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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

색 행동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 행동이 결과적으로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봄으로써, 사이클리스트들의 소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 시간 증대와 4대강 자전거길 개통 

등으로 인해 사이클링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클웨어를 비롯

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관련 스포

츠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한 소비자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사이클리스트들의 사이클웨

어 추구혜택과 관여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

전 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

클웨어 추구혜택을 규명해본다. 둘째 사이클웨어 관여도를 규명해본다. 셋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회원 수가 많고 회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

라인 사이클링 커뮤니티들을 선정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사이클웨어를 착용하며 사이클웨어 구입을 위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이클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총 

39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성 291명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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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은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 ∙ 기능성, 개성, 그리고 경제성 추구혜택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

여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평균값을 살펴보면 추구혜택은 편안함 · 기

능성이 가장 높았고,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더 높았다. 

둘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

상 정보를,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디자인, 색상, 브랜드 

정보를 주로 탐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

클리스트들은 가격 정보를 탐색하지 않으며,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반

대로 디자인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의 정보 탐색 행동

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가로,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정보 

탐색 행동의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과시와 편안함 ∙ 기능성

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긍정적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의복 실패 등 부정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 유형을 살펴보면,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평가적 정보 모두에 관심을 가지며, 브랜

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정보 탐색 행동에, 그리고 편안

함 ∙ 기능성 추구혜택은 평가적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하위 요인들은 

구전 효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내용 변수에서는 가

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우만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앞

서 정보 탐색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 탐색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격 정보가 사이클리스트들이 정보 탐색 시 고려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

정적인 내용 모두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보다 강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증명했듯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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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긍정적, 부정적 방향성 모두를 포함한 혼합적 

방향성이 구매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클웨어의 경우는 영화와 같은 심미

적, 쾌락적 상품처럼 긍정적 내용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

영신 외, 2002). 구전 정보의 유형의 경우에는 평가적 정보가 구전 효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역시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평가적 정보는 심미

적, 쾌락적 상품의 구매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

클웨어는 쾌락적 상품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

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다양한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

을 미쳤으며, 집단마다 조금씩 다른 추구혜택들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관련 정보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브랜드 과시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와 사

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

우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었으며, 두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도 사이클웨어을 

통해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경우에 디자인 관련 정보를 더 많

이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 정보의 경우는 의복 관여도만 높

은 집단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만 높은 집단이 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두 관여

도 모두 높은 집단은 경제성을 추구할 때는 더 관심을 가졌고, 브랜드 과시를 

추구할 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방향성과 유형은 추구혜택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정보에는 브랜드 과시 성향이 대체로 중요한 영향

을 미쳤으며, 사실적 정보에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은 경우 이상적 체형, 브

랜드 과시, 개성, 경제성 추구 등 다양한 추구혜택들이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관여도,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구전 효과 
학   번 : 2011-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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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004년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도입이 시행되면서 한국에서도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크고 작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웰빙(well-being)이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

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문태영에 따르면 스포츠의 대중화는 스포츠웨어 시

장의 규모 증가를 불러왔으며, 소비자들은 스포츠웨어를 경제 능력, 교육 수

준, 사회적 지위, 세련미, 직업 등의 단서를 제공하는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문태영, 2011). 이러한 의미에서 패션 산업에서 스포츠웨어 분야의 매출

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 매출액은 

2009년 2조 5,269억원에서 2010년 3조 3,24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특히 국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사업에서 2011년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57.8%로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2009년 49.6%) 지속적

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힘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0-2011 참조). 오희선에 의하면,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인

구도 기존의 노인층과 남성에서 젊은 층과 여성으로 확대되어 전체 시장의 크

기도 확대되고 있으며, 마운틴, 트레킹, 사이클, 캠핑, 트레블, 피싱, 요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패션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오희선, 2011). 특히 스포츠

웨어는 민주주의와 대중문화의 발달, 여가와 젊음에 대한 관심과 추구, 그리

고 신소재 개발 등으로 패션 영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영민, 박

재옥, 2011). 그러나 외국의 글로벌 스포츠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스타 

선수의 후원을 통한 국내 진출과 원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국내 스포츠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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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정명수, 2011). 따라서 국내 스포츠 브랜

드들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2012년 4월 22일부터 1천8백킬로

미터에 이르는 4대강 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현재 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클링은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근력과 심폐 지구

력을 강화시키며, 근거리 혹은 장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이상 기후 

발생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통 ∙ 환경 ∙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

게 사이클 인구의 증가하는 추세에 미루어볼 때, 관련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

이라고 예측된다(“자전거 시장 올해 급성장할 것..2~3Q 지켜봐야”, 2012; 

“고맙다 4대강”… 자전거 업체들 매출 늘어, 2011). 그러나 스포츠웨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반면(Pyun et al., 2011; 

Rogers, 1990; Yee & Sidek, 2008), 구체적 제품 범주인 사이클웨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 중 사이클웨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기능적, 생산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은경, 2010; 

이유진, 서미아, 2008; 최미성, 1999, 2004). 따라서 사이클웨어 관련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관련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이클웨어 소비 행동 중 제품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사이클웨어는 대중적인 판매 경로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품이 아니다. 다시 말해 특수한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요구하는 의복 제품의 경우는 정보 탐색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IT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전달은 더 빨라졌다.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상

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구, 

동료, 혹은 가족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얻는 것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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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구전(WOM)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의 장, 단

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Van Dolen et al., 2007). 인터넷은 소비자의 

정보 교환을 위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채널이며,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며 ‘전자 구전(electronic WOM)’을 

형성한다(Hennig-Thurau et al., 2004; Litvin et al., 2008). 특히 온라인 상

의 커뮤니티라는 가상 공간에서는‘공통의 목표 또는 관심사’(윤여록, 황상

재, 201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이용자가 자발적인 의도를 갖고 정

보메시지를 작성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전달된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 탐색의 경향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전자 구전을 

정보 탐색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탐색은 구매 행동에 밀

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Kim and 

Morrison, 2007; Watchravesringkan and Shim, 2003; 안주아, 2008).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뱡항은 스포츠웨어의 구매 행동이나 의도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온라인 구전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실

제로 스포츠웨어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

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시장 중에서도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

는 사이클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틈새시장 소비자의 추구혜택, 관여도와 온라

인 상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문적 시사점과 경영학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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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스포츠웨어 중 사이클웨어는 사이클링 인구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스

포츠웨어 추구혜택과 스포츠 관여도, 의복관여도가 소비자 행동에 직,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 온

라인 구전 정보탐색 행동과 구매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른 사이클웨어 소비 행동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관여도와 전자 구전 정보탐색 행동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틈새시장에서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 간의 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사이클웨어 마케팅 전략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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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스포츠웨어와 온라인 구전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 및 의의,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을 살펴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

클웨어 특성, 추구혜택, 관여도, 그리고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을 살

펴보고,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정리한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는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한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 후, 연

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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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이클웨어에 대한 이해 

 

 

본 절에서는 먼저 스포츠웨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클웨어에 

대한 이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스포츠웨어와 사이클웨

어 특성을 살펴본 후, 사이클웨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의 기반이 되

는 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후 사이클웨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과 연구문제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1.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행동 

 

현재 스포츠웨어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스포츠활동을 즐기고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의 

매출액은 2009년 2조 5,269억원에서 2010년 3조 3,249억원으로 약 31.6%

까지 성장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0/2011). 여성잡지에 노출된 스포츠웨

어 광고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급

격히 증가하였다(함연희 외, 2011).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현재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

포츠웨어 광고에서 감성적 소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세부적인 소구의 유형

으로는 기업/상표 이미지, 쾌락성, 제품기능, 미적 추구, 개성 추구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자면 의류의 경우, 주로 쾌락적 소구의 사용빈

도가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 신소재를 이용한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이성적 소구를 사용한 광고량이 증가하였다. 스포츠웨어 광고에서 드러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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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치를 살펴보면 2006년도 이후 기능성 신발 및 아웃도어웨어 제품의 증가

로 기능가치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

로 인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이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은 기능성이다. 이영주, 이

은옥(2011)에 의하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 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요

인은 기능성, 디자인, 색상, 브랜드 순이다.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

능성 섬유로 된 스포츠웨어에 대한 연구(구아름 외, 2009)를 살펴보면, 운동

을 하는 집단 이외에도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 역시, 의류의 기능성을 

스포츠웨어 구매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웨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성은 ‘경량성’, ‘신축성’, ‘방풍성’ 순이

었으며, 특정 의류가 ‘기능성 소재가 특별한 성능을 갖는다’는 이미지를 가질 

경우,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레저 스포츠웨어 구

매 고려 요인 중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찬호(2011)의 연구에서도 증명

되었다. 레저 스포츠웨어의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운동 몰입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며, 높은 운동 몰입도는 쾌적기능성 만족과 운동기능성 만족 

등 2개 요인으로 구성된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 또한, 기능성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능성은 레저 스포츠웨어의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스포츠 스포츠웨어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 브랜드를 국내 브랜드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상위의 일부 브랜

드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오희선, 2011). 시대의 흐름에 따

라 해외 브랜드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 해외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높은 브랜드 가치 등으로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해외 브랜드의 품

질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능성 소

재에 대한 지각도가 낮은 경우 브랜드 이름에 기초하여 의류 상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영주, 이은옥, 2011). 이는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더 선호한다

는 이영덕(1998)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앞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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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웨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의류를 구입한 장소에 있어 스포츠웨어

는 실제 착용해보면서 직접 소재의 질감과 착용감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소

비자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유의동, 김상호, 2006; 황진숙, 2004)임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의복쇼핑 성향은 라이프스타일과 재구매 의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은 재구매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문태영, 2011). 먼저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중 외모 지향성, 사교 활동형, 고급브랜드 지향, 경제 지향형 등의 하위 변인

들이 의복쇼핑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중 외모 지향성, 사교 활동

형, 고급브랜드지향, 자기 발전형 등의 하위 변인들은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

을 끼친다. 두번째로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의복쇼핑 성향 중 즐거움 추구, 개

성 추구, 편의성 추구 등의 하위 변인들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보다는 의복쇼핑 성향이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 중 사이클웨어는 최근 사이클링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스포츠웨어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클웨어에 대한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과 관여도가 구매 행동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 결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정보 탐색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혀내

는 것은 매우 유효한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문태영(2011)의 연구에서 

의복쇼핑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한 하위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

났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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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클웨어의 특성 

 

사이클웨어는 기본적으로 지퍼로 개폐가 가능한 라운드 네크라인에 스탠

드 칼라가 있는 상의와 엉덩이 부위에 보호 패드가 있으며 허리와 복부에 압

박이 없는 멜빵형 하의로 구성된 투피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사이클 

웨어는 몸에 꼭 맞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제작된다. 상의의 경우, 사이클의 

과정에서 등을 구부리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보다 뒤가 길고 등에는 주

머니가 달려있다. 등에 달린 주머니의 경우, 핸드폰과 같은 개인 소지품을 보

관하기에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디자인 된다. 여름에는 반소매와 5부 혹은 7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온이 가장 중요해지는 겨울에는 방풍이 

되는 자켓과 융 소재의 저지를 입고 손, 발, 무릎 등 공기와 접촉이 많은 국

소부위에 방한 장비를 더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안전을 위한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고, 효율적인 사이클링을 위하여 페달에 장착할 수 있도

록 특수 제작된 클릿(cleat)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클웨어는 사

이클 경기 시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복으로 

다양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최미성, 1999/2004; Casselman-Dickson & 

Damhorst, 1993).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이클웨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착용실태 혹은 패턴개발에 관련된 연구들(김은경, 2010; 이유진, 

서미아, 2008; 최미성, 1999/2004)이 있다. 

사이클웨어는 일반적인 스포츠웨어와 마찬가지로 수입 브랜드를 구매하

는 비중이 68.9%로 국내 브랜드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2010; 오희선, 2011). 또한, 사이클웨어를 착용하는 대상은 사이클링을 즐기

는 일반인과 동호인들이다. 이들의 경우 사이클 웨어의 착용 이유에 대한 질

문에 사이클활동에 적합하며 땀 흡수를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달라붙는 스타일이 어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이클웨어는 보다 더 적합한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신축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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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웨어의 구입 장소의 경우 전문매장이 70.7%, 인터넷 구매가 17.9%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경, 2010),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져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 의류보다 높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인터넷 구입 비중이 낮은 편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이클웨어에 대한 정보탐색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

라인 모두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에는 전문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정보 탐

색 채널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의류보다는 기능성에 치중한 스포츠웨어이기 때문

에 온라인보다는 직접 착용 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클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이

클 웨어에 대한 착용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 회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련 

포스팅을 찾아보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유진, 서미아(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클웨어의 착용에 대한 전체

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소재 및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동호인과 전문 선수단 사이에 만족도와 치수, 

동작 적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에서 사이클링은 운동 

강도에 따라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소재 관련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분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행 연구를 통하여, 사이클웨어는 소비자들이 소재, 

기능성 등의 혜택을 주로 추구하며, 관여도에 따라 추구하는 복식 행동이 다

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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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본 절에서는 우선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을 바탕으로 사이클웨어의 추구혜

택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추구혜택과 스

포츠웨어 추구혜택을 살펴본 후, 사이클웨어에 대한 추구혜택을 정의하고 연

구의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나아가 사이클웨어에 대한 추

구혜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과 연구문제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추구혜택의 개념 

 

추구혜택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주관적으로 얻고자 하

는 보상을 의미하며,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를 이해해

야 한다(황진숙, 2003에서 재인용). 추구혜택이란 소비를 통해 얻는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추구혜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비행동을 한다(박혜선, 김현숙,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추구혜택은 소비자

가 의복을 구매할 때 상품으로 얻고자 하는 효용으로 상품 평가 기준의 한 차

원이기도 하다(이은영, 1997). 혜택은 요구와 욕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비자 

행동의 동인이 되는 요소이다.  

의복 추구혜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류 제품과 서비스 추구혜택

은 물론, 의복 사용 과정의 성과, 의복 평가 기준, 의복 선택 기준 등의 다양

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김혜라, 1998).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추구혜택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복잡해진 소비자 행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추구혜택의 하위 변인들을 정리해보면 <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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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의복 추구혜택 요인 

연구자 의복 추구혜택 

박은주, 이은영 

(1982) 
개성표현,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동조성 

김미영 (1989)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Shim & Bickle 

(1994) 

자기개선, 사회적 위신, 섹스어필, 패션 이미지, 기능성, 역할 

정의, 신체결점 보완, 개성, 세련된 외모 

유희 (1995) 

효용적 (신체적 활동성, 관리 용이성, 사회적 인정, 경제적 

유용성, 상징적 가치), 

쾌락적 (감성추구, 유행추구, 의복에 대한 자신감, 어울림) 

김정아 (1997) 사회심리적 성과, 실용적 성과, 구별 성과, 경제적 성과 

김혜라 (1998) 신체보완, 성격보완, 타인인정, 자신감, 매력적 인상, 개성표현 

임경복 (1998) 브랜드 지향성, 유행 추구, 개성 추구, 경제성추구, 관리 편이성 

김지현, 홍금희

(2000) 
외모 향상, 사회적 지위, 개성, 편안함 

안소현 외 

(2000) 
섹스 어필, 자기 개선, 유행 추구, 개성 추구 

황진숙 (2003) 인상향상, 유행, 개성, 체형보완, 편안함 

 

안소현 외(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 2-1>에서 보이듯이, 자아실

현과 사회친화로 이뤄진 소비자의 가치관이 섹스어필, 자기 개선, 유행 추구, 

개성 추구 등으로 이뤄진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추구혜택의 하위요인들

은 제품의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가치관, 추구혜택, 제품 속성 평가간의 인과 관계  

(안소현 외, 2000) 

 

 

개인적 가치관 제품속성 평가 추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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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위험 지각 집단에 

따라 추구하는 혜택이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황진숙(2003)의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격 및 사회심리적 위험 지각 집단은 다

른 집단보다 유행과 편안함을 더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반적 저위험 

지각 집단은 체형 보완을, 치수 위험 지각 집단은 편안함을 다른 집단보다 중

요하지 않게 여겼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추구혜택은 다를 수 있

으며, 이는 후속적인 제품 속성 평가 및 정보 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추구혜택의 영향을 받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쇼핑 성향, 

정보 탐색 등 다양한 변인들이 발견할 수 있다. 김지현, 홍금희(2000)의 연

구는 남성 소비자들이 외모 향상, 사회적 지위, 개성, 편안함 등의 4가지 추구

혜택 요인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추구혜택으로 분류된 소

비자 집단은 쇼핑성향, 정보이용, 구매상표군에서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보 탐색에서 개성과 외모향상 추구집단은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과 중

립적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편안함 추구 집단은 인적 정보원을 가장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유추해볼 때, 정보 탐색이 추

구혜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경복(1998)의 연구에서는 브

랜드 지향성, 유행 추구, 개성 추구, 경제성추구, 관리 편이성 등 5개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된 추구편익이 추구매체 주도형, 소비자 주도형, 구매시점 등으로 

구성된 정보원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비자 

주도형 정보원은 브랜드 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바, 의복 추구혜택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 혹은 서비

스에 대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양

한 소비자 행동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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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추구혜택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

는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의류 추구혜택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

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더불어 스포츠, 의복 추구혜

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은 소비자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현경과 

이명희(2004)에 의하면,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은 소비자 가치와 유의한 상관

관계에 있으며, 가장 중요시하는 추구혜택은 실용성이다. 또한, 스포츠웨어 추

구혜택은 스포츠 참여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스포츠 참여

도가 높을수록 스포츠웨어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브랜드와  

외모 매력성을 추구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조선명, 고애

란의 연구(2008)에 의하면 스포츠 매니아, 매력적인 육체 추구, 소극적 추종, 

심신 정화 추구 등으로 분류되는 스포츠웨어 소비 욕구에 따라 편안함 ∙ 실용

성 추구, 이상적 체형 ∙ 인상 향상 추구, 개성 추구, 최신유행 ∙ 과시 추구, 브

랜드 추구 등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의 5개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특히 여성의 외모 중요도 지각은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한다(황진숙, 2008).  

이처럼 추구혜택은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이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황진숙(2004/2005/2007/2008)의 연

구에 따르면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이 국내 및 해외 브랜드에 대한 태도, 쇼핑

태도, 구매행동, 선호 이미지, 그리고 점포유형별 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박혜선, 김현숙, 2011)에 의하면, 소비자가 명품 

추구혜택의 하위요인들 중 특히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 온라인 정보 탐색 행

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골프웨어 추구혜택은 골프 관여도와 구매행동(선택기준, 선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이정원, 황진숙, 2011).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추구혜택과 

스포츠웨어 관여도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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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혜택에 따른 점포 선택 및 구매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많은 반면,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김지현, 홍금희, 2000; 박혜선, 김현

숙, 2011; 임경복, 1998). 그러나 지각된 위험과 정보의 원천에 대한 신뢰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정보탐

색을 통해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안주아, 2008). 이에 따라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기 위한 추구혜택은 정보탐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Wheat와 

Dickson(1999)의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 운동선수들은 

기능성이 스포츠웨어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브랜드 충성도, 패션성, 

그리고 독특함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사이클웨어는 기능

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스포츠웨어로서 추구혜택에 따라 다양한 정보 탐색 

및 구매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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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관련 변수 

연구자 선행 변수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종속 변수 

Wheat와 

Dickson 

(1999) 

 

스포츠(골프)웨어 흥미 

(패션 vs. 편안함, 브랜드 

충성도, 기능성, 매력적이

고 독특함) 

스포츠웨어 선택 

이현경, 

이명희 

(2004) 

소비자 가치, 스포츠 참여

도, 연령, 성별, 사회계층 

브랜드, 유행성, 외모매력성, 

경제성, 실용성 
 

황진숙 

(2004) 
 

체형보완/이성어필 추구, 신

분과시/유행, 편안함/기능성, 

개성, 젊음 추구 

국내 및 해외 브랜드에 

대한 태도, 인터넷 및 

백화점 쇼핑에 대한 태

도, 구매행동, 월 소득, 

성별, 직업 

황진숙 

(2005) 
성별 

이상적 체형 추구, 유행 추구, 

편안함 추구, 개성 추구 

스포츠웨어 선호이미

지, 점포 애고 

황진숙 

(2007) 
 

이상적 체형/이성 어필, 편안

함, 개성, 패션/신분과시, 젊음 
스포츠웨어 선택기준 

황진숙 

(2008) 

외모 중요도 지각, 성별, 

연령 

이상적 체형/이성 어필, 신분

과시, 개성/패션, 편안함, 젊음 
 

조선명, 

고애란 

(2008) 

스포츠 소비 욕구 

(스포츠 매니아, 매력적인 

육체 추구, 소극적 추종, 

심신 정화 추구) 

편안함 ∙ 실용성 추구, 이상적 

체형 ∙ 인상 향상 추구, 개성 

추구, 최신유행 ∙ 과시 추구, 

저렴한 가격 제품 추구,  

브랜드 추구 

 

이정원, 

황진숙 

(2011) 

 골프웨어 추구혜택 

골프 관여도, 구매행동

(선택기준, 선호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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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이클웨어 관여도 

 

 

본 절에서는 우선 스포츠웨어 관여도를 바탕으로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대

한 이해를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여도와 스포츠웨어 관여도

를 살펴본 후, 사이클웨어에 대한 관여도를 정의하고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개

념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나아가 사이클웨어에 대한 관여도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과 연구문제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관여도의 개념 

 

   관여도는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혹은 관련성 

지각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제품이 소

비자에게 중요하거나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Krugman, 

1965). 임경복(2007)은 관여도를 일반 소비자의 특정 상품에 대한 중요성 

지각 정도 혹은 관련성 지각 정도로 정의내렸다. 관여도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구매의사결정 과정 등 소비자 행동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요

인이다. 또한,높은 관여도는 온라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특징으로써 구전 관련 

이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Brown et al., 2007에서 재인용). 

제품 관여도가 높으면 정보탐색과 브랜드 비교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한다 

(Zaichkowsky, 1985). 이는 다른 연구들(김현순, 1995; 남승규, 1999)에서

도 고관여일 때 정보탐색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안평가도 복잡해지는 것으로 증

명되었다. Chaiken의 연구(1980)를 살펴보면, 제품 관여도가 높을수록 상품

과 이익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탐색동기가 커지기 때문에(김상

훈 외, 2007에서 재인용), 정보 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

다. 김성훈의 연구(2003)에서 제품 지식이 많은 소비자들이 적은 소비자들보

다 온라인 구전 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고,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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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구전 정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는 고관여 소비자가 저관

여 소비자보다 구전정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김현순(1995)의 연구와

도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제품에 따라 관여도가 온라인 구전정보의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검증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특정 스포

츠웨어 관여도와 온라인 구전 정보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또한 최낙환, 박소진(2001)의 휴대폰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에서도 탐색자의 구매 관여도가 구전 정보 탐색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특히 관여도는소비자의 정보 탐색 행동에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도 존재한다.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으면 구전의 정보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여도가 낮으면 구전 정보의 인기도

에 의존하며(Park, Lee, 2008). 소비자의 관여도는 구전 정보가 소비자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Cheung et al., 2012, 

proceeding). 

특히 관여도는 소비자 행동이 과거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높

고 낮은 수준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속성을 상품 특성에 따라 다르

게 적용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중 특정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을 관여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관여도는 구매 행동뿐만 아니라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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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웨어 관여도 

 

스포츠웨어 관여도는 소비자의 관심이 있는 대상이 스포츠웨어인 경우의 

관여도이다. 스포츠웨어 관여도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포츠 관여도와 패션 관여도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종합적인 

스포츠웨어 관여도에 대한 개념 도출에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Dickson과 Pollack (2000)

의 연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위한 스포츠웨어의 관여도가 스케이팅 의류 

구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Casselman-Dickson과 Damhorst (1993)의 여성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관여도에 따라 본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적합한 

브랜드와 스타일로 입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이클리스트들과 유사하게 입었는

지에 대한 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스포츠 관여도에 따라 등산복 소비자의 상표 선호, 구매 정보원, 구매 장

소, 구매 결정요인, 그리고 재구매 의도 등의 구체적인 구매 행동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김진국 외, 2008). 특히 관여도가 낮은 저 ∙ 중관여 집단에서는 인

터넷을 구매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관여 집단은 매장 

및 점원을 가장 비중 높은 구매정보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구매

정보원으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스포츠웨어 관여도는 소비자의 구매 및 정보 탐색 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주로 스포츠웨어를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

는 경우가대부분이지만, 마니아들의 경우는 전문 쇼핑몰이나 까페를 통한 공

동구매를 추진하거나 중고매물 등을 활발히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이은옥, 2011). 문지현 외 (2008)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성 스포츠웨어 구매

시 의복 관심은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스포츠 관심

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관심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관련 정보나 제품 정보

를 함께 얻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행 관여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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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 1987)와 의복 관여도(이영경, 1987)가 높을수록 정보탐색 양이 많아지

고 활용 정보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복 관여도의 영향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Chae et al.(2006)의 여성 테니스웨어 소비자의 만족도와 패션 관여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구매 전, 후 만족도가 패션 관여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편안함이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의복 특성이며, 비구매의 원

인 중 편안함과 맞음새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였다. 이는 남성 위주로 제

작되던 스포츠웨어들이 여성 체형에 맞는 의류 패턴 개발 및 제작을 해야함을 

의미하며, 점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웨어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경복(2001/2007)는 기존의 고관여, 저관여로 나누어서 진행하던 의복 

관여도 연구들과 다르게, 유행성, 즐거움, 의복 중요성, 상징성등의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된 의복 관여도 변수로 연구하였다. 임경복(2007)은 의복 관여도가 

정보원 활용, 정보 탐색 유형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에서 또 

다른 변수였던 상표 충성에 비해 의복 관여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유

행-의복 관여는 인적, 비인적 정보탐색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실리성은 인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웨어 관여도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정

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관여도가 높은 

경우 정보 탐색 행동의 목적 더 구체적이고 탐색량이 많으며, 더 다양한 채널

들을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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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차원적인 스포츠웨어 관여도 

연구자 선행 

변수 

관여도 
종속 변수 

의복 관여도 스포츠 관여도 

Dickson과 

Pollack 

(2000) 

 

스포츠(인라인)웨어 흥미 

(독특하고 여성적인 기능성 증가, 패션 vs. 

편안함) 

스포츠웨어 

구매 선호도 

문지현 외 

(2008) 
 의복 관심 스포츠 관심 

정보활용도, 

정보특성 

Wiley et 

al. (2000) 

성별, 

운동 

종목 

 

스포츠 매력, 스포

츠 중심성, 스포츠 

자기-표현 

 

김진국 외

(2008) 
  

중요성, 가치, 유익

함, 즐거움, 필요성, 

매력성, 흥미, 관심 

상표 선호, 

구매 정보원, 

구매 장소, 

구매 결정요

인, 재구매 

의도 

임경복 

(2001) 
 

유행성, 즐거움, 의복 

중요성, 상징성 
 

위험 지각, 

정보원 활용 

임경복 

(2007) 
 

유행의복 관여, 상징

성 관여, 실리성 관여 
 

충성 성향, 

정보 탐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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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및 구전 효과 

 

 

본 절에서는 우선 온라인 구전과 정보탐색을 바탕으로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온라인 구전과 정

보 탐색을 살펴본 후, 온라인 구전 정보탐색을 정의하고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온라인 구전 정보탐색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변

수들과 연구문제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구전의 개념 

 

Westbrook (1987)은 구전은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다른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의견이라고 정의하였다. Aaker & 

Myers(1982)는 구전 의사소통을 광고의 수신자가 친구나 동료들에게 이야

기를 하여 정보의 원천이 되는 형태의 의사소통이라 정의하였다. 구전 의사소

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업적 이득과 무관한 직, 간접적 경험에 대하여 대화

를 통해 정보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문주영, 2000; 김창호, 황의록, 1997). 

구전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방적인 의사과정과는 다르게 소비자들 사이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오랫동안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룬 개념이다. 구

전은 수신자가 대중매체, 광고와 같은 전통적 의사소통에 비해 송신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은 상품 판단, 태도 형

성, 그리고 의사 결정에 전통적인 마케팅 의사소통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Brown et al., 2007에서 재인용). 구전은 최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과 급격한 발달로 인해 온라인 구전이라는 개념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온라인 구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기에 앞서 구전의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연

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휴대폰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 탐색(구전) 정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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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직접 탐색 다음으로 높은 정보 원천 의존성을 보이며, 판매원, 중립원, 

대중매체 등보다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최낙환, 박소진, 2001). 

정보원천별 탐색노력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탐색태도, 자아

성향, 탐색비용, 정보관심 등 다양한 소비자 개인의 성향들이 각각 인적, 비인

적 탐색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동진 외, 2003). 이는 서비스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한 Bansal & Voyer (2000)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Bansal과 Voyer는 수신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구전 영향력은 대인 요소

(연결 강도, 구전 정보 추구 정도)와 비대인 요소(수신자의 전문성, 수신자의 

지각된 위험, 송신자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수신자의 전문성이 구전 정보 추구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 구전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약

하다는 김진국 외(200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

각된 구전정보의 목적갈등 해결정도, 구매관여, 쾌락적 쇼핑추구성이 구전정

보 탐색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구전정보 탐색 동기는 구전정보 의존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최낙환, 박소진, 2001). 

김창호, 황의록(1997)에 의하면 구전 정보의 특성은 구전효과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보 신뢰성, 정보 유용성, 그리고 정보 수용

성이 구전활동 혹은 구전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전 정보가 부정적인 

경우 구전 효과가 작아지지만, 이는 최근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

우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으로 불매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 탐색노력은 탐색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인적 탐색노력과 탐색성과는 탐색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이동진 외, 

2003).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보 탐색은 다양한 소비자 

특성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탐색 성과나 만족도 등 소비자의 최종 구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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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구전 

 

앞서 언급되었던 구전의 개념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그 특성이 다르

게 나타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전파 속도, 전파 범위, 그리고 정보의 보존 

등이 과거의 전통적인 매체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파급력이 강한 매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전은 인터넷 구전, 전자 구전, 그리고 온라인 구전 등 다

양한 명칭으로 연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전자 

구전 개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Hennig-Thurau et al. (2004)에 의하면, 전자구전(eWOM)은 온라인 고

객이나 잠재고객들이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그들의 지식, 경

험, 그리고 의견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을 통해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Hennig-Thurau, 

Walsh, 2003).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구전의 성장을 촉진했다. 정보와 개인의 의견은 메

신저, 게시판, 뉴스그룹, 채팅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교환되고 전파되

고 있다. 전통 구전은 순간적이며 면대면으로 전파되지만, 전자구전은 더 빠

르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퍼질 수 있다. 관련 연구

자들(Chen, 2011 에서 재인용)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정보 또한 구전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전자구전은 시간과 거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더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광범위하다. 전자구전이 전통적 구전을 대체하지는 못

하지만, 전자구전은 가장 강력한 잠재적 마케팅 접근이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온라인 구전의 전달 범위(유성진, 1999), 전달 

속도(성영신 외, 2001; 유형열, 2001)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전과 비교했을 경우, 온라인 구전 정보의 전달 

범위와 정보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구전은 정

보가 음성으로 전달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다양한 시

각, 청각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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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의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달 범위와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유성진, 1999; 윤준수, 1998). 

또한, 오프라인 구전의 쌍방향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온

라인의 경우는 인터넷 매체에 따라 반드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지는 

않을 수 있다(성영신 외, 2001; 유형열, 2001). 이렇게 지연된 반응은 온라인 

구전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원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상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원

이 될 수 있다. 

김성훈(2003)은 전통적 매스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온라인 구전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채널의 특성

을 <표 2-6>과 같이 밝혔다. 

 

 

<표 2-4>커뮤니케이션 유형 비교 (김성훈, 2003) 

특징 
매스 

커뮤니케이션 

구전 

커뮤니케이션 

온라인구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흐름 일방적 쌍방적 일방적 혹은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의 접속 간접적 대면적 간접적 

즉각적 피드백의 양 적음 많음 
지연된 피드백,  

사용자에 의존 

선택적 과정을 극복하는 노력 작음 큼 매우 큼 

대중에게 전달되는 속도 비교적 빠름 비교적 늦음 사용자에 의존 

가장 효과적인 단계 지식의 변화 
태도의 형성

과 변화 

지식변화/태도형성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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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son(1990)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의사소통 혁명과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Hagel, 

Armstrong(1997)은 모인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과 필요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기존의 광고나 대중매체와 다르게 주도

적으로 제품 정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최은미, 2004).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통적 커뮤니티와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강화하는 집단

이다(임성준, 황춘섭, 2007). 이는 전자 구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깊

은 관심과 요구가 있는 집단으로서 활동 형태 또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간 의사소통하는 여타 전자구전과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구전 활동은 공통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의 구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전과는 다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Brown et al.(2007)의 연구에 의하면, 커뮤니티 내의 구전은 관계의 강

도, 동질성, 그리고 정보원 신용도의 영향을 받는다.  

김상훈 외(2007)에 의하면,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 

쇼핑경험이 많을수록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김성훈(2003)의 즉각적 피드백의 양과 전달 속도 등이 사용자에 의

존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경복(2001)의 연구에 의하면, 관여도가 정보 탐색 활동 중 소

비자 주도적 정보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업주도 정보원, 구매

시점 정보원, 그리고 가족 정보원에는 각각 하위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화두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는 온라인 구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iu & Liu (2001)의 연구에 의하

면 대학생들의 소셜 네트워크 관계의 강도(tie strength)는 구매 의도와 정보

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 구전은 다양한 소비자 특성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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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의 전자 기기들이 활발히 보급되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구축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3.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정보 탐색은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과정 중 고려중인 특정 구매와 관련된 

자료 혹은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관심, 지각 및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안

주아, 2008에서 재인용). 구전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 역시 의사 결정 과정상

에서 정보 탐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

는 온라인 구전 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탐색 활동은 관여도

가 높을수록 활발해진다(김성훈, 2003). 

소비자의 정보 탐색은 크게 내적 정보 탐색과 외적 정보 탐색으로 나눠볼 

수 있다(DeSarbo & Choi, 1999). 내적 정보 탐색은 외적 정보 탐색 이전의 

기억과 관련된 탐색이며, 외적 정보 탐색은 기억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탐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은 외적 정보 탐색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정보 탐색은 특정 상품, 서비스 

혹은 일반적인 브랜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 탐색으로 나눠 볼 수 있다

(Breiten- bach & Van Doren, 1998; Shim, Eastlick, Lotz, & Warrington, 

2001).  

Hoffman & Novak (1996)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소비자 정보 탐색을 6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 먼저 특정 정보 탐색은 외재적 동기에 영향을 받으

며, 도구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상황적 관여를 반영한다. 또한, 실용적 이

익을 추구하며, 유도된 탐색과 일관되며, 목적-지향적이다. 이에 반해 일반 

정보 탐색은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받고, 의례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지속

적 관여를 반영한다. 또한, 쾌락적 이익을 추구하며, 비유도된 탐색과 일관되

며, 탐색적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는 마케터에 의해 통제된 정보, 지인들의 면대면 구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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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객관적인 제3의 제공자(뉴스 매체, 비영리 기관 등)정보 등을 포괄하

며, 이러한 정보들은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에 의해 변형되거나 바뀔 수 있으

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Peterson & Merino, 2003). 이 중에서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구전 정보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스포츠웨어의 특성상 일반 의류와는 다르게 인체보호와 특정 기능성이 요

구되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가 필수적이며,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소비

자들은 이전보다 이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레저 스포츠웨어에 대한 김찬호(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레저 스포츠

웨어 구매고려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능성에 대한 정보원으로 인터넷

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 채널은 전문점, 상설할인점,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순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웨어에서 인터넷이 정보 탐

색에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 (문지현 외, 2008)는 기능성 스포츠웨어 구매 시 정

보탐색 속성과 정보 이용 형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정보 탐색 속성은 성능, 소재, 맞음새 등의 물리적 속성이 가장 중요하며, 

유행, 가격, 광고 등의 사회적 특성이 비교적 덜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정보 이용 형태는 온라인 구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친구, 동료’ 정보원

을 가장 자주 접하고, 구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가장 선호하며, ‘인터

넷’ 정보원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영덕(1998)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웨어 구매 정보매체는 사용경험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보 탐색 시간은 5일 이하로 

응답하였다. 즉, 감각재로써 스포츠웨어는 실제로 사용을 한 소비자들이 착용

감, 기능성, 쾌적함 등의 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현 외(2010)의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 제품 구매 연구에 의하면, 

1970년 말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미국의 ‘Y 세대’는 빠르고 편리한 인

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탐색 및 구매를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있는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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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다. 안주

아(2008)의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 소비자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위험은 일

반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 속성별 정보 탐색의 중요도는 품질 위

험, 결제위험, 충동구매 위험, 가격 위험 지각 등 다양한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탐색, 구매 행동 등 

다양하다. 특히 온라인 정보가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오

프라인 구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시장은 멀티 

채널 전략을 구사해야만 생존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시사하는 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과거보다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정보가 오프라인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품 카테고리와 소비자 

분류에 따라 다르다(Pauwels et al., 2011). 특히 감각재(sensory product)

의 경우 사이트 정보 안내를 통해 더 높은 이익을 획득하는데, 예를 들면 의

류, 신발, 악세서리, 화장품 등이 감각재에 속한다. 또한 의류와 패션 잡화/화

장품은 모든 소비자들이 지식 수준과 추구 가치와 상관없이 정보 탐색을 하는 

상품군이다(황윤용 외, 2012 pending). 

이와 같이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은 현대 소비자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추구혜택과 관여도가 정보 탐색 행동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 등의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 사이클웨어라는 특정 

스포츠웨어 상품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정보 탐색 행동의 다양한 변인들이 영

향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 구전 정보 원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원천들이 존재한다. 정보의 흐름, 상호작용 시간, 상호작용 대상, 그리고 참조 

가능성(refreability)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눌 수도 있으며 (Schindler & 

Bickart, 2005), 이를 참고하여 참조 가능성과 대인 상호작용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전자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한 연구도 존재한다(홍종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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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에서 언급된 유형 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 개

인 블로그, 카페 등이 존재한다. 

 

 

<표 2-5>전자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분류 (홍종필, 2008) 

커뮤니케이션 유형 참조가능성 대인 상호작용성 

토론 포럼에서의 리뷰, 댓글 높음 낮음 

전자 메일링 리스트 제한적 중간 

개인 전자우편 제한적 높음 

대화방 제한적 높음 

인스턴트 메시징 제한적 매우 높음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쇼핑 추구가치에 따라 이용하는 정보 원천들이 다

르다. 소비자가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틈새포털, 비교, 경매 사이트 정보를 이

용하며,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보다 이용

하는 정보 원천들이 다양하다(황윤용 외, 2012 pending). 

인터넷 사용 후기 채널 이용 비율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 지식 검색 서비스(38.2%),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30.2%), 그리고 해당 

브랜드 동호회(28.1)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신뢰하는 채널은 해당 브랜드 

동호회라고 응답하였다(이현선, 리대룡, 2004). 소비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정

보 원천을 활용해서 구전 정보를 획득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전 

정보 원천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 관련 동호회 및 카페, 개

인 블로그, 인스턴트 메세지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어떤 채널에서 획

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자들이 구전 정보를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스포츠웨어의 경우는 기능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구아름 외, 

2009; 김찬호, 2011; 이영주, 이은옥, 2011). 이외에도 디자인, 색상,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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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등 다양한 구전 정보들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획득하는 전자 구전 정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Holbrook, 1978). 구전 정보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적

(factual) 내용과 정서적, 주관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진 평가적(evaluative) 내

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실적 내용은 특히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가 크며, 평가적 내용은 심미적, 쾌락적 상품에 더욱 영향력이 강하

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카메라, 영화 등의 제품들에서 평가적, 

주관적 유형의 정보들이 사실적, 객관적 정보보다 구매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성영신 외, 2002; 이태민, 박철, 2006). 

구전 정보의 방향성은 정보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로 구분한다. 

과거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구

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이태민, 박철, 2006; Park, Lee, 2009). 그러나 

이현선, 리대룡(2004)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 구전 맥락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양면적 사용 후기가 공신력이 높으며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적 정보가 신뢰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다는 다

른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해룡, 최현국, 이문규, 2004; 강태경, 오재신, 

2009). 이는 영화의 기대 형성에는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연구(성영신 외, 2002)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로 전자 구전은 제품마

다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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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전 효과 

 

구전 효과는 소비자가 구전 정보 탐색 과정에서획득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는지, 긍정적인 상품이미지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상품을 구매 혹

은 타인에게 추천할 의도가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자 구전 형태들은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전자 구전의 한 특정 

형태인 소비자간 노하우 교환은 지각된 가치와 충성 의도(재구매, 구전)에 영

향을 미치며(Gruen et al., 2006), 전자 구전과 관측 학습 역시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Cheung et al., 2012 proceeding). 앞서 정보의 유형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심미적, 쾌락적 제품들에서 평가적, 주관적 유형

의 정보들이 사실적, 객관적 정보보다 구매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성영신 외, 2002; 이태민, 박철, 2006).또한 구체적으

로 정보의 방향성은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상품 유형은 이 효과를 조절

한다(Park, Lee, 2009). 즉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경험재가 탐색재

보다 구전 정보가 구전 효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하지만 이에 대해선 위에

서도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더욱 깊

이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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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클웨어 소비자의 추구혜택과 관여도가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가지는 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성

된 개념적 연구모형은 실증적 연구에서 다루어질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관여

도,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전 효과와 관련된 변수

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가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이클웨어

∙ 연구문제 2. 사이클웨어

∙ 연구문제 3. 사이클웨어

는 영향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4. 사이클웨어

는 영향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5. 사이클웨어

전 정보 탐색 행동에

 

2. 연구모형 

 

연구문제와 가설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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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을 규명해본다. 

사이클웨어 관여도를 규명해본다.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알아본다.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알아본다.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가설과 더불어 관련 변수들로 설계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 연구모형 

 행동에 미치

구전 효과에 미치

추구혜택이 전자 구

모형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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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조사 방식을 이용한 실증

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스포츠웨어 관

여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및 

구전 효과까지 측정한다. 본 절에서는 설문지 문항의 조작적 정의와 문항 구

성에 대해 설명한다. 

 

1. 설문지 문항의 구성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사이클웨어 관여도, 전

자 구전 정보 탐색, 구전 효과,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까지 5 문항으로 구성

된다.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며, 총 68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지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순번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0 사이클웨어 구매 및 전자 구전 정보 탐색 경험 2 양분선택형 

I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22 7점 리커트 

II 사이클웨어 관여도 11 7점 리커트 

III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22 7점 리커트 

IV 구전 효과 4 7점 리커트 

V 인구통계적 특성 7 선다형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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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스포츠웨어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에 대해 연구(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4/2005/2007/2008)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편안함 추구, 이상적 체형 추구, 개성 추구, 과시 추구 등의 공통된 변인들이 

발견되었다. 본 설문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변인들을 보다 구체적인 스포츠웨

어인 사이클웨어 구매 상황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표 3-2>와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2>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편안함 

∙ 

기능성 

추구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가를 

고려한다. 
1-1 

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8) 

무엇보다 활동하기 편한 사이클웨어를 구입한다. 1-2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사이클웨어를 구입한다. 1-3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능성을 

중요시 한다. 
1-4 

사이클웨어의 디자인보다 소재나 기능성을 중요시 

한다. 
1-5 

이상적 

체형  

추구 

나는 좀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사이클웨

어를 선호한다. 
1-6 

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8) 

내 체형이나 몸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사이클웨

어를 선택한다. 
1-7 

나를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스포츠웨어를 구입한다. 1-8 

나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클웨어를 

입는다. 
1-9 

나는 남성스러움(여성스러움)이 표현될 수 있는 사이

클웨어를 구매하는 편이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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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개성  

∙  

젊음 

추구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특이한 사이클

웨어를 입으려고 노력한다. 
1-11 

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8) 

독특한 사이클웨어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1-12 

나를 젊어 보이게 하는 사이클웨어를 선호한다. 1-13 

활발하게 보이는 사이클웨어를 선택한다. 1-14 

유행 

∙ 

과시  

추구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들이 알아주는 고급상표

를 선호한다. 
1-15 

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8) 

유행에 맞추어 사이클웨어를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16 

사이클웨어를 통해 신분을 과시하고 싶다 1-17 

경제성 

추구 

가격할인 기간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1-18 임경복

(1998) 

조선명, 

고애란

(2008) 

세일이나 가격 행사를 해야 구입한다. 1-19 

옷의 바느질 상태에 대해서도 잘 관찰한 후 구입한다. 1-20 

브랜드 

추구 

이름 없는 브랜드 여러 벌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사

이클웨어 한 벌을 산다. 
1-21 조선명, 

고애란 

(2008) 
어떤 브랜드의 사이클웨어가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사는 편이다. 
1-22 

 

2) 사이클웨어 관여도 

 

스포츠웨어 구매 관련 연구들에서사용된 소비자의 의복 관여도(임경복, 

2007; Chae et al., 2006)와 스포츠 관여도(Wiley, 2000; 김진국, 2008) 변

인들을 사이클웨어 관여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의복 관여도는 유행 

의복 관여, 상징성 관여, 실리성 관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스포츠 

관여는 스포츠 매력, 스포츠 자기-표현, 스포츠 중심성, 중요성, 흥미 및 관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변인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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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구매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표 3-3>과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3> 사이클웨어 관여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의복  

관여도 

나는 평소에 의복 상표에 관심이 많다. 2-1 임경복 

(2007) 

Chae  

et al. 

(2006) 

 

의복 구매 시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2 

의복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2-3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2-4 

어떤 옷이 값에 비해 유용한지 생각한다. 2-5 

옷을 구입 후 세탁과 관리에 신경을 쓴다. 2-6 

사이클링 

관여도 

사이클링은 나를 기쁘게 한다. 2-7 
Wiley 

(2000) 

김진국

(2008) 

사이클링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2-8 

내 삶이 사이클링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2-9 

사이클링은 나에게 중요하다. 2-10 

사이클링은 나에게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다. 2-11 

 

3)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사이클웨어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바 정보의 원천, 내용, 유형, 그리고 방향성 등 다양한 정보 탐색 행동

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설문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변인을 사이클웨어 구매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중복 응답으로 우선 정보 탐

색 원천과 내용을 질문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유형,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정보에 관심을 갖고 탐색을 하는지 질문을 하였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변인은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전자 구전 정

보 탐색 내용, 유형, 그리고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작성하였다. 내용

은 기능성, 디자인, 색상, 가격,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를 유형은 사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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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를, 그리고 방향성은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탐색하는지 알기 위해 선

정되었으며, 이들을 조합하여 총 20개의 예시와 설명을 제시한 후 주로 관심

을 갖고 탐색하는 정보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유

사하지 않다 ~ 7점: 매우 유사하다)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대

한 응답은 내용, 유형 그리고 방향성 별로 합산한 후에 분석하였다. 각 문항

들은 실제 온라인 구전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4명의 전문가들에 의

해 조작 점검을 받아 수정하였다.설문 문항은 <표 3-4, 5>와 같다. 

 

<표 3-4>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원천 및 내용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정보 

원천 

(중복 

응답)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 브랜드 

홈페이지 및 SNS 사이트, 관련 동호회 및 카페, 

개인 블로그 및 SNS 사이트, 메신저, 기타 

3-1 

Schindler & 

Bickart 

(2005) 

홍종필 

(2008) 

이현선,  

리대룡 

(2004) 

탐색 

내용 

(중복 

응답) 

기능성, 디자인, 색상, 가격, 브랜드, 기타 3-2 

이영주,  

이은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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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1. 4방향 신축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기능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3-3 

Holbrook 

(1978) 

강태경, 

오재신 

(2009) 

고애란, 

진병호 

(1995) 

임경복 

(2001, 2007) 

2. 자전거 잡지 투표 결과 디자인 1위!!  

(디자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3. 발매된 져지의 발색이 우수합니다.  

(색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4. 현재 이 제품은 세일 중입니다.  

(가격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5. TDF 챔피언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6. 촉감이 부드럽고 오래 입어도 편안합니다!!  

(기능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7.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8. 져지 색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색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9. 이정도 제품이 이런 가격이면 정말 좋네요!!  

(가격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10.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브랜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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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11. 원단의 내구성이 약합니다.  

(기능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3-3 

Holbrook 

(1978) 

Brister 

(1991) 

강태경, 

오재신 

(2009) 

고애란, 

진병호 

(1995) 

임경복 

(2001, 2007) 

12. 혹평을 받았던 디자인이네요.  

(디자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3. 발매된 색이 한가지뿐이네요.  

(색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4. 가격이 비슷한 품질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 

비쌉니다. (가격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5. 게시판에서 악평을 받았던 브랜드 제품이네

요. (브랜드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6. 땀이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17. 디자인이 아쉽네요..  

(디자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18. 실제 제품의 색상이 조금 아쉽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19. 이 가격을 주고 사기엔 조금 비싼 것 같습

니다. (가격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20. 믿을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죠.  

(브랜드와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42 

 

4) 구전 효과 

 

사이클웨어 제품 구전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바 정보 획득, 상품이

미지 형성, 상품 구매의도, 추천 의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설문지에

서는 선행연구들의 변인을 수정하여 <표 3-6>과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에는 단순히 구매 의도뿐만 아니라 구전 의도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재구

전을 통한 소비자들의 의견 전파가 최근 가장 파급력이 크며 기업들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이다.  

 

<표 3-6> 구전 효과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 문항 
문항 

번호 
출처 

구전 

효과 

나는 전자 구전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했다. 4-1 

양한빈 

외, 

(2011) 

나는 전자 구전을 통해 긍정적 상품이미지를 형성했다. 4-2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는 상품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 
4-3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4-4 

 

5)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구입경험이 있는 사이클링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직업, 학력, 그리고 월평균 총 가계 소득 등을 선다형식과 

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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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표집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자료의 수집과 표본구성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에 미치는 사이클웨어 추구

혜택과 사이클웨어 관여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이클

웨어 구매와 온라인 구전 정보 탐색에 대한 연구의 특성상 사이클링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현존하는 국내 사이클링 동

호인 온라인 커뮤니티 ‘도싸’ (http://www.corearoadbike.com, 2000년 5

월 개설), 온라인 자전거 중고 장터인 ‘ 바이크셀 ’ 

(http://www.bikesell.co.kr, 2005년 5월 개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중 자전

거 관련 커뮤니티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http://café.naver.com/bikecity, 2003년 12월 설립, 2012년 

12월 9일 현재 회원수 494,038명)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였다. 

실증적 조사는 제작된 온라인 설문지로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동안 시행하였다. 각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

에 설문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게시물의 설명을 읽은 후, 사이클웨어를 

착용하고 사이클웨어 구매 이전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게시물 하단에 위치한 하이퍼링크

(http://snu.qualtrics.com/SE/?SID=SV_e58zUlMv0QysNgx)를 클릭하여 설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에 397명이 응답을 하였고,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95부와 비교 분석하기에 숫자가 적은 여성 응

답자의 응답 11부를 제외하고 총 291부의 남성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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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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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

만인 비중이 21.6%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6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도 각 16.2%, 14.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일주일 동안 평균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26.8%) 운동하는 사

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 ~ 3시간 미

만(28.2%)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표 3-7>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징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나이 

10대 7 2.4 

20대 105 36.1 

30대 120 41.2 

40대 50 17.2 

50대 8 2.7 

60대 1 0.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9.3 

대학교 재학 45 15.5 

대학교 졸업 178 61.2 

대학원 재학 이상 4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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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직 업 

무직 7 2.4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54 18.6 

관리자(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

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판매 관리자 등) 
15 5.2 

전문직(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13 4.5 

전문기술직(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등) 
74 25.4 

사무종사자(경영·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63 21.6 

서비스종사자(이미용·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가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17 5.8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통신  

판매 관련직 등) 
16 5.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농·축산 숙련직, 임업· 

어업 숙련직 등) 
2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관련,  

섬유·의복관련, 가구·악기 관련 기능직 등) 
3 1.0 

기타 2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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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7 12.7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1 14.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3 21.6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7 16.2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3 14.8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2 11.0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 3.1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9 3.1 

2,000만원 이상 10 3.4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 

1시간 미만 4 1.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8 6.2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8 13.1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78 26.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 19.2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5 15.5 

10시간 이상 52 17.9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9 3.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61 21.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82 28.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7 16.2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24 8.2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5 5.2 

6시간 이상 53 18.2 

합계  2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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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인구통계적 요소들 외에 복수응답으로 정보 탐색 원천과 내

용을 조사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는 <표 3-8>과 같다. 응답자들의 정보 탐색 

원천은 관련 동호회 및 카페(84.9%)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

스(75.6%)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사이클링이

라는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사이클웨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검

색보다는 관련된 정보가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사이클리스

트들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빈도 분석

한 결과, 가격(81.8%), 디자인(75.9%), 기능성(69.1%), 브랜드, 색상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웨어 관련 정보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표 3-8> 응답자들의 정보 탐색 원천과 내용 빈도분석 결과 

요인 항목 빈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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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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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분석 방법으로는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기술통

계를 비롯하여 연구문제들을 확인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한다. 연구 문제 1과 2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비교 및 요인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

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본다. 연

구문제 4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본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5를 

밝히기 위해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

전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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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구성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측정 변수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 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1.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관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수정하여 총 2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과 공통성이 낮은 5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하위 요인

들은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 ∙ 기능성, 개성, 경제성 등 선행연구에

서 밝혀진 하위요인들과 유사하였다. <표 4-1>를 보면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63.25%를 설명하고 있

으며,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657로 나

머지 문항들은 .710에서 .915로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의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값을 참고하여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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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요인 분석 

요

인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Cronbach’

s α 

이

상

적 

체

형 

7.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내 체

형이나 몸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다. 

.826 

3.304 
19.433 

(19.433) 
.870 

6. 나는 좀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사이클웨어를 선호한

다. 

.796 

9.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를 생각한다. 

.791 

10.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성

스러움(여성스러움)이 표현될 수 

있는가를생각한다. 

.727 

8.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를 

세련되어 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

다. 

.712 

브

랜

드 

과

시 

15.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들

이 알아주는 고급상표인가를 고려

한다. 

.834 

3.090 
18.176 

(37.609) 
.842 

21. 이름 없는 브랜드 여러 벌보

다는 유명 브랜드의 사이클웨어 

한 벌을 산다. 

.798 

17. 사이클웨어를 통해 신분을 과

시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735 

16.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유행

에 맞추어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725 

22. 어떤 브랜드의 사이클웨어가 마음

에 들면 계속해서 사는 편이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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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Cronbach’

s α 

편

안

함 
∙ 

기

능

성 

1. 사이클웨어를 입었을 때 신체

가 편안한가를 생각한다. 
.863 

2.405 
14.144 

(51.754) 
.828 

3.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착용

감이 좋은가를 생각한다. 
.860 

2.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활동하

기 편한가를 생각한다. 
.815 

개

성 

11.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달리 

특이한가를 고려한다. 

.913 

1.954 
11.495 

(63.249) 
.915 

12.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독특

성을 고려한다. 
.912 

경

제

성 

19.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세일

이나 가격 행사를 해야 구입한다. 
.887 

1.600 
9.413 

(72.662) 
.710 

18.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가격

할인 기간인지 고려한다. 
.856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편안함 및 

기능성을 추구한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 과시를 

추구한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4.04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4.89로 사이

클링 커뮤니티 회원들은 대체로 사이클웨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추구혜택이 

높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이클웨어를 통해 편안함과 기

능성을 얻고자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관여도

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스포츠웨어에서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는 선행 연구(이영주, 이은옥, 2011; 구아름 외, 2009; 김찬호, 2011)들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표 4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 ∙ 기능성 

개성 

경제성 

총 문항 평균 

 

선행 연구에서 

목적과 요인 분석에 따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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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요인 평균 비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291 1.00 7.00 4.9512

291 1.00 7.00 4.0364

291 1.67 7.00 6.3471

291 1.00 7.00 4.3162

291 1.00 7.00 5.0498

291 2.68 7.00 4.8935

 살펴봤던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의 하위요인들이

따라 일부 수정되었으며,수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4-1> 수정된 연구 모형 

비교 

 표준편차 

4.9512 1.27131 

4.0364 1.36868 

6.3471 .79257 

4.3162 1.66807 

5.0498 1.34745 

4.8935 .78770 

하위요인들이 연구 

은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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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클웨어 관여도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관

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수정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과 공통성이 낮은 3개의 문항을 제

외하고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2개의 하위 요

인으로 나누어졌다. <표 4-2>를 보면 사이클웨어 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하위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64.80%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00으로 나머지 문항들은 .791에

서 .800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값을 참고하여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표 4-3> 사이클웨어 관여도 요인 분석 

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Cronbach’

s α 

사이

클링 

관여

도 

10. 사이클링은 나에게 중요하다. .890 

2.665 
33.316 

(33.316) 
.800 

11. 사이클링은 나에게 흥미로

운 관심의 대상이다. 
.808 

8. 사이클링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743 

9. 내 삶이 사이클링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707 

의복 

관여

도 

2. 의복 구매 시 상표의 중요

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850 

2.518 
31.480 

(64.795) 
.791 

1. 나는 평소에 의복 상표에 

관심이 많다. 
.837 

3. 의복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

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769 

4.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

게 한다.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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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사이클링 커

뮤니티 회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이클링 관여도의 평균값은 5.66이고 의

복 관여도의 평균값은 5.21으로 대체로 사이클웨어 관여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온라인으로 사이클웨어 관련 구전 정보를 탐색해본 사이클리스트들이 사

이클웨어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사이클링 관여도가 의복 관여도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4> 사이클웨어 관여도 요인 평균 비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이클링 관여도 291 2.75 7.00 5.6615 .93571 

의복 관여도 291 1.00 7.00 5.2122 1.11893 

합계 291 3.09 7.00 5.5623 .67825 

 

 

관여도의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k-평균법을 사용하여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의 평균값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전체 291명 중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

도가 높은 집단이 70명, 사이클링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90명, 그리고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이 98명으로 나

타났다. 표집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

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표본 수가 적어

서(N=33) 이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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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이클웨어 관여도 평균값에 따른집단 분류 

 집단 

사이클 

관여도 낮음 

의복 관여도 

높음 

사이클 

관여도 높음 

의복 관여도 

낮음 

사이클 

관여도 낮음 

의복 관여도 

낮음 

사이클 

관여도 높음 

의복 관여도 

높음 

사이클링 

관여도 
4.51 6.29 5.36 6.01 

의복 

관여도 
5.17 4.86 3.11 6.27 

N 70 90 33 98 

 

 

3. 구전 효과 

 

커뮤니티 회원들이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종속 변인인 구전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수정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4-6>을 보면 구전 효과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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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값을 참고하여 하위 요인들

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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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구전 효과 요인 분석 

요인 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Cronbach’

s α 

구전 

효과 

2.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을 통해 상품

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진다. 
.884 

2.954 
73.848 

(73.848) 
.878 

3.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는 상

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877 

1. 나는 전자 구전에서 얻은 정

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867 

4.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보

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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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간

의 관계 

 

 

본 절에서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이용한 정량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추구혜택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탐색하는 전자 구전 정보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편안함 ∙ 기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우 

기능성에 관한 구전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적 체형과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탐색하였으며, 브랜드 

과시 추구혜택의 영향력이 더 컸다(β = 3.11 > .227). 또한 경제성 추구혜택

은 t-value가 -2.366으로 디자인에 관한 내용 탐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시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개성 추구혜택은 색상에 대한 내용 탐색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상적 체형 추구혜택(β = .250)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편안함 ∙ 기능성, 경제성 추구혜택은 가격 관련 정보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과시의 경우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가격 관련 정보에 미치는 영향력

은 경제성 추구혜택(β = .28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브

랜드 과시 추구혜택은 브랜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이클리스트가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색상,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정보에는 관심이 많지만 가격에 대한 정보는 신경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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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어 다른 추구혜택들보다 더 다양한 정보 탐색 행동을 하는 

독특한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경우에

는 디자인과 색상 정보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7>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내용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유의 확률 

내용 

기능성 

(상수) .509  6.456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4 .070 .983 .326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6 -.079 -1.189 .235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72 .207 3.479 .001** 

추구혜택 개성 .036 -.009 -.150 .881 

추구혜택 경제성 .041 .073 1.256 .210 

R = .248, R2= .061, 수정된 R2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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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디자인 

(상수) .493  5.901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2 .227 3.501 .001**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5 .311 5.135 .000**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70 .028 .514 .608 

추구혜택 개성 .035 -.011 -.190 .850 

추구혜택 경제성 .040 -.125 -2.366 .019* 

R = .471, R2= .222, 수정된 R2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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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색상 

(상수) .514  4.991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4 .250 3.705 .000**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7 .128 2.033 .043*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73 .034 .599 .550 

추구혜택 개성 .037 .120 2.002 .046* 

추구혜택 경제성 .042 -.020 -.357 .721 

R = .401, R2= .161, 수정된 R2 = .146, 

F = 10.932, p = .000, Durbin-Watson =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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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유의 확률 

내용 

가격 

(상수) .486  7.997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1 .064 .940 .348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4 -.219 -3.439 .001**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69 .116 2.046 .042* 

추구혜택 개성 .035 -.062 -1.021 .308 

추구혜택 경제성 .039 .289 5.221 .000** 

R = .376, R2= .142, 수정된 R2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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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브랜드 

(상수) .519  4.005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55 .095 1.448 .149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7 .369 5.997 .000**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73 .079 1.426 .155 

추구혜택 개성 .037 -.003 -.054 .957 

추구혜택 경제성 .042 .062 1.158 .248 

R = .443, R2= .196, 수정된 R2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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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추구혜택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클

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탐색하는 전자 구전 방향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긍정적 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구

혜택은 브랜드 과시와 편안함 ∙ 기능성이며, 영향력은 브랜드 과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307 > .143). 부정적 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

구혜택은 이상적 체형이었다. 그러므로 브랜드 과시와 편안함, 기능성을 추구

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긍정적 정보를 주로 탐색하며, 사이클웨어를 착용했을 

때 이상적 체형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부정적 정보를 더 염

두에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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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방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유의 확률 

방향성 

긍정 

(상수) .403  6.070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2 .126 1.915 .056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37 .307 5.003 .000**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57 .143 2.609 .010* 

추구혜택 개성 .029 .051 .873 .383 

추구혜택 경제성 .033 .049 .914 .362 

R = .445, R2= .198, 수정된 R2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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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부정 

(상수) .573  6.015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60 .172 2.382 .018*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52 -.029 -.437 .663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81 .061 1.005 .316 

추구혜택 개성 .041 -.024 -.380 .704 

추구혜택 경제성 .046 .062 1.054 .293 

R = .189, R2= .036, 수정된 R2 =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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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추구혜택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클

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탐색하는 전자 구전 유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사실적 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구혜

택은 이상적 체형과 브랜드 과시이며, 영향력은 브랜드 과시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73 > .154). 평가적 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

구혜택은 이상적 체형과 편안함 ∙ 기능성이며, 영향력은 이상적 체형 추구혜택

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85 > .148). 었다. 즉, 이상적 체형

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평가적 정보 모두를 탐색하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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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정보에, 편안함과 기능성을 추구하

는 사이클리스트들은 평가적 정보에 관심을 갖고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유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value 유의 확률 

유형 

사실적 

(상수) .441  5.817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7 .154 2.239 .026*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0 .173 2.692 .008**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62 .069 1.193 .234 

추구혜택 개성 .031 .057 .938 .349 

추구혜택 경제성 .036 .106 1.890 .060 

R = .347, R2= .120, 수정된 R2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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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평가적 

(상수) .435  7.636 .000 

추구혜택 이상적체형 .046 .185 2.637 .009** 

추구혜택 브랜드과시 .040 .087 1.324 .186 

추구혜택 편안함기능성 .061 .148 2.528 .012* 

추구혜택 개성 .031 -.040 -.643 .520 

추구혜택 경제성 .035 .018 .317 .752 

R = .292, R2= .085, 수정된 R2 =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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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본 절의 연구 결과를

 

<그림 4-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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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2, 3, 4>

-2>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내용 

3>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방향성

2, 3, 4>와 같다. 

  

 

방향성 

 



 

<그림 4-

 

 종합하여 설명하면

색상, 그리고 브랜드 정보를

하다.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으며 부정적이고 평가적인

기능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정적이고 평가적인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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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유형 

설명하면,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는

정보를 주로 찾고 긍정적이며, 사실적인 정보에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는 디자인, 색상 정보를

평가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리스트들은 기능성, 가격 정보를 주로 탐색하며

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클리스트는 디자인, 

정보에 더 민감

정보를 주로 찾

, 편안함과 

탐색하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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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 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이용한 정량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요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탐색 내용, 방향성, 그리고 유형에 따라 미치는 구전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 이를 검증한 효과는 <표 4-10>과 같다. 내용 변수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우만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앞서 정보 탐

색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 탐색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격 정보가 사이클리스트들이 정보 탐색 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모두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보다 강했다(β = .327 > .160). 마지막으로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의 유형의 경우에는 평가적 정보가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즉 사이클리스들의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내용는 가격에 대한 

정보이며, 긍정적, 부정적 정보 모두를 관심을 갖지만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

력이 더 강하며, 주관적이고 평가적인 정보가 유용하며 구매 및 재구전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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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전자 구전 탐색 행동에 따른 구전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value 유의확률 

구전 

효과 

(상수) .362  7.934 .000 

내용 기능성 .072 -.029 -.413 .680 

내용 디자인 .093 .071 .743 .458 

내용 색상 .085 .134 1.526 .128 

내용 가격 .075 .178 2.471 .014* 

내용 브랜드 .073 .135 1.739 .083 

R = .393, R2= .155, 수정된 R2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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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354  7.205 .000 

방향성 긍정 .068 .327 5.807 .000** 

방향성 부정 .053 .160 2.850 .005** 

R = .403, R2= .163, 수정된 R2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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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349  7.733 .000 

유형 사실적 .080 .124 1.789 .075 

유형 평가적 .083 .299 4.330 .000** 

R = .388, R2= .150, 수정된 R2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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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그림 <4-5, 6, 7>을 살펴보면,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추구혜택이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요인은 가격 정보와 긍정적이고 평가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5> 추구혜택에

<그림 4-6> 추구혜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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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내용과 구전

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방향성과 구전

구전 효과 

 

구전 효과 

 



 

<그림 4-7> 추구혜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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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혜택에 따른 전자 구전 탐색 유형과 구전구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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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추구혜택이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본 절에서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

문 조사를 이용한 정량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연구문제 5.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표본을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결과, 사

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70명, 사이클 관여도가 높

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90명, 사이클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둘다 

낮은 집단은 33명, 그리고 둘다 높은 집단은 98명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링 

커뮤니티 표집의 특성상 사이클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모두 낮은 집단의 

경우의 수가 적어 회귀분석에는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1. 집단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내용에 미치는 영향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내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

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1~15>와 같다.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가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는 브랜드 과시 추구혜택이 기능성에 관한 정보 탐색에 부적 영향을 미쳤

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이클웨어 관여

도가 높은 경우 기능성에 대한 정보 탐색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사이클리스

트들이 브랜드 과시와 경제성을 추구할 경우 많이 탐색하며, 사이클링 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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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사이클리스트들 역시도 브랜드 과시를 추구할 때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두 관여도 모두 높은 경우에는 이상적 체형을 추구

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를 더 깊게 탐색하는 경향이 있

다. 즉, 이들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사이클웨어를 착용했을 때 이상적인 체형

으로 보이는지가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디자인 정보인 것이

다. 색상에 대한 내용은 관여도 모두가 높은 사이클리스트들 중 이상적 체형

과 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주의 깊게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웨어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색상이 그들의 개성과 체형을 돋보이게 해주는 중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정보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경우,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이 주로 탐색을 하였

다.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사이클리스트들이 개

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 영향력을 미쳤다. 두 관여도가 모두 높은 사이

클리스트들은 브랜드 과시 추구혜택은 부적 효과를, 경제성 추구혜택은 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격 정보가 사이클리스트들이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대로 개성이나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

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에 

관한 정보는 두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에서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에 

더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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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기능성 정보 탐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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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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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 표 4-12>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디자인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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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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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색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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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 표 4-14>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가격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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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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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브랜드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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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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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6, 17>과 같다.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브랜드 과시와 기능성·편안함을 추구하는 경우,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에서 이상적 체형과 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긍정적 정보를 더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보에 

대한 영향력은 전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사이클리스트들의 

다양한 추구혜택들이 집단에 상관없이 긍정적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16>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긍정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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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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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부정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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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3. 집단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유형에 미치는 영향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8, 19>과 같다.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이상적 체형과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 두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개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사실적 정보를 더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정보에 대한 영향력은 전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은 집단들이 특히 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혜택에 맞는 사실적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18>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사실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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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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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관여도 집단별 추구혜택이 평가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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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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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

색 행동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 행동이 결과적으로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봄으로써, 사이클리스트들의 소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 시간 증대와 4대강 자전거길 개통 

등으로 인해 사이클링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클웨어를 비롯

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관련 스포

츠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한 소비자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사이클리스트들의 사이클웨

어 추구혜택과 관여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

전 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

클웨어 추구혜택을 규명해본다. 둘째 사이클웨어 관여도를 규명해본다. 셋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회원 수가 많고 회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

라인 사이클링 커뮤니티들을 선정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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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이클웨어를 착용하며 사이클웨어 구입을 위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이클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총 

39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성 291명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 요인

을 수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은 이상적 체형, 

브랜드 과시, 편안함 ∙ 기능성, 개성, 그리고 경제성 추구혜택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

여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평균값을 살펴보면 추구혜택은 편안함 · 기

능성이 가장 높았고, 사이클웨어 관여도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더 높았다. 

둘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

상 정보를,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디자인, 색상, 브랜드 

정보를 주로 탐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

클리스트들은 가격 정보를 탐색하지 않으며,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반

대로 디자인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의 정보 탐색 행동

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가로,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정보 

탐색 행동의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과시와 편안함 ∙ 기능성

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긍정적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의복 실패 등 부정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 유형을 살펴보면,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평가적 정보 모두에 관심을 가지며, 브랜

드 과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사실적 정보 탐색 행동에, 그리고 편안

함 ∙ 기능성 추구혜택은 평가적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하위 요인들은 

구전 효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내용 변수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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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우만 구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앞

서 정보 탐색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 탐색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격 정보가 사이클리스트들이 정보 탐색 시 고려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

정적인 내용 모두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보다 강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증명했듯이 소비자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긍정적, 부정적 방향성 모두를 포함한 혼합적 

방향성이 구매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클웨어의 경우는 영화와 같은 심미

적, 쾌락적 상품처럼 긍정적 내용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

영신 외, 2002). 구전 정보의 유형의 경우에는 평가적 정보가 구전 효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역시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평가적 정보는 심미

적, 쾌락적 상품의 구매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

클웨어는 쾌락적 상품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

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다양한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영향

을 미쳤으며, 집단마다 조금씩 다른 추구혜택들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관련 정보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낮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브랜드 과시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와 사

이클링 관여도가 높고 의복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브랜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

우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었으며, 두 관여도 모두 높은 집단도 사이클웨어을 

통해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경우에 디자인 관련 정보를 더 많

이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 정보의 경우는 의복 관여도만 높

은 집단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반대로 사이클링 

관여도만 높은 집단이 개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두 관여

도 모두 높은 집단은 경제성을 추구할 때는 더 관심을 가졌고, 브랜드 과시를 

추구할 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방향성과 유형은 추구혜택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정보에는 브랜드 과시 성향이 대체로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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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으며, 사실적 정보에는 사이클링 관여도가 높은 경우 이상적 체형, 브

랜드 과시, 개성, 경제성 추구 등 다양한 추구혜택들이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변인을 특정 아웃도

어 스포츠인 사이클링에 맞게 요인을 수정하여 사이클리스트들의 추구혜택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이클링을 비롯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

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구

체적인 스포츠 종목에 따라 세세한 소비자 행동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사이클웨어를 통해 사이클리스트들이 얻고자 하는 추구혜택을 밝혀,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사이클웨어 관여도라는 변인은 기존의 스포츠웨어 관여도 변인과 

다르게 사이클링 관여도와 의복 관여도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관여도나 의복 관여도 중 하나만 요인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히 스포츠웨어 관여도 요인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이클리스트들

의 소비 행동을 살펴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여도를 구체적인 스포

츠에 맞춰서 수정을 한 후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봐야 한다. 표집의 

특성상 분석 결과, 사이클링 관여도가 의복 관여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

며, 각 관여도 집단에 따라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 구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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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원천

이 기업이나 시장에서 제공되어 내려오는 구조보다는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공

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비자 행동

은 현대 소비자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관여도의 경우는 선행 연구들에서 

독립변수 혹은 조절변수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

에 따라 추구혜택이 소비자 정보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밝혔다.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사이클웨어 산업 및 시장에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전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웨어 추구혜택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

색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리스트들의 특성 혹은 특정 커뮤니티의 특성

에 따라 다른 전자 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보다는 체험 후기를 통한 감각적 경험 공유와 객관적인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클리트가 브랜

드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 다양한내용의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에 구매 정보 혹

은 게시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구전 효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보 탐색 내용은 가격이다. 사이

클웨어의 경우, 다른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와 유사하게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

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계절에 따라 착용해야하는 복장과 악세서리도 다양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은 가격 정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긍정적 정

보와 부정적 정보 모두 소비자의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더 강하며, 평가적이고 주관적인 정보가 실제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긍정적인 정보가 자주 노출되도

록 신경써야 한다. 이는 체험단 같은 프로모션 활동이 구전 효과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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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사이클리스트들의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디자인과 가격에 대한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 그리고 사실적인 정보에 추구혜택이 미치는 영향이 사이클웨어 관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사이클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전자 구

전 정보 탐색 행동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이클웨어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클웨어 뿐만 아니라 일반적

으로 같이 착용하는 헬멧, 신발, 장갑 등의 장구류 등에 대한 정보 탐색 행동

도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이클링은 기본적으로 동호인의 경우 

평균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관련 안전 장비 역시 같이 

착용해야 하며, 사이클리스트들의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라 관련 정보 탐색 

행동이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 사이클리스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

하였다. 사이클링은 본 연구에서 응답한 여성이 적은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

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구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 건강과 체중 조절

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성 사이클링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사이클웨어는 주로 남성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디자인이나 기능적 요소도 남

성 위주로 고려되어 여성 사이클리스트들이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한 점이 있

다. 여성 사이클리스트 관련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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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커뮤니티 별 특성을 비교하지 못 하였다. 특히 사이클웨어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적어서 분석을 하지 못 하였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은 커

뮤니티들과 회원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

졌듯이 사이클리스트들의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클링에서만 착용하는 사이클웨어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스포츠웨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스포츠웨

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면, 후속 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하위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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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진우 입니다. 

본 설문은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사

이클웨어 추구혜택과 관여도에 따른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솔직하게 한 문

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자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며, 중간에 그만두어도 아무

런 불이익이 없으며, 중간에 그만두고자 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를 벗어나

시면 됩니다. 본 연구는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안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

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하나하나의 응답은 연구를 위

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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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당신은 사이클웨어(사이클링 저지, 팬츠 등)를 입으십니까? 

m 예 (1) 

m 아니오 (2) 

If 아니오 Is 선택됨, Then Skip To 설문 조사의 끝 

0-2 2. 당신은 사이클웨어 구매 이전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m 예 (1) 

m 아니오 (2) 

If 아니오 Is 선택됨, Then Skip To 설문 조사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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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다음은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관련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1. 사이클웨어를 입었을 때 

신체가 편안한가를 생각한다. 

(1) 

m  m  m  m  m  m  m  

2.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활

동하기 편한가를 생각한다. 

(2) 

m  m  m  m  m  m  m  

3.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착용감이 좋은가를 생각한다. 

(3) 

m  m  m  m  m  m  m  

4.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기능성을 중요시한다. (4) 
m  m  m  m  m  m  m  

5. 사이클웨어에 사용된 소재

를 중요시한다. (5) 
m  m  m  m  m  m  m  

6. 나는 좀더 이상적인 체형

으로 보이게 하는 사이클웨어

를 선호한다. (6) 

m  m  m  m  m  m  m  

7.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내

 체형이나 몸매의 장점을 돋

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다. 

(7) 

m  m  m  m  m  m  m  

8.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를 세련되어 보이게 하는가

를 생각한다. (8) 

m  m  m  m  m  m  m  

9.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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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9) 

10.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성스러움(여성스러움)이 표

현될 수 있는가를생각한다. (1

0) 

m  m  m  m  m  m  m  

11.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

는 달리 특이한가를 고려한

다. (11) 

m  m  m  m  m  m  m  

12.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독특성을 고려한다. (12) 
m  m  m  m  m  m  m  

13.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나를 젊어 보이게 하는가를 

생각한다. (13) 

m  m  m  m  m  m  m  

14.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활발하게 보이는가를 생각한

다. (14) 

m  m  m  m  m  m  m  

15.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남들이 알아주는 고급상표인

가를 고려한다. (15) 

m  m  m  m  m  m  m  

16.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유행에 맞추어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6) 

m  m  m  m  m  m  m  

17. 사이클웨어를 통해 신분

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한

다. (17) 

m  m  m  m  m  m  m  

18.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가격할인 기간인지 고려한다.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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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세일이나 가격 행사를 해야 

구입한다. (19) 

m  m  m  m  m  m  m  

20. 사이클웨어를 구입할 때 

옷의 바느질 상태에 대해서도

 잘 관찰한 후 구입한다. (20) 

m  m  m  m  m  m  m  

21. 이름 없는 브랜드 여러 

벌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사이

클웨어 한 벌을 산다. (21) 

m  m  m  m  m  m  m  

22. 어떤 브랜드의 사이클웨

어가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사는 편이다. (22)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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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I. 다음은 사이클웨어 관여도 관련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1. 나는 평소에 의복 상표에 

관심이 많다. (1) 
m  m  m  m  m  m  m  

2. 의복 구매 시 상표의 중요

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 
m  m  m  m  m  m  m  

3. 의복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3) 
m  m  m  m  m  m  m  

4.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

이게 한다. (4) 
m  m  m  m  m  m  m  

5. 어떤 옷이 값에 비해 유용

한지 생각한다. (5) 
m  m  m  m  m  m  m  

6. 옷을 구입 후 세탁과 관리

에 신경을 쓴다. (6) 
m  m  m  m  m  m  m  

7. 사이클링은 나를 기쁘게 

한다. (7) 
m  m  m  m  m  m  m  

8. 사이클링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8) 
m  m  m  m  m  m  m  

9. 내 삶이 사이클링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9) 
m  m  m  m  m  m  m  

10. 사이클링은 나에게 중요

하다. (10) 
m  m  m  m  m  m  m  

11. 사이클링은 나에게 흥미

로운 관심의 대상이다. (11)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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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II-1. 귀하께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할 때 이용하는 사이트를 선택해주시기 바

랍니다(복수 응답 가능). 

m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 (1) 

m 브랜드 홈페이지 및 SNS 사이트 (2) 

m 관련 동호회 및 카페 (3) 

m 개인 블로그 및 SNS 사이트 (4) 

m 메신저 (5) 

m 기타 (6) 

 

3-2 III-2. 귀하께서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탐색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m 기능성 (1) 

m 디자인 (2) 

m 색상 (3) 

m 가격 (4) 

m 브랜드 (5) 

m 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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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II-3. 귀하께서 온라인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정보와 어느정도 유사한

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유사하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유사하다 

(7) 

1. 4방향 신축 원단을 사

용했습니다. (기능성과 관

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

보) (1) 

m  m  m  m  m  m  m  

2. 자전거 잡지 투표 결

과 디자인 1위!! (디자인

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2) 

m  m  m  m  m  m  m  

3. 발매된 져지의 발색이 

우수합니다. (색상과 관련

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3) 

m  m  m  m  m  m  m  

4. 현재 이 제품은 세일 

중입니다. (가격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4) 

m  m  m  m  m  m  m  

5. TDF 챔피언의 브랜드

입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실 정보) (5) 

m  m  m  m  m  m  m  

6. 촉감이 부드럽고 오래 

입어도 편안합니다!! (기

능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6) 

m  m  m  m  m  m  m  

7.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

는 스타일입니다!! (디자

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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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 (7) 

8. 져지 색이 정말 마음

에 드네요!! (색상과 관련

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8) 

m  m  m  m  m  m  m  

9. 이정도 제품이 이런 

가격이면 정말 좋네요!! 

(가격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9) 

m  m  m  m  m  m  m  

10.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브랜드와 관련

된 긍정적인 평가 정보) 

(10) 

m  m  m  m  m  m  m  

11. 원단의 내구성이 약

합니다. (기능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1) 

m  m  m  m  m  m  m  

12. 혹평을 받았던 디자

인이네요. (디자인과 관련

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2) 

m  m  m  m  m  m  m  

13. 발매된 색이 한가지

뿐이네요. (색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3) 

m  m  m  m  m  m  m  

14. 가격이 비슷한 품질

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 

비쌉니다. (가격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실 정보) (14) 

m  m  m  m  m  m  m  

15. 게시판에서 악평을 

받았던 브랜드 제품이네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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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브랜드와 관련된 부

정적인 사실 정보) (15) 

16. 땀이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성과 관련

된 부정적인 평가 정보) 

(16) 

m  m  m  m  m  m  m  

17. 디자인이 아쉽네요.. 

(디자인과 관련된 부정적

인 평가 정보) (17) 

m  m  m  m  m  m  m  

18. 실제 제품의 색상이 

조금 아쉽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

보) (18) 

m  m  m  m  m  m  m  

19. 이 가격을 주고 사기

엔 조금 비싼 것 같습니

다. (가격과 관련된 부정

적인 평가 정보) (19) 

m  m  m  m  m  m  m  

20.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는 아니죠. (브랜드와 관

련된 부정적인 평가 정

보) (20)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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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V. 다음은 구전 효과 관련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1. 나는 전자 구전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

다. (1) 

m  m  m  m  m  m  m  

2. 전자 구전 정보 탐색을 통

해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확

고해진다. (2) 

m  m  m  m  m  m  m  

3.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

보는 상품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 (3) 

m  m  m  m  m  m  m  

4. 전자 구전을 통해 얻은 정

보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

다. (4)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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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V-1. 귀하의 성별은? 

m 남성 (1) 

m 여성 (2) 

 

5-2 V-2. 귀하의 연령은? (만 ㅇㅇ세) 

 

5-3 V-3. 귀하의 최종학력은? 

m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m 대학교 재학 (2) 

m 대학교 졸업 (3) 

m 대학원 재학 이상 (4) 

 

5-4 V-4. 귀하의 직업은? 

m 무직 (1) 

m 전업주부 (2) 

m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3) 

m 관리자(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

판매 관리자 등) (4) 

m 전문직(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5) 

m 전문기술직(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

인 등) (6) 

m 사무종사자(경영·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

원 등) (7) 

m 서비스종사자(이미용·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가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8) 

m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통신판매 관련직 등) (9) 

m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농·축산 숙련직, 임업·어업 숙련직 등) (10) 

m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관련, 섬유·의복관련, 가구·악기 관련 

기능직 등) (11) 

m 기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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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V-5. 귀하의 월 평균 총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근로소득+은행이자+ 임대료 등 

포함 세 후 기준)? 

m 100만원 미만 (1) 

m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 

m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m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 

m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 

m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6) 

m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7) 

m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8) 

m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9) 

m 2,000만원 이상 (10) 

 

5-6 V-6. 귀하의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은? 

m 1시간 미만 (1) 

m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 

m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 

m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 

m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 

m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 

m 10시간 이상 (7) 

 

5-7 V-7. 귀하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m 1시간 미만 (1) 

m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 

m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 

m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 

m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 

m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 

m 6시간 이상 (7)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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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Cycle Wear 

 

Jin Woo Choi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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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cycling became a popular sports activity in Korea by so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trend of well-being and the opening of the 

Four River bicycle road. Nowadays, the online community is an important 

channel of the consumer’s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this study will 

try to understand the online consumer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cyclists. 

 The research identified the benefits sought and the involvement 

of cycle wear. Furthermore, the researcher examined the effect of the 

benefits sought of cycle wear affect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Moreover, the researcherdivided the group by the cycle wear 

involvement and check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of the benefits 

sought of cycle wear affect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Finall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ffecting the eWOM effe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an online survey at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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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several communites based on 

the number of the members and activity.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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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ycle wear is composed of five sub-factors such as, ideal body 

figure, brand ostentation, comfort·ease, persona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the cycle wear involvement is consisted of two 

sub-factors such as cycling involvement and fashion involvement. 

 Second,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cyclists was 

different by the cyclist’s benefits sought. When the cyclists pursued ideal 

body figure they searched more information of design and color, and 

when they sought brand ostentation the information of design, color, and 

brand was important. However, when they pursuited brand ostentation 

they did not care much about the price information, and when they 

pursued economic feasibility the information of the design was not 

important. Moreover, the valence and the type of the information were 

dissimilar by the benefits sought, also. When the cyclists pursued brand 

ostentation and comfort and ease they usually focus on positiv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y pursuited ideal body figure 

they negativ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o them. Additionally, when 

the cyclists sought brand ostentation the objective information was 

important and when the cyclists pursued comfort and ease the subjective 

information was significant. However, when they sought ideal body imag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information was crucial. 

 Third, the sub-factors of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ffected the eWOM effect distinctively.The price information was the 

only factor influenced the eWOM effect among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The valence of the information influenced the eWOM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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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and the effect of positive information was stronger than negative 

information. Finally, the subjective information was affecting eWOM 

effect.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other hedonic product information 

search behavior. 

 Lastly, the effect of the benefits sought influenc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varied by the difference of the cycle wear 

involvement. The researcher divided the group based on their cycling 

and fashion involvement.When they are both high in the involvement 

there were various benfits sought affecting the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Design information was important when the group’s fashion 

involvement was low and the cycling involvement was high and they 

sought brand ostentation. Additionally, it was same when the group’s 

fashion involvement was high and the cycling involvement was low and 

they sought brand ostenta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Moreover, when 

both involvements were high and they wanted to look nice in their cycle 

wear design information was crucial, also. The price information was 

important to who were deeply involved in fashion and they sought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when the cycling involvement was high 

only and they pursued personality the price information was not 

important to them. Moreover, the positive information was usually 

affected by the brand ostentation and the objective information was 

influenced by ideal body figure, brand ostentation, personality, and 

economical feasibility, when the cycling involvement was high. 

 

Keywords :Cycle wear, Benefits sought, Involvement, eWO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WOM effect 

Student Number :2011-216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사이클웨어에 대한 이해 .
	1.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행동
	2. 사이클웨어의 특성

	제 2 절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
	1. 추구혜택의 개념 
	2.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제 3 절 사이클웨어 관여도 
	1. 관여도의 개념 
	2. 스포츠웨어 관여도 .

	제 4 절 구전 정보 탐색 행동 및 구전 효과 .
	1. 구전의 개념 .
	2. 전자 구전 .
	3.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
	4. 구전 효과 .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1. 연구문제의 설정 
	2. 연구모형 

	제 2 절 설문지 조사 
	1. 설문지 문항의 구성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의 수집과 표본 구성 .
	2. 자료의 분석 .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1. 사이클웨어 추구혜택 
	2. 사이클웨어 관여도 .
	3. 구전 효과 .

	제 2 절 사이클웨어 추구혜택과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 간의 관계
	제 3 절 전자 구전 정보 탐색 행동과 구전 효과 간의 관계 .
	제 4 절 사이클웨어 관여도 집단에 따른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 집단 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내용에 미치는 영향 .
	2. 집단 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 
	3. 집단 별 추구혜택이 전자 구전 정보 탐색 유형에 미치는 영향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