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과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박수진
†
·안민영·이유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Study of Dependence on Sportswear

and the Effects of Wearing Sportswear

Soozin Park
†

· Minyoung Ahn · Yuri Le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18, 2014; Revised September 25, 2014; Accepted October 24, 2014

Abstract

When enjoying sports activities with friends or others, sportswear has symbolic meanings to express and

expect self-concept. Sports players sometimes have trouble when they feel embarrassed by their low skills

or care about other people too much. Therefore, researchers tried to find out which feature of sports players

affects dependence on brand sportswear along with the effect of wearing conspicuous sportswear on wearer

when sports players have a conflict based on Solomon's symbolic interactionism. We proposed that role

knowledge and attention to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ATSCI) influenced people to depend on and use

brand sportswear that influences a reflexive evaluation. Finally, we suggested that a changed self-concept

would exert influence commitment to sports. A quantitative study was conducted employing an online sur-

vey of 121 people by convenient sampling. In this process, Google Docs was to create the online survey

and to collect responses by participants. In data processing, via SPSS 21.0 version for Windows, explora-

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ANOVA, t-test, discriminan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finding provided evidence that low role knowledge and high

ATSCI create high dependence on brand sportswear and influence people to buy sportswear. When people

bought and wore a brand sportswear, they evaluated themselves as professional sports players who were

more committed to sports. This study confirmed that brand sportswear was useful for sport players to change

self-evaluation and enjoy sports.

Key words: Brand sportswear, Role knowledge, ATSCI, Reflexive evaluation, Sports commitment;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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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포츠웨어 산업은 현재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률이 7.5%를 넘

어섰으며, 시장의 규모가 2440억 달러에 이르는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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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장이 되었다. 글로벌 의류 기업에서는 새롭게 부상

하는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스포츠웨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Global sportswear

industry”, 2013).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스포

츠웨어 시장은 4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이 12%며, 2012년

패션 시장에서는 전체 의류 매출에 23%에 해당하는 8조

5천 9백억 원에 이르렀다(W. H. Park, 2013).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 요인은 주 5일제 근무가 시

행되고, 개인의 여가시간과 웰빙,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2012)에서 시행한 국민생활체육참

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2~3회 정도 지속적으로 생활체

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1989년에 27.2%였으나 2012년에

는 35.9%로 확대되었다. 국민들이 스포츠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개인의 삶 속에 스포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2). 게다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웨어를 입다 보니,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을 통해 디자인을 차별화하거나, 기능성 운동복 라인을

다양화하여, 기능성에 패션성까지 갖춘 디자인을 선보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im, 2014).

한편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경쟁 지향적이기 보다

는 퍼포먼스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특히 스노우

보딩이나 인라인 스케이팅, 길거리 농구, 골프 등이 이

러한 성향이 강하다(E. R. Hwang, 2007). 스포츠를 즐기

는 목적은 경기를 이겨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룹 내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하

는 목적도 크다. 그 동안 단체로 즐기지 않던 러닝과 같

은 운동들도 점차 전문화되어 혼자 운동을 하기보다는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며 여러 사람

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Bae, 2014; Seo,

2014).

의복과 스포츠는 모두 자기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의복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의 역

할을 하며, 스포츠에 참여하면 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

능감이나 자아개념에 변화가 오게 된다. 예를 들어,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정도와 빈도가 자기효능감과 자아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거나(Cho & Choi, 2001), 스포츠

에 참여하는 정도가 자아개념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Im, 2001)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운동이 점점 조직화, 전문화되면서, 여러 사람이

스포츠를 같이 즐기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 간에 상호작

용이 일어나게 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착용하는 의복

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인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상황에서 스포

츠웨어가 스포츠 참여자에게 특별한 상징으로 작용한

다고 간주하였다.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참여자는 여러 가지 갈

등상황을 겪게 된다. 스포츠는 보통 팀으로 즐기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참여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스포츠를 시작하면서 각각이 팀을 구

성하고, 팀 구성원 간에 역할을 배분하고, 스포츠 규칙

을 적용하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 갈등

이 발생하기도하고(Kwon, 2003), 또 스포츠에 참여하

는 참여자의 내부에서도 외적, 내적 갈등(Chae, 2007)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

포츠웨어의 선택이 스포츠 참여자에 어떠한 특성에 기인

하는지를 먼저 밝히고자 하였다. 내적 갈등은 스포츠 참

여자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주로 기술 부

족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

다. 외적 갈등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

하는 데에서 오는 상대적인 열등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갈등이 스포츠 참여자가 타인

의 정보에 대한 민감성에 의해 심화된다고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자의 특성(스포츠 참여에 대

한 지식 보유와 사회비교정보주목성)에 따라 특정한 상

징을 가진 스포츠웨어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 참여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제품이 상징으로 작

용하고, 제품 사용자의 자기개념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Solomon(1983)의 상징적 상호주의 관점에서 해석해보

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웨어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

펴 보면 스포츠웨어의 역할이나 착용효과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며, 스포츠웨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추

구 혜택과 속성 선호도에 따른 구매행동이나 시장 세분

화에 대해 이루어졌다(Kim & Han, 2014; Kim, 2012; Kim

et al., 2010; Rhee & Lee, 2011 등). 스포츠웨어의 상징

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스포츠웨어의 색상

에 관련된 상징(Kim, 2008; Oh, 2004)이나 혁신성, 명성,

단순성, 활동성 등의 선호이미지(J. S. Hwang, 2007)에

대한 선행연구들만이 존재하여 스포츠 참여상황에서 스

포츠웨어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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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며 개인이 겪

는 갈등상황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스포츠

웨어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 때 착용하는 스포츠웨어의

특성이 스포츠 참여자의 자기인식과 스포츠 참여에 영

향을 주는지를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스포츠웨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고, 스포츠웨어 시장의 매력도가 높으나, 국내에서 선도

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스포츠웨어 기업과 스포츠웨어 산업을 진출하

려는 일반 의류 기업의 상품기획 과정과 마케팅 전략 수

립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Solomon(1983)의 상징적 상호주의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소비자의 자기개념과 제품과

브랜드의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개념이 정

립되면서(Lee, 1990), Goffman(1951)에 의해 특정 제품

의 상징적인 특성이 대두되었다. 마케팅에 관한 연구에

서는 처음으로 Levy(1959)가 제품의 실제 기능적인 혜

택보다 상징적인 특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Solomon(1983)에 따르면 제품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

는 자극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의한 반응으로

도 볼 수 있다. 제품을 자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제품

의 상징성이 개인의 역할 규정에 사용되며, 역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상황에 맞는 자기이미지를 형성

하게 한다. 반면, 제품을 반응으로 보는 관점(Products as

response)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미지에 따라

제품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제

품의 구매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제품을 반

응으로 보는 관점은 개인의 욕구를 물질적으로 충족하

는 수단이라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마케팅 관련 연구에

서 빈번히 쓰이는 개념이다. Solomon(1983)이 주장한 상

징적 상호주의란 제품을 자극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반

하는 것인데 개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사회 또는 준거집단과 상호작용한다

는 전제에 근거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사회에서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건을 해

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 상호주의는 사회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사회적으로 발생된 자기(Socially orien-

ted self)라는 개념과 제품과의 관계의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다(Lee, 1990). 상징적 상호주의는 James(1890)의

사회적 자기와 Cooley(1992)의 면경자기의 개념에 근간

을 두고 있다. 또한 Mead(1934)도 중요한 상징들을 통

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알게 되는

데, 상징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 미래

의 상호작용에 대해 예상하게 한다고 하였다.

Solomon(1983)은 상징적 자기완성(Symbolic self-comp-

letion)개념을 역할 지식(Role knowledge)에 적용하여 설

명하였다. 상징적 자기완성이란 사람들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 완성된 자기를 의미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Wicklund & Gollwitzer, 1981).

또한 역할 지식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나 기술, 지식과 같은 것이다. Solomon(1983)은 한 개

인이 만약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동의 모든 것

을 익혔다면(역할 지식이 높다면), 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성이 없으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내부적 단서가 부족하다면(역할 지식이 낮다면),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상

황적 단서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Fig. 1>에 잘 나타나있다. 어떤 개인의 역할 지

식이 충분하면, 그 역할에 맞는 스크립트(Role script)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에 따라

역할을 수행(Role performance)하고 제품을 소비한다.

이것은 제품을 반응으로 보는 관점과 연관된다. 반면에

역할 지식이 부족하다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역할에 적합한 행동 양

식을 보여주는 제품의 상징(Product symbolism)을 사용

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제품을 자극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Leigh and Gabel

(1992)은 상징적 구매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와

제품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소비자가 역할 전환을 겪

고 있는 경우 역할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

징적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새

로운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상

황으로부터 얻은 단서에 의존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

게 인정받을만한 브랜드, 스타일, 정장의 색깔, 셔츠 등

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 있는 제품, 가격이 높은

제품, 의복과 같이 구매하는 사람의 자기개념과 연관 있

는 제품의 경우 상징적 가치를 고려하여 구매된다고 하

였다.

Solomon(1983)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

게 평가하는지에 의해 자기이미지의 일부를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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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추측하여 통합

한 것을 반영평가(Reflexive evaluation)라고 한다. Cooley

(1992)가 주장한 면경자기 이론에서 우리가 자신을 평가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가 자기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타인과 착용자는 모두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복의 상징

적 의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의복에 부여된 상징적 의

미는 역할 수행을 촉진시키는데 쓰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징적 제품은 착용자의 역할에 적합한 행동 양식을 수

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Fig. 1>에서 역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의 반영평가와 제품의 상징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 지식이 부족했던 소비자는 이

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역할 전환(Role placement)을 성

공적으로 마치며 스크립트를 따라 행동하게 되고 역할

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경로는 <Fig.

1>에서 역할 지식, 제품 상징주의, 반영평가, 역할 전환

에 이르는 경로로 아래의 <Fig. 1>에 동그라미로 표시하

였다.

상징적 상호주의는 상징적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Hwang(2006)은 상징적 소비를 설명하는 근간

이 되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하면서, 상징적 소

비가 자기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인 동시

에 자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브랜드 스포츠웨어 착용효과는 자아강

화 측면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irgy(1982)

는 긍정적인 자기이미지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가 일치될 경우 제품을 구매하는 의도가 높아진

다고 하였다. 그리고 Kwak and Kang(2009)은 특정한 스

포츠 팀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자기이미지가 그 스포츠

팀의 이미지와 일치하면 스포츠 팀 라이센싱 제품을 구

매하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아이미지는 실제

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를 모두 포함하는

데 본 논문에서 스포츠 참여자가 역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스포츠에 능숙한 이상적 자기이미지를 통해 스포

츠에 능숙해 보이는 상징을 가진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의존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웨어와 상징적 소비에 관련한 연구로는 S. H.

Park(2013)이 골프 참여자의 골프 문화 특성 중 자기과

시 요인과 체면민감성 중 창피의식과 형식-격식의식이

상징적 소비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을 밝혔다. 또한 Lee

Fig. 1. A model of the consumer’s use of products for role definition.

From Solomon. (1983).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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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등산 동호회 참가자들을 인터뷰하여 중장년층

이 고가 등산복 소비를 통해 자기만족을 느끼고 상대방

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수록 고가 등산복을 구매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뒤에서 언급되는 사회비교정보주목

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창피, 격식의식이 높

은 소비자나 상대방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소비자는

사회비교정보주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능숙

한 스포츠 참여자로 보여지는 상징물인 브랜드 스포츠

웨어에 더 의존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과 브랜드 스포츠웨어

1) 역할 지식에 따른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구

매의도

스포츠에 참여하는 초보자들은 여러 갈등을 겪게 된

다.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에서 스포츠 초보자가 겪는

갈등을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 갈등이란 스포츠 참여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룹

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에

서 비롯되고, 내적 갈등은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서 개

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다(Chae, 2007). 더 구체적

으로, Palm(as cited in Chae,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적, 외적 갈등을 적용한 Chae(2007)의 연구를 보면 내

적 갈등을 초보자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거나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망, 운동 중 상

해에 대한 불안과 기대하는 운동효과의 지연으로 정의

하였으며, 외적 갈등은 그룹행동에 동조해야 한다고 느

끼는 의무감, 그룹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수용, 그룹

내의 낮은 지위, 그룹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열등감, 그

룹 내의 불확실한 위치로 정의하였다.

스포츠 참여자가 겪는 내적 갈등은 본인의 운동능력

혹은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olomon(1983)의 모델에서 역

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제품의 가진 상징에 의존하여 자

신을 규정한다는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은 스포츠에 참여할 때 브랜

드 스포츠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스포츠

웨어에 의존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의복 의존성은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사

회화의 맥락 안에서 연구되었고, Humphrey et al.(1971)

은 의복을 사용하는 차원 중에 하나로 의복에 대한 의

존성을 의복이 기분, 감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

의하였으며, Lee and Nam(2013)에 따르면 의복 의존성

은 의복이 주는 심리적 영향에 의존하는 태도로 의복에

서 좋은 느낌을 갖거나, 기분전환을 하거나, 분위기를 바

꾸는 것이다. MacGillivray and Wilson(1997)는 성별이

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의복 의존성을 살펴보았고 Yoon

and Kang(as cited in Lee & Nam, 2013)은 자아존중감

에 따른 의복 의존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브랜드 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탐색재보다 경험재의 브랜드에 더 의

존하는 정도가 높았고, 제품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사

람이 제품에 대해 친숙한 사람보다 브랜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Choi et al., 2002; Lee et al., 2004). 따라

서 참여하는 스포츠의 역할 지식이 부족한 스포츠 초보

자의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브랜드 스포츠웨어

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이러한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확

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비교정보주목성에 따른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

존성과 구매의도

스포츠 참여자가 겪는 외적 갈등은 스포츠 참여자가

속한 그룹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주변 정보

에 보다 민감할 경우, 스포츠 참여자가 타인과 나를 많

이 비교하여, 외적 갈등을 더 크게 겪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사회비교정보주목성(Attention to social com-

parison information; ATSCI)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

과 관련된 사회적 단서들에 따라 행동하려는 성향과 사

회적으로 비교되는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하며 이

는 본래 Snyder의 자기감시성에서 파생된 개념이다(Shin,

1999).

자기감시성은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여러 상황적 단서

에 맞추어 자신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자기감시

성은 본래 사회적 행동으로 적합한지에 따른 고민, 사회

비교정보주목성향, 자기표현을 조절하고 수정하는 능

력, 특정한 상황에 맞게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

상황에 따라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구성

되었다(Snyder, 1974).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

기감시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외관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고(Snyder et al., 1985), 사회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Davis & Lennon, 1985). 또한 자

기감시성과 의복 관여성향,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정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Browne & Kaldenberg,

1997).

또한,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에 변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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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den & Rose, 1990). 따라서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

이 높은 스포츠 참여자는 그룹 내 상대적 열등감과 그

룹 내의 낮은 위치에 대한 실망감과 같은 외적 갈등을

심하게 겪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확

률이 높을 것이다.

3.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용효과

1) 전문가로서의 반영평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역할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

품을 통해 자신의 반영평가에 변화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환자들에게 의

사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자

신도 환자들에게 가지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을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Young(1991)은 Goffman의 연극적 관점으로 사회적 역

할을 정의하였는데, 사회적 시스템을 개인이 참여하는

연극으로 정의하였고, 연극에서의 배역은 역할, 연극의

대본(Script)이 역할에 기대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배역

을 전환할 때 알맞은 소품을 사용하면 새로운 배역과 대

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킨다. 이와 유

사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아개념을 얻고 유지하기 위

해서, 또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체성 이면에 간

직해두었던 다른 종류로의 정체성 변환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 제품을 소비한다(Kleine & Kleine, 2000).

Solomon(1983)의 상징적 상호주의에서 역할 지식이 부

족한 사람이 제품의 상징을 이용하여 반영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역할 전환을 촉진시키며, 역할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스크립트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따라

서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용효과는 반영평가와 역할

수행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참여자가 행동

해야 할 양식(스크립트)은 능숙한 스포츠의 수행으로 간

주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 참여상황에서의 반영평가란

역할 스크립트에 능숙한 스포츠 참여자로서의 반영평

가이다. 따라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변환

하기 위해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에 능숙해 보이는 브

랜드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게 될 경우 일반적인 스포츠

웨어를 착용할 때 보다 자신을 전문적인 스포츠 참여자

로 여기는 반영평가가 일어날 것이다.

2) 스포츠 몰입

Solomon(1983)은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의미하는 제

품의 사용을 통해, 반영평가에 변화가 오고, 이는 결국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스크립트에 맞는 행동을 통해,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을 스포츠 전문가로 여기는 반영평가가 정

도가 높을 경우, 스포츠 전문가라는 역할에 적응하고, 스

포츠 전문가의 스크립트를 수행하며, 결국 스포츠 전문

가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

포츠 참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개념이 스포

츠 몰입이라고 보았다. 스포츠 몰입(Sports commitment)

은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나 결심

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상태이다(Simons & Keeler, 1993).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에 참여할 때 긍정적 감정반응

을 일으킬 때, 스포츠 활동 이외의 다른 대안 활동이 매

력적이지 않을 때, 스포츠 활동에 투자한 시간, 노력, 돈

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많을 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느껴 스포츠 경험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 때, 스포츠

몰입이 높아진다(Simons & Keeler, 1993). Weiss et al.

(2010)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코치나 주변인(부모, 친

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예상되는 비용이 낮을

수록,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신적인 몰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동적인 몰입(노력과 운동강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반영평가가 높

을 경우에 긍정적 감정반응이 일어나고, 스포츠에 자원

을 많이 투자하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포츠 몰입이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

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에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

존성과 착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에서 스포츠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브랜드 스포츠웨

어에 대한 의존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본다.

연구문제 2.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따라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대한 구매의

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스포츠 참여자의 브랜드 스포츠웨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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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효과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

다. 연구문제에 대한 설문내용의 경우 역할 지식, 사회

비교정보주목성향,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웨어 구

매의도, 전문가로서 반영평가 정도, 스포츠 몰입도와 인

구통계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그룹

퍼스널 트레이닝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2014)

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서 주 3회 이상 참여하

는 체육종목이 보디빌딩(헬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헬

스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주 즐

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혼

자 헬스를 하기보다는 그룹 트레이닝을 받는 상황을 시

나리오로 제공하여, 스포츠를 팀 단위로 즐기며 다른 사

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퍼

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여, 과거에 연

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다이어트에만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퍼스널 트레이닝 [‘Personal tra-

ining’]”, 2012).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문

항을 사용하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개념의 경

우 기존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역할 지식의 경우

Lee(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기간을 물어

보고 세 개의 보기(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를 주어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스포츠 참

여기간이 역할 지식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자신이 평가하는 스포츠 전문화 정도와 헬

스기구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정도를 3점 척도로 응답하

게 하였다.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의 경우 Lennox and Wo-

lfe(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

포츠웨어 의존성의 경우 Lim(2010)의 의복의 심리적 의

존성을 측정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게 수정

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

은 ‘나는 헬스를 할 때 헬스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헬스복은 나를 잘 표현해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헬

스복과 그렇지 않은 헬스복을 입었을 때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였다. 스포츠웨어 구매의도는 브랜드 스포츠웨

어의 구매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매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에게는 새로 구매한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입고 그

룹 트레이닝에 참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구매

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집단에게는 본인이 기존에 가

지고 있는 트레이닝복을 가져오거나 피트니스 센터에

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고 그룹 트레

이닝에 참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 후, 그룹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자

신을 전문가로서 얼마나 반영평가 하는지를 측정하였

는데, 전문가로서 반영평가 정도는 Ryckman et al.(1982)

과 Kim(2010)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총 8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신

체활동에 자신이 있다’, ‘내가 헬스하는 모습에 대해 사

람들이 멋있다고 한다’, ‘나는 움직임이 빠른 편인 것

같다’ 등이 있다. 또한 스포츠 몰입은 Jeon et al.(2009)

의 운동지속의사개념과 Hong et al.(2010)의 몰입개념을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

용은 ‘나는 헬스를 할 때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나는

헬스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나는 헬스를 그만둘 때

많이 고민이 될 것이다’ 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역할 지

식, 스포츠웨어 구매의도를 제외하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

해 추출되었으며 2013년 11~12월에 구글닥스를 통해 온

라인 설문이 실시되었다. 응답이 불성실해 분석에 부적

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자가 73.0% 남자가 27.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5세 미만이 15.7%,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53.7%,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17.4%, 35세 이상

이 11.6%로,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

생이 44.9%, 사무직이 18.6%, 전문직이 12.7%, 주부가

10.2%로 학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중

가계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33.6%, 100만 원 미만이

20.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5.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재학 이상 35.0%,

고등학교 졸업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표집에

의해 표본이 선정되다 보니 샘플의 최종학력이 일반 인

구분포와 달리 대학원 재학 이상 샘플이 많았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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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대학원생 샘플이 55명 중 39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에서 브랜드 스포츠

웨어에 대한 의존성

1) 역할 지식과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에서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역할 지식이 브랜드 스포

츠웨어에 대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

다. 역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헬스를 얼마간 했는지를

묻는 문항은 스포츠 참여자로 자신이 응답하는 스포츠

전문화 정도와 상관계수가 .37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고(p<.01), 헬스기구를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질문과 .346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p<.01) 헬스를

오래 할수록 스포츠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스포츠에 대한 역할 지식을 묻는 문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기간과 전문화 정도 등

을 아우르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추후 연구에

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스포츠웨어 의존성을 묻는

세 문항의 Cronbach's α는 .810이었으며, 단일 요인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역할 지식이 스포츠웨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역할 지식을 독립변수로 스포츠웨어 의존도

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귀계수가 −.181로 역

할 지식이 낮을 수록 스포츠웨어 의존도는 높았다. 따라

서 역할 지식이 낮을수록 스포츠웨어에 더 의존하였는

데, 이는 역할 지식 부족에서 오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외적 갈등이 발생하여 전문성

을 상징하는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Jeong and

Kim(2010)은 골프 경력에 따른 골프웨어 구매결정 요인

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역할 지식이 부족한 등산 초

보자들이 역할 지식이 높은 등산 고급자들보다 등산복

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았다.

2)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과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 참여자의 갈등상황에서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이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였다.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을 묻는 일곱 개

의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타인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행

동을 결정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타인 행동 의존 요인으

로 명명하고, 타인의 의복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의복

을 결정하는 타인 의복 의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Cron-

bach's α가 각각 .706과 .678이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약

56%였다. 이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이 스포츠웨어 의존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에서 도

출된 타인 행동 의존 요인과 타인 의복 의존 요인의 요

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스포츠웨어 의존성 문항의 평균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를 보면 타인 행동 의존 요인(Behavioral dep-

endence on others)과 타인 의복 의존 요인(Clothing de-

pendence on others)이 모두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05 수

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회귀식 의복 의존 요인의

회귀계수(.209)가 타인 행동 의존 요인의 회귀계수(.177)

보다 커서 의복 의존 요인이 타인 행동 의존 요인보다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스포츠웨어에 의존하는 데에는 의복과 관련

된 요소가 전반적인 타인 행동에 의존하는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비교정보주목성이 자기감시성에서 파생된 개념

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실용성보다 제품을 사용할 때 타인에게 잘 보여

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구매하고(Suh & Park, 2012),

브랜드에 애착을 형성할 때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은

경험적, 상징적인 편익을 기능적인 편익보다 더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은 기능적 편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Ahn & Im,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비교정보주목성이 높은

Table 1. The effect of role knowledge on brand sportswear depend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β Adj. R
2

t F

Brand sportswear dependence Role knowledge −.181* .025 −2.012 4.04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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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제품의 기능적인 편익보다는 상징적인 편익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구매의도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따라 스포츠웨어에 대한 구매

의도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

시하였다. 판별분석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선

정하여 그 변수에 기반하여 집단이 나뉘는지를 검증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구매여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

문에,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따라 구매의도집단과 비구

매의도집단이 나뉘는지를 확인하였다.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스포츠웨어 구매의 예측 요인

을 분석하기에 앞서 t검정을 통해 구매, 비구매의도집

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F값은 .289였으며, 유의

확률은 .592로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채택

하였다. 등분산을 가정한 t값은 −4.179로 자유도 117에

서 양측검정의 유의수준이 .000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구매의도집

단의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3.750으로 비구매의도집단

의 스포츠웨어 의존성 2.90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의한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119명

의 대상자를 구매의도집단과 비구매의도집단으로 분류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구매의도집단 20명

중 16명(80.0%), 비구매의도집단 99명 중 61명(61.6%)이

올바르게 분류되어 64.7%의 Hit ratio를 나타냈다. 판별

분석 결과 Wilks' Lambda는 .870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고(χ
2
=16.206, p<.000) 64.7%의 응답자가 올

바르게 분류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

은 브랜드 스포츠웨어 구매의도집단과 비구매의도집단

Table 4. Sportswear dependence differences by purchasing intention

Mean (S.D.)

t p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20)

Not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99)

Total

(N=119)

Sportswear dependence 3.750 (0.83) 2.900 (0.81) 3.022 −4.179 .0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ttention to Social Comparative Information (ATSCI) factors

Factor Measurement items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um. %)

Cronbach's

α

Behavioral

dependence

on others

When I am uncertain how to act in a social situation, I look to the

behavior of others for cues.
.785

2.050
29.285

(29.285)
.706

I try to pay attention to the reaction of others to my behavior in

order to avoid being out of place.
.770

It is my feeling that if everyone else in a group is behaving in a

certain manner, this must be the proper way to behave.
.671

The slightest look of disapproval in the eyes of a person with whom

I am interacting is enough to make me change my approach.
.475

Clothing

dependence

on others

I usually keep up with clothing style changes by watching what others

wear.
.818

1.862
26.597

(55.882)
.678

I actively avoid wearing clothes that are not in style. .735

I tend to pay attention to what others are wearing. .702

Table 3. The effect of Attention to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ATSCI) on brand sportswear depend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β t Adj. R
2

F

Brand sportswear

dependence

Behavioral dependence on others .177* 1.995
.059 4.753**

Clothing dependence on others .2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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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



86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1, 2015

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용효과

1)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용이 전문가로서의 반영평

가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영

평가를 측정한 8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판

명되었으며, 문항들 간의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α가

.914인 것을 확인하였다. 스포츠 몰입을 질문한 세 문항

의 Cronbach's α는 .708이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

인으로 밝혀졌다.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 간에 반영평가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한 F값은 .785였으며, 유의확률은 .377

로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등분

산을 가정한 t값은 −3.379로 자유도 116에서 양측검정

의 유의수준이 .001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하였다. 이는 <Table 6>에서 나타나있는데 브

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한다고 응답하여 구매 시나리오

를 준 집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헬스복을 입거나 피

트니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헬스복을 입고 운동하는 시

나리오를 주었던 집단보다 전문가로서 반영평가가 유

의하게 높았다.

2) 전문가로서의 반영평가가 스포츠 몰입에 미치는 영

향

자신을 전문가로서 반영평가하는 것이 향후 스포츠

몰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로서 반영평가 정도를 독립변수, 스포츠 몰입행동을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7>를 보면 회귀계수가 .534로 .001 수준에서 유

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신을 보다 전문가로 반

영평가할 경우 스포츠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의도가

있는 집단에게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하여 착용하

는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을 때 자신을 스포츠 전문가로

평가하고 이는 곧 스포츠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Solomon(1983)이 역할

지식을 상징적 자기완성 이론에 적용한 것과 일치하였

다. 역할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역할 전환을 위해 자

신에게 부족한 전문성이라는 요소를 브랜드 스포츠웨

어를 통해 충족하고 브랜드 스포츠웨어가 스포츠 참여

자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아 자극으로서의 제품

이라는 관점을 지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Solomon(1983)의 상징적 상호주의 개념을

Table 6. Reflexive evaluation differences as professional sports player by purchasing intention

Mean (S.D.)

t p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20)

Not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99)

Total

(N=119)

Reflexive evaluation

as professional
3.513 (0.67) 2.877 (0.76) 2.976 −3.379 .001

Table 7. The effect of reflexive evaluation as professional sports player on sports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β t Adj. R
2

F

Reflexive evaluation as professional Sports commitment .534*** 6.854 .279 46.977***

***p<.001

Table 5. Classification matrix for 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

Group

Predicted group membership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 (%)

Not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N (%)

Total (N=119)

N (%)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16 (080.0) 04 (020.0) 20 (100.0)

Not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38 (038.4) 61 (061.6) 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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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스포츠웨어와 스포츠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포츠 참여자는 스포츠 참여자라

는 역할로 전환하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겪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갈등상황에서 스포츠 참여자

의 역할 지식과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에 따른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의 차이, 브랜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과 구매의 관계, 구매 후 착용 시 브랜드 스포츠

웨어가 착용자의 자기평가와 스포츠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빌려주는 헬스복을

입지 않고 스포츠 전문성을 상징하는 브랜드 스포츠웨

어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스포츠를 즐길 때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착용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제

품의 상징이 스포츠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스포츠웨어 참여자의 특성인

역할 지식과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의 타인 행동 의존 성

향과 타인 의복 의존 성향은 브랜드 스포츠웨어 의존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판별분석을 통해 브랜

드 스포츠웨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은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의도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결국

역할 지식이 낮고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이 높은 스포츠

참여자가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 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

은 Solomon(1983)의 상징적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스포

츠웨어가 일반 의류와 다르게 특정한 목적(스포츠 참여)

을 위해 구매되어, 스포츠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포츠 참여자의 특성인 역할 지식과 사회비

교정보주목성향과 스포츠웨어 의존성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또한 제품을 반응으로 보

는 관점으로 구매를 이끄는 요인만 연구하기보다는 제

품을 자극으로 보는 관점에서 브랜드 스포츠웨어의 착

용이 착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향후 스포츠 몰입에까

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스포츠웨어를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기업에서

는 스포츠 종목의 특성과 스포츠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전략이나 상품기획을 한

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있다. 그리고 마케터는 행동의 영

향 요인으로 제품의 중요성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웨어를 광고할 때 스포츠웨어가 가지

고 있는 상징이 착용자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스

포츠웨어 착용자의 스포츠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을 알

려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참여자의 역할 지식과 사회비교정보주목

성향이 제품 의존성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할 지

식이 낮거나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이 높은 사람을 타

겟으로 긍정적인 스포츠웨어의 효과에 대해 알리고, 이

에 합당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역할 지식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스포츠를 시작할 때

제품이 가지는 중요성과 스포츠를 즐길 때 제품으로 인

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스포츠 갈등상황에서 스

포츠웨어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기감시

성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묘

사할 때 사회적인 목적을 주로 묘사하는 경향을 밝혀

(Shavitt et al., 1992)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제품을

사용할 때 사회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설문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

들은 ‘이 제품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등의 사회적인 장점을 언급하는 것을 선정하였고,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은 ‘이 제품은 성능이 더 좋습니다’

등의 실용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밝혔다. DeBono and

Packer(1991)의 연구에서도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광고할 때,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은 제품의 품질을 중심으로 광고할

때, 그 광고를 더 잘 기억하여 사회비교정보주목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웨어를 광고할 때는 제

품의 이미지와 사회적 용도를 강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응답한 샘플의 가계소득이 약

간 높고, 평균 학력이 높았다는 점이 있다. 편의표집방법

으로 표본을 모집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어 결과를 일반화시킬 때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여 일반화가 좀 더 타당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한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는데, 이

는 이미 브랜드 스포츠웨어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거

나 헬스를 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서 대부분 헬스복을 무

료로 빌려주고 있어서 세탁의 용이성과 편리성 때문에

그룹 트레이닝을 받는 상황에서 헬스복을 따로 구매하

지 않았을 수도 있다. 헬스라는 종목의 특성상 의복의 성

능에 따라 스포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종목이 아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의존성을 낮

게 평가하여 구매의도집단의 수가 적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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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할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역할 지식을 측정

하는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문항들은 객관적인 특

성(참여기간)과 주관적인 특성(본인이 느끼는 스포츠 능

숙도)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할지식과 ATSCI 이외에 스포츠웨어 의존

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도 연구해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제품에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스포츠 참여자를 스포츠 전문가와 초심자로

구분하였을 때, 초심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

식의 양이 적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구

매의사결정 시 원산지, 가격, 상표 등의 제품의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Rao & Monroe, 1988).

같은 맥락에서 Jin and Rhee(2007)의 연구에서는 제품

지식이 적은 소비자가 제품 지식이 많은 소비자보다 인

지도가 높은 의류 브랜드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역할 지식과 ATSCI 이외에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도 제품 의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전반적인 의복에 대한 관여도나 스

포츠 종목에 관한 관여도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는

위와 같이 제품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제품 의존성을 설명할 경우, 본 연구에서

역할 지식과 사회비교정보주목성으로 미처 설명되지 못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추가적인 후속연구로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스포츠

웨어의 중요성과 역할,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특성을 알

아볼 수 있으며, 구매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기보다,

실제 구매 전 후의 반영평가를 비교하는 종단연구를 실

시할 수 있다. 또한 Kim(2013)은 스키와 스노우보드 참

여자들의 장비와 의류의 구매결정 요인을 비교한 결과,

의류보다 장비를 구매할 때, 성능과 기능을 훨씬 많이

고려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스포츠 용품의 전문성

의 경우 스포츠 의류의 전문성보다 스포츠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웨

어 이외에도 스포츠 용품에 대한 의존성에 관해서도 연

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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