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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swimming experiences, swimsuit selection criteria, swimsuit

purchase satisfaction level, and the physical self-concept of female consumers. This study was based on a

descriptive survey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5 through July 20,

2012, and the sample consisted of 330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residing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coefficients, ANOVA, Duncan's Test, and multiple reg-

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ividual self-concepts on

health, sports competence, and fitness were influenced by swimming experiences. There was a tendency

for those with a longer period of swimming experience to have a higher level of brand consideration as a

swimsuit selection criterion; in addition, they showed a higher satisfaction level with swimsuits. Individual

physical self-concept influenced the consideration given to each swimsuit selection criterion as well as swim-

suit purchase satisfaction level. The findings of the study reflect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swimming ex-

periences as a criterion for swimsuit market segmentatio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swimsuits as well as

to the physical self-concept of consumers are required for marketing activities.

Key words: Swimming experiences, Physical self-concept, Swimsuit selection criteria, Purchase satisfac-

tion; 수영경력, 신체적 자아개념, 수영복 선택기준, 구매만족도

I. 서 론

건강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지면서 운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특히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물의 부력이 원활한 신체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

료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물의 저항을 이겨내야

할 힘이 필요하여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

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자

리매김하게 되면서 수영인구가 더욱 증가하였다. 수영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내 수영장 및 워터파크가 확산되

면서 수영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레저운동으로 정

착하게 되고, 수영복도 시즌 상품에서 벗어나 사계절 상

품으로 변화하였다(Min, 2011).

수영장이나 해변 등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착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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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영복은, 그 한정된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일반

의복을 구입할 때보다 수영복을 구입할 때에 자신을 돋

보이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다. 또한 체형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여성들은 수영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예 수영복 착용

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착용한 상

태에서도 노출된 자신의 몸매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이는 수영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이러

한 상황은 20~60대의 모든 연령대가 수영동작 시 또는

후에 엉덩이선이 당겨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

고 응답한 점(N. Y. Kim et al., 2008)과, 가슴 캡의 크기

나 간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한다(Noh et al., 2003)

는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수영복은

탈착용의 불편(Noh et al., 2003) 등 수영복 자체의 구성

이나 제작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 착용 시 자신의 체형

노출에 따르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만족,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복종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체형을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가슴이 작은 체형,

가슴이 큰 체형, 하체가 통통한 체형, 뱃살이 많은 체형

에 어울리는 수영복 스타일링 제시 등 특정 신체부위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수영복 업체들의 소

비자 체형 관련 마케팅 활동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개념과 수영복 선택에

대한 생각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즉,

수영복은 체형이 그대로 부각되는 의복이므로 자아개

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수영복

선택기준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신체적 자아개념은 운동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고, 운동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

소하며 자아긍정심에 도움을 준다(Bake & Kim, 2004;

Cheon, 2008; Dishman & Gettman, 1980; Ha et al., 2011;

Jerusalem & Schwarzer, 1992; Jun, 1996). 따라서 수영복

의 선택기준 및 만족도를 착용자의 수영경력 및 신체적

자아개념과 관련지어서 파악한 정보는 수영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와 수요를 좀 더 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수영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영복 디자인 선호도 조

사(Chung & Lim, 2002), 수영복 패턴 설계(Jung et al.,

2006), 수영복 소재의 성능(Chung et al., 2004), 수영복 구

매행동(Lee & Suh, 1999)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또

한, 자아개념과 의복 구매행동을 관련지은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수영복 구매행동을 수영경력이나 자아개

념과 관련지은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의 수영경력과 신체적 자

아개념, 수영복 선택기준 및 구매만족도와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수영복 소비자의 심리적 요구

가 효율적으로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에 반영되어, 소비

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적 자아개념과 운동

James(1890)에 의하면 자아는 인간이 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의 신체, 특성 및 능력, 물질적 소

유, 가족, 친구, 직업 및 취미 등과 같은 것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한 개인의 자아는 그의 신체, 성격, 능

력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가정, 친구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지각 대상에서 그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전체라고 하였다. 이 총체적인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주

요 요소인 신체적 자아개념은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

아 즉, 몸집, 생김새, 외모 등에 관한 지각과, 근력 및 완

력 등의 신체능력에 관한 지각 내용을 포함한다(Song,

1998). Kim(2001)은 신체적 자아개념이 문화, 연령, 성에

관계없이 총체적 자아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고 주장하였다. Pangrazi(1982)는 신체적 자아개

념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신체활동경험에서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학습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

황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운동은 신체능력을

높여주므로 신체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

며(Dishman & Gettman, 1980), 대체적으로 스포츠 혹은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정적 정서가 향상되고, 부적

정서가 감소되어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a-

ke & Kim, 2004). 대학생의 운동참여 여부와 신체적 자

아개념, 자아존중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운동에 참여

하는 사람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Jun, 1996). Chung and Park(2007)과 M. H. Kim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수영참여 전과 후

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

강, 신체활동, 자기존중감, 지구력, 근력 및 신체 전반 측

면에서 차이가 있고, 청소년의 수영참여 정도가 신체적

자기개념 요인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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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영참여기간이 길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수영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

기표현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수의 연

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아개념 차이 및 신체

적 능력과 자아개념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입증

되어 왔다(Fox, 1997; Marsh & Peart, 1988; Sonstroem

& Morgan, 1989). 노인의 스포츠 참여 역시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고독감을 감소시켜 심리적 행복

감 형성에 기여하는 등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Ma, 2001; Shin & Kim, 2006). 한편 Gallahue(1993)는

신체적 자아개념이 위계적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는 견

해를 밝히고 있다. 1단계에 운동기술 학습과 건강이 증

진되고, 2단계에 유능감이 지각되며, 3단계에 실제 유능

감이 향상되고, 4단계에 자신감이 상승하고, 5단계에 자

아존중감이 증가되며, 6단계에서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Cheon(2008), Ha et al.(2011),

Jun(1996)의 연구에서도 운동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자기

효능감, 자율성,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운동을 하지 않는 계획단계보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

고 있는 단계에서 운동 자기효능감, 자율성, 생활만족도

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망감 및 우울

감과 자살 생각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운동과 신체적 자

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수영경력에 따라서도 신체적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는 수영을 할 때에 착용하는 수영복에 대한 심리적 요구

와 만족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스포츠웨어 선택기준 및 구매만족 요인

1) 스포츠웨어 선택기준

Kim(2009)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웨어 구입 시 소비

자들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Hwang(2008)은 체중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는 스포

츠웨어의 상표유명도와 유행을 중시 여긴다고 하였고,

외모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스포츠웨어에서 디자인

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사이클 전문복일 경우 기능적 디

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소재를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스노보드웨어 구입

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색상이 중요하다

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루엣, 보온성, 패

턴(프린트/무늬)의 순위를 보였다(Kim et al., 2011). 기능

성 소재 스포츠웨어 구매 시에는 성능, 소재, 가격을 고

려하는 정도는 높은 반면 유행, 구매장소, 원산지, 광고

모델의 고려 정도는 낮았다(Moon et al., 2008). 골프웨어

의 경우에는 착용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흡수성, 촉감, 신축성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수영복 구매 시의 선택기

준에 대한 Lee and Suh(1999)의 연구에서는 소재, 질감,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로 디자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인 것으로 나

타난 일반 의복(Kim, 1989; Koh, 1994; Lee, 1976; Rhee,

1991)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웨어의 경우에도 디자인 측

면을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공

통적이었으나, 스포츠웨어의 경우 각종 운동의 특성을 고

려한 기능성들이 중요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의복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스포츠웨어의 선택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스포츠 종목에

따라 그 평가기준과 중요시 하는 조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물 속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는 수영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영복의 선택기준이나 고려 정

도가 다른 종류의 스포츠웨어와 다를 것이므로, 수영복

특유의 구매선택기준 및 만족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스포츠웨어 만족 요인

Lee and Suh(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영복 만족

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활동성과 기능성이었으며, 소재

의 종류와 질감, 세탁 및 관리용이성이 비교적 높은 만

족도를 보인 반면에 가격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세탁이나 일광 및 소독액에 대한 색상의 견

뢰도와 내구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스키복에 대한 Park(2000)의 연구에서는 활동성이

나 품질, 디자인, 색상 등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이나 유행성, 흡수성에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킨스쿠버용 수영복에 관한 Choi and Jeong(2009)

의 연구에서는 착용과 탈의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활동성, 가격, 디자인, 사이즈도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다. 상대적으로 체온 유지, 물 유입

에 따른 피부 보호, 물에 대한 저항 정도는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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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비교적 소재의 기능

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패턴 설계와 관련된 항목

은 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스포츠웨어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각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해당 스포츠웨어

에 대한 요구사항과 만족도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제품유형(Kim & Park, 2002)과 점포서비스 품

질, 평가기준, 관여도(Hong, 1992; Kang & Park, 2003) 이

외에, 제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을 고

찰한 Kim(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스키

복 착용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소재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Jung and Song(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소비자들의 골프의류 구매만족도에는 디자인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능

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에 따라 스포츠웨어 구매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개념과 의복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Lee,

2009; Ryoo, 2003; Song & Kim, 2005; Yun & Hwang,

2007),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디자인 및 계절

적응을 위한 구매동기가 높으며, 자아개념에 따라 의복

구매 시의 선택기준 및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고(Hwang,

1999), 자아개념과 의복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 Kahng, 1982; Lim, 1974;

Lim, 1997; Song & Kim, 1999) 결과는 스포츠웨어 착용

자의 자아개념이 구매동기 및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결과에 의하면, 스포츠웨어를 포

함한 의복 구매만족도는 선택기준과 제품 자체의 특성뿐

만 아니라, 성별, 관여도, 자아개념 등의 소비자 특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웨

어의 일종인 수영복 구매만족도 역시 성별 및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영복 제품전략 수립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Kim, 2001; Song, 1998) 결과에 근거하여,

신체적 자아개념을 몸집, 생김새 등 외모와 완력, 근력

과 같은 신체적 기능에 대한 지각 내용을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한 뒤, 이 신체적 자아개념과 수영경력, 수영복

구매 시의 선택기준 및 만족도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

라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수영경력에 따른 신체적 자아개념 차이를 규명

한다. 둘째, 수영경력에 따른 수영복 선택기준 차이를 규

명한다. 셋째, 수영경력에 따른 수영복 구매 후 만족도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 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섯째, 신체적 자아개

념이 수영복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여

섯째, 수영복 선택기준의 고려 정도가 구매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

현재, 대부분의 국내 수영복 업체의 타겟 연령이 20

~30대라는 점(Korea fashion brand annual, 2012/2013)

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을 20~30대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편의표집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33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의 수영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5~6회가 13.03%, 3~4회가 22.73%, 1~2회가

10.91%, 한 달에 2~3회가 7.30%, 한 달에 1회가 8.18%

로, 매 달 1회 이상 수영을 하는 응답자가 62.15%를 이

루고 있다. 수영경력은, 1년 미만이 35.4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5.76%, 5년 이상~10년 미만이 14.55%, 10년

이상이 14.24%로, 5년 미만의 수영경력을 가진 응답자

가 71.21%, 28.79%가 5년 이상의 수영경력을 지녔다.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신체적 자아개념, 수영복 선택기준, 수영복 구매만족도,

수영경력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신체적 자아개념 측정문항은 Kim(2001), Ji(1997),

Jung(2005)의 자아개념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

다. 수영복 선택기준 측정문항으로는 Cho and Kim(2001),

Chung and Lim(2002), M. H. Kim et al.(2008)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영복 구매만족도 측

정문항은 Lee and Suh(1999), Noh et al.(2003)의 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영복 선택기준과 구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이루어졌

다. 수영경력 외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들은 자

유기술형과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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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에 이

루어졌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실내 수영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362부가 회

수되었고, 회수한 설문지 중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총 330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

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과 던컨 사후검정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수영경력에 따른 신체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신체적 자아개념 측정문항들을 요인분석

하였다. <Table 1>과 같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

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0.842~0.934로 나

타나 사용에 별 무리가 없었으며, 5개 변인의 총 누적

변량은 77.61%로 나타났다. 요인1은 체중 및 바디라인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중/바디라인”이

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건강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

루어져서 “건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외모가 준

수한 편이고, 또래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이며, 얼굴이

잘 생겼고, 나의 용모는 매력 있는 편이라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외모매력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4는 체력과

운동빈도 및 운동량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체

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5를 이루고 있는 문항들은 자

신의 운동능력에 대한 생각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스포

츠 유능감”이라 명명하였다.

신체적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요인

들이 수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

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응답자의 수영경력 즉 수영참여기간은 Yoo and Kim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of physical self-concept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1

Weight/

Body line

I weight too much. (R)  .935

 3.350
17.630

(17.630)
.934

I am too fat. (R)  .922

I am quite plump. (R)  .880

I think my waist is too thick. (R)  .867

Factor 2

Health

I get sick often. (R)  .872

 3.154
16.602

(34.232)
.842

I take a long time to get well when I get sick. (R)  .819

I feel that I get sick easily. (R)  .796

I get sick easily when a disease is prevalent. (R)  .775

I rarely get physically sick.  .624

Factor 3

Appearance

I have a passable appearance.  .891

 3.143
16.543

(50.774)
.903

I have an attractive appearance, compared to my age group.  .884

I have a good-looking face.  .853

I have an attractive face.  .831

Factor 4

 Physical

strength

I am physically interested in exercise almost every day.  .906

2.565
13.500

(64.274)
.907I am strong enough to exercise for over 30 minutes a day.  .894

I suffer from shortness of breath due to intense exercise.  .851

Factor 5

Sports

competence

I am better at exercise than my age group.  .886

 2.534
13.399

(77.613)
.913Others regard me as good at exercise.  .878

I am a good at exercise.  .861

(R): reverse coding of data.

– 1019 –



6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8, 2013

(2004), Choi and Yoo(2010)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분석

한 질문서의 응답 분포를 참조하여,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의 4개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건강(p<.05)과 체력(p<.001) 및 스포츠

유능감(p<.01) 측면의 자아개념은 수영경력에 따라 차이

가 있는 반면, 체중/바디라인과 외모매력성 측면의 자아

개념은 수영경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경력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의 건강에 대한 자아

개념 평균치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집단이 3.32, 1년 이

상~5년 미만 집단이 3.52, 5년 이상~10년 미만 집단이

3.56, 10년 이상 집단이 3.71로 나타났다. 즉, 건강 측면

의 자아개념은 수영경력 1년 미만보다 수영경력 10년

이상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경력별 집단의 체력 측면의 자아개념 평균치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2.35, 1년 이상~5년 미만이 2.70,

5년 이상~10년 미만이 3.05, 10년 이상이 3.02로 나타나,

체력 측면의 자아개념 역시 수영경력이 오래된 집단이

수영경력이 짧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유능감에 대한 자아개념 평균치는, 1년 미만

집단이 2.71, 1년 이상~5년 미만 집단이 3.03,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이 3.31, 10년 이상이 3.11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포츠 유능감 측면의 자아개념에서도 수영

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수영경력이 짧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운

동참여경력이 오래된 집단이 짧은 집단보다 스포츠 유

능감, 체지방, 신체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등 신체 전

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Yoo and Kim(200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기간이 오

래된 순서대로 스포츠 유능감, 외모, 유연성, 지구력, 근

력 등에 대한 자기개념이 높다고 한 Choi and Yoo(2010)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중/바디라인과

외모매력성 측면의 자아개념이 수영경력에 따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생활체육 참여기

간이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한 Choi and Yoo(201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 전체와 수영이라는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한 확

인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수영경력에 따른 수영복 선택기준

먼저, 수영복 선택기준 측정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

과, <Table 3>과 같이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6개 변

인의 총 누적변량은 6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투습성, 염색견뢰도, 내구성, 신축성 등 수영복 기능성

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능성’이라고 명명

하였다. 요인2는 수영복을 구매할 때 기존에 구입했던 브

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며, 가격이 비싸

더라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브랜드’라고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732, 전

체 분산의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3은 수영복의 트

렌드에 민감하고, 최신 유행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수영복

Table 2. Differences in the physical self-concep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swimming activities

Physical

self-concept

Participation

in swimming

activities

Weight/

Body line
Health

Appearance/

Attractiveness

 Physical

strength

Sports

compete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Less than 1 year (N=117)
(3.46

(1.047)

(3.32
b

(0.793)

(3.11

(0.695)

(2.35
b

(1.046)

(2.71
b

(0.991)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N=118)

(3.46

(0.992)

(3.52
ab

(0.734)

(3.19

(0.669)

(2.70
ab

(0.904)

(3.03
ab

(0.905)

More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N=48)

(3.43

(0.902)

(3.56
ab

(0.710)

(3.18

(0.704)

(3.05
a

(0.951)

(3.31
a

(0.814)

For more than 10 years (N=47)
(3.68

(0.918)

(3.71
a

(0.831)

(3.17

(0.731)

(3.02
a

(1.108)

(3.11
a

(1.028)

F-value (0.594 (3.058* (0.275 (7.738*** (5.124**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 1020 –



20~30대 여성의 수영경력과 신체적 자아개념에 따른 수영복 선택기준과 구매만족도 7

을 구매하고, 새로운 유행 경향에 관심이 많으며, 수영복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유행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653,

전체 분산의 12.6%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4는 색상과

문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자인’이라

고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199, 전체 분산의 10.5%의 설

명력을 보였다. 요인5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수영복

을 구매하며, 세일기간에 수영복을 구매하고, 입고 벗기

편한 수영복을 구매하며, 수영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수

영복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제/실

용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865, 전체 분산의

8.9%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6은 반품 및 서비스에 관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사후서비스’라고 명명하였

다.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0.610~

0.845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영경력에 따라 수영복 선택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는 <Table 4>와 같았다. 수영경력에 따라 브랜드(p<.01)

와 사후서비스(p<.05)의 고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영경력별 집단의 브랜드 고려 정도의 평균치를 살펴

보면, 1년 미만 집단이 2.90, 1년 이상~5년 미만이 3.21,

5년 이상~10년 미만이 3.35, 10년 이상 집단이 3.25로

나타났다. 즉, 수영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수영경력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swimsuit selection criteria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Factor 1

Functionality

I consider water permeability important for swimsuit purch-

ases.
.863

2.976
14.173

(14.173)
.845I consider color fastness important for swimsuit purchases. .757

I consider durability important for swimsuit purchases. .754

I consider elasticity important for swimsuit purchases. .604

Factor 2

Brand

I usually purchase a swimsuit brand that I have purchased be-

fore.
.841

2.732
13.009

(27.182)
.815

I am used to purchasing my favorite brand of swimsuits con-

sistently.
.787

I prefer to buy a famous brand product even if it is expen-

sive.
.757

Factor 3

Trend

I am sensitive about new swimsuit fashions. .862

2.653
12.635

(39.817)
.800

I consider fashion trends carefully for swimsuit purchases. .789

I have significant interest in new fashion trends. .723

I only buy swimsuits according to new fashion trends. .708

Factor 4

Design

I consider color an important factor for swimsuit purchases. .881

2.199
10.472

(50.289)
.827I consider pattern an important factor for swimsuit purcha-

ses.
.875

Factor 5

Economic

efficiency/

Practicality

I usually buy a relatively low-priced swimsuit. .713

1.865
08.879

(59.168)
.610

I usually purchase swimsuits on sale. .632

I consider the ease of putting on and taking off as important

swimsuit purchase criteria.
.621

I consider comfort in movement an important swimsuit pur-

chases criteria.
.594

Factor 6

Guarantee

service

I purchase swimsuits at a store where exchanges and returns

can be made easily.
.877

1.830
08.716

(67.884)
.837

I purchase swimsuits at a store that offers a good service

guarantee to customers.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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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

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골프경력 1년 미

만 집단의 골프웨어 브랜드 고려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Jeong and Kim(201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가 운동종목과 운동경

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영의 경우, 참여경력이 오래된 집단에게

는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가 있어서 선호하는 브랜드인

가 아닌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수영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그 동안 자

신의 착용경험에 의해 축적한 특정 브랜드 제품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브랜드를 상대

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영경력별 집단의 사후서비스 고려 정도의 평균치는,

1년 미만 집단이 3.12, 1년 이상~5년 미만 집단이 3.26,

5년 이상~10년 미만 집단이 2.89, 10년 이상 집단이 2.87

로 나타났다. 즉, 1년 이상~5년 미만의 수영경력 집단이

5년 이상의 수영경력 집단보다 사후서비스를 더 많이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영경력이 짧을수록 사

후서비스의 효과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영경력에 따른 수영복 구매만족도의 차이

수영경력에 따라 수영복 구매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와 같았다.

수영경력에 따른 각 집단의 수영복 구매만족도 평균

치는, 1년 미만 집단이 3.36, 1년 이상~5년 미만 집단이

3.54, 5년 이상~10년 미만 집단이 3.48, 10년 이상 집단

이 3.45로 나타났다. 즉, 수영복 구매만족도는 수영경력

1년 이상~5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수영을 처음 시작한 집단과 경력이 오래된 집단의

수영복 제품에 대한 기대가, 1년 이상~5년 미만의 수영

경력을 지닌 집단과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수영복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구체적인 기대 내용을 수영경력에 따른 집단별로 세

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4. Differences in swimsuit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consumers' swimming activities

Swimsuit

selection

criteria

Participation

in swimming

activities

Functionality Brand Trend Design

Economic

efficiency/

Practicality

Service

guarante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Less than 1 year (N=117)
(3.29

(0.726)

(2.90
b

(0.735)

(2.53

(0.784)

(3.76

(0.718)

(3.17

(0.581)

(3.12
ab

(0.821)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N=118)

(3.41

(0.667)

(3.21
a

(0.835)

(2.65

(0.746)

(3.81

(0.605)

(3.21

(0.635)

(3.26
a

(0.779)

More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N=48)

(3.57

(0.502)

(3.35
a

(0.777)

(2.77

(0.768)

(3.92

(0.539)

(3.31

(0.568)

(2.89
b

(1.021)

For more than 10 years (N=47)
(3.37

(0.682)

(3.25
a

(0.844)

(2.53

(0.753)

(3.80

(0.820)

(3.22

(0.762)

(2.87
b

(0.982)

F-value (1.884 (4.898** (1.304 (0.547 (0.514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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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Table 5. Difference in swimsuit purchase satisfaction

according to consumers' swimming activi-

ties

 Participation in

swimming activitises

Mean

(S.D.)
F-value

Less than 1 year (N=117)
3.36

(0.475)
b

3.520*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N=118)

3.54

(0.478)
a

More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N=48)

3.48

(0.410)
ab

For more than 10 years (N=47)
3.45

(0.393)
ab

Total
3.46

(0.439)

*p<.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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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전체적으로 낮은 값이 재고되어야 하는 가운데,

t-value와 F-value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을 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체중/바디라인, 건강, 외모, 체력, 스포츠 유능감이 수

영복의 기능성 고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value 2.998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

분석 결과 체중/바디라인, 외모매력성이 기능성 고려 정

도에 영향을 미치고, 스포츠 유능감, 체력, 건강 측면의

자아개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

아개념 요인이 기능성 고려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

기는, 체중/바디라인(modified β=−0.118), 외모매력성(mo-

dified β=0.116), 스포츠 유능감(modified β=0.082), 체력

(modified β=0.071), 건강(modified β=0.019)의 순으로 나

타났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을 선택할 때에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모형은, F-

value 8.632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체력, 외

모매력성 측면의 자아개념은 브랜드 고려 정도에 영향

을 미치고, 체중/바디라인, 스포츠 유능감과 건강 측면의

자아개념은 브랜드 고려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체력(modified β=

0.249), 외모매력성(modified β=0.166), 체중/바디라인

(modified β=0.04), 스포츠 유능감(modified β=0.036),

건강(modified β=−0.028)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의 유행성을 고려하는 정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모형은, F-value 2.853으

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건강 측면의 자아개

념이 유행성 고려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체중/바디라인,

외모매력성, 체력, 스포츠 유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

향력의 크기는 건강(modified β=−0.131), 체중/바디라인

(modified β=0.110), 외모매력성(modified β=0.093), 체력

(modified β=0.092), 스포츠 유능감(modified β=−0.02)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경제/실용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모형은, F-value 4.098로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외모매력성, 체중/

바디라인이 영향을 미치고 스포츠 유능감, 체력, 건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실용성에 미

Table 6. Effects of physical self-concept on swimsuit selection criteria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Functionality Brand Trend Design

Economic

efficiency/

Practicality

Service

guarantee

t-value

(modified β)

t-value

(modified β)

t-value

(modified β)

t-value

(modified β)

t-value

(modified β)

t-value

(modified β)

Weight/Body line
−2.055*

(−.118)

−0.728

(−.040)

−1.910

(−.110)

(−.759

(−.044)

−2.167*

(−.123)

−.758

(−.044)

Health
−0.327

(−.019)

0−.520

(−.028)

−2.307*

(−.131)

1.239

(−.072)

−1.438

(−.081)

−.236

(−.014)

Appearance
−1.997*

(−.116)

−2.976**

(−.166)

−1.605

(−.093)

− .458

(−.027)

−2.291*

(−.132)

− .713

(−.042)

Physical strength
−1.135

(−.071)

−4.116***

(−.249)

−1.466

(−.092)

− .148

(−.009)

−1.372

(−.086)

 1.150

(−.074)

Sports competence
−1.265

(−.082)

−0.579

(−.036)

0−.305

(−.020)

−.564

(−.037)

−1.485

(−.095)

−.022

(−.001)

R
2

−0.044 −0.118 −0.042 − .006 −0.059 − .009

Modified R
2

−0.030 −0.104 −0.027 −.099 −0.045  −.060

F-value −2.998* −8.632*** −2.853* − .410 −4.098**  −.58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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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외모매력성(modified β=0.132), 체

중/바디라인(modified β=−0.123), 스포츠 유능감(modi-

fied β=0.095), 체력(modified β=0.086), 건강(modified

β=−0.081)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체중/바디라인에 대

한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수영복의 기능성과 경제/실용

성에 대한 고려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체중/바디라인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선택기준은 브랜드, 유행, 디자인 및 사후 서

비스였다. 자신의 외모와 체력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일

수록 수영복의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는 높았다. 자신

의 외모매력성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수영복

의 기능성, 브랜드, 경제/실용성은 더 많이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매력성 측면의 자아개념으로부

터 영향을 받지 않는 선택기준은 유행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매력성에 대해 긍정적일 경우는

수영복 디자인이나 유행성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

스로 자신의 외모매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유행성보다는 오히려 기능성이나 경제/실용

성을 더 중시하고 아울러 유명 브랜드에 의한 과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체력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브랜드 고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스포츠 유능감은 모든 선

택기준의 고려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든 신체적 자아개념 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선택

기준은 디자인이었다. 이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무관하

게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인

인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스포츠 유능감에 대한 개념을 제외

한 체중/바디라인, 건강, 외모매력성, 체력 등 4개 측면의

자아개념 모두가 일부 수영복 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외모매력성 측면의 자아개념이 여러 측면의 선

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매

력성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수영복의 브랜

드, 기능성 및 경제/실용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신체적 자아개념이 수영복 구매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신체적 자아개념과 수영복 구매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값이 낮다는 점

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t-value와 F-value에

의하면 체중/바디라인, 외모매력성, 체력 측면의 자아개

념이 긍정적일수록 수영복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만족도가 자아개념 요인들과 높은 관련

성이 있고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

다는 선행연구(Kang & Lee, 1993; Lim, 1974; Lim, 1997)

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수영복 역시 일반 의복과 비슷

한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수영복 구매만족도가 제품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착

용자의 신체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심리 정

서적 측면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수영복 선택기준의 고려 정도가 수영복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영복 선택기준의 하위 요인인 기능성, 브랜드, 유

행성, 디자인, 경제/실용성, 사후서비스를 고려하는 정

도가 수영복 구매 후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수영복 선택기준 중 기능성, 브랜드, 디자인, 사

후서비스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수영

복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선택기준

의 고려 정도가 높다는 것은, 구매 전 제품선택단계에

Table 7. Effects of physical self-concept on swimsuit purchase satisfaction level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2

Modified R
2

F-value

(Constant) 2.729 16.443***

.082 .067 5.761***

Health −.031 −.065 −1.160

Weight/body line .078 .130 2.339*

Appearance .117 .173 3.031**

Physical strength .064 .139 2.259*

Sports competence .008 .016 .25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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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제품이 지닌 해당 선택기준의 속성에 대해 더 많

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매한

제품을 특정 선택기준에 근거하여 구매 전에 더 많이 고

려하고 알게 된 소비자가 구매 후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결과는 제품 자체의 품질향

상뿐만 아니라 기능성이나 사후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홍보안내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는 수영복 자체의 품질향

상뿐만 아니라 제품안내가 이루어지는 판매시점 상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마케팅 과정 전반에 효

과적으로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

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생활체육활동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20~30대 여성들

의 수영경력과 신체적 자아개념, 수영복 선택기준 및 구

매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연구에 의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영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자아개념 요인

은, 건강(p<.05)과 체력(p<.001) 및 스포츠 유능감(p<

.01)이었다. 건강 측면의 자아개념은 수영경력 1년 미만

보다 수영경력 10년 이상의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체력 측면과 스포츠 유능감 측면의 자

아개념 역시 수영경력이 오래된 집단이 수영경력이 짧

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긍정도를 보였다.

둘째, 수영경력에 따라 브랜드(p<.01)와 사후서비스

(p<.05)의 고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영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브랜드를 고려하는 정도

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사후서비스의 경우에

는 1년 이상~5년 미만의 수영경력 집단이 5년 이상의 수

영경력 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영복 구매만족도는 수영경력 1년 이상~5년 미

만의 집단이 1년 미만의 초보자나 5년 이상의 오랜 경력

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5).

넷째, 자신의 스포츠 유능감에 대한 개념을 제외한 체

중/바디라인, 건강, 외모매력성, 체력 등 4개 측면의 자

아개념 모두가 수영복 선택기준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외모매력성 측면의 자아개념이 여려 선택기준 요인 즉

수영복의 기능성, 브랜드, 경제/실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Table 8. The influence of degree of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swimsuit selection for the swimsuit purchase

satisfaction level

Independent variables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swimsuit)
B β t R

2
Modified R

2
F-value

(Constant) 2.082 10.275***

.178 .162 11.588***

Functionality .101 .147 2.361*

Brand .093 .161 2.811**

Trend −.020 −.033 −.610

Design .150 .215 3.927***

Economic efficiency/Practicality −.008 −.011 −.195

Service guarantee .082 .151 2.756**

*p<.05, **p<.01, ***p<.001

Fig. 1. Summary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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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중/바디라인, 외모매력성, 체력 측면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수영복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영복 선택기준 중 기능성, 브랜드, 디자인,

사후서비스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수

영복 구매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영경력이 길수록 건강,

체력, 스포츠 유능감 측면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수

영경력이 오래될수록 브랜드 고려 정도가 더 높은 반면

사후서비스 고려 정도는 더 낮으며, 수영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집단의 수영복 구매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Fig. 1>, 수영

경력은 수영복 시장 세분화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 구체적인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첫째, 수영경력이 길수록 건강, 체력 및 스포츠 유능감

측면의 자아개념이 긍적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

영경력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의 자아개념 수준과 관련

된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고, 신체적 자아개념에 따른 수

영복 소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

여 마케팅 전략에 반영한다면 수영복 제품만족도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영복 제품의 사후서비스 마케팅 전략은 5년 이

상의 수영경력자들에게보다 5년 미만의 수영경력자들

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이 집단이 기대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이를 마케팅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그 사후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가 판매원의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

일 것이다.

셋째, 구매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영경력 1년 이상~5년

미만의 집단이, 수영복 선택 시에 브랜드를 많이 고려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집단을 목표고객으로 할 때는 제

품의 브랜드 관련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구매

만족도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운동복의 기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패턴 설

계과정에, 외모매력성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의

체형특성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반영된다면, 이 집

단의 중요 선택기준인 기능성 측면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능성 측면의 수영복 품질이 전

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수영복

선택 시에 기능성과 브랜드 및 경제/실용성을 얼마나 고

려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외모매력성 측면에 대한 소비

자의 개념 파악에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영복 구매만족도가, 제품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신체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유도

하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도 좌

우될 수 있다는 점은 수영복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레이블이나 판매시점 홍보를 통해 기능성이

나 사후서비스 정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면 수영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수영복 구매 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수영경

력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건강과 체력 측면의 자아개념

긍정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영복 구매 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영

경력이 짧고, 건강과 체력에 대한 개념이 낮은 집단과,

수영경력이 오래되고 건강과 체력에 대한 개념이 높은

집단 각각의 심리적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

하여 제품 및 판촉 전략을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전개한

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거주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

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표본의 거주 지역을 확

대하고,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

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 등의 착용장소와, 원피스 혹

은 투피스 등의 품목에 따른 선택기준의 차이가 고려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영복의 디자인 요소, 기능적 요소, 마케팅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전반적 만족도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나, 만족

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수영경력

에 따른 수영복 선택기준과 구매만족도의 차이를 유발

하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용

도 높고 구체적인 정보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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