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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의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레저 활동 및 스포
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야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스포츠
중 스릴감과 몰입성이 강한 익스트림 스포츠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극한 극복을
통하여 얻어지는 쾌감 및 자유분방함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만의 독특한 문
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그들만의 독특한 소비성향으로
이어졌으며, 다소 충동적이며 과시적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소비행동을 종목,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분석·연구 되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의
종목에 국한되어졌고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과 행동 통제력까지 고려하여 소비
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익스트림 스포츠참여자들이 스포츠의류 구매시 고려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세 가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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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론(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델,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소비행동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려 하였다.
본 연구자는 총 2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차 설문에서는 익스트
림 스포츠 참여자가 익스트림 스포츠웨어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
으며, 1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설문을 토대로 3가지 태도-행동이론
을 비교·분석하였다. 1차 설문은 160부 중 익스트림 스포츠에 참여한 적이 없
는 13명을 제외한 147부를 분석하였으며, 2차 설문은 불성실 응답자 5부를 제
외한 178부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
시 색상, 기능성, 실용성, 개성 등을 중요시하었다. 둘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
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전문가 또는 동호인의 추천을 보다 더 고려하였다. 셋째, 익스트림 스포
츠 참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이에 대한 사전지식을 중요시 여겼
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는 중요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가지 태도행동모델의 비교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예측하는데 Fishbein
의 다속성태도모델보다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설명력을 얻었으며, 계획적 행동
이론은 구매의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주요어 : 익스트림스포츠, 행동-태도이론, 다속성태도모델,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이론, 구매의도
학 번 : 2012-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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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관심을 갖으면서 각종 레저 활동 및 스포
츠 활동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
로 레저 및 스포츠 관련 동아리(클럽)의 활동이 많아지고 참여 인원도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러한 젊은 층은 일반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이상구·임준택, 2003)
스포츠는 경쟁적 스포츠, 투기적 스포츠와 극복 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극복 스포츠(모험 스포츠)에는 스키, 요트와 같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는
종목이 있으며, 현재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뜻한다(McIntosh, 1963).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희열을 느끼
며, 도전과 성취를 반복하며 그 스포츠에 몰입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중요한 여가활동에 강한 애착이 있으며, 그 분
야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소비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있다(박동규, 2008).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
들은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류가 활발해지며 많은 온/오프라인 동호회가 활성화 되었고, 정기적
·한시적 모임 또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들만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교류가 많아지면서 자신들이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으며, 강한 몰입성으로 마니아층까지 생겨났다. 또한 익스
트림 스포츠에 대한 강한 애착은 그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까지 이어졌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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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념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생겨났으며 극한의 스포
츠 활동에 적합한 상품 기획 및 제조를 촉진시키게 되었다(김숙현, 2001).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는 참여자들은 매력적인 스타일과 남의 시선
을 끌기 위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송정선, 2003). 이러한 영
향으로 이들은 스트리트 패션의 선구자가 되어왔다. 이들은 패션을 통하여 금
기되어 있던 문화 대한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추구하며, 획일화된 대량 생산체
제에서의 의류의 동일성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실용성의 강조하고 있다(송은호, 2004). 이러한 현상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만의 독특한 패션문화를 만들어 갔다. 따라서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제
품 생산 및 유통업계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태도나 소비자의 특성
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 스포
츠의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다(김용만, 1996).

2. 연구의 필요성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를 구매하기 위해여 구매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구매 행동과 같은 인간이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사고 과정을 통하여 이루
어졌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과정을 알기 위하여 많은 가설과 연구
들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델(Fishbein, 1963)을 바탕으로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더 발전된 태도행동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구매의도 및 구매 행동까지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제품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속성과 주관적 규범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고려한다는 이론으로 제품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여러 연구자들
에게 지지되며 사용되어 오고 있다(이철영·홍정민, 2002). 이후 추가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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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행동통제력이란 변수를 추가하여 구매 의도를 파악한 계획적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Ajzen, 1985)도 설득력을 갖고 여러 연
구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아
직까지 국내에서는 비주류 스포츠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성상 일부 인기 있는
종목인 스노보드와 인라인 스케이트 등에 한정되어 연구되어졌다. 익스트림 스
포츠 실태 및 활성화 방안(김선희, 2001), 익스트림 스포츠의 현황과 마케팅 방
향(김창호, 2001), 익스트림 스포츠 현황과 과제(정창수, 2003),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자의 인지된 기량 및 몰입경험과 소비자 구매성향의 관계(손승범·홍
석표, 2006), 익스트림 스포츠 용품 업체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윤준호·
조한범, 2006),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자의 인지된 기량과 소비자 구매성향의
관계에 관한 관여도의 중재효과(손승범, 2008) 등이 여러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며 이에 대한 학술
적·실무적안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구
매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
매의도에 관한 연구(송정선, 2003; 손승범, 2008; 손승범·홍석표, 2006)가 이루
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스노보드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제품의 속성에 대한 신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제품의 속성
이외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을 모두 고
려하여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를 포함한 여러 용품의 구매의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에 대한 구매 동기와 개인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체
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 스포츠의류 제조업체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용품)에 대한 시장 확대 전략
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술적으로는 태도-행동이론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
자의 소비 행동을 분석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이 스포츠의류를 구입시 어떤 요소들
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구매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매 의도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스포츠의류 제조사에게 표적
시장에 선보일 제품을 계획, 개발 및 구현할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Need)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를 기획하며 상품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이재진, 2000). 이러한 상품 기획단계에서는 소비자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며, 이때 제품 구매의도, 라이프스타일, 구매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있다(송정선,
2003). 이러한 분석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세부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제품 속성, 규범에 대한 신념, 통제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속성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특성상 자유를 추구하고 독특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태도-행동이론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의 구매행동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여러 연구들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나 제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모두 고려
한 연구가 없었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판매시 소
비자의 특성에 맞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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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익스트림 스포츠

1) 익스트림 스포츠의 개념

익스트림 스포츠란 젊은 층이 주를 이르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또는 스
포츠 문화로 도전과 창의적 행위를 통하여 자연, 생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
는 모험적인 스포츠이다(박동규·김병호·정기홍, 2008).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 청소년 놀이 문화인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등과 같은 모험
적인 스포츠로, BMX(Bicycle Motor Cross)를 비롯해 인라인 스케이트,

스포

츠 클라이밍, 번지점프, 트라이에슬론 등이 있다. 하지만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
의 대표적인 3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 BMX, 인라인 스케이트를 꼽는다(정기창,
2005). 손승범(1999)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스
포츠를 뜻하며, X-game, 모험스포츠(risk sports) 또는 극복스포츠(conquest
sports)라고도 불린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스릴을 즐김으로써 몰입을 통해 단시간 안에 스트레
스를 풀어주는 특징이 있다(안정옥, 2002). 또한 이들은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
하고 자신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점들이 매력

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성인층, 가족단위까지 다양
하고 광범위 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송재헌, 2000).

5

2) 익스트림 스포츠의 발전

익스트림 스포츠는 1950년대 미국의 서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송정선,
2003). 이는 1970년대에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의 인기로 이어지면서 도
시 청소년들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았다(김희진·육종술, 2006). 익스트림 스포
츠가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보급되면서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방송인
ESPN이 1995년에 ‘X-Game’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Mark & George,
1999). 이 방송은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나로 묶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방송은 1995년에
여름 X-Game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겨울 X-Game을 중계에 포함 시켰다.
이로써 매년 2회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 제 1회 여름 X-Game은
약 198,000명의 관중이 관람하였고, 2002년에는 310,810명, 2003년에는
412,673명으로 매년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다(정기창, 2005). 2013년 현재
ESPN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서핑, 스키, BMX, 스노우모빌, Moto-X &
Rally의 경기를 중계하고 있으며, 약 180여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일부 종목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
로 채택되었다. 프리스타일 스키의 경우 1988년에는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모굴스키가, 1994
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에어리얼 스키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스키크로스
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스키 하프파이프가
새로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노보드의 경우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대회전과 하프파이프 경기가 치러졌으며,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패러렐
대회전,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는 스노보드 크로스,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슬로프 스타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하계 종목의 경우 1996년 애틀랜
타 올림픽에서 MTB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BMX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
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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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나날이 인기를 끌며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2005년 6%에서 2013년 17%로 많은 사람들
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한국갤럽, 2013). 또한 각종 장비의 발
달로 인하여 새로운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로 볼 때 향후 익스트림 스포츠의 종류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육종술, 2006). 이와 더불어 익스트림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이 확대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지출도 늘어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3) 구분 및 종류

많은 연구자에 따라 익스트림 스포츠는 정의되어지고 구분되어 졌다. 계절
별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며 여름에 즐기는 종목이 겨울에 즐기는 종목에 비하여
그 종류가 더 많다(정기창, 2005). 하지만 스포츠 장비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연
구·개발하고 시도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만들기 때문에
그 종목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절별·경기방식별·장소별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장소별 행하여지는 종목
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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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익스트림 스포츠 구분 및 종류
Location

Water

Family
Motorised
watersports
Wind-powered
watersports
Wave /
water-powered
watersports
Muscle-powered
watersports
Diving

Air

Air sports
Motorised
land sports

Land

Species
Water-skiing, Ribbing, Wakeboarding, Jet skiing,
Powerboat racing
Windsurfing, Dinghy sailing, Cruiser sailing, Yachting

Mutants
Barefoot waterski jumping
Speed sailing, Endurance sailing, Trifoiling,
Ocean yacht racing, Kitesurfing

Body boarding, Surfing, Rafting

-

Canoeing, Kayaking, Dragon boating
SCUBA diving, Free diving, Deep water diving
Hang-gliding, Parachuting, Microlighting, Gliding,
Paragliding
4x4 driving, Enduro biking, Motocross, Rally driving,
Quad biking

Canoe polo, Play canoeing, Whitewater kayaking,
Open
water
swimming,
Deep
water
swimming,
Snorkelling, Underwater hockey
High wire, Ski flying, Soaring, Air chair, Para bungee,
Heli-bungee, Hot air balloon epics
-

Non-motorised
land sports

Skateboarding, Snowboarding, Land yachting, Street luge,
In-line skating

Ice yachting, Ice sailing, Mountainboarding, Sandboarding,
Speed skiing, Barefoot snowskiing, Parachute skiing,
Mono skiing, Extreme skiing

Climbing

High-altitude mountaineering, Solo climbing, Ice climbing,
Indoor climbing,
Sport climbing, Abseiling, Sea-level
traversing, Bouldering, Coasteering, Rock climbing

BASE Jumping(buildings, earth, span, antenna tower),
Extreme ironing

Caving

Pot-holing, Mine exploration

Cycling

Trail riding, Downhill riding, BMX

Speed biking, Bicycle polo, Bicycle stunt

Orienteering, Gorge walking, Canyoning, Bungee jumping,
Rope courses, Parakarting

Ultra marathoning, Ultimate fighting

Other land-based
activities

-

출처: Alan Tomlinson, Neil Ravenscroft, Belinda Wheaton & Paul Gilchrist , 2005; Keeling, 2003; Rinehart, 2000; Ander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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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선행연구

익스트림 스포츠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 중 대부분이 익스
트림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와 참여자의 특성,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착용실태
및 개발방향 재시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와 관
련된 연구의 경우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서핑 등 수중 종목에서 입는 래시
가드의 구입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디자인, 기능성, 품질, 가격, 색상, 소
재, 사이즈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력별로 20대에서는 가격과 색상이,
30대에서는 기능성과 가격 및 품질이, 40대 이상에서는 기능성과 품질이 래시
가드 구입시 타 요인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윤율겸·이명희, 2011). 동계익스트
림 스포츠인 스노보드복의 경우 색상, 핏(실루엣), 보온성, 패턴(프린트·무늬)의
순으로 구매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스노보드 참여자들은 보온성을
제외한 기능적 요소보다 디자인 요소를 더 우선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은·최혜선·김은경, 2011).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인 스노보드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노보더의 중심
적 가치로는 도전정신과 자유정신이 있으며, 남들과 차별화된 개성을 추구하길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유명선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원하며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
에 대한 몰입성이 높았고, 유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개성적인 타일을
추구하였다. 자기 과시 욕구도 높아 갤러리 또는 초보자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
고 노력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황성진·송은호, 2006).
손승범과 홍석표(2006)의 연구에서는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모굴 스키, 스
노보드) 참가자의 구매성향을 알아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과 구매성향에 있어서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브랜드나 매장에 대
한 충성도가 높으며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몰입이 강해질수록 장비 구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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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지기량이 높을수록 몰입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 구매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스노보드 데크의 제품 속성에 따른 만족도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는 제품의 속성을 주관적/객관적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제품 속성
에는 ‘차별성, 유행성, 실용성, 개성’이 있고, 객관적 제품 속성에는 ‘가격, 브랜
드, 색상, 디자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차별성, 개성, 브랜드, 색상
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박혜영·조태수·문선호, 2012).

2. 태도-행동이론

예전부터 인간의 행위-태도의 관계를 알기 위해 많은 연구되어 왔다. 즉,
어떠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도 사용되었다. 인간의 행동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모형(the motivational model; MM)(Davis et al .,
1992), C-TAM-TPB(the combined TAM and TPB)(Taylor & Todd, 1995),
혁신확산이론(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Moore & Benbasat,
1991), 사회인지이론(the social cognitive theory; SCT)(Bandura,1986;
Compeau & Higgins, 1995), 통합기술수용 및 이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Venkatesh et al., 2003)등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박영아·현용호, 201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지는 Fishbein의 다속
성태도모델과 이 이론에 다른 고려 요소들을 추가한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0

1)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Fishbein’s Model)

다속성태도모델(multi-attribute attitude model)이란 개인이 특정 브랜드
나 제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모델로써, 이러한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평가기준이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태도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관한 연구는 로제버그모델
(Rosenberg

Model)과

The

Adequancy

Importance

Model(Belief

-

Importance Model), 이상점모델(Idea-Point Model), Fishbein의 모델을 변형
한 Ahtola의 다속성태도모델(Vector Model) 등이 있다.
하지만 태도를 설명한 여러 연구 중에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높은 설득력이 갖고 있다(이철영·홍정민, 2002). 이 이론은 어떠
한 상품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의 강도(Belief strength)와 소비자의 평가
(Evaluation of beliefs)를 고려하여 이에 따라서 구매의도 및 구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Fishbein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특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의 강도(bi)와 특정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ei)의
함수로 개념화 시켰다. 이는 다음의 <식 1>과 같다.

식 1.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



 

 ∙ 









: 대상에 대한 태도



: 속성 i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 강도(Belief strength)



: 속성 i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Evaluation of beliefs)



: 고려되는 중요한 속성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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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
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떻게 소비자의 태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 가장 설
득력을 갖는 이론이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이다(박승한·
최철재, 2005). 이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은 자신의 지식
또는 경험과 같은 인지적 작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노출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즉, 소비자는 직접 겪은 경험 혹은 외부로부
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제품 속성들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이를 고려하여 제품
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에서는 모든 신념이 태도를 결
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일부만이 기억으로부터 활성화되
어 사용되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 중 보다 더 중
요하다고 여기는 일부 부각적 신념들(salient beliefs)을 바탕으로 태도가 형성
된다고 한다(하유진·이태숙·허준, 2008; Ajzen & Fishbein, 1980).
이 모델은 제품에 대한 태도는 제품의 중요한 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이 신념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스포츠의류 구매시 디자인과 기능성을 중요한 제품의 속성으로 생각
하였다면, 특정 스포츠브랜드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그 디자인과 기능
성에 대한 신념(즉, 얼마나 디자인이 멋지고 기능성이 좋은가 또는 그렇지 않
은가에 대한 신념)과 이들에 대한 평가(얼마나 세련된 디자인이며 기능성이 좋
은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이철영, 홍정민, 2002). 다
시 말해, 행동에 대한 태도란 행동 신념과 평가 결과의 강도에 따른 결과로써,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긍정적), ‘나쁜지’(부정적), 그리고 그 행동을 하
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을 뜻하며, 이
는 어떤 주어진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모습으로 반
응하도록 학습된 요인을 의미한다(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Fishbein &
Ajzen, 1975).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행동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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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더욱 커질 것이
다. 태도는 자신을 포함하는 인간 또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평가
로 인간의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Michael & R. Solomon, 1999).

2)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이렇게 개발된 다속성태도모델에 대해 Fishbein과 Ajzen은 인지적 학습이
론에 바탕을 둔 태도모형이 행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그다지 좋지 않음
을 인지하고 합리적 행동이론을 토대로 하여 초기 다속성태도모형을 수정하여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확장된 Fishbein 모형(Extended Fishbein Model)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이
이론을 통하여 실제 구매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이론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진 전통적인 외부변수(인구통계학적 특징, 목표
에 대한 태도, 개인적인 특징 등)에 내부적,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추가하였으
며, 여러 학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연구에서 공통적인 참고기준
으로 사용되었다(강길환·김도백·오종철, 2012).

(1) 합리적 행동이론의 개요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행동에 대한 태도보
다 행동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Norman

& Smith,

1995). 이 이론은 <그림 1>과 같이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Bi)를 행동
(behavior: B)을 예측하기 위하여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A)와 주관적 규범(SN)
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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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그림 1> 합리적 행동이론의 흐름도

행동의도와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행동의도와 행동 측정치가
대상(target), 상황(context), 행동(action)과 시간(time) 등 여러 요소의 관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즉, 두 변수 사이 구체성 정도(level of specificity)가 높아야
한다. 둘째, 행동의도와 행동 측정간 행동의도가 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한 가
운데 변하지 않아야 한다. 행동의도는 항상 안정성을 유지하지는 않으므로 행
동의도가 변할 경우 미래의 행동을 잘 예측하는데 오류가 생기기 쉽다. 그러므
로 보다 정확한 행도예측을 위해, 연구자는 행동의도와 행동의 측정 간 시간차
(time interval)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연구 대상의 행동은 개인 의지
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위의 세 가
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행동의도를 통해 행동을 더 정확히 예측 가능
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배병렬, 1994; 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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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고려하여 행동 및 행동의도를 설명한다.
첫째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A)로서 이는 구매행동과 같은 특정한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 정도를 나타낸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 결과가 일어난다는 신념과 그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의 곱으로 나타낸다. 두 번째 요인은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 SN)으로 개인이 특정 행동함에 있어 그 행동에 대한 사
회적 압력, 즉 수행 또는 수행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한 지각·동조의 정도를 의
미하다(한덕웅·이민규, 2001).
구매행동이란 의사 결정시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 또
는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 처분하는데 수반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이태원·정지윤, 2012).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룰 의복구매행동이란 의류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의미한다(임숙자, 1992). 의류소비자는 사회문화
적 환경요인과 개인의 욕구로서 생겨난 동기유발로 인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지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정보 검색, 평가,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제품
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의복 구매행동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 번의 구매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러 한다(이태원·정지윤, 2012; 이
규평, 2002).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토대로 인간은 상대적 중요도를 결
정하고 이는 구매의도 및 구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신념(언어화된 의견), 태도(행동수행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와 특정 행동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 행동결정에서 의
도 사이의 함수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행동은 신념, 태도, 의도를 통해 예측
할 수 있으며, 행동변화의 노력은 개인의 신념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신념의 변화에 따라 태도, 규범, 행동의도 및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확장된 Fishbein 이론(Extended Fishbein’s Model)이라고도 불리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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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사회심리학,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진 모델로, 의식적으로 의도된 행동의 결정 요인
에 관한 것이다(구순이, 2000; Sheppard, Hartwick & Warshaw, 1988).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들이 갖고있는 정보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체계적인 사고과정을 통하여 행동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합리적 행동이론과 기존의 다속성태도모델과의 차이점은 크게 3가지가 있
다. 첫째로, 특정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그 태도는 행동으
로 연결 된다는 태도의 현저성(attitude specificity) 원칙을 설명하였다(김명소·
한영석, 2001; Hoyer & MacInnis, 1997). 둘째, 대상에 대한 행동은 자신의
편익 추구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지는 편익
이 클수록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설명할 때
주관적 규범이란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규범식 신념과
순응동기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규범적 신념은 준거인 또는 준거집단이 자신
의 행동에 대해 부정 또는 긍정적인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개인 생각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국산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를 구입하고 싶지만 스포츠
동호인이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순응동기가 크다면 국산 스포츠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지 않을 것
이며, 그러하지 않다면 그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이철영·홍정민, 2002).
이렇게 보완된 합리적 행동 모델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시 행
동에 대한 태도(Attitude)와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으로 측정하여 행동
을 예측하며,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동기인 순응 동기에 의해서도 행동에 변화
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가중치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한금선, 1994). 이 모델은 기존의 태도측정방법인 다속성태도모델과는 디르게
행동에 대한 태도 이외에 사회적 요인인인 규범적 신념을 추가하였으며 행동과
태도의 관계 일치성도 높아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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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1994). 이후 Fishbein과

Ajzen(1975)의 기본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수정과 확장되어 제시되어 왔다. 태도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발견되었고(Bentler and Speckart 1981; Bonfield 1974; Manstead,
Proffitt & Smart 1983), 다른 연구에서는 태도의 질(attitudinal qualities)이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Fazio and zanna,
1978). 또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구도 이루어졌다(구순이, 2000; Bagozzi & Yi 1989;
Bagozzi, Yi & Baumgartner, 1990).
Ajzen(1985)이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독립적인 결정요인인 지각된 행동통
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발전되기 전까지 태도-행동 이론 분야에
서 지배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김명소·한영석, 2001; Norman

& Smith,

1995). 하지만 Sheppard, Hartwick과 Warshaw(1988)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의 설득력에 영향을 끼치는
조정변수로 첫째는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행동 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라는 점, 둘째로 합리적 행동이론은 여러 가지 대안 행동 중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개인이 어떤 목
표에 대한 수행 또는 성취가능 의도를 측정 할 때 설명력이 높다고 하였다. 즉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특정 성과에 대한 추측보다 의도를
더 정확히 예측하며, 상황별 설명력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이론로 밝혀졌다(김홍범·윤진영·이재형, 2012; 이학식·김영, 2000).
합리적 행동이론은 다음의 과정과 전제를 하에 일어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특정 상황이 주어지면 마
지막에는 의도에 의하여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행동적 의도는 어떠한
행동을 즉시 실행시키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은 의도에 의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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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어진다. 또한 행동의 변화는 신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태도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한금선, 1994).
소비자의 행동을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입하였을 때 인간의 다른 사회적
행동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며, 제품 구매는 그 제품 에 대한 구매의도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여러 가지의 경쟁 상표 중 특정한 상
표를 선택하는 현상은 그 상표에 대한 구매의도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초
기의 다속성태도모델은 구매의도가 제품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
고 있으나,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는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Fishbein은 행동의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태
도를 제품에 대한 태도로 바꾸어 측정하는 것으로 이론을 수정하였다. 또한 추
가 변수로서 가족, 동료와 같은 준거인 및 준거 집단의 규범도 포함하였다. 이
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자신이 그 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준거인 또는 준거 집단이 그 제품 구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한 척도로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택, 1999).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한 평가로 어떠한 행동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태
도를 가질 수 있도록 태도가 행동에 더 영향을 끼친다는 태도의 현저성 원칙을
통합하였다는 점, 사회적으로 타인으로 인한 규범적 영향을 반연한 점,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을 행하려는 자의 의지를 포함시킨 점과 같은 장점들이 있기 때
문에 태도-행동의 일관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강길
환·김도백·오종철, 2012; Hoyer & MacInnis, 1997).
이처럼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이론은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의 태도가 왜 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못하
고 있다(Sheppard, Hartwick & Warshaw, 1988). 이는 개인의 통제능력이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정보, 시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통제가 어려울 경

18

우에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박진경, 2011).
또한 개인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Fishbein & Ajzen, 197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통제력이 존재하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주관적
규범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김재휘, 2013).

(2) 태도(A)

태도(Attitude; A)란,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일관적인 호의 또는 비호
의적인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되지만, 합리적 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
도는 특정 대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 주관적인 면
이 강하다고 설명 할 수 있다(김홍범·윤진영·이재형, 2012; 이학식·안광호·하영
원, 2007). 확장 전의 다속성태도모델과 같이 태도는 몇 가지의 부각적 신념을
기초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에서 태도가
상표와 관련된 신념이라면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상표구매(행동)와 관련된 신
념이다(하유진·이태숙·허준, 2008).
태도는 학습된 내현적 반응으로 그 강도의 차이가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하
여 의현적 반응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하나의 개념에 대한 평가를 의
미한다. 이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이것은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중성적일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반응은 학습에 의해 변
화하고, 행동 영향을 미치며, 특정 대상에 대해 좋은 감정 혹은 나쁜 감정을
나타내는 선호적 특성이 있다(한금선, 1994).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
정할 시 행동에 대한 태도의 호감도가 높을수록 그 행동 의도는 더욱 커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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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인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로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 또는 계획을 의미하기도 하며, 타인에
게 어떠한 행동을 행하기를 추천하는 추천의사도 포함한다(김동균·고인곤,
2010; 김성철, 2008; 문윤택, 2007).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델의 대상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object; Ao) 대신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act)를
행동과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태도-행동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견해는 다수의 후속연구들에 의하여 실증
적으로 지지되었다(e.g., Bentler & Speckart 1979, 1981; Bonfield, 1974 ;
Davidson

&

jaccard,

1979 ; Manstead,

Proffitt

&

Smart,

1983;

Zuckerman & Reis, 1978). 특정 행동에 대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는 행
동 신념과 평가 결과의 강도에 따른 결과이다(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특
정 상품을 구매, 상용하는데 대한 태도는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의 식과
같으나, 이를 상품 구매에 적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
도(Aact)는 아래의 <식 3>으로 나타낸다.
식3. 행동에 대한 태도



 

 ∙ 









: 대상에 대한 태도(특정 상품을 구매, 사용하는데 대한 태도)



: 행동이 결과 i로 이를 것으로 믿는 신념(고려중인 상품이 바라는 속성 유무에
대한 개인평가)



: 결과 i에 대한 개인의 평가(특정 상품 속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속성 중요성의 정도)



: 신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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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위적 신념(belief about the behavior: bi)은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과 가져온 결과의 평가로 인간은 행위의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행동의 결과가 나쁘면 그 행동에 대해 나쁜 태
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나타나는 태도는 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기인하며 태도는 인간의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
어하는지에 대한 정도의 지표가 된다(한금선, 1994).

(3) 주관적 규범(SN)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준거인 또는 준거집단이 자신이 행하려
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
를 의미한다(하유진·이태숙·허준, 2008; Ajzen, 1991).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특정 준거집단 또는 준거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지각과 이를 순응하려는
개인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한금선, 1994).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주관적 규
범이 높을수록 그 행동을 행하려는 의도는 높아지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
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대하여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히고 있으며, 이는 준거인이나 준거집단이 개인의 인지하는 예상
과, 그 예상을 따르려는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희서·노시
평·김은희, 2007).
식4. 주관적 규범



 

  ∙ 









: 주관적 규범(행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관적 생각)

 

: 규범적 신념(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기대한 것으로 믿는 정도)

  : 순응동기(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정도)


: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인 또는 준거집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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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은 어떤 상황하에서 타인이 개인에
대하여 갖는 기대를 말한다. 이는 특정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기대
를 의미하는 점에서 사회적 규범과 다르다. 또한 개인이 이러한 규범에 순응하
려는 동기의 정도에 따라서도 규범적 신념이 행동을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금선, 1994). 주관적 규범은 위의 <식 4>로 표현되며, 이는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중요 준거집단
의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인 규범적 신념과 행동 주체가 준거 집단의 의견
에 얼마나 순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순응동기를 곱한 결과들의 총합으로
평가된다(박영아·현용호, 2013; 김명소·한영석, 2001).

3) 계획적 행동이론

출처: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재구성
<그림 2> 계획적 행동이론의 흐름도

22

위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jzen(1985)는 행
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지각된

행동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을 <그림 2>와 같이 추가하였다. 즉, 제품에 대한
태도(A), 주관적 규범(SN)과 지각된 행동통제력(PBC)에 의하여 행동의도 및 행
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라고 불린다.
이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추가적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력(PBC)을 추가
하여 행동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였다. 여기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있다. 외적인 요소란 시간, 경제사정(돈) 그리
고 물질적 자원을 의미하며, 내적인 요소는 자신감(self-confidence)이나 자아
능력(self-efficacy)을 뜻한다(Ajzen, 1991).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어떠한 행
동을 수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Taylor & Todd, 1995). 또한 더 많은 자
원을 갖고 자신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행동에 대하여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크다(Ajzen, 1991). 이러한 지각된 통제는 통제적 신념에 대한 중요성(Ck)와
통제적 신념에 대한 중요선(Pk)로 수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식 5>
과 같다.

식 5. 지각된 행동통제력



 

 ∙ 







 : 지각된 행동통제력(특정 행동 수행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요인)


: 통제적 신념(행동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하게 하는 외적요소 및 내적 요소)



: 통제적 신념에 대한 중요성의 가중치



: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적 신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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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zen & Madden(1986)과 Robert(1993)의 연구 등 여러 연구에서 계획
적 행동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행동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Ajzen(1985)는 인간의 간단한 행동을 예측할 시에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유용하지만, 능력, 자원, 기회 또는 기술 등이 필요한 행동을 예측
할 시에는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
다. 이후 계획적 행동이론과 관련하여 실증 연구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연구 결
과들을 제시하여 그의 연구가 전반적으로 잘 지지되는 것을 증명하였다(Ajzen,
1991).

3.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케팅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
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김용준·김진우, 1996). 선행연구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이의 상위 개념인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스포츠의류

스포츠의류는 스포츠 활동시 입는 복장으로 스포츠 캐주얼의류의 정식명칭
이기도 한다. 현재 스포츠의류는 스포츠 종목 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형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스포츠의류의 속성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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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의류의 발전 및 구분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한 스포츠의류는 수영,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활
용을 위한 액티브 스포츠의류와 여가복의 개념으로 스포츠를 관람하기 입기 시
작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의류의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1960년대
접어들면서 스포츠의류에 근간을 두고 패션성을 강조한 새로운 개념들의 의상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의류에 요구되는 기능은 형태적 기능, 운동기능적 기능, 생리적 기
능, 심리적 기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캐주얼의류에서 기대하는
특성이기도 하다(이인성·이상영·김태희, 2006).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가가
10~30대의 젊은 층으로 캐주얼의류와 함께 이들의 특성을 공유한다.
표 2. 스포츠의류의 구분
구분

Performance
Sports Wear

Basic Sports Wear

Sports-related
leisure wear

Sports-related
fashion clothing

소비자의
요구수준

안정성과 활동성

활동성과 기능성

스포츠 활동과
연상되는 이미지와
디자인

유행을 고려한
디자인

기술과
디자인
혁신 요소

고기능성의
소재기술과 디자인
기술

완화된 소재
기능성에
저렴한 가격,
운동성을 고려한
디자인

라이프스타일과
연관된 디자인 개발,
브랜드와 스폰서쉽
강화

패션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능적 디자인
고려

디자인
key factor

완벽한 기능성

활동성과 가격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디자인 유행성

사례

전신 속도복인
스위프트 슈트
(swift suit)

쿨링시스템 축구
유니폼

간편 트레이닝복과
의복, 액세서리

스트리트 패션제품

고 가격대

중 가격대

중 가격대

넓은 가격대

낮은 편

중간(성장 중)

중간(성장 중)

높은 편

가격대
시장규모

출처: 방신웅 외 13명(2005). 스포츠·레저섬유산업의 발전 전략.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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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의류 시장은 위의 <표 2>와 같이 퍼포먼스 스포츠의류, 베이직
스포츠의류, 스포츠와 관련된 레져의류, 스포츠와 관련된 패션의류로 구분된다.
퍼포먼스 스포츠의류(Performance sports wear)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중시하
며 스포츠 퍼포먼스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새로운 의류 디자인
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베이직 스포츠의류(Basic
sports wear)는 전문적 기능성 스포츠의류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지만, 스타
일면에서 고급스러움을 중시하였다. 스포츠와 관련된 레져의류(Sports-related
leisure wear)는 주로 일상 생활간 착용할 수 있는 의류로서 기능성 스포츠의
류 섬유를 사용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저렴하다. 스포츠와 관련된
패션 의류(Sports-related fashion clothing)는 현대 스포츠의류와 레저의류의
신소재들과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시킨 모든 의류를 일컫는 것으로, 뛰어난 디
자인으로 스포츠 의류 동향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이의정·백천의, 2008).

(2) 스포츠의류의 주요 속성 및 구매의도 관련 규범

일반적으로 제품 속성은 내재적(본질적) 속성과 외재적(부수적) 속성으로 분
류되며 내재적 속성은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외재적 속성은 그 외
의 제품의 속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류의 색상, 디자인, 크기 등은
내재적 속성이고, 외재적 속성에는 브랜드명, 품질보증기간, 가격수준, 원산지
가 있다(김동균·고인곤, 2010). 속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주관적
보상 또는 긍정적인 기대 수준을 추구혜택(benefit)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복의
속성 및 추구혜택은 <표 3>과 같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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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복 속성 및 추구혜택
연구자
고애란, 홍의숙
(1995)
임경복
(1998)
류은정, 임숙자
(1998)
전민지, 오희선, 김지원
(2012)
고애란
(1994)
이승희, 임숙자
(1998)
조원경
(2001)

속성 및 추구혜택
브랜드 가치, 심미성·유행성, 활동성, 편의서, 경제성, 품질
브랜드 지향, 유행, 개성, 경제성, 편의성
기능적(편이성, 품질추구, 실용성, 경제성), 심리적 (표현적
거움, 개성·매력추구, 상표가치구주, 어울림, 사회적 인정)

즐

관심도, 과시욕, 브랜드, 가격, 실용성, 개성
내재적(색상, 직물, 바느질, 디자인), 외재적(가격, 상표명)
스타일, 어울림, 색상, 소재
디자인, 색상, A/S, 기능성, 착용감

출처: 이현경·이명희(2004), ‘소비자 가치와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및 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재인용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
였다. 이창민 외(2003)의 연구에서 스키용품 구매행동시 고려를 하는 요인으로
‘가격, 디자인·색상, 실용성·편리함, 제조회사·상표, 유행’을 들고 있다. 또한 김
영석(2012)의 연구에서는 제품디자인 평가의 6가지 요소인 ‘민감성, 감성, 편의
성,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이 제품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민감성을 제외한 5가지 요소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스포츠 용
품에 내제된 브랜드 개성과 소비자 태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 요
인으로 ‘진실함, 흥미로움, 능력, 세련됨, 강건함’을 측정하였다(이학래·최덕환,
2001). 실버소비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실버 소비자들은 스포츠레저
용품 구매 결정요인 조사시 ‘가격, 디자인·색상, 실용성·편리함, 제조회사·상표’
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성훈·최덕환, 2003). 대학생의 스포츠의류
구매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패션 및 가격
요인이 구매요인으로 작용하며, 남학생의 경우 브랜드 요인이 여성보다 구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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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김기한, 2005). 스포츠 소비 욕구에 따른 스포츠 의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포츠 소비 욕구의 요인으로 편안함·실용성 추구,
이상적 인상·체형 향상 추구, 개성 추구, 최신 유행·과시 추구, 편안함 추구를
도출하였다(조선명·고애란, 2008).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2)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속성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는 스노보드, 서핑, 스케이트보드 등의 위험요소가 따
르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시 입는 옷이다.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
은 스피드와 고난이도 기술로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특성과 쇼맨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거있는 의류가 관중 또는 동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쓴다(송정선, 2003). 따라서 이들은 남들과 달라 보이기를 원
하며,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그들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높은 자기 과
시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황선진·송은호, 2006) .자신의 익스트림 스
포츠 장비와 어울리는 모자와 백팩, 프린트 티셔츠, 후드티, 신발, 선글라스, 액
세서리 등을 착용하며 다양한 패션을 입는다(섬유저널, 1997). 위와 같이 다양
한 속성이 제품 구매의도와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성·디자인·색상·개성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는 남들과는 차별화되고 화려하게 보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일상생활에서의 해방, 반사회적
행위의 표출과 같은 자유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황선진·송은호, 2006). 이
를 익스트림 스포츠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 이들이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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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같다.
스포츠와 관련한 길거리 문화는 1950년대 미국의 스포츠와 레져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났으며 이는 서퍼들(surfer)로부터 시작되었다. 서퍼들에게 서핑은
현실도피 수단이었으며, 자기자신과 자연이 동화될 수 있는 매개였다. 이들이
착용한 헐렁한 반바지와 티셔츠, 슬리퍼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르
러한 문화는 거리의 스케이터(Skaters)에게로 이어졌다(Polhemus, 1994). 10
대들은 이러한 자유분방함을 스케이트보드를 통하여 거리에 표출했으며, 공공
장소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다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그들의 패션은
서퍼들과 매우 흡사하여, 바지통이 넓은 배기(baggy)팬츠, 화려한 그래픽이 그
려진 티셔츠를 착용하였다(임은혁, 2002)
1990년대는 80년대 말부터 랩과 브레이크 댄스를 즐겨 추는 청소년 하위문
화 집단의 힙합(hip-hop)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들이 착용한 대표적
의류는 헐렁한 배기진(baggy jeans), 양쪽 허벅지에 주머니가 달린 카고 팬츠
(cargo pants), 지퍼로 여밈이 가능한 가디건, 트랙 슈트(track suit),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점퍼, 허리부분에 고무밴드 또는 끈을 묶을 수 있는 바지 등이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거리농구가 인기를 끌면서

무릎 길이의 헐렁한 버

뮤다 팬츠가 인기를 끌었고, 액티브 스포츠의류는 원래의 스타일 그대로 유지
혹은 변형된 형태로 일상복 또는 통학복으로 유행하였다. 이러한 힙합패션은
개성을

추구하고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TPO(Time, Place, Occasion)의 개념과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
은 액티브 스포츠의류와 스포츠 유니폼 형태의 스타일을 좋아하였으며, 기존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착장형태를 벗어나 자유로운 착장형태를 보여주었다(이지
현, 정은숙 1999).
이처럼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 및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차별을 위하여 같은 브랜드
의 옷이라도 달라보이게 입고 싶어 하며, 이는 상·하의 세트 개념보다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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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타일을 섞어 입는 코디 개념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단순 의복의 형태를
떠나 옷 입는 스타일 자체가 그들 실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여
옷을 남들과 다르고 튀게 입으면 타인의 눈에 운동능력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더욱 디자인과 컬러에 신경쓴다. 따
라서 이들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가장 먼저 디자인과 색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진, 송은호 2006). 이들은 디자인 면에 있어서 개성을 살
리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무난하고 평범한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송정선, 2003). 이는 최근 소비 형태인 다양화, 개성
화, 분산화의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성적인
소비형태보다는 단순히 좋고 싫음과 같이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
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자는 제품의 디자
인측면에 있어서 아름답고, 멋있고, 보기 좋다와 같은 충동이나 느낌과 같은
심미적 요소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와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김영석,
2012).

(2) 유행성

스포츠의류에서 유행성란 스포츠의류의 추세과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소비
자들이 많이 착용하게 될 스타일의 특성을 뜻한다(이지은, 2001). 이학래와 최
덕환(2001)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의류는 단순히 스포츠만을 하기 위한 복장이
아닌 패션의 차원에서 세련미가 크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행성은 익
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에 대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유행에 뒤처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어보길 원하는 스타
일나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
다(황성진, 송은호 2006). 또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에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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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구요인(정기창, 2005)이 작용하는 것은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유행
에 민감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기능성·실용성

스노보드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첨단 섬유
사용과 의류 디자인 및 설계에 축적된 기술이 요구된다(최혜선 외 2001;
Goldman 2001). 이러한 기술을 기능성이라고 하며, 이는 실용적 목적을 가진
작용이나 합목적성을 뜻한다(김영성, 2012).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에 많이 사용
되는 기능성 신소재는 기본적으로 방수성, 방풍성, 투습성 및 흡수·속건성, 대
전방지, 반발탄력성, 복원력, 마찰 견뢰도, 이지케어(easy-care)성, 활동성을
주요 기능으로 지닌다.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 소재는 폴
리에스테르나일론,

외에

이전에

많이

사용되지

않던

폴리플로필렌

(polyproplene), 아크릴릭(acrylic), 폴리우레탄(polyyrethane)을 비롯하여 방
탄섬유인 케블라(Kevlar) 등 여러 가지 소재로 제작되어 지고 있다. 스포츠 신
소재는 대부분 화학 섬유로 만들어지며 수 천종에 이르는 스포츠 의류용 소재
중에서도 인기를 얻는 것은 불과 서플렉스(Supplex), 고어텍스(Gore-tex), 라
이크라(lycra), 엔트란트(Enrant), 쉘러(Schoeller), 쿨맥스(Coolmax), 폴라텍
(Polartec) 등을 포함해 1백여종이다(송정선, 2003). 이런 고기능성 스포츠의류
는 프리미엄 가격대라도 약 80%가 추가 지불하여서라도 구매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은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숙,
2013; Chung, 2009). <표 4>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에 이용되는 원단의 소재
별 기능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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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능성 소재의 종류, 기능 및 특징
종류

기능 및 특징

Coolmax

듀폰의 다크론이라는 이형단면 폴리에터 화이버를 사용한 소재의 통칭, 흡수력이
낮으며 증발력이 뛰어나 항상 시원하고, 청향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 편직성이
뛰어나 세탁 후 줄지 않으며 구김이 적어 세탁 및 관리 용이.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 세탁이 용이,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큼. 필링 발생 적음.
화이버 사이의 빈 공간에 땀을 함유하여 외부로 발산. 보온 효과가 있음.

Mesh

망사 상태의 조직. 여름용 스포츠 의류의 안감으로 자주 사용.

Breath

흡습 효과와 발수가 뛰어난 소재. 엠보싱(숨 조직)이 있음.

Gore-tex

열과 약품에 강한 테프론계 수지로 가공, 표면에 다수의 구멍을 만들어 놓은 후
얇게 코팅한 투습 방수 소재.
땀의 흡수 및 발산 기능 우수. 형태의 안정성이 뛰어남.

Nylon

폴리아미드계 섬유에 대하여 사용되는 일반명. 최초의 합성섬유로 마찰 강도가
매우 강한 섬유. 가볍고 탄성이 뛰어나며, 잘 구겨지지 않고 신축성 우수. 흡습성
낮아 물에 젖어도 빨리 마르며 세탁 용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며 장력이 없고 차
가우며 잘 미끌어짐이 단점. 오염에 강함.

Nylex

폴리에스테르를 기모 처리 한 소재.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뛰어남.
동계용 소재로 사용.

Spandex

특양면

고무실과 같은 탄성을 갖는 탄성 섬유. 500~700의신도를 갖음

특수공법을 이용해 두껍게 직조한 면. 보온성을 높인 동계용 소재.

출처: 정현미·김지현(2005)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테크니컬 컷 디자인연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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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능성 소재가 요구되는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

스포츠의류 특성

서핑
웨이크보드

계절에 따라 슈트(Suit)를 착용하거나 반바지 스타일의 서프의류(Surf Wear) 착
용. 경우에 따라 상의는 리프(reef)와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체온
유지를 위해 자외차단(ultraviolet cut-off, UV 차단) 기능이 있는 래쉬가드
(Rashguard) 착용.

스킨스쿠버

슈트(Suit) 착용. 슈트는 기능에 따라 드리이슈트와 세미드라이슈트, 웨트슈트
로 나뉨. 웨트슈트가 스킨스쿠버복으로 널리 사용. 체온유지를 위해 보온성,
탄력성이 있어야 함.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복 착용. 흡수성이 좋아야 하며 스판덱스(혹은 라이크라) 소재
로 상·하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함. 경우에 따라 보호장구(Guard) 착용.

스포츠클라이밍

클라이밍복 착용. 상의는 상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민소매의 경우가 대부분
이며, 하의는 스판덱스(혹은 라이크라)로 옷이 홀딩에 걸리는 것을 방지.

MTB
(산악자전거)

크로스컨츄리의 경우에는 일반 사이클복 착용, 다운힐의 경우에는 보호장구
(Guard)와 전용의복을 착용.

스카이서핑
(Sky Surfing)

비행복(Jump Suit; Flying Suit) 착용.

스노보드
스키보드

스노보드복 착용. 경우에 따라 보호장구(Guard)와 전용 이너웨어 착용. 운동
기능성, 안전성, 방수성, 보온성, 투습성, 방풍성, 내구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
여 제작.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복 착용. 무릎과 팔꿈치 부분은 마찰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
사용. 경우에 따라 보호장구(Guard) 착용.

출처: 송정선(2003) ‘소비자의 트렌드 선호에 기포한 익스트림 스포츠웨어 상품기획의 모색’ 재구성

이와 같은 첨단소재들은 추위·더위, 지상·수중·공중 등 기온과 장소에 맞게
설계되며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컨디션을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소재와
기능을 달리하여 제조된다(<표 5> 참조). 추운 장소에서 활동하게 되는 방한기
능과 함께 땀 배출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며, 더운 장소에서는 체온을 낮춰주
며, 땀으로 인한 옷감김 현상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다.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
는 스포츠는 마찰견뢰도가 높은 소재가 사용되며, 저항이 적어야하는 스포츠에
는 탄력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이러한 다음의 <표 5>는 익스트림 스포츠
별로 필요한 최적화된 액티브 스포츠의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송정선,
2003).

최근 들어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으로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실

용성까지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지원 외, 2013; 성희원, 2012). 이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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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류의 구매족적인 운동복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79.1%였고, 운동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9%로 나타난 이명희와 이현경(2004)의 연구결과
와 같이 구매 목적이 운동과 일상생활을 겸하여 입을 수 있도록 실용성을 고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브랜드(제조회사·상표)

브랜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자 또는 경쟁사의 상품과 차별화를 하기
위한 이름, 디자인나 상징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고은주·윤선영, 2004;
Kotler, 1991).유행에 민감하며 자기과시 욕구가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
들은 브랜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브랜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
며, 여기에는 직수입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가 있다(송정선,
2003). 여기서 직수입 브랜드란 전문적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를 국내에 수입하
여 판매되는 브랜드를 뜻하며, 라이센스 브랜드란 해외의 스포츠의류 브랜드의
제조 기술, 상표 라이센싱을 받아 국내 기업에서 제작, 판매하는 브랜드를 뜻
한다. 내셔널 브랜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를 뜻한다. 스포츠의류의 선호
도를 연구한 결과 외국 브랜드 즉 직수입 브랜드나 라이센싱 브랜드가 국내 브
랜드인 내셔널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명희·이현경, 2004). 익스트
림 스포츠 참여자들의 경우 중급이상의

내셔널 브랜드보다 직수입브랜드의 제

품을 선호하며, 앞으로 유행할 브랜드를 미리 예상한 뒤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다고 한다(황선진·송은호, 2006).
브랜드 충성도 또는 상표 충성도는 특정 상표나 브랜드를 지속하여 구입하
는

일관성의

정도를

뜻한다(김용만,

2002).

그리고

브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은 특정한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대를 반영하며, 태도록
적·행동론적 충성도로는 해석되어지기 어려운 충성고객의 다양한 행동들을 해
석하기 유용한 개념이다(안관호·이지은·전주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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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애착은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이 관계가 강할 때 불가능과 비용을 넘어 브랜드 전향을
유도하는 장려책과 유인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재구매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충성도(loyalty)로 전화되게 된다(유성근·김근배, 2012;
Oliver, 1999). 브랜드 애착을 촉진하는 것은 헌식적이고 수익성 있는 재구매
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써(Grisaffe & Nguyen, 2011) 정서적 애착이 브랜드와
소비자를 결속하는 감정적 상태에 이르면 충성스런 브랜드 재구매로 진화한다
(유성근·김근배,

2012).

이러한

강한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입(brand

commitment)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해당 브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Miller, 1997). 익스트림 스포츠의 경우 자주 즐기는 마니아에서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성범, 홍석
표, 2006). 또한 운동 경력이 많을수록 제품 구매시 브랜드 고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이학래·최덕환, 2001).

(5) 가격

소비자의 가격지각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지각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가격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구매를
하게 되나, 가격을 고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의 가격 수용 가능성을 두고 받아들
이게 된다. 이를 가격범위라고 하며, 이 가격범위 안에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
격이 들었다고 지각하게 하면 가격 공정성이 있다고 한다(오종철, 2011; 이학
식, 2010).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선에 제품의 가격
이 형성되면 구매하게 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
가격은 나이, 몰입에 정도, 성별에 따라 태도가 달리 나타났다. 나이가 10
대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의류를 구매하는데 주저하였
고,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20대 이상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민철·이수지(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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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스포츠 용품구매시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결과를 보였다. 스키의 경우
이영기간, 스키경력, 스키 수준, 브랜드 요인과 가격이 상호관련이 있으며, 기
술 수준이 높을수록 고가의 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구매시
에도 가격요인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였다(이창민 외, 2003; 문제민, 1997). 또
한 강한 몰입성을 갖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경우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황선진·송은호, 2006). 이는 비싼 제품이 타인에게 위엄과 신망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소비자들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비싼 가격을 지
불하고 제품을 구매한다는(박상미·이은희, 2007)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이다.
다시 말해 익스트리 스포츠 참여자들은 더 멋져 보이고, 운동능력이 뛰어나 보
이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제품을 구입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황선진·송
은호, 2006). 남·녀 성별 모두에서 가격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가격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허현미,
1991).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속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표 6.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 속성 및 정의
익스트림스포츠
의류 속성

주관적
속성

객관적
속성

정 의

차별성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수준 또는 등급으로 차이 나타내는 성질

실용성

실제적으로 유용한 성질이나 특성

유행성

특정 양식이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추종되어 널리 사용되는 성질

개성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하는 고유의 특성

색상

색이 갖는 고유의 특성

기능성

쾌적기능, 건강기능, 보호기능, 물리적 기능 등의 제품의 특수한 성질
로 고기능일수록 가격이 비쌈.

디자인

제품을 그 용도와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된 형태

브랜드

제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명칭, 디자인, 기호

가격

제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

출처: 박혜영 외2명(2012), 김용숙(2013)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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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특정한 행동을 행
하거나 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지각 또는 동조 동기를
뜻한다(한덕웅·이민규, 2001).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주관적 규범은 주위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규평
(2002)의 연구에 경우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대면하는 인물들 중
에서 개인의 의견, 태도, 가치에 가장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또한 대면하는 인물 중 가장 가까운 가족은 개인에게 정치, 경제, 종교
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를 형성시켜 준다. 또
한 이들은 구매결정에 있어서 긍정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구매결정에 있어
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온라인 게임 참여의 경우에는 주위사람 / 친
구의 권유가 영향을 주며(이철영·홍정민, 2002), 켄벤션 개최지 선정시 연구자
는 행사 주최측 / 회사 내 동료 / 참가자 / 타 센터 / 컨벤션·전시 참가업체 / 협
력업체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하유진·이태숙·허준, 2008). 또한 온라인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님 / 친구 / 애인 또는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학식과 김영(2000)의 연구에서는 핸드폰 구매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규범을 중요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
해서는 내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주변인(가족, 동료,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준거집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선식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같은 가족 /
친구 및 직장동료 / 뉴스기사, 전문보고서 등의 사회적 의견을 주관적 규범으로
측정하였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는 여러 가지 주관적 규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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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선진과 송의호의 연구에선(2006)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와 관련하여 핵심구성원(동호인과 같이 충성도 높은 인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익스트림 스포츠 소비자 구매성향에 관한 연구
에서 전문 매장 / 온라인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 구매 전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전문가 또는 자신보다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동호인에게 제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손승
범·홍석표, 2006). 이들은 보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동
시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판매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호인, 전
문가의 추천 그 외의 가족과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서 주관적 규범
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집단의 영향에 의하여 주관적 규범이
형성되며 제품의 속성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여 체계적 사고 후 제품을 구매하
게 된다.

4)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행동통제력을 통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구매 의
도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외적 요소(시간, 경제사정), 내적 요소(자신
감, 자아능력)이 있다. 황선진과 송은호(2006)의 연구에서는 스노보드를 즐기는
핵심구성원(20~30세 전후)의 특징으로 3개월 정도 시즌방에 머물며 시간에 구
애 받지 않고 자신이 즐기는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었으며, 스노보드를 타기 위
하여 다른 시즌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번다고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한 시
즌 이들은 한 시즌에 200만원 이상의 돈을 스노보드에 투자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해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
는 성향이 강했다. 이처럼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시간적·경제적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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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는 한 시즌에 10회 이상 스노보드를
타는 핵심구성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스노보드복 구매시 특별
히 가격대에 민감하지 않는데 이는 동호회 및 전문 스노보드샵에서 정보를 얻
어 이미 가격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탄탄한 정보력과 제품에 대
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스노보드복을 구입하고 있다(송은호, 2003). 위의 내
용과 같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인원, 특히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은 시
간적·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며, 자신들만의 탄탄한 정보력과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의류를 구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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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제품 속성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실제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 머천다이징시 고려하여
야 할 제품의 속성과 주관적 규범, 외부 요소들을 파악하여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떠한 제품속성(차별성, 디자인, 색
상, 개성, 기능성, 실용성, 유행성, 브랜드, 가격), 주관적 규범(스노보드 동호
인, 스노보드 전문가, 가족, 친구의 추천), 지각된 행동통제력(시간적 여유, 경
제적 여유, 제품 관련 사전지식, 제품 관련 정보수집능력)을 중요시 여기는가?

[연구문제 2] Fishbein의 다속성 태도모델,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
중 어느 이론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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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제품속성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중
중요시되는 요소를 찾고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을 작성하여 앞의 세 가지 이론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 1차 조사

본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쓰여질 제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력을 알기 위하여 2014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 국내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인(서핑, 스노보드, 픽시드기어바이크, 수
상스키 및 웨이크보드)을 160명을 비(非)비례유층표집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은 인터넷 설문 프로그램인 구글 닥스(Google Docs)를 통하여 이루어졌
다. 빈도분석 및 신뢰성 요인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로 익스트림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은
13명을 제외한 총 147부의 설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원은 20~30대의 젊은 층(94.6%)으로 연 3주 이상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설문 응답자들은 24종목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원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익스트
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고려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7>,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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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차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구 분

N

%

남성

106

72.1

여성

41

27.9

20대

68

46.3

30대

71

48.3

40대

8

5.4

100미만

40

27.2

100이상 ~ 200미만

24

16.3

200이상 ~ 300미만

39

26.5

300이상 ~ 400미만

19

12.9

400이상

17

17.0

2년 미만

34

23.1

2년 이상 ∼ 4년 미만

37

25.2

4년 이상 ∼ 6년 미만

19

12.9

6년 이상 ∼ 8년 미만

13

8.8

8년 이상 ∼ 10년 미만

17

11.6

10년 이상

27

18.4

7회 미만

38

25.9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빈도

7회 이상 ∼ 14회 미만

26

17.7

(회/1년)

14회 이상 ∼ 21회 미만

10

6.8

21회 이상

73

49.7

2회 미만

74

50.3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빈도

2회 이상 ~ 4회 미만

41

27.9

(회/1년)

4회 이상 ~ 6회 미만

17

11.6

6회 이상

15

10.2

147

100.0

성

연 령

가계소득
(단위: 만원)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경력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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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차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종

N(중복 참여자 포함)

%

스노우보드

107

37.9

서핑

38

13.5

BMX or 픽시

24

8.5

웨이크보드

23

8.2

스케이트보드

21

7.4

수상스키

16

5.7

프리스타일스키

14

5.0

패러글라이딩

11

3.9

스포츠클라이밍

7

2.5

MTB

4

1.4

스쿠버다이빙

4

1.4

다이빙

1

.4

래프팅

1

.4

프리런닝

1

.4

모터크로스

1

.4

베이스점핑

1

.4

블롭점프

1

.4

익스트림 세일링

1

.4

스카이다이빙

1

.4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

1

.4

스킨스쿠버

1

.4

엔듀로 오토바이

1

.4

윈드서핑

1

.4

제트스키

1

.4

282

100.0

합

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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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은 박혜영·조태수·문선호(2012)가 스포츠의류에 부합하도록 수정
한 제품속성 설문(Hischman, 1980, Abraham-Mullrali & Litrcll,1995)과 하
유진·이태숙·허준(2008)이 연구에 사용한 주관적 규범에 설문, 지각된 행동통제
력은 남수정(2010)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총 43문항)은 익
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주요속성을 알기 위한 문항(26문항), 주관적 규범에 영향
을 미친 주변 요인에 관한 문항(5문항), 지각된 행동통제력 관련 문항(4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35문
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2. 2차 조사
2차 조사는 4가지 유형의 가상 시나리오를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하여 조사
하였다. 가상 시나리오는 1차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적용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중 참여도가 높은 스노보드복을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었다. 익스
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고려하는 제품속성 중 1차 조사로 도출된 상위 4가지
제품 속성(색상, 기능성, 실용성, 개성)에 따라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내용
은 총 44문항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8문
항), 주관적 규범(10문항), 지각된 행동통제력(8문항), 구매의도(3문항)과 스포츠
및 익스트림 스포츠 관여도(6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
간은 2014년 4월 19일 ~ 20일로 예비 설문(50부) 실시 후 구글닥스(Google
Docs)를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총 183부의 설문 중 중복표기를 한 5부
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8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빈도분석
과 신뢰성 요인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차 조사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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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차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N

%

남 성

111

62.44

여 성

67

37.6

20 대

99

55.6

30 대

69

38.8

40 대

10

5.6

100미만

49

27.5

100이상 ~ 200미만

35

19.7

200이상 ~ 300미만

57

32.0

300이상 ~ 400미만

19

10.7

400이상

18

10.1

고졸 미만

2

1.1

고졸

12

6.7

대제

16

9.0

대졸

109

61.2

석사

32

18.0

박사

7

3.9

전혀 하지 않음

23

12.9

1회 이상 ~ 10회 미만

111

62.4

10회 이상 ~ 20회 미만

33

18.5

20회 이상

11

6.2

참여하지 않음

60

33.7

1종목

55

30.9

2종목

43

24.2

3종목

12

6.7

4종목

3

1.7

5종목

5

2.8

178

100.0

성

연 령

가계소득
(단위: 만원)

최종학력

스포츠 참여빈도
(회/1월)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종목 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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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스포츠의류에 대한 태도는 제품 속성에 대한 신념(ei)과 이에 대
한 평가(bi)의 곱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제품 속성에 대한 4문항
과 이에 대한 평가 4문항을 각각 곱하여 더한 총합을 제품 속성의 수인 4로
나눈 값을 태도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규범(  ∙  )은 규범적 신념의 수인 5


로, 지각된 행동통제력( 



∙ 



)은 통제적 신념의 수인 4로 나누어 도출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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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1차 조사 결과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태도
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 지각된 행동 통제요인을 보다 정확
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설문 분석은 2차 조사에
쓰여질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부각적 속성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
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속성으로는 선행연구
를 통하여 추려낸 4가지 주관적 속성(차별성, 실용성, 유행성, 개성)과 5가지
객관적 속성(색상, 기능성, 디자인, 브랜드, 가격)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상위 4
가지 속성을 도출하였다. 각각 속성에 대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1위부터 9
위까지 도출하였으며, 이들 문항은 신뢰할만한 수준이였다(α=.784).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제품속성 평
균 및 순위는 <표 10> 같다.
표 10.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구

분

평

균

순

위

구

색

상

6.21

1

브랜드

4.58

6

기능성

5.75

2

유행성

4.17

7

실용성

5.61

3

가

격

4.09

8

개

성

5.21

4

디자인

3.71

9

차별성

4.96

5

·

·

·

Cronbach’s α 값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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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물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구

분

평 균

순

위

구

분

평

균

순

위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의 추천

4.95

1

판매자의 추천

3.21

4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인의 추천

4.35

2

가족의 추천

2.88

5

친구의 추천

4.11

3

·

·

·

Cronbach’s α 값 .757

<표 11>과 같이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을 분석한 결과(α
=.757)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인, 친구, 판매자, 가족
의 순으로 스노보드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및 동호인의 추천
을 고려하여 스노보드 장비를 구매한다는 송은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의 결과(α=.710)에서는 제품 관련 사전지식, 즉 구입하고자 하는 익스트림 스
포츠의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를 구
매하기 전에 동호회나 관련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구
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송은호, 2003).
또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는 황선진과 송은호(2006)의 연구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통제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구

분

평 균

순 위

구 분

구매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5.25

1

시간적 여유

4.62

3

구매제품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4.76

2

경제적 여유

4.54

4

Cronbach’s α 값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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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조사 결과
2차 조사의 목적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Fishbein의 다속성태
도모델(Fishbein’s Model),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도출한 상위 4가지의 제품속성(색상, 기능성,
실용성, 개성), 5가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인, 친구,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판매자, 가족), 통
제적 신념(구매제품 관련 사전지식, 구매제품 관련 정보수집능력, 시간적여유,
경제적 여유)을 분석하였다.

1) 구성개념의 타당도 분석

구성개념의 측정 변인에 대한 신뢰도 α를 산출한 결과 .663~.956로 신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쓰여진 각각의 구성개념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태도-행동이론을 검증하는데 설명력을 더하고 있다. 본 연
구의 각각의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와 평균, 표준편차, 분산에 대한 요약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구성개념

문항수

신뢰도(α)

평 균

표준편차

태도

8

.663

16.847

8.350

69.719

주관적규범

10

.858

15.962

9.308

86.642

행동통제력

8

.802

24.775

10.081

101.631

구매의도

3

.956

3.691

1.19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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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분석

구성개념간의 Pearson’s 상관계수는 보면 <표 14>와 같다. 표에서 보는바
와 같이 구성개념간의 상관은 r=-.032에서 r=.68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력(r=-.032)을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태도-주관적규범(r=.684), 태도-구매의도(r=.609), 주관적 규범구매의도(r=.599)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3 < r < .7)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구매의도는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든 구성개념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Fishbein의 다속
성태도모델,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에 사용된 예언변인(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준거변인(구매의도)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다.

표. 14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구 분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구매의도

태 도

1

·

·

·

주관적 규범

.684**

1

·

·

지각된 행동통제력

.187*

-.032

1

·

구매의도

.609**

.599**

.153*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3) 태도-행동이론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태도-행동이론인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이론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이론
들은 차례대로 태도에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이란 예언변인을 하나
씩 추가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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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태도-행동이론 비교·분석을 위한 위계적 희귀분석
Fishbein’s Model

합리적행동이론(TRA)

계획적행동이론(TPB)

구분
B

β

t

p

B

β

t

p

B

β

t

p

태도

.084

.583

8.954

.000

.048

.331

4.096

.000

.046

.321

3.870

.000

주관적규범

·

·

·

·

.049

.383

4.758

.000

.050

.389

4.790

.000

지각된
행동통제력

·

·

·

·

·

·

·

·

.005

.043

.626

.532



.419

.000

.489

.000

.490

.000

Adj  

.384

.455

.453

F 변화량

·

2.383

-1.219

  변화량

·

.070

.001

(상수)

2.998

·

3.906

.000

2.492

·

3.414

.001

2.480

·

3.391

.001

성별

-.318

-.129

-1.770

.078

-.366

-.148

-2.164

.032

-.356

-.144

-2.091

.038

나이

-.006

-.026

-.311

.756

.002

.008

.102

.919

.001

.005

.061

.951

교육수준

.017

.012

.187

.852

.019

.014

.222

.825

.014

.011

.168

.867

가계수입

-.023

-.024

-.318

.751

-.002

-.002

-.032

.974

-.002

-.002

-.028

.978

참여빈도

-.207

-.126

-1.915

.057

-.229

-.139

-2.246

.026

-.231

-.140

-2.256

.025

스포츠
관여도

.129

.164

2.112

.036

.118

.151

2.063

.041

.112

.142

1.906

.058

익스트림
스포츠관여도

-.034

-.048

-.537

.592

-.004

-.005

-.060

.952

-.012

-.017

-.193

.847

익스트림
스포츠참여도

-.014

-.014

-.167

.868

-.006

-.006

-.077

.938

-.009

-.009

-.116

.908

시나리오

-.057

-.053

-.877

.382

-.026

-.024

-.418

.676

-.028

-.026

-.454

.651

종속변수: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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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와 같이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의 41.9%를 설명하고 있다. 유의확률도 p<.001으로 유의 수준인
p<.05보다 작아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이론에 주관적 규범이라는 변인을 추가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구매의도
의 48.9%를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본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보다 설명력
이 7.0% 증가되었다. 이 이론의 유의 확률도 p<.001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β=.383, p<.001)이 태도(β=.331,
p<.001)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명소와 한영석(2001)의 온라인 구매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분석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합리적 행동이론의 예언변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
제력을 추가한 계획적 행동이론에서는 추가 변인의 유의 확률이 .532로 익스트
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
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제품 속성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
범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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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2가지의 연구문제를 갖고 익스트림 스포츠참여자가 익스트림 스
포츠의류 구매시 고려 요인과 태도-행동이론을 통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
의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의류 구매시 하나 이상의 요소를 복
합적으로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태도-행동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크게 3가지의 요인으로는
(1)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속성, (2) 주관적 규범, (3) 통제적 신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고려하는 스포츠의류 속성으로 색상,
기능성, 실용성, 개성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트렌드 선호
에 기초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상품 기획을 모색”(송전선, 2003)에 관한 연구
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노보더는 스포츠의류에 대한 태
도에서 색상을 중요시하며 개성을 살리는 디자인과 고기능성에 대하여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결과는 김성훈·최덕환
(2003), 이창민 외 4(200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에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와 동호인이 높은 영향
을 미쳤는데, 이는 송은호(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
츠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성이 좋고 기능성이 좋은 스포츠
의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신보다 먼저 제품을 접해보거나 스포츠의류
선택시 고려해야할 요소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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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쉽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통제적 신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매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과 구매제
품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김순분
(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스포츠참여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
보의 양이 많아지며, 이는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부 상통하였
다. 반면, 고성진(2010), 황선진·송은호(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익스트림 스포
츠 참여자의 경우 경제적인 요소가 통제적 신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경우 자신이 참여하고 있
는 스포츠에 대하여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적극적인 소비를 한다는 박동규
(2008), 김용숙(201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경우 Fishbein의 다속성태모델, 합리적 행동
이론은 구매의도를 일부 설명하였으나, 계획적 행동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
였다.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력(PBC)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명소·
한영석(2001), Doll & Ajzen(1990), Schifter & Ajzen(1985)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각된
행동통제력(PBC)이 행동에 유의한 영향 미지치 못하였다(Ajzen & Madden,
1986; Netemeyer, Andrews & Durvasula, 1990; Watters, 1989). 본 논문
에서는 구매의도에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에는 구매의도를 정확히 설명하
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Fishbein의 태도모델과, 합리적 행동이
론은 구매의도를 설명하였으나, 계획적 행동이론은 구매의도를 설명하지 못하
였고,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구매의도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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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스포츠의류 제조업의 내수액은 36조980억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 내수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와 같이 스포츠의류 제조업
은 스포츠 산업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
가 늘어남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매일경제,
2013. 6. 19). 소비의 증가에 따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제
조 및 판매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스트림 스포츠의류의 속성 중 색상, 기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
작하며, 스포츠전문가를 활용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쉬울 것이
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속성 중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색상, 기능성, 실용성,
개성을 타 속성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익스트림 스포
츠의류 제작시 소비자의 선호 색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다. 또
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아 고기능성의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제작하여한다고 판단
된다.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마케팅·판매 전략 수립시 구매자의 상당수가 해당
스포츠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또는 동호인의 추천을 고려하는 것
을 보아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소비자의 태도, 주관
적 규범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과 합리적 행동이론을 통하여 구
매에 대한 행동 및 주관적 규범이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반면 계획적 행동이론은 구매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소비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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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로써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 및 합리적 행동이론을 활용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념과 이에 대한 평가, 구매행동에 대한 준거인의 동의
여분에 대한 신념과 이에 순응하려는 동기를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전반적인 소비행동 특성을 토대로 설
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세 가지의 태도-행동이론으로 익스트림 스포
츠의류 구매의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태도-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소비행
동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
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행동이론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 예측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적·실무
적인 발전에 공헌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설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직접 매장을 찾거
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현실적 상황 속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제 매장, 인터넷 웹페이지와 같은 상황
을 설정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미치는 여러 심
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시각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의 시나리오는 여러 종목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닌 1
차 설문 결과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스노보드복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기에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의류를 설명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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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익스트림 참여자의 특성을
토대로 설문지가 구성되다. 이는 추후 세부 종목별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구매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10대를
제외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청소년의 구매의도는 부모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모님의 의견 또는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스포츠의류를
구매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하여 연구를 검증해 볼 필
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크게 3가지 요
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통하여 설명하려하였다. 하지만 실
제 구매행동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심리적·신체적·환경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
용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소 3가지 요인으로 모든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
쳐 구매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구매의도를 예측해야할 것이다.

4. 결론

최근에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급속도로 인기를 끌면서 극한을 즐기는 익스
트림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생소한 종목이 많을 뿐더러 기존에 비주류
스포츠로 분류되던 익스트림 스포츠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급속도로 보급
되고 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다양하고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가 국내에 소
개됨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스포츠 용품 및 의류)이 필요
하다. 이러한 급박한 사회변화 속에서 스포츠의류 관련 기업은 발빠르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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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학문적·실무적인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종목의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할 때 실질적으로 구매요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색상, 기능
성, 실용성, 개성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행성, 가격, 디자
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둘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해당 종목
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전문가 또는 동호인의 추천을 보다 더
고려하였다.
셋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시 이에 대한
사전지식을 중요시 여겼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는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
는 익스트림 스포츠 특유의 강한 몰입에 따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 따라 구매의도가 생겨난 결과일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익스트림 스포츠의류 구매의도를 예측하는데 Fishbein의 다속성태도
모델보다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설명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각된 행동통제력
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계획적 행동이론의 경우 구매의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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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Purchase Intention on
Extreme Sports wear:

Application of
Attitude-Behavior theory

Chung, Bongj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rived from a keen interest of the public in recent days,
demand for a wide variety of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outdoor activities which encourage seeking
a

thrill

are

excitements

especially
and

a

spotlighted,

sense

of

like

extreme

freewheeling

sports.

people

Great

obtain

via

overcoming physical and emotional limits of humans in such sports
turned out to be the principal source for forming a typical culture
among participants. Consequently, this fact has further progressed
to create their unique consumption pattern of participants, which
has an impulsive nature. Therefore the consumption patter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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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sports participants have been analyzed and researched in
categorical,

demographic

and

sociocultural

ways

through

the

former studies. However, the previous studies were tightly confined
to a single field of extreme sports as a subject of the matter. As a
result,

there

has

been

no

research,

meticulously

considering

consumer’s general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control in
consumption patterns.
Hence,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order to render positive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comprehending

and

anticipating

consumption patterns of the participants, when they purchase
sports ware, by analyzing ‘Three Models’(Fishbein’s multi-attribute
behavior model,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ich influence a purpose of consumption.
The research of this study has conducted 2 surveys and, from
the first survey, the factors which extreme sports players consider
when it comes to buying sports ware were deducted. With the
result of the first survey, the second survey’s questionnaire was
created and the second survey was for analyzing and comparing
information based on three factors mentioned above. The first
survey was done with 160 participants in total but 13 people were
excluded due to no experience in extreme sports. The second
survey was done with 183 participants in total but 5 people was
excluded due to inappropriate answers.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BM SPSS Statistics 21.0 was used.
First of all,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extreme sports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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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a great weight on color, function, utility and individuality when
buying sports ware. Secondly, they were sensitively affected by
advice from the specialists or accompaniers of a typical field of
sports. The third, preliminary knowledge was greatly considered by
extreme sports players when it come to buying sports wares, but
economic factor was not deeply pondered in a relative sense.
Lastly, ‘Three Models’ indicates that Theory of Reasoned Behavior
was more apt to explain the experiments than Fishbein’s model was
and purchasing intention could not be deducted from Theory of
Planned Behavior.

Keywords

: Extreme Sports, Attitude-Behavior theory,
Multi-attribute model,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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