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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ifestyle on wetsuits purchasing behavior and identifies various char-
acteristics among lifestyle groups. A questionnaire survey of 213 domestic consumers with water sport activity and wet-
suits experience indicated the following results: 1) Lifestyle factors were analyzed as 6 factors: social relation ships,
development orientation, trend & appearance, domestic,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pursuit of practicality. And
the wetsuits selection criteria was 4 factors: wearing fitness, product information, design, reputation. 2) Social rela-
tionships, development orientation,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and pursuit of practicality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fitness. Trend & appearance, development orientation, and pursuit of practicality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formation factors ; in addition, development orientation, and trend & appearance, a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design factors. Social relationships, trend & appearance, and pursuit of practicality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reputation factors. However, trend & appearance factors negatively affected the wearing
fitness factors and the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factors had negative effect on product information, reputation
factors. 3) The three groups of lifestyle factors showed differences in monthly average purchasing of clothes, average
annual purchasing expenditures for water sports related products, number of water sport activity days and frequency,
product selec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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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

취되면서 레저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Kim

& Kim, 2017),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상관광 자원의 활용

여건이 갖추어진 국내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점차 수상스포

츠의 다양화 현상과 함께 수상스포츠 활동 시의 패션에 대한 소

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서핑 인구는 2017년 기

준 20만 명으로 추산되어 3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하였으며(Lee,

2017), 이러한 수상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수상스

포츠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20~30대들에게 하나의 라이프 스

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심리적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관

련 용품의 대여, 교육 서비스가 증가하여 수상 스포츠를 전문으

로 하는 스포츠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최근 두 배 이상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Kim, 2017). 수중은 지상보다 25배의 속도로 체

온이 떨어지는 환경이므로 수상스포츠 활동 시에는 체온 손실의

방지를 위해 잠수복의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Hwang,

1994). 특히, 웨트슈트는 주로 얕은 수심에서 착용하는 잠수복으

로 수상스포츠를 위해 착용하는 특수복 중에서 서핑, 카누, 다이

빙, 철인 3종 경기 등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패

션성을 가미하여 일반적인 수상스포츠 용도로서 스포츠웨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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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의 진입 및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Huh et al., 2017).

수상스포츠 대중화 이전의 국내시장은 해군 또는 해녀가 착

용하는 용도로 생산되는 잠수복이 주를 이루거나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Huh et al., 2017) 마찬가지로

Hur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웨트슈트를 구매하는 국내 소비

자들은 수입 기성복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전문 브랜드의 양

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

일에 따른 시장 세분화 및 차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웨트슈트는 체온 유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착용감 특히, 맞음새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주문제작

또는 수선이 많은 편이며 따라서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정보

원, 구매경로, 제품 선택 속성이 타 스포츠웨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아웃도어 웨어,

등산복 등의 타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잠수복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패턴개발(Choi,

2011a; Choi, 2011b), 소재의 평가(Huh et al., 2017; Kim et

al., 2016)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다양한 차

원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 행동

을 분석하여 라이프 스타일이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라이프 스타일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수상스포츠웨

어 소비자의 세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웨트슈트 개발 시 제품 선택 기준 및 정보원과 구매

경로에 따른 마케팅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잠수복(diving suit)의 종류와 특징

수중에서는 지상에서보다 25배의 속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

지게 되므로(Hwang, 1994) 체온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상레포츠 또는 수중활동 시에 신체보호를 위해 전

신에 착용하는 형태의 의복을 잠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복

의 주요 역할 및 착용목적으로는 첫째, 열손실이 빠른 수중에서

체온 손실을 방지하고 둘째, 부력을 양성화하여 비상 시 부력확

보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며(Park et al., 1999) 셋째, 수중생물

의 촉수나 가시, 바위표면의 패류 등에 의한 상처를 방지하기 위

해 수중에서는 잠수복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Park, 2004).

방한 및 보온을 통한 체온 유지, 상해 방지를 목적으로 수상스

포츠웨어로써 착용되기도 하는 잠수복은 형태, 소재의 두께, 물

의 유입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데(Lee & Kim,

1993), 크게 물의 유입 여부를 기준으로 잠수복의 종류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웨트슈트(wetsuits)는 습식 잠수복으로서 관리가 용이하고 경

제적인 장점이 있어 수상활동 시 계절의 구분 없이 가장 일반적

으로 많이 착용되는 형태의 슈트이다(Kim, 2012). 웨트슈트의

보온 원리는 슈트와 신체와의 공간에 유입된 물의 온도가 체온

에 의해서 상승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Lee

& Kim, 1993). 웨트슈트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네오프

렌은 독립된 기포를 가진 합성고무로서 각각의 기포가 열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하여 보온력이 있는 재질이다(Hwang, 1994). 네

오프렌으로 제작된 웨트슈트는 스킨 타입과 저지 타입으로 분류

되기도 하는데 네오프렌을 그대로 이용한 스킨 타입은 건조가

용이하고 보온성이 높으나 잘 찢어지거나 탈·착용이 불편한 단

점이 있고 네오프렌에 천을 부착한 져지 타입은 보온성은 상대

적으로 낮지만 색상이 다양하고 탈·착용이 용이하며 잘 찢어지

지 않는 특징이 있다(Scubapro education association, 1995).

웨트슈트의 두께는 보통 5mm을 기준으로 수온이 높은 계절이

나 지방에서는 3mm 정도, 수온이 낮은 계절이나 지역에서는

5mm 이상의 두께를 착용한다(Hwang, 1994). 두께에 비례하여

부력이 증가하므로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버의 경

우 체중의 1/10가량 무게(5mm 두께의 잠수복 한 벌 착용기준)

의 중량벨트(weight belt)를 착용한다(Lee & Kim, 1993). 또한,

웨트슈트의 형태는 소매가 있는 발목 길이의 full suits, 소매가

있는 무릎길이의 spring suits 또는 shorty, 소매가 없는 발목 길

이의 long john, 소매가 없는 무릎길이의 short john로 나누어볼

수 있다(Kim & Kim, 2018).

건식 잠수복인 드라이슈트(dry suits)는 본래 겨울에 장시간 착

용이 필요한 직업 다이버용으로 보급되어오다가 스포츠 다이버

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Scubapro education association,

1995), 잠수복 내에 물이 유입되지 않고 잠수복과 신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서 보온이 되는 원리로, 웨트슈트보다 보온효

과가 뛰어나며 오랜 시간 잠수하거나 추운 지방, 얼음 바다 등

에서 착용할 수 있고 별도의 부력조절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점이 있다(Lee & Kim, 1993). 반면 웨트슈트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고가이며 착용 시 부력조절에 주의해야한다는 점(Park,

2004),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면이나 수중에서의 동작이 둔하다

는 특징이 있다(Lee & Kim, 1993). 드라이슈트는 일반적으로

보온내의(inner suit) 위에 착용하며 세부적인 소재를 살펴보면,

웨트슈트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어 높은 보온력을 지녀 얇은

보온내의의 착용이 가능한 네오프렌 타입(neoprene type)과 특수

원단에 코팅 과정을 거쳐 강한 표면을 지니지만 낮은 보온력으

로 인해 두꺼운 보온내의 착용이 필요한 쉘 타입(shell type)으

로 나눠볼 수 있다(Scubapro education association, 1995). 드라

이슈트의 형태는 방수지퍼가 부착되어있는 전신 원피스 형을 띈

다(Lee & Kim, 1993). 최근에는 관련 브랜드들이 스포츠 다이

버용 드라이슈트를 개발하여 활동이 용이한 소재, 다양한 색과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Scubapro education association, 1995).

바디 슈트(body suit)는 드라이슈트나 웨트슈트와는 달리 수영

복 재질로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33
o
C 이상 수온의 열대지

방에서 수중활동 시에 착용하는 잠수복의 한 종류이다(Park et

al., 1999). 또한, 최근에는 슈트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시켜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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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와 웨트슈트의 중간 정도 두께 및 기능성 등을 지닌 세미

드라이 슈트(semi-dry suit)를 언급하기도 한다(Choi & Jeong,

2009).

2.2.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 사회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

적으로 지니며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Lazer, 1963), 이는 활동영역, 관심분야, 태도나 가치관 등에 근

거하여 구체화 및 구별이 가능한 집단의 생활양식이다(Well,

1975). 또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재화와 시간을 소비하

는 방식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체계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Engel &

Blackwell, 1982).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의 활동, 흥미

등 소비자 삶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특성

의 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소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Kim & Ko, 2012). 이에 따라 공간, 문화예술,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구매행

태를 분석하여 시장세분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

루어져왔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광고 평가에 대한 Lee and

Kim(2014)의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하위차원을 최신유

행, 성공여가, 광고의존, 실익추구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Moon and Ko(2015)

는 라이프 스타일 요인을 타인 사교, 자아만족, 가족 중심, 이익

추구, 개인 창작, 혁신 추구, 자기 신뢰, 성공 지향으로 도출하

였다. Hwang and Hong(2011)의 경우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문화예술형, 외향형, 계획형, 활동형, 절약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라이프 스타일을 의복분야에 적용하여 패션라이프 스타일로

특정지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은 패

션의 변화를 도모한다(Kwon et al., 2002). 패션 분야에서 선행

된 연구를 살펴보면, Shim and Ywoun(2007)은 라이프 스타일

요인을 경제지향성, 가정지향성, 유행지향성, 활동지향성, 여가지

향성, 보수지향성으로 도출하여 패션 제품에 대한 이미지 선호

도를 살펴보았으며 Jeon and Lee(2006)는 라이프 스타일을 성취

지향성, 경제 지향성, 외모 지향성, 자유 및 문화지향성으로 요

인화하여 의복 쇼핑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등산복 구

매행동에 관한 Park and Hwang(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소

비성향, 충동구매 소비성향, 유명브랜드 선호성향, 매체정보 활

용성향, 가정중심 지향, 활동적 여가생활지향, 적극적 사교활동

지향으로 라이프 스타일 요인을 분류하였고, Jeon et al.(2012)은

라이프 스타일의 패션관심, 패션과시, 브랜드, 가격, 실용, 개성

추구 요인을 통해 아웃도어 웨어의 평가 기준과 구매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의 제

품 평가 및 선호, 구매행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시

장세분화 목적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주요 요소로 작용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션분야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

로 경제성, 여가지향성, 외모·유행 지향, 활동 지향의 하위 차원

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2.3. 제품 구매 행동

2.3.1. 제품 구매 시 정보원 및 구매 경로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정된 구매 경로를 이

용하여 제품의 구매 행동이 이뤄진다.

정보원은 구매의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 탐색

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된다(Moon et al.,

2008). 구매결정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

자는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신뢰할만한 정보원이 필요하며, 다

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제품의 외적 정보와 내적 정보의 지속

적 또는 비지속적 탐색이 이루어진다(Park, 2011). 소비자는 개

인의 상황, 선택하려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하는 정보

원의 선별과정을 거쳐 구매 행동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

자가 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 및 유형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Cox(1967)는 소비자가 욕구를 느껴

의존하게 되는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제

품, 가격, 촉진, 진열, 인적 판매 등),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마케

터의 직접적 통제 범위 밖에 존재하는 정보 수용자의 주변인),

중립적 정보원(마케터, 소비자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문,

잡지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Sproles(1979)는 정보 탐색과정에

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능동적 수용이 가능한 인적 정보원, 대중

매체처럼 인적 특성 없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

는 비인적 정보원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패션정보원의

하위차원에 대한 연구에서 Hong and Lee(2010)는 광고/매체 제

공 정보, 소비자 제공 정보, 점포 제공 정보로 정보원 요인의 도

출하였으며 Yang(2017)은 정보원을 매체, 매장, 스트리트, 언어

정보로 제시하였다.

구매 경로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보원을 바탕으로 정보 탐

색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최종적인 구매가 발생하는 경로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매 경로는 정보탐색활동을 기반으

로 구매활동이 일어나는 경로로서,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

매로 분류할 수 있으며(Chin, 2005), Yang(2017)의 연구를 살펴

보면 패션제품의 구매 경로는 대형유통, 브랜드 지향, 비브랜드

경로로도 구분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유통채

널의 비교·평가의 과정 및 태도 형성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경

로를 선택하게 되며(Assael, 1993), 해당 경로가 지닌 기능(제품

정보, 제품 품질, 고객화, 구매 규모, 상품 구색, 접근 가능성, 사

후관리, 물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Rangan et al., 1992).

정보원과 구매경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

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구분을 가장 일반적으로 통

용되고 있는 인적·비인적 정보원과 마케터·소비자·중립적 정보

원, 구매경로의 유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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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스포츠웨어의 제품 선택 속성

선택 속성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소

비자가 판단하는 속성의 중요도 및 이용 후 만족도를 의미한다

(Rossiter & Percy, 1987).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써, 대안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심리적 요인

으로 작용하므로 소비활동 파악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ang & Cho, 2014). 따라서, 소비자의 제품 구매 행

동을 살펴봄에 있어 제품의 선택 속성 즉, 제품 선택의 기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웨어는 착용 목적에서 기능이 중요시되어 일반적인 패

션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음을 언급한 Lee and Lee

(2004)는 연구에서 스포츠웨어 선택의 요인을 브랜드, 유행, 외모

매력성, 경제성, 실용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Park and Hwang

(2015)은 스포츠웨어의 선택속성을 기능성, 브랜드 및 가격, 자

기과시로 도출하여 스포츠웨어 선택의 모든 하위차원은 브랜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Kang and Cho(2014)

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선택요인을 실용성, 상징성, 자기 과

시성, 심미성, 기능성으로 분류하여 실용성, 상징성, 자기 과시성

이 구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음을 도출하였다.

수상스포츠 활동 시 착용하는 스포츠웨어인 래시가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Yun and Lee(2011)는 소비자들의 래시가드 선

택기준 항목을 디자인 > 기능성 > 품질 > 가격 > 색상 > 소

재 > 사이즈의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연령대별 선택기준의 우선

순위가 다름을 언급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포츠웨어 구

매행동 차이에 관한 Park and Hwang(2012)의 연구에서는 라이

프 스타일 집단별 등산복 구매선택 기준을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 등산복의 선택기준을 가격, 품질, 디자인/스타일, 소재의

기능성, 색상, 착용감, 브랜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선택 속성은 소비자의 브랜

드 및 구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 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웨어의 종류에 따라 제품 선택

속성의 중요도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상스포츠를 영위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이 웨트슈트 선택속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구매 행동에

대한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시장세분화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집

단 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위차원을 파악하고 웨트슈트 구매행동(정보원, 구매 경로, 웨

트슈트 선택 속성의 하위차원)을 파악한다.

2)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라이프 스타일 요

인이 웨트슈트 선택 속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라이프 스타일 집

단 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웨트슈트 구매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본다.

3.2. 측정도구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구성은 라이프 스타일, 제품 구매

행동(정보원, 구매 경로, 웨트슈트 선택 기준)에 관해 선행연구

들을 고찰하여 선행연구에서의 사용빈도, 웨트슈트 또는 수상스

포츠와의 관련성이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추출한 후, 라이프

스타일 측정도구는 Jeon and Lee(2006), Kim and Ko(2012),

Lee and Kim(2014), Park and Hwang(2012), Shim and

Ywou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최종

2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스포츠 활동 및 웨트슈트 착용 경

험자의 제품 구매 행동 문항 중, 웨트슈트 선택 기준 측정도구

는 Im and Kim(2016), Moon et al.(2008)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웨트슈트의 제품 및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 적합

하도록 보완 작업을 거쳐 19문항을 구성하였다. 제품 구매 행동

에서 정보원에 관한 문항은 Lee and Kim(2005), Moon et al.

(2008), 제품 구입 경로에 관한 문항은 Kang and Cho(2014),

Jeon et al.(2012)을 참고하고 웨트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1문항씩 설문을 진행하였고 인구통계적 질문 9문항을 포함하였

다(Table 1).

3.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웨트슈트, 패션 상

품의 제품 구매 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 서적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 고찰의 선행 후, 설문지법을 수행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

상스포츠 유경험자이면서 동시에 웨트슈트 착용 경험이 있는 국

내 소비자 2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라이프 스타일, 웨트슈트 선택 기준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 제품정보원 및 구입 경로는 명목 척도로 이루

어졌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Table 1). 응답의 표기

누락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 213부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

회귀분석, K-평균 군집분석, 카이제곱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쳐 측정변인의 타

당성을 결정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도출하여 신뢰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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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라이프 스타일 하위차원과 웨트슈트 구매행동(정보원,

구매행동, 웨트슈트 선택속성)

4.1.1.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라이프 스타일

하위차원

수상스포츠 활동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라

이프 스타일 27문항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선택의 기

준은 고유치 1로 설정하여 Table 2와 같이 총 6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3.59%,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는

일반적 수요기준치인 .60(Nunnally, 1978)을 충족하여 내적 일관

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은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어울

리는 것을 선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관계 중시’로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성공, 성취감, 장래를 위한 준비 등을 중요

하게 여기는 내용으로 ‘발전지향’, 요인 3은 새로운 유행 및 외

모에 관한 관심이 높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유행·외모중시’로 명

명하였다. 요인 4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사에 가치를 부

여하는 ‘가정 충실’, 요인 5는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Ratio(Cumulative ratio)%

Sex
Male 107 50.2(50.2)

Female 106 49.8(100.0)

20~29 61 28.6(28.6)

Age

30~39 100 46.9(75.6)

40~49 40 18.8(94.4)

50~59 10 4.7(99.1)

59~ 2 0.9(100.0)

Marital status
Married 104 48.8(48.8)

Unmarried 109 51.2(100.0)

Highest level

A high school diploma 15 7.0(7.0)

University/college students or graduates 159 74.6(81.7)

Graduate school 39 18.3(100.0)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000,000won 31 8.0(8.0)

2,000,000~2,999,999won 37 17.4(25.4)

3,000,000~3,999,999won 29 13.6(39.0)

4,000,000~4,999,999won 45 21.1(60.1)

5,000,000~5,999,999won 26 12.2(72.3)

Over 6,000,000won 59 27.7(100.0)

Monthly average

for household clothes

purchase expenditures

Under 300,000won 93 43.7(43.7)

300,000~499,999won 67 31.5(75.1)

500,000~699,999won 32 15.0(90.1)

Over 700,000won 21 9.9(100.0)

The annual average of

individuals purchasing for

water sports related products

Under 500,000won 118 55.4(55.4)

500,000~999,999won 41 19.2(74.6)

1,000,000~1,499,999won 31 14.6(89.2)

Over 1,500,000won 23 10.8(100.0)

The annual frequency

of water sports activity

(per individual)

1~3times 109 51.2(51.2)

4~6times 51 23.9(75.1)

7~9times 27 12.7(87.8)

Over 10times 26 12.2(100.0)

Number of

annual water sports

activity days

(per individual)

Under 7days 84 39.4(39.4)

7~14days 67 31.5(70.9)

15~29days 37 17.4(88.3)

Over 30days 25 1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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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긍정적 취미 인식’

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6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획을 세

우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의 항목으

로 이루어져 ‘실용추구’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화 결과는 문화예술 상품(Hwang

& Hong, 2011), 광고(Moon & Ko, 2015)를 주제로 한 선행연

구 등 타 분야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패션분야

의 연구를 살펴보면 Jeon and Lee(2006)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

해서 성취지향, 경제 지향, 외모 지향, 자유 및 문화 지향의 요

인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Shim and Ywoun(2007)의 연구에서

도 경제지향, 가정지향, 유행지향, 활동지향, 여가지향, 보수지향

으로 하위차원을 도출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는 Jeon et al.(2012)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과도 부분적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상스포츠 및 웨트

슈트 착용 유경험자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은 기존의 패션분야에

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웨트슈트 구매

행동

4.1.2.1. 웨트슈트 구매 시 정보원, 구매 경로

웨트슈트의 구매 행동과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에서 첫째, 제

품 구매 시에 소비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

보원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동

Table 2. Factor analysis of lifestyle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ocial

relationships

I often enjoy meeting people. .80

3.63
13.44

(13.44)
.88

I actively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friends, alumni clubs, and clubs. .79

My personal character is affable with other people .78

I like to be friendly with people .70

I like to join in many different conversations with people. .68

Development

orientation

I share a strong desire for success. .72

2.90
10.74

(24.18)
.79

A sense of accomplishment is the greatest reward for my work. .70

Education is important for my future and my development. .55

I have a desire to continue to accomplish something. .52

I think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future happiness instead of immediate

gratification.
.52

Trend &

appearance

It is better to know about or purchase a new product before others. .83

2.85
10.57

(34.75)
.83

I tend to accept fashion more quickly than others. .79

I am interested in fashion and beauty. .62

Appearance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and activities. .59

Domestic

Holidays are usually spent with family. .80

2.74
10.13

(44.88)
.78

I think we should share frequent family time and conversations for a

happy family.
.73

It is useful to help with housework during holidays. .68

I am happy to go out with my family. .65

Housework is very valuable for living. .54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I think that leisure is beneficial. .77

2.70
9.99

(54.86)
.81

Hobby activities are worth the extra expenses. .70

I am an active participant in leisure activities. .67

I am constantly doing leisure activities and hobbies. .64

Pursuit of

practicality

It is important to make a shopping plan when you plan to buy a product. .76

2.36
8.73

(63.59)
.68

It is important to collect information when buying a product. .65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racticality (rather than design) when purchas-

ing a product.
.63

Price is an important factor when purchasing a produc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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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회나 지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수상스포츠 관련 또는 웨트슈트를 판매

하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직접 검색한다는 의견이 25.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타인의 착용 후

기 19.2%, 온·오프라인의 신문·잡지 기사를 통한 정보 탐색

11.3%, 수상스포츠 전문가의 의견 6.1%, 직접 매장 방문과 광고

항목이 각각 3.3%, 자신의 착용 경험 2.8%, 웨트슈트 판매 사

원이 0.9%의 순서로 각각 도출되었다. 이는 기능성 소재를 적용

한 스포츠웨어의 연구(Moon et al., 2008)에서 구매에 가장 영

향을 받는 정보원으로 나타난 친구, 동료 > 인터넷 > 전문가 순

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복종에 차이가 있는 스키니 진

을 대상으로 연구(Yang, 2017), 니트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Lee & Kim, 2003)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빈도

분석 결과를 정보원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인적정보원

보다 인적정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한, 마케터 주

도적, 중립적 정보원보다는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Fig. 1).

둘째, 웨트슈트 구매 시에 선호하는 구입 경로에 관한 질문에

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1%가 인터넷을 선택하여 온라

인을 통한 구매의 높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상스포

츠웨어·용품이나 웨트슈트 판매 전문매장 방문 20.6%, 백화점

10.8%, 동호회 또는 교육기관을 통한 구매 8.0%, 할인 매장 이

용 6.6%, 카탈로그 0.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 시,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에 관한 Kang

and Cho(2014), Jeon et al.(2012)의 연구에서 오프라인 구매비

율이 높았던 수치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4.1.2.2. 웨트슈트 선택 기준 하위차원

수상스포츠 활동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웨트슈트 선택

기준 19문항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4와 같이 4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선택의 기준은 고유치 1로 설정하여 요

인의 총 설명력은 63.50%, 모든 요인의 신뢰도는 .70 이상으로

일반적인 수요기준치 .60(Nunnally, 1978)을 충족하였다.

Fig. 1. Division of information sources.(%)

Table 3. Information source and purchase route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Ratio(Cumulative ratio)%

Source

Advertisements 7 3.3(3.3)

Brand home pages(official sites) 54 25.4(28.6)

Newspapers/magazines 24 11.3(39.9)

Clubs/acquaintances 59 27.7(67.6)

Water sport specialists 13 6.1(73.7)

Salespersons 2 0.9(74.6)

Others' reviews 41 19.2(93.9)

Personal wearing experience 6 2.8(96.7)

Shop visits 7 3.3(100.0)

Internet 113 53.1(53.1)

Purchase

channel

Catalogs 2 0.9(54.0)

Department store 23 10.8(64.8)

Discount store 14 6.6(71.4)

Specialty shop 44 20.6(92.0)

Club/educational institutions 17 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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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은 웨트슈트의 내구성, 소재, 성능/기능, 활동 편의성,

맞음새(사이즈), 착용감, 탈·착용 편의성, 수선·교환을 중요시 여

기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착용 적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

는 구매 장소나 경로, 품질보증(라벨), 제품 생산지, 정보원, 유행

이 포함되어 ‘제품정보’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형태와 실루엣,

색상과 배색, 절개선의 위치와 방향의 문항으로 ‘디자인’, 요인

4는 평가나 추천, 브랜드, 광고 모델로 이루어져 ‘평판’으로 각

각 명명하였다.

이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선택 기준에 관한 Kang and Cho

(2014), Chung(2015), Im and Kim(2016)의 연구와는 부분적으

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상스포

츠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의 제품 선택 요인은 기존의 선행연

구와 비교하여 자기과시나 유행성 등의 가시적 차원보다는 제품

기능의 본질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요인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경우 일상복으로 착용이 가

능하여 패션성의 요소가 부각될 수 있으나, 웨트슈트는 착용 장

소가 제한적이며 체온 유지의 목적이 보다 명확하여 안전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착용성이나 제품 생산 정보 차원의 제품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도출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4.2.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유경험자의 라이프 스타

일 요인이 제품 선택 기준 요인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한 라이프 스타일 요인과 웨

트슈트 선택 기준 요인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

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모든 Durbin-Waison의 수치는 2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0 또

는 4에 근접하지 않았으므로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첫째, 라이프 스타일과 착용 적합성 요인의 회귀모형은 48.9%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중시, 발전지향, 긍정적

취미 인식, 실용추구 라이프 스타일 요인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착용 적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외모중시 라이프 스타일 요인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드러났다. 둘째, 라이프 스타일과 제품정보 요인의 경우 25.1%

의 설명력을 보이며 발전지향, 유행·외모중시, 실용추구 라이프

스타일 요인에서 각각 제품정보 요인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긍정적 취미 인식 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과 디자인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26.6%의 설명력을 지니

며 발전지향, 유행·외모중시, 긍정적 취미 인식 라이프 스타일

요인은 제품 선택 시의 디자인 요인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 넷째, 라이프 스타일과 평판 요인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7%로 사회적 관계 중시, 유행·외모중시, 실용추구

라이프 스타일 요인은 평판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긍정적

취미 인식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중시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품 선택

시 착용 적합성, 평판을 중시하며 발전지향형 라이프 스타일의

Table 4. Factor analysis of wetsuits selection criteria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Wearing

fitness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buying a wetsuits: Durability .80

4.60
24.17

(24.17)
.89

Fabrics .78

Performance, function .77

Convenience .76

Fit .71

Wearing sensation .68

Ease of wearing and replacing .66

Repair and exchange .53

Product

information

Location and direction of purchasing place .81

3.38
17.81

(41.98)
.84

Quality assurance(labels) .78

Production site .78

Information sources .61

Trends .56

Design

Shape and silhouette .79

2.20
11.53

(53.50)
.72Color or coloring .68

Length of the sewing line and the direction of the seam line .65

Reputation

Celebrity/professional reviews or referrals .83

1.90
10.00

(63.50)
.72Brands .69

Advertising display model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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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착용 적합성, 제품 정보, 디자인 요인을, 평판, 유행·외모

중시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제품 정보, 디자인, 평판을 중요시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취미 인식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

은 착용 적합성 요인에, 실용추구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은 착용

적합성, 제품 정보, 평판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3. 라이프 스타일 집단 간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웨트슈트

구매 행동 차이

4.3.1. 라이프 스타일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수상스포츠 및 웨트슈트 착용 유경험자의 라

이프 스타일을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 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분

석을 반복 실시한 후, 분류된 집단에서 일정 수준의 수치가 확

인되는 세 집단으로 최종 분류하였으며 수상스포츠 활동을 영위

하는 응답자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 취미 인식 라

이프 스타일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Table 6). 집단 1의 군집중심

은 ‘긍정적 취미 인식 > 사회적 관계 중시 > 발전지향 > 가정

충실 > 실용추구 > 유행·외모 중시’ 순으로 나타나 여가, 친목,

성공에 적극적이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모든 요인에

군집중심이 높아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긍정적 취미 인식 > 사회적 관계 중시 >

발전지향 > 유행·외모 중시 > 실용추구 > 가정 충실’ 순서의

군집중심이 확인되었고 여가, 친목, 성공에 적극적이면서 세 집

단 중 가정 충실, 실용추구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드

러나 ‘활동적·대외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으로 분류되었으

며, 집단 3의 군집중심은 ‘가정 충실 > 긍정적 취미 인식 > 실

용추구 > 발전지향 > 사회적 관계 중시 > 유행·외모 중시’ 순

Table 5. The influence of lifestyle on wetsuits selection criteria

Dependent variable

(Wetsuits selection factors)

Independent variable

(Lifestyle factors)
SE β t p Tolerance

Wearing fitness

Social relationships .055 .179 2.696** .008 .565

Development orientation .063 .353 5.308*** .000 .561

Trend & appearance .047 -.127 -2.069** .040 .658

Domestic .053 .055 .955 .341 .746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065 .265 3.976*** .000 .556

Pursuit of practicality .053 .139 2.474** .014 .785

R=.699, R
2
=.489, Adj R

2
=.474, F=32.856, p=.000, Durbin-Watson =1.953

Product information

Social relation-ships .085 .129 1.609 .109 .565

Development orientation .097 .139 1.726* .086 .561

Trend & appearance .073 .252 3.388** .001 .658

Domestic .082 .096 1.370 .172 .746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101 -.150 -1.858* .065 .556

Pursuit of practicality .082 .202 2.969** .003 .785

R=.501, R
2
=.251, Adj R

2
=.229, F=11.484, p=.000, Durbin-Watson =2.118

Design

Social relation-ships .074 .134 1.681 .094 .565

Development orientation .084 .163 2.045** .042 .561

Trend & appearance .064 .166 2.250** .026 .658

Domestic .071 .048 .694 .488 .746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088 .160 2.000** .047 .556

Pursuit of practicality .071 .007 .097 .923 .785

R=.516, R
2
=.266, Adj R

2
=.244, F=12.429, p=.000, Durbin-Watson =1.804

Reputation

Social relation-ships .095 .254 3.072** .002 .565

Development orientation .108 .136 1.642 .102 .561

Trend & appearance .082 .218 2.857** .005 .658

Domestic .091 -.024 -.338 .736 .746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112 -.199 -2.388** .018 .556

Pursuit of practicality .091 .156 2.235** .027 .785

R=.455, R
2
=.207, Adj R

2
=.184, F=8.960, p=.000, Durbin-Watson =1.998

*p<.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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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군집 내 가정 충실 요인의 값이 가장 높아 ‘실용적·가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4.3.2. 집단 간 인구 통계적 특성

웨트슈트 소비 시장의 세분화를 위한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

고자 모든 인구 통계적 항목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

과, 4가지 항목(월평균 가구 의복 구입비용, 개인의 연평균 수상

스포츠 활동 빈도 및 일수, 개인의 연평균 수상스포츠 관련 용

품 지출액)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Table 7).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group 1)의 월평균 가

구 의복 지출액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개인의 연평균

수상스포츠 관련 용품(수상스포츠웨어 포함) 지출액은 50만 원

미만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 빈도

는 1~3회 > 4~6회 > 10회 이상 > 7~9회 순서로 타 군집과 비

교하여 10회 이상의 분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일은 7~14일 > 7일 이하 > 15~29일, 30일 이

상의 순으로 분포를 이루었다.

타 집단과 비교하여 실용추구, 가정 충실 요인의 군집중심이

가장 낮았던 활동적·대외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group 2)

의 경우 월평균 가구 의복 지출비용은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는 특성이 드러났으며 개인의 연

평균 수상스포츠 관련 용품 지출액은 50만 원 미만으로 드러났

다.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 빈도는 1~3회,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일은 7~14일 > 7일 이하 > 15~29일 > 30일 이상의 순으

로 7~14일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실용적·가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group 3)의 군집 분

석 시, 집단 내 가정 충실 요인의 군집 중심이 가장 높았던 집

단으로 모든 항목에서 척도의 최소 수치에 월등히 높은 분포를

구성하였다. 월평균 가구 의복 지출액은 30만 원 미만이 전체의

Table 6. K-means clustering by factor

Factors
Group 1

(n=78)

Group 2

(n=56)

Group 3

(n=79)
F

Social relationships 4.34 3.81 3.22 121.988***

Development orientation 4.24 3.75 3.41 65.515***

Trend & Appearance 4.03 3.62 2.91 95.319***

Domestic 4.15 3.30 3.58 53.982***

Positive acknowledgement of hobbies 4.46 4.03 3.57 93.021***

Pursuit of practicality 4.04 3.44 3.52 29.432***

***p<.001

Table 7. Group demographics

Variables Categories
Group 1

n(%)

Group 2

n(%)

Group 3

n(%)

Total

n(%)

p-value

(pearson)

Monthly average

for household clothes

purchase expenditures

Under 300,000won 28(13.1) 15(7.0) 50(23.5) 93(43.7)

.000*
300,000~499,999won 26(12.2) 20(9.4) 21(9.9) 67(31.5)

500,000~699,999won 14(6.6) 13(6.1) 5(2.3) 32(15.0)

Over 700,000won 10(4.7) 8(3.8) 3(1.4) 21(9.9)

The annual average of

individuals purchasing for

water sports related products

Under 500,000won 33(15.5) 28(13.1) 57(26.8) 118(55.4)

.013*
500,000~999,999won 18(8.5) 13(6.1) 10(4.7) 41(19.2)

1,000,000~1,499,999won 17(8.0) 8(3.8) 6(2.8) 31(14.6)

Over 1,500,000won 10(4.7) 7(3.3) 6(2.8) 23(10.8)

The annual frequency

of water sports activity

(per individual)

1~3times 32(15.0) 26(12.2) 51(23.9) 109(51.2)

.029*
4~6times 20(9.4) 16(7.5) 15(7.0) 51(23.9)

7~9times 10(4.7) 9(4.2) 8(3.8) 27(12.7)

Over 10times 16(7.5) 5(2.3) 5(2.3) 26(12.2)

Number of

annual water sports

activity days

(per individual)

Under 7days 19(8.9) 18(8.5) 47(22.1) 84(39.4)

.000*
7~14days 27(12.7) 23(10.8) 17(8.0) 67(31.5)

15~29days 16(7.5) 9(4.2) 12(5.6) 37(17.4)

Over 30days 16(7.5) 6(2.8) 3(1.4) 25(1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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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를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개인 수상스포츠 관련 용품 지출

액은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6.8%의 비율을 보였다.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 빈도는 1~3회(51명)가 10회 이상(5명)보다 10

배 이상으로 많았으며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일 또한 7일 이

하(47명)가 30일 이상(3명)보다 12배 이상 분포되었다.

4.3.3. 집단 간 웨트슈트 구매 행동 차이검정

라이프 스타일 집단 간 웨트슈트 구매 행동 차이 검정을 위

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원, 구매 경로는 라이

프 스타일 집단 간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웨트슈트 선택 기준 요인을 지각하는 데에 대한 차

이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제품 선택 기준 하위

차원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으로 도출되어 라이프 스타일 집단

에 따라 착용 적합성, 상품 정보, 디자인, 평판 요인에 대한 인

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적·복합적 라

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group 1)에서 제품 선택 기준의 모든 요

인 평균값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내에

서 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실용적·가정

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group 3)은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상스포츠 활동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자를 대상

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구매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

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의 하위차원은 사회적 관계 중시, 발전지

향, 유행·외모 중시, 가정 충실, 긍정적 취미 인식, 실용추구의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웨트슈트의 구매 행동과 관련하여 첫

째, 웨트슈트 선택 기준의 요인은 착용 적합성, 제품정보, 디자

인, 평판의 4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둘째, 구매에 가장 영향을 받

는 정보원으로는 동호회, 지인 > 브랜드의 사이트 > 타인의 착

용 후기 > 신문, 잡지 > 수상스포츠 전문가 > 매장 방문, 광고

> 자신의 착용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인적 정보원보다

인적 정보원이, 마케터 주도적이거나 중립적 정보원보다는 소비

자 주도적 정보원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수상스포츠 활

동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웨트슈트를 선택하는 경

우 소비자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얻는 정보를 신뢰하

는 것으로 밝혀져 동호회나 수상스포츠 전문가, 테스터를 통하

여 제품의 착용 후기에 대해 소통하는 형태의 제품 홍보 활동이

국내 브랜드의 웨트슈트 판매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구매경로는 온라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오

프라인은 수상스포츠 전문 매장 > 백화점 > 동호회, 교육기관

> 할인 매장 > 카탈로그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 시

사이즈 선택 기준이나 맞춤 제작의 여부, 구매경로의 선택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라이프 스타일 요인이 웨트슈트 선택속성 요인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 충실 요인을 제외한 라이프 스타

일의 요인은 웨트슈트 선택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중시 요인은 착용 적합성, 평판 요

인에, 발전지향 요인은 착용 적합성, 제품정보, 디자인 요인에,

실용추구 요인은 착용 적합성, 제품정보, 평판 요인에 각각 정

(+)적 영향을 주었다. 외모·유행 중시 요인은 착용 적합성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으나 제품정보, 디자인, 평판 요인에는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이와는 달리 긍정적 취미 인식 요인은 착용

적합성에 정(+)적, 제품정보, 평판에 부(-)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

히, 착용 적합성 제품 선택 요인은 전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요

인과 높은 정(+)의 관계를 보여 체온 유지를 위해 신체에 밀착

하여 착용되어야 하는 웨트슈트의 특성상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에 착용 적합성 요인을 중요시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8. Group criteria for wetsuits selection

Independent variable

(wetsuits selection factors)
Group M SD F / p-value Post hoc tests

Wearing fitness

1 4.333 .400

31.767/.000*
1>2,3

(Scheffe)
2 3.924 .469

3 3.733 .555

Product information

1 3.723 .706

23.997/.000*
1>2,3

(Dunnett T3)
2 3.150 .625

3 3.070 .556

Design

1 4.034 .570

24.587/.000*

1>2,3

2>3

(Scheffe)

2 3.720 .531

3 3.413 .555

Reputation

1 3.526 .824

23.242/.000*
1>2,3

(Dunnett T3)
2 2.923 .512

3 2.823 .64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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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적합성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상스포츠 종목의 동작을 분석하고 신체 유형별 디자인의 차별

화를 모색하여 웨트슈트의 착용감, 활동 편의성 등을 향상시킨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 착용 만족도, 제품의

착용 적합성 관련 정보를 부각시킨 마케팅 활동은 국내 제작 웨

트슈트의 판매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 집

단은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활동적·대외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실용적·가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의 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각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매 행동 중

에서 의복 지출 비용과 수상스포츠 활동, 웨트슈트 선택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규명되었다.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

구 집단은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 빈도와 활동 일수가 높았으

며 웨트슈트 선택 기준의 모든 요인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은 웨트슈트 선택 기준인 착용 적합성, 제품정보, 디

자인, 평판 관련 항목에 대해 타 집단보다 전문적인 제품 개발

및 세분화된 마케팅 계획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며 또한,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임

을 고려하여 제품 기획 시 소재의 내구성, 관리의 용이성 등이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활동적·대외적 라이프 스타일 추

구’ 그룹은 라이프 스타일의 가정 충실, 실용추구 요인의 군집

중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활동적·복합적 라이프 스타일 추

구 집단과 실용적·가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의 중간적 특

성을 드러내었다. ‘실용적·가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의

집단은 라이프 스타일의 가정 충실 요인에 대한 군집중심이 가

장 높았던 집단으로 월평균 가구 의복 구입비용, 연간 개인 수

상스포츠용품 지출 비용이 가장 낮았으며 연평균 수상스포츠 활

동 빈도 및 활동 일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용적·가

정적 라이프 스타일 추구 집단은 디테일의 최소화, 수상스포츠

활동 정도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소재 선택을 통하여 합리적 가

격을 제시할 수 있는 상품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웨트슈트 및 수상스포츠웨어의 제품 개발

및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에 필요한 소비시장 세분화의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웨트슈트 선택 기준의 하위차원을 규

명한 국내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척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

로 향후 가격, 개성추구 등의 요인을 함께 포함시키는 등의 척

도 개발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표

본 집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표본 집단을 확대하여 지역, 연령에 따른 라이

프 스타일 및 웨트슈트 선택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

서 소구집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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