시를 추

구하는 경우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었으며, 두 관여

도 모두 높은 집단도 사이클웨어를 통해 이상적인

체형(β=.331, p<0.05)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경우에

디자인 관련 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

가 높은 사이클리스트가 경제성을 추구할 때는 디자

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지 않았다(β=-.258, p<

0.05). 색상에 대한 정보는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 이상적 체형(β=.250,

p<0.05)과 개성(β=.268, p<0.05)을 추구할 경우 중요

하게 여겼다. 가격에 대한 정보는 의복 관여도만 높

은 집단(β=.301, p<0.05)과 모두 높은 집단(β=.369,

p<0.01)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때 중요하게 여겼으며,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만 높은 집단에서 개성(β=

-.316, p<0.01)을 추구할 경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

였다.

방향성과 유형은 추구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정보에는 브랜드 과시 성향이 대체로 중요

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실적 정보에는 사이클링 관여

도가 높은 경우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개성, 경

제성 추구 등 다양한 추구혜택들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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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내용

기능성

β

이상적 체형 .204 .159 .123

브랜드 과시 -.246 .128 -.248*

기능성 편안함 .258 -.042 .132

개성 -.108 -.310 .206

경제성 .019 -.023 .177

F 값 1.899 1.673 3.248*

R2

(수정된 R2)

.129

(.061)

.091

(.036)

.150

(.104)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내용

디자인

β

이상적 체형 .040 .105 .331*

브랜드 과시 .356* .361* .104

기능성 편안함 -.031 .014 -.078

개성 -.194 -.102 .163

경제성 -.258* -.073 .006

F 값 3.058* 2.981* 4.696**

R2

(수정된 R2)

.193

(.130)

.151

(.100)

.203

(.160)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내용 색상

β

이상적 체형 .074 .215 .250*

브랜드 과시 .102 .179 .027

기능성 편안함 .122 .036 -.089

개성 -.064 .031 .268*

경제성 -.080 -.051 .107

F 값 .474 2.161 4.406**

R2

(수정된 R2)

.036

(-.040)

.114

(.061)

.193

(.149)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내용 가격

β

이상적 체형 .013 .162 -.009

브랜드 과시 -.205 -.152 -.345**

기능성 편안함 .107 -.161 .096

개성 -.092 -.316** .088

경제성 .301* .138 .369**

F 값 2.424* 2.950* 4.647**

R2

(수정된 R2)

.159

(.094)

.149

(.099)

.202

(.158)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내용

브랜드

β

이상적 체형 .055 .118 .102

브랜드 과시 .376 .282 .295**

기능성 편안함 .040 -.042 .019

개성 -.167 -.144 .190

경제성 -.080 .105 .089

F 값 2.277 2.180 4.640**

R2

(수정된 R2)

.151

(.085)

.115

(.062)

.201

(.158)

*p<0.05, **p<0.01

<표 10>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정보 탐색 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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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방향성

긍정적

β

이상적 체형 -.033 .052 .221*

브랜드 과시 .340* .496** .037

기능성 편안함 .302* .064 -.013

개성 -.087 -.147 .251*

경제성 .066 .008 .122

F 값 2.629* 5.606** 3.906**

R2

(수정된 R2)

.170

(.106)

.250

(.206)

.175

(.130)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방향성

부정적

β

이상적 체형 .165 .232 .138

브랜드 과시 -.080 -.089 -.065

기능성 편안함 -.038 -.118 .030

개성 -.181 -.184 .160

경제성 -.084 .027 .175

F 값 .486 1.159 1.697

R2

(수정된 R2)

.037

(-.039)

.065

(.009)

.084

(.035)

*p<0.05, **p<0.01

<표 11>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정보 탐색 방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유형

사실적

β

이상적 체형 .059 .235* .158

브랜드 과시 .193 .224* .054

기능성 편안함 .005 -.016 .008

개성 -.187 -.151 .330

경제성 -.001 .070 .221

F 값 .782 2.381* 5.553

R2

(수정된 R2)

.058

(-.016)

.124

(.072)

.232

(.190)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이클링 관여도 낮고

의복 관여도 높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 높고

의복 관여도 낮은 집단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

유형

평가적

β

이상적 체형 .120 .136 .221

브랜드 과시 .005 .181 -.118

기능성 편안함 .228 -.073 .019

개성 -.114 -.249 .076

경제성 -.045 -.022 .100

F 값 .864 1.459 1.479

R2

(수정된 R2)

.063

(-.010)

.080

(.025)

.074

(.024)

*p<0.05, **p<0.01

<표 12>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정보 탐색 유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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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실증적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은 이상적 체

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기능성, 개성, 그리고 경제

성 추구혜택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

여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구체적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사이클리스트

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하위 요인들은 구

전 효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사이

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변인을 특정 아웃도어 스포츠인 사이클링에 맞게 요

인을 수정하여 사이클리스트들의 추구혜택을 밝혔다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이클웨어 관여도

를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이클링 관

여도가 의복 관여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관여도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

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를 살펴보았

다. 넷째,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사이클웨어 추

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가 다르

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

리스트들의 특성 혹은 특정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전자 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보다는 체험 후기를 통한 감각

적 경험 공유와 객관적인 소재 정보 등을 제시해줘

야 한다. 둘째, 구전 효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

보 탐색 내용은 가격이다. 사이클웨어의 경우, 다른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와 유사하게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계절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복장과 악세서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의 관심은 가격 정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긍

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 모두 소비자의 구전 효과

에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더 강

하며, 평가적이고 주관적인 정보가 실제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사이클웨어는 쾌락적, 심미적

상품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사이클웨어에 대한 기초

적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연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의 범위를 단순히 의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타 장구류 등을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남성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최근 여성 사이클리스트

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를 토대로 향후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만 사용되는

다양한 스포츠웨어 대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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