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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장 체험이 브랜드 자산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이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이 어떻게 팬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

자는 잠실운동장에 직접 경기를 관전하러 온 프로야구 관람객 총 277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7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의 설문

지를 제외한 266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했다. 선정된 설문지는 IBM Statistic

SPSS 21.0과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

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지수를 상회(측정모형: S-B χ2/df = 107.251/725 =

1.94, RMSEA = .06, CFI = .88 , SRMR = .06)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연

구모형의 적합도는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마케팅 요인은 체험마케팅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험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와 브랜드 자산

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체험마케팅 요인이 매

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전통마케팅 요인, 체험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브랜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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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시간적, 양적 충족보다는 질적인 충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스포츠 참여활동이 질적 만족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스포츠 활동 시간이 증가되고 있다. 최

근에는 스포츠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사회

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88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이벤트는 프로스포츠의

출범으로 인한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의 증가는 스포츠를 새로운

소비문화의 한 양식으로 만들었다(신동윤, 이성민, 조용찬, 2003). 스포츠를 소비

하는 문화란 스포츠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곧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급성장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프로야구, 프

로축구 등 관람스포츠의 활성화는, 프로스포츠 발달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에 따라 부수적인 종목 관련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종목간의 팬 모으기 경쟁(예: 서울을 연고

로 하는 두산베어스와 FC서울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 같

은 종목의 구단(예: 수원을 연고로 하는 두 개의 축구팀 수원삼성과 수원FC)이

생겨나면서 같은 구단 간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프로구

단의 입장에서 팬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경기력 측면뿐만 아니라 팬들의 욕구

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단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다시 말

해서 구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타 팀과의 인지도에서 우의를 차

지하고 구단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별성 있는 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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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며(Schmitt,1999) 마케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직접 느껴보고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문화를 중시할 수 있는 체험마케팅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구단의 색다른(unique) 체험마케팅 요인은 경쟁구단으로부터 팀

을 차별화하고, 구단 이미지와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혁신을 촉진

및 팬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통마케팅

을 바탕으로 고객의 즐거운 체험을 중시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체험적 서비스

나 이벤트 등을 통해 구단 이미지를 꾸준히 인식시킴으로써 구단에 대한 브랜드

자산(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을 형성하고 팬들을 충성고객

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체험마케팅요인에서 총체적 체험을 강조한 Schmitt(1999)는 다양한 감각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지속적인 충성도

를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체험이 브랜드 자산 형성 및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민과 황진숙(2010)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

기 위해 시각적 요소, 제품의 외관, 전자매체, 인적요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

간적 환경 등의 체험 제공 수단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최근 프로스포츠구단을 후원하는 선진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마케팅과

더불어 경험 및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팬들이 소비활동에 있어서 이성적

소비보다는 감성적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고객 소비문화가 소유에 대한

만족감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소비를 행하는 과정상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Pine and Gilmore, 2001). 관람스포츠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요인을 활용한 활동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람”이라는 활

동 자체가 체험적 활동이고,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스포츠 자체가

체험적 특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에 참여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체험마케팅요인을 제공 할 수 있다면 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경기장 방문 팬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

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궁극적으로는 프로구단이 팬들

에게 만족감을 제공하여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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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행사에서 관람자들의 역할은 해당 스포츠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비중

이 크다. 특히,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유치가 관람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프로스포츠의 성공여부는 스포츠 소비자를 경기가 일어지는 경기장

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들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프로스포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팬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야겠다(강현민, 육종술, 김차용, 손종열, 정우진, 1998). 선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

관람자가 많으면, 동기부여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개최 측 또한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관람

자로부터 얻어지는 입장수입 또한 많아질 것이다. 야구시합을 치르는 야구경기장

은 관람자의 방문으로 인해 음료수나 음식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구단의 야구

경기장을 홍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팬들로 하여금 경

기장 주변 식당, 쇼핑시설 등 주변 시설 이용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에 의해 수입

이 창출 될 수 있으므로 프로스포츠 발전에 팬들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야구 발전에 꼭 필요한 팬들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

히는 것은 관람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강선영(2007)은 관람스포츠

에 대해서 관람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소비자

가 원하는 상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박세혁(1995)은 팬들의 욕

구 만족이 프로스포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욕구 만족을 위해서

팬들이 경기장에 방문하는 동기를 알아야 된다고 하였다. Huggins(1992)는 스포

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기능은 스포츠 관람자와 참여자들의 관심

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람자들의 관람동기 및 재

방문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팬들이 구단에 대한 재방문 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프로스포츠 관람객

의 욕구를 충족시켜 경기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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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다(김용만, 이승철, 2004, 장진, 장경로, 2003).

따라서 프로야구 팬들의 관람스포츠 참여율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단 프런트에서

는 팬들의 관람요소를 파악하고 그들이 경기 관람에 즐거워하거나 만족하여 다

시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및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구단은 계속해서 마케팅믹스(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를 활용한 마

케팅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마케팅이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 프로

스포츠 경기장을 가보면 경기장 주변에 체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단관계

자들의 노력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FC서울 경기장 내에 K리

그 최초로 상설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매장인 ‘FC서울 팬파크(Fan Park)를

개장하여 팬들의 만족도를 올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 모으는데 성공하

였다.

경기장에 오는 팬들은 경기장 내∙외에서의 체험적인 요인들을 통해 감성 및

감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등 길거리나 일반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 느끼는 이

성적인 의사결정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관람스포츠에 대한 태도 형성 및 재방문 의도를 알아보는데 체험요인 접근은 매

우 유용한 요소가 될 것이다. Holbrook와 Hirschman(1982)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와 같이 소비자들의 감정이나 감각이 관련 있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은 감성

적, 감정적인 소비욕구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체험마케팅요인에 대한 전

략적인 마케팅이 팬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기장에서나 실제 현장에서 팬들에게 경험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케팅은 비교적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더 많은 팬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다

양한 체험마케팅을 기획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실제 경기장이

나 실무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반하여 학문적으로는 체험마케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박성연, 황정은, 2005). 또한 현재 진행된 체험요소 관련 연구들은 단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에 치우쳐있고(문희강, 윤초롱, 박지은, 이유리, 2008), 기업 이벤트

및 축제 이벤트 등의 체험에 국한되어 왔다(오현정, 한은경, 2011; 신상무, 김도

훈, 2010; 박수경, 박지혜, 차재훈, 2007; 박성연, 황정은, 2005). 스포츠 분야에서

의 체험마케팅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 플래그쉽 스토어 연구(김대경, 김영배, 장경

로, 2014) 및 골프 갤러리들의 대회 체험에 관한 연구(이정우, 2015)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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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따라서 구단은 전통마케팅 요소를 바탕으로 체험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가

구단 브랜드 자산과 재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

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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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경기장 체험 시 전통마케팅 요인 및 체험마케팅 요인

이 구단의 브랜드 자산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이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이 어떻게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통마케팅 요인으로는 1964년에

McCarthy에 의해 제안된 4P’s(Product, Place, Price, Promotion) 를 사용하고

Schmitt(1999)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의 5가지 요소로 분류한 전략

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 SEMs)을 이용하여 경기장 내⦁외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요소를 파악한다. 전통마케팅 요소와 체험마케팅 요소

를 파악 후, 이들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은 구단 브랜드 자산 및 재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둘째, 체험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함

셋째, 전통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 및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

험마케팅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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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통마케팅

1) 전통마케팅의 정의

마케팅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

계획 및 광고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한다. 스포츠 시장에서는 마케팅 활동

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상품, 가격, 장소, 촉진으로 분류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Park와 Zanger(1990)은 이 4개의 요소를 스포츠 마케팅의

4대 요소라고 정의하고 또한 이들을 마케팅믹스라고 하였다. 반병길(1995)와 김

도균(2001)은 비슷한 부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사는 어떤 시장이든 다

수 존재하며, 마케팅믹스는 기업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시장의 경제적, 정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같은 거시적 환경 요소

는 이러한 마케팅믹스를 결정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 욕구, 라이프 스타일, 즉

미시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 역시 선행 되어야 한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0).

(1) 제품(Product)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특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

으며, 상황에 따라 그 기대감은 차이가 있지만 특정 소비 집단의 욕망과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의 기능이라 함은 팔릴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스포츠마케팅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은 유형적인 재화 및 무형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

세곤, 2001). 여기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품은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해 고객의 필요에 의해 구매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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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제품은 고객들이 느끼고, 만

져 볼 수 있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는 생산자가 직접 고객

에게 제공하며 무형의 성질로 생산, 유통, 구매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스

포츠제품은 스포츠 시장 및 스포츠소비자의 요구나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

기 위해 생산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모든 요소를 통틀어 말한다. 이 요소는

일반적으로 효과, 이미지, 속성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합되어있으며,

다른 제품과는 달리 스포츠제품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스포츠제품을 정

의할 수 있다. 만일 생산자가 경기장의 시설 및 위치, 팬 서비스등과 같은 확장

제품 즉,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심제품인 팀의 경기력만을 생산하

고 준비 한다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제품을 공급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관중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스포츠제품의

개념에서 핵심제품은 물론 확장제품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

며 스포츠제품의 영역은 크게 참여스포츠제품과 관람스포츠제품으로 구분하는데

참여 스포츠제품은 시설, 서비스,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주차장 등과 같은 요

소이고, 관람스포츠제품은 각 팀의 선수 및 팀의 경기력, 시설, 서비스, 팀 이미

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 제품은 무형의제품, 주관적 제품, 예측불허의

제품, 소모성제품, 대중적 소비, 그리고 제한적인통제 등의 특징들이 있다(김용만,

2002). 최근에는 단지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마케

팅 활동이 성공적 이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제품에 대한 홍보와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 구매 장소 같은 정보를 알리지 않고는 소비자들을 끌

어올 수 없다. 따라서 마케팅믹스가운데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촉진의 비

중이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촉진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

다.

(2) 가격(Price)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판매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

적적인 가치가 가격이라고 한다. 가격은 유형적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서

비스를 구매하고 지불하는 화폐가치를 뜻하며 이에 제품 및 부가되는 여러 서비

스를 구매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포함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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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를 대비한 상대적 측면 또한 충분히 고려한 뒤에 가격은 결정되어야한

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하는 일 또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낮은 가격이 많은 수요를 발생하지만은 않는다. 때로

는 높은 가격이 제품의 선호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강호정, 이준엽, 2003).

회원 비나 입장료 형태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표출하는

가치의 표현이자 스포츠 관련 사업의 가격 결정의 요소이며 그들이 구매함으로

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 연습장과 같이 제품의 무형

적 속성을 중시하는 스포츠 제품의 가격은 다른 소비용품 및 산업용품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

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는 마케팅 계획은 가격의 차별화를 통해 수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저가 혹은 고가 전략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확보하

여 활용한다면 보다 긍정적이 가격을 수립할 수 있다.

(3) 장소(Place)

장소(Place)는 마케팅 과정에서 단순히 건축 및 상업 시설의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최종소비자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모든 유통경로를 포함한다. 장소란 스포츠마케팅에 있

어 지리적 공간으로써 스포츠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스

포츠센터나 경기장과 같은 스포츠 상품 혹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유통이 이루어

지거나 특정한 지역에 스포츠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케팅에

서 장소는 단순히 건축, 상업 시설의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로부터

시작 된 제품의 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활동인 유통과 이러한 과정

에 결집 되어있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집합, 다시 말해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그

리고 중간 소, 도매상의 상호 연결 과정을 말하는 유통경로 역시 포함한다(최경

준, 2001). 이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용이한 곳에

스포츠 시설이 존재해야하며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시

설의 경우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소비자의 접근편의성, 넓은 주차시설 혹은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골프연습장에서는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장소

및 입지 전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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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진(Promotion)

기업이 소비자, 중간 도매상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중에게 기업

에 관한 정보를 혹은 제품을 전달하는 기능을 촉진이라 말한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는 마케팅 전략 향상에 큰 영

향력을 끼쳐왔으며, 그 중에서도 프로모션 전략이 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프로모션의 비중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 있어 상

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동종업체 사이의 경쟁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프로모션 중 마케팅 커뮤티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은 기업에서 생

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혹은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

고 시키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즉, 프로모션은 기존 소비자는 자사 제

품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구매 욕구를 향상시

키는 마케팅 활동으로서 상품의 이미지 소개와 향상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과

정을 스포츠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은 주로 광고와 대인판매(Personal selling)와 같은 유형의 마케팅 행위

를 포함하고 있다. 마케터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프

로모션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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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마케팅

1) 체험마케팅의 정의

체험에 대한 정의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것으로써 외

부의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김유경,

2003). 체험마케팅 정의는 소비자들을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로 가

정하고, 실제 소비 시에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김

양숙(2008). Holbrook와 Hirschman(1982)의 연구 이후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체험 및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그들은 감

각, 감성, 상징, 쾌락, 미적 측면을 강조한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

비자가 소비를 할 때 주로 다루어졌던 인지적 정보처리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리

고 Pine과 Gilmore(1998)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단순상품(commodity)에서 상품과

서비스(goods & service)로 변화하였으며, 지금은 경험(experience)을 소비하는

시대가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Schmitt(2003)는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소비자들에게 총체적 체험(Holistic Experience)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체험마케팅은 최초 연구에서 소비 체험을 감성, 감각, 상징, 쾌락,

미적 측면에서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여(Hirschman, Holbrook, 1982), Pine과

Gilmore(1998)에 의해 상품과 관련된 체험 연구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연

구는 Schmitt(1999)의 총체적 체험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축제, 광고, 이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우, 김일, 2011; 오현정, 한은

경, 2011; 조우용, 2013; 최원선, 이정교, 2011; Brakus, Schmitt, zarantonello,

2009).

2) Bernd Schmitt의 전략적 체험모듈

Schmitt(1999)는 체험마케팅의 목적은 고객이 체험 과정에서 총체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

계(Relate)를 전략적 체험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이라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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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 체험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전략적 체험

모듈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1) 감각 요인

감각 체험은 즐거움과 만족, 흥분,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5가지 감각기

관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마

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은 감각적 체험을 활용하기 위한 요소들(색상, 모양, 서체,

재료나 재질 등)과 스타일, 테마에 주의를 기울여 고객에게 호감을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한 가지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감요소를 복합적으로 결합

하여 단순하고, 획일적인 소통에 지친 고객에게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강아영, 김희현, 2013), 감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는 디

자인에 초점을 맞춘 미적 마케팅, 색상에 초점을 맞춘 컬러 마케팅, 향기나 음향

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들이 있다(Schmitt, 1999). 감각요인을 활용한 실제 마케팅

사례로는 감각 요소를 자극하기 위해 50m 상공 리프트에서 요리사의 요리 시식

체험, FC서울 경기장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머천다이징 매장인 ‘FC서울 팬파크

(Plan Park) 등이 있다.

(2) 감성 요인

감성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체험을 통해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감성 체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브랜

드와 소비자 간에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

극하여 브랜드와 기업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만

약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고객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브랜드 이미지나 충

성도를 높일 수 있다. 캐릭터 상품에 열광하거나 음악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TV

광고 등 친밀감, 애정 등을 통한 체험이 감성 체험에 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프로축구팀인 아스날FC(Arsenal FC) 선수들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를 5km 쫓아

온 어린 팬이 있었다. 아스날FC 선수들은 그 어린 팬을 버스에 태우고 직접 사

인까지 해주었고, 구단에서는 이 사건을 SNS에 올리면서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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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 요인

인지 마케팅의 목적은 고객에게 창조적 인지력과 문제해결의 체험을 주려는

목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방식이다(강아영, 김희현, 2013). 즉 고객에게 지적 호

기심을 자극하여 제품의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지 체험

은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제시하는 "아이디어 제

안형" 체험이 각광받고 있다. 즉 고객은 참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함과 동

시에 창의적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

원FC 구단에서는 팀 로고를 팬들에게 공개 투표 한 예시가 있다.

(4) 행동 요인 

행동 마케팅 전략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로 발생하는 체험 외에도 사람의

신체에 연관되었거나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소비자의 체험 기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동 체험에는 근육활동, 라이프스타일, 언어 이외의 행동,

자기 지각 등이 있는데 전통마케팅은 소비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 하나로써 행동, 관심사 및 의견으로

표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마케터들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민감

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만들거나 주도하여 자신

의 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chmitt(1999)는 나이키 브랜드의 ‘Just do

it’이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슬로건을 대표적인 예시로 말한바 있다. 또한 등산브

랜드인 레이(REI)의 오프라인 매장 옆 인공암벽 코스는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

게 도전정신을 유도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 행동요인을 잘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5) 관계 요인

관계 마케팅은 개인의 자아를 더 넓은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연관시킴으로써

“고객-브랜드” 간의 브랜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브랜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인정하며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느끼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사 및 전통이 존재 하며, 브랜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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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사용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강아영, 김희현, 2013). 이러한 체

험은 기존에 소비자를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부분에 감성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의 접근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계

마케팅 요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전략적 체험모듈 구성유형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체험의 예시로서는 FC서울의 경우 현재 SNS 중 Facebook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팬들과의 관계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한 인스타그램

(Instagram)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3) 전략적 체험모듈 선행연구

체험마케팅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Pine과 Gilmore(1998)가

연구한 체험경제이론(Experience Economy)을 바탕으로 체험을 4가지로 분류(체

험요소, 즐거움, 만족도, 의도)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였다

(이정우, 2015). 관광산업에서 체험 경제 이론을 활용한 연구(Anderson, 2007;

Hosany, Whitham, 2009; Quan, Wang,2004; Oh, et al, 2007; Pikkemaat et al.,

2009)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박수경. 박지혜. 차재훈,

2007; 송학준, 최영준, 이충기, 2011; 손혜경. 박철호. 구본기, 2012; 이병열, 정윤

창, 2012; 천덕희, 2013; 하동현, 2009; 한숙영, 엄서호, 2005)가 진행되면서 관광

및 여행 산업에서 체험마케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마케팅

(Caru, Cova, 2003; Gentile, Spiller, Noci, 2007; Vargo, 2004), 미디어(Mathwick,

Malhotra, Rigdon, 2001) 등 다양한 산업에서 Pine 과Gilmore의 체험 경제 이론

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Pine과 Gilmore의 이론은 체험을 감성

중심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설민, 이태희, 2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체험마케팅을 연구하

기 위하여 schmitt(1999)의 전략적 체험 모듈이 사용되었다.

이익수(2010)는 이벤트 내에서 체험마케팅이 브랜드 충성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전략적 체험모듈의 5가지 요인(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중에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높은 3개의 요인(감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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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을 추출하고, 이 3가지 요인들이 축제브랜드 충성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민과 이태희(2012)는 전략적 체험모듈을 관광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연

구는 테마파크에서 겪는 체험마케팅이 즐거움과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난 1년 안에 수도권에 있는 테마파크를 방문하

고 체험마케팅에 노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각각이

즐거움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로는 체험마

케팅 요소 중 감성과 관계 요인이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테마파크에서

의 즐거움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에는 ‘감성

과 인지’ 두 가지 요인에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다만 이 연구는 체험마케팅을 1

년 이내에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재영(2010)은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시한 브랜드

체험을 3가지(이성적 체험, 정서적 체험, 관계적 체험)로 분류하고 각각의 체험들

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애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김재영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적 체험은 브랜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서

적 체험과 관계적 체험은 브랜드 태도보다는 브랜드 애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차이점 및 관계

Schmitt(1999)에 의하면 전통마케팅은 4가지 특징으로 체험마케팅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통마케팅은 기능상의 특징과 편익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마케팅

은 대체로 기능상의 특징(features)과 편익(benefits)에 집중하였다. Philip

Kotler(2003)는 특징(features)에 대해서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충하는 특성

들”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특징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소로 가정되기 때문에 제품의 특징은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핵심

적인 수단이 된다. 편익(benefits)은 기능상의 특징으로부터 발생한다. 편익은 소

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성능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충치 예방, 치석

제거와 미백 효과가, 항공사는 비행일정과 목적지, 마일리지 프로그램 혜택 등이

편익이 될 것이다. 둘째, 전통마케팅은 제품의 범주와 경쟁 범위를 좁게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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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맥도널드(McDonald)의 경쟁자는 피자헛이나 스

타벅스가 아니라 버거킹이다. 그리고 샤넬 향수의 경쟁자는 랑콤이나 로레알 같

은 대중시장의 향수가 아니라 디올(Dior)이다. 이와 같이 전통마케팅에서의 경쟁

은 제품과 브랜드 관리자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협의의 제품 범주 내에서

주로 일어난다. 제품 범주와 경쟁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오늘날에도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마케팅은 고객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

한다. 20세기 경제학자, 계량 경영학자,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

교적 간단한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여긴다. 문제의 해결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사려 깊고 합리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문제의

식, 정보의 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을 순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전통마케팅은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며 언어중시적인 마케팅 수단

과 도구를 사용한다. 전통마케팅의 방법론과 도구는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며 언어

중심적이다. 주로 회귀모형(regression models),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s),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사용하여 전통마케팅을 분석한다.

<그림 1> 전통마케팅의 특징

Schmitt(1999)는 전통마케팅과 비교하며 체험마케팅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체

험 마케팅은 전통마케팅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체험에 중점을 둔다. 체험은 기능

적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관계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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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준다. 둘째, 전통마케팅이 좁은 의미의 제품 범주와 경쟁 범위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체험 마케팅은 무슨 제품이 어떠한 소비 상황에 맞는지, 제품

과 포장 및 광고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체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

로에게 묻는다.

<그림 2> 체험 마케팅의 특징

전통마케팅과 체험 마케팅에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체험 마케팅에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구매 후의 소

비 중에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통마케팅에서는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에만 중점을 둘 뿐, 구입 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셋째, 체험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이성적일 뿐만 아

니라 감정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즉 소비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만 종종 감정

에 이끌려 구매하며, 소비 체험은 때때로 환상과 느낌, 그리고 재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사람을 끌기 위한 마

케팅 활동이라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차이점에

있어서 선행연구가 있지만,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케팅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전통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선행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존에

는 전통 마케팅 요소인 “가격”이 충족된다면 팬들이 만족하였지만, 최근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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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마케팅 요소인 “가격”이 충족되었더라도 체험마케팅 요소 중 하나인 감각이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한다면 팬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팬들

은 선수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는 좀 더 경기력이 높

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이 기본적으로 전통마케팅 요인들이 먼저 충족된 후에 체험마케팅 요인들도 함

께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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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자산

1) 브랜드 자산의 정의

199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브랜드'란 용어를 넘어 '브랜드 자산'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다(Aaker,1991; Keller,1993). 이전까지는 브랜드를 단

지 제품의 속성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이들 속성이

나 혜택을 제외한 브랜드 자체가 지니는 가치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후 브랜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여, 브랜드를 통한 차별적 가치

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 즉 사고 팔수 있는 가치를 지

닌 기업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정학(2012)은 브랜

드 자산이 높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부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

과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여 경쟁자와의 비교적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프

로야구 구단을 보유한 기업이 구단을 후원함으로써 모기업의 브랜드를 노출시킴

과 동시에 브랜드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브랜드가 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브랜드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

지기에, 브랜드 자산의 측정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브랜드를

자산으로 간주 할 때 그 값어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브랜드 자산의 측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는데,

평가척도에 포함된 변수의 종류나 중요성이 각각의 방식마다 다르고 어떠한 평

가시스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 져 측정방법상의 의견차이가 존

재한다. 이렇다 보니 유광길(2008)은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정의 또한 일치된 견해

가 없으며, 학자들 간의 학문적 배경, 목적 또는 연구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

어진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자산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Aaker(1991)는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네임이나 심벌과 연결되어 기업 및 기업의 고객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가

된 브랜드 자산과 부채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브랜드 자산이 제품이나 서

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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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Keller(1993)는 고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은 해당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브랜드 지식이 고객 반응을 창출하는 차별적인 효과라고

정의하며, 나아가 브랜드 자산은 어떤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

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그 브랜드가 가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바

람직한 마케팅효과로 설명한다. 또한 미국의 마케팅과학연구소(Marketing

Science Institute: MSI)는 브랜드 자산을 소비자, 유통 경로 참가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무(無)브랜드보다 더 높은 매출액과 마진을 보장하며 경쟁자에 비해 지

속적이며 차별화된 우위를 제공해주는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

자산이 시장점유율이나 상대적인 가격, 기타 시장성과와 같이 브랜드가 이윤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성과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하게 분류되는 연구자들의 브랜드 자산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무적인 접근방법으로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가치로 보는 견해,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마케팅적 접근법인 브랜드 자산을 브랜

드 강도로 보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자산의 개념에 브랜드 이미지

와 같은 브랜드 기술요소들을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

(1)브랜드 자산을 재무적 브랜드 가치로 보는 견해

Simon, Mary, Sulivan(1993)는 브랜드 자산에 대해 "브랜드가 있음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될 증분이익"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재무적인 견해에서의 브랜드 자

산은 브랜드를 팔거나 브랜드 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때 분리 가능한 자산

으로서의 브랜드의 가치로 보는 견해이다.

(2)브랜드 자산을 마케팅적 브랜드 가치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브랜드 자산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브랜드가 존재함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로 보는 것으로, 가격 프리미엄의 증가, 브랜드 충성도의

증가, 브랜드 인지도의 증가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적 입장에서 브랜드 자산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Chalagala와 Shervani(1996)는 브랜드 자산을 제품에 가치를 더 해주는 우

수한 브랜드 명의 이익이라고 정의하였고, Zeithaml와 Valerie(1988)는 브랜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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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브랜드명에 속하여진 추가적인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Faquhar(1989) 는 브

랜드 자산을 특정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증가되는 가치로서, 긍정적인 브

랜드 평가,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 태도 그리고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등의 세

요소에 의해서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3)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강도로 보는 견해

브랜드 강도(Brand Strength)는 시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등에 의해서 발생한 타 브랜드 대비 기능적 우열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브랜

드 자산을 기업, 유통 경로, 소비자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의 관점에서의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의 사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현

금유입의 증가분이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로 유통 경로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과

교섭력에 있어서의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브랜드 자산을 유형의 제품 속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효용 또는 가치로 나타내며

브랜드 충성도의 원천이라고 제시하였다.

(4)브랜드 자산에 브랜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견해

브랜드 기술요소(Brand Descriptive)란 브랜드의 이미지, 연상, 아이덴티티와

같이 브랜드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유광길,2008). Lassar와

Sharma(1995)는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강도(Brand Strength)와 브랜드 가치

(Brand Value)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브랜드 강도란 소비

자의 인지적인 차원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갖는 브랜드 연

상을 의미하며, 브랜드 가치는 현상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우월적인 브랜드력이

현재 또는 미래에 가져다주는 수익으로 파악한다.

2)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인

Aaker(1991)는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로 브랜드 인지, 지각 된 품질, 브랜드 연

상,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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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1993)는 소비자의 브랜드 지식에서 브랜드 자산의 원천인 브랜드 인지도

와 브랜드 이미지 두 가지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 하였다. Aaker의 브랜

드 자산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들(윤승재, 2003; 김우영,

2006; 최용석, 2006)이 진행되어 왔으며, 안주아(2003)는 브랜드 자산에 대한 연

구의 다수가 Aaker와 Keller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언급하였

다. 이는 Aaker와 Keller의 브랜드 자산 요소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ker(1991, 1996)와 keller(1993)의 구성개념을 기초로

하여 모기업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로 구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 브랜드 자산 구성 요소

(1)브랜드 인지도(Brand Awareness)

브랜드 인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특정 브랜드

가 소비자에게 알려져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잠재 구매자가 특정 제품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재인(Recognition) 또는 회상(Recall)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Aaker(1991)는

브랜드 인지에 대해 고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

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재인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기억 속

에 단순히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고, 회상은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즉각 인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Aaker(1991)의 브랜드 인지도 피라미드 모형에 따르면 브랜드 재인은 인식의

최저 단계로서 소비자가 구매 장소에서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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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상기는 여러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소비자의 마음에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선택 대안의 하나로 기여한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시 구입 고려대상 브랜드 군에 포함되어야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브랜드 인지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용만, 서희정,

이계석(2003)의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관중들을 대상으로 구단의 인지도가 구매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임기태, 장경로(2004)의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이

기업의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구단의 인지가 모기업의 인지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

브랜드 이미지란 브랜드와 연계된 기억 속의 그 무엇으로, 연상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연상이 가지는 강도의 수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나 의

사전달매체에의 노출은 브랜드에 대한 연상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며 연상은 다

른 연상들에 의해 연결이 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Aaker, 1991). 소비자들은 이러

한 브랜드 연상들의 결합에 의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데, 이것을 브랜드 이미지라 정의한다. Aaker(1996)는 브랜드 이미지를 특정 브

랜드와 연관된 인간 개성의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브랜드 자산이 큰 브랜드는

독특하고 다른 브랜드 보다 더 우수함을 의미하는, 또한 강력하게 유지되고 호의

적으로 평가되는 연상들을 갖고 있다(Keller,1993).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의미를

지니고 조직화된 브랜드 연상들의 집합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브랜드 연상들은

브랜드명, 브랜드 심벌, 제품, 스타 모델 등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이를 구체적

인 차원으로 구분하면, 기능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경험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Aaker,1996; Keller, 1993).우선적으로 기능적 이미지란 품질 인식,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효용성과 같이 주로 브랜드의 기능적 속성에 대한 연상 차원

을 의미하며, 상징적 이미지란 브랜드의 개성 표현, 사회적 위상 및 집단 소속감

또는 자아 이미지의 향상과 같이 주로 브랜드의 상징적 속성에 대한 연상차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적 이미지란 감각적 즐거움, 지적 자극, 다양성 및 새로움

에 대한 추구 등과 같이 주로 브랜드의 사용과정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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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연상 차원을 의미한다.

(3)브랜드 충성도

Morgan(1999)은 브랜드 충성도를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인 애

착의 반영과 반복구매와 같은 반복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고객의 특정 제

품에 대한 막연한 반복구매와는 구별되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

는 선호도와 애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 자산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브랜드 인식 및 브랜드이미지를 포함하는 브랜드 자산의 결

과로서 볼 수 있다(Keller, 1993). 브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브랜드 충성도

는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효

과적인 비즈니스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브랜드 충성도를 통한 고객유지 전략이

다 따라서 브랜드 충성도는 전략적 마케팅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Reichheld, Schefter, 2000; Taylor, Hunter, 2003). 이런 주장은 마케팅이론과 실

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Aaker(1991)

는 브랜드 충성도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애착의 정도라고 하

면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는 안정적으로 시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쟁사

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힘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Keller(1993)는

브랜드 충성도는 한 제품부류 내에서 특정브랜드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호

라고 정의하였으며 Oliver(1999)는 브랜드 충성도를 선호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깊은 몰입으로 정의하고 충성고객은

잠재적으로 브랜드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마케팅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브랜드를 재구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브랜드 자산의 선행연구

스포츠 팀의 브랜드 자산과 관련하여 Gladden, Milne, Sutton(1998)은

Aaker(1991)의 브랜드 자산 모델에 근거하여 스포츠 팀의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

기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 경기력, 감독, 스타선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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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팀 연관 요인과 팀의 전통, 경기스케줄, 경기장의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조직연관 요인, 그리고 언론보도, 경기장의 지리적 위치, 타 스포츠 종목 간의 관

람유치경쟁력 및 지역관중의 애착도를 포함하는 시장 연관 요인을 스포츠 팀의

브랜드 자산 형성의 선행요소로 제시하고, 브랜드 자산 형성의 결과물로는 미디

어노출, 제품판매, 후원, 표 판매, 시장점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oss(2006)은 Keller(1993)의 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모델을 기초로 하

여 스포츠관중 중심의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마케팅

믹스를 포함하는 조직요인과 구전 및 홍보로 구성된 시장요인, 그리고 스포츠팬

들의 경험요인이 브랜드 자산 형성의 선행요소로 제시되었으며,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의 형성은 팀충성도, 미디어노출, 머천다이징 판매, 표 판매와 같은 결과물

도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Gladden et al.(1998)과

Ross(2006)에 의해 스포츠 팀의 브랜드 자산의 개념적 모형들이 제시되면서 서

비스제품으로서의 팀 스포츠의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

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개념적 이론 모형의 한계를 넘어서 스포츠 팀

의 브랜드 자산 및 선행요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auer, Stokburger-Sauer, Exler(2008)는 프로축구팀의 브랜드 자산에 관련된

연구에서 프로축구의 관중이 제품관련 및 비제품 관련 속성에 대해 호의적일 수

록 인지된 편익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인지된 편익은 브랜드 태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브랜드충성도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auer et al(2008)는 본 연구에서

Keller(1993)가 제시한 브랜드이미지와 브랜드애호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의 하위요소들인 제품 및 비제품 속성, 편익, 그리고 브랜드 태도 간에 인

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용만(2003)은 스포츠 스폰서십이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브랜드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스포

츠 소비자의 지각된 촉진 중 판매촉진, 지각된 보드광고와 지각된 이벤트정보는

브랜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판매촉진은 브랜드이미지 및 브랜드선호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축구관중의 지각된 품질이 구단이미지

및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김종필(2004)은 경기관련요인 중 경기장

시설, 홍보가 구단이미지와 관중의 관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건희, 김상유(2006)는 프로야구팀의 브랜드 자산 구성요인들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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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연구에서 프로야구 관중들의 지각된 품질은 프로야구팀의 브랜드충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만, 이계석, 서희정(2003)는 프로농구단

의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 태도 및 재방문 의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구

단의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 중 직원들의 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적서비스와 경

기장시설과 경기예약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적 서비스가 프로농구 관중의 관람

만족과 관람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재방문 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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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방문 의도

1) 재방문 의도의 정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얻

기 위해 탐색하고 구매하며 평가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이정호, 2005). 이러

한 소비자 행동(consumer behavior)이해하는 것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제

대로 파악하여 고객 만족을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재방

문 및 재구매 의사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방문 의사란 고객이 미래에도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 업체를 만족하여 이용

할 가능성으로(Fincham, 1999) 고객의 생각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행위적 의

도(behavioral intentions)이다(김상원, 2010). 고동우(1998)는 재방문 의사를 관광

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체험을 한 후 참여자가 해당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욕구

를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현선과 임재국(2009)은 관람객이 이벤트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재방문할 가능성이 형성된 상태로, 상업적 이해관계를

떠나 추천이나 권유 등의 긍정적 구전 활동과 함께 이벤트 장소에 다시 가고 싶

은 강한 욕구를 느끼는 외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ounsbury와 Polik(1992)는 재방문 의사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체험 이후 그 이미지를 평가하는 고객들의 전체경험에 대한 태도로 보며 체험

후의 평가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박병윤(2005)은 재방문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느끼는 관계 지향성의 의

지로 보았으며, 이것은 참여자가 과거의 경험과 미래 기대에 기초하여 현재의 서

비스 제공자를 다음에도 계속하여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말한다. 소비자들이 서비

스제공자와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와 충성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는 반복구매와 재방문 의사로 이어진다는 많은 선

행연구에서 이미 그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재방문 의사는 구매 후 평가(post purchase evaluation)와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데, 구매 후 평가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중 구매 후 행동(post

purchase behavior)의 한 단계로써 구매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 후 만족⦁불
만족의 평가 과정으로 정의된다(조창현, 권종현, 2004).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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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고객 만족이 충족된 후에는 재방문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구전⦁홍보 효

과를 일으켜 결국에는 재방문과 추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재방문 의사는 구매나 방문 후의 평가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접점에서 또는 접점 후, 경험 후 등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김승희, 2014)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들과의 접점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와 고객경험관리(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를 통해

고객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사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충성

고객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방문 의사는 단순히 단골 방문자에 대한 고객 확

보 차원을 넘어선 향후 잠재적인 수요시장 확보의 중요한 변수이며(Wilson,

1995) 실제 재구매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행위적 의도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재방문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재방문 의사에 관한 연구들은 선행변수인 서비스 품질, 고객 만

족, 구전⦁추천 의도에 집중되어 왔다. 고객이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타인들에게 구전이나 추천

의 방식으로 전파되어 결국 재구매나 재방문으로 이러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학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Oliver, Bearden, 1983; Anderson, Formell,

Lehmann, 1994; Taylor, Baker, 1994).

재방문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행변수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

며 이러한 만족감은 결국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이 연구자들에 따라 각각 다른

요인들로 밝혀졌을 뿐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객 만족에 가장 많은 선행변수로 사용된 것은 서비

스 품질 즉 물리적 환경이다.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재방문에 이르게 한다(Cronin, Taylor, 1992; Taylor, Baker, 1994; 박종화, 이연

정, 2007; 민양기, 2008; 진양호, 류지원, 2012)는 연구결과가 소비재, 관광,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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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스케이프(Service scape) 역

시 고객 만족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재방문에 이르게 한다는 연구(Baker,1997;

Bitner, 1992; Wakefield, Boldgett, 1994; 이승익, 고재윤, 2010) 또한 물리적 환경

과 동일한 개념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체험마케팅이 발전된 축제산업에서는 이유양와 유병호(2015)가 와인축제의

체험마케팅 요인 중 유희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은 방문객의 즐거움 정도에 직접

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여 와인축

제 체험마케팅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하지만 체험마케팅 요인이 방문객 만족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재방문에 이

르게 한다는 연구는(임미라, 안대희, 2012; 김승리, 인옥남, 2014)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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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프로야구경기장 체험 시에 체험마케팅 요인과 전통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 재방문 의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Schmitt(1999)의 전략적 체험모듈에 근거한 5가지 체험 요인과 마케팅 믹스 4P’s

의 4가지 요인이 각각 브랜드 자산(3가지 요인),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9가지 요소(전통+체험 요소)들이 브랜드 자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

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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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프로스포츠구단들은 체험마케팅 요인들을 적극 도입하여 고객들이 구단에 대

한 브랜드 자산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재방문 의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전통마케팅 요인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배

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케팅을 양립하여 활용하는 것, 즉 전

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적절한 혼용(marketing mix)이 구단 이미지 및 재방문

의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

험 마케팅과 전통마케팅의 세부요소들이 팬들의 구단에 대한 브랜드 자산 및 재

방문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용성에 비해 실증적 분석

이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경우 전통과 체험 마케팅이

현재 유의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으로서의 체험 마케팅

요인이 실제로 구단 브랜드 자산 및 재방문 의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단의 전통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Schmitt, Lia Zarantonello(2009)는 소비자는 이성적

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전통마케팅이나 체험마케팅을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

비자를 반만 이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전통마케팅

요인만을 실시하는 것, 또는 체험마케팅 요인만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최광(2009)이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

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각각의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

통마케팅 요인인 프로모션과 채널이 체험마케팅 요인인 감각, 감성, 인지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 프로야구 관람 시 전통마케팅 요인은 체험마케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험마케팅 요인에 의해 브랜드 자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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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 의도에 관계를 알아보겠다.

팬들은 관람스포츠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팀에 대한 브랜

드 자산(이미지, 인지도, 품질)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

미 체험마케팅 요인을 통해 팬들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 써 후속 행동인 재방문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hmitt와 Lia Zarantonello(2009)는 체험은 행동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소비자(팬)들에게 만족감과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소비자(팬)들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과 기업을 선호하게 되

며,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제품과 기업을 꺼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만약

소비자들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면, 소비자

들이 강력한 브랜드태도를 형성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체험마케팅이 브랜드자

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프로야구 관람 시 체험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프로야구 관람 시 체험마케팅 요인은 브랜드 자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 자산이 여러 매개변수 혹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

구는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 곽민석 및 조광민(2011)은 골프장의 브랜드 자산 측

정요인들이 브랜드 자산과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여기

에 김용만, 정정희 및 이계석(2008)은 프로야구 메인스폰서의 브랜드 자산 및 구

매의도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규명했고, 류동수(2012)는 스포츠이벤트

브랜드 자산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함으로써 브랜드 자산이 스포츠

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Yoo 등(2000), Washburn과

Plank(2002)의 연구는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들 즉,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

상, 지각된 품질이 구매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권일권과

원도연(2014)은 프로스포츠 팀의 브랜드 자산과 팀 동일시 및 충성도와의 연구에

서 프로야구 구단의 브랜드 자산이 팀 동일시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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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먼저 전통마케팅 요인과 재방문 및 브랜

드 자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H4.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체험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5. 전통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체험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권현수(2002)는 전통마케팅 구성요인과 체험마케팅 구성요인이 브랜드 자산

구성요인 중 하나인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연구 하였다. 결과는 전

통마케팅 요인의 경우에는 마케팅 믹스 4P(제품, 가격, 유통, 촉진) 중 ‘제품’요인

만이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반면에 체험마케팅 요인 5가지와

브랜드 충성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경선(2006)은 체험마케팅 요

인과 전통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 하였

는데 T-test 검증 결과 브랜드 자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 의해 검증된 가설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통마케팅 요인, 체

험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브랜드 자산이 서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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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현장에서 체험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잠

실운동장을 방문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효과에 대한

제반 연구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두 개의 구단을 선정한 이유는 팬들

을 경기장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을 잘 활

용하여 많은 팬들을 불러오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요인을 확인하여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체험마케팅 요인이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보다는 는

경기장에 온 팬들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

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은 2016년 9월 6일 잠실운동장에서 진행되는 LG와 넥센

경기, 2016년 9월 13일에 잠실경기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 관전하러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총 277명을 모

집하였으며 수집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답변한 11부를 제외한

266명의 설문 응답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식을 이용하

였다.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잠재변수는 체험마케팅에서 전략적 체험모듈(16

문항), 전략적 마케팅에서 마케팅 믹스 4P’s(12문항), 브랜드 자산(9문항), 재방문

의도(3문항)로 구성하였다.

체험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문지는 Schmitt(1999)가 제시한 전략적 체험모듈

측정항목과 연구를 바탕으로 박성연, 황정은(2005), 오현정, 한은경(2011) 등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안하였다. 체험 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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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체험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

구분 항목

감각요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경기장

분위기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인테리어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함성 및 응원

소리는 나에게 중요하다.

감성요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신나는/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짜릿함/

신선함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인지요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야구경기의

기술적인 면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야구 전략의

이해가 증가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야구 경기에

관한 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다.

행동요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관람 후, 내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신체적인

역동감이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경기장을

둘러보고 이용하면서 신체적 활동성을 제공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관계요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나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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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마케팅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마케팅믹스를 연구한 서구원

및 김경선(2009), 최용석(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맥락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한다. 전통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통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서희정(2005). 조마리(2010), 황세

정(2006)등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브랜드 자산은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3문항), 브랜드 이미지(3문항), 브랜

드 충성도(3문항)이며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자산에 대한 설문 문항

팀이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구분 문항

제품

내가 응원하는 팀의 리그 성적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에 유명한 선수의 존재 여부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나에게

중요하다.

가격

내가 응원하는 팀의 입장권 가격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장 주차료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가격은 나에게

중요하다.

프로

모션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중 이벤트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에서 팬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사은품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SNS(예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동을 통해

팀을 홍보하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채널

내가 응원하는 팀의 홈 경기장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장 편의성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시작 시간과 경기 진행 시간은 나에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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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브랜드 자산에 대한 설문 문항

구분 문항

브랜드 인지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모기업 브랜드(로고 또는 심벌)를 기억할

수 있다.

주위사람들의 추천이나 기사를 통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브랜드 이미지

내가 응원하는 팀은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응원하는 팀은 개성이 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은 다른 팀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브랜드 충성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팬이라는 것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다른 어떠한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것이다.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내가 응원하는 팀을 좋아한다.

재방문 의도는 Cronin, Brady 그리고 Hult(2000)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참고

한 이준성(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과 Bitner(1990), Bolton과

Drew(1991), Cronin과 Taylor(1992) 그리고 Taylor와 Baker(1994)의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문항을 번안하여 김기탁, 강준호(2006)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

사용한 권기성 외(2015)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관련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방

문 의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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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방문 의도에 대한 설문 문항

구분 문항

재방문 의도

나는 다음기회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다시 방문할 의도가 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생긴다면 또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장을 꼭 다시 방문할 것이다.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 수성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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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tatistic SPSS 21.0과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값(사회 인

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 특징(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Reliability)

본 분석은 설문 참여자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개념이 일관성이 있게

측정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 개념에 관하여 측정을 반복할

경우 동일한 측정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송지준, 2014).

따라서 Cronbach α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기준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06이

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한다(노경섭, 2015).

3)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 분석은 선행 이론을 기반을 두어 검증을 하며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잠재변

수와 이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은

선행이론을 다시 한 번 검증할 때 이용한다(송지준, 2014).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체험마케팅 요인, 전통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브랜드 자산의 관계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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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사전에 가설로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연구자가 연구모델에 포함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분석 하게 된

다.

모형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특히나

표본으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형의 간명성과 오류를 고려한 적합도 지수를 사

용한다.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는 X²은 문제점을 가지

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적

합한 수치로는 CFI, TLI, 그리고 RMSEA를 권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TLI, RMSEA 등

을 확인하였다. CFI의 권장 수용 수준은 .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한다

(Kline, 2010). RMSEA수치는 .08이하인 수치를 일반적으로 선호되어지며 모형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Kli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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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인구통계 분석(Demographic Analysis)

본 연구의 설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5와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151명(56.8%)과 여자는 115명(43.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39명(52.2%)로 전체 인원 중

에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를 살펴보면 10대는 35명(13.2%), 30대는 48명(18.1%),

40대는 38명(14.2), 50대는 6명(2.3%)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을 살펴

보면 대학교 졸업은 133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은 75명(28.2%),

고등학교 졸업은 41명(15.4%), 대학원 재학은 14명(5.3%), 대학원 졸업은 3명

(2.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가계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이 80명(30.1%), 500만 원 이

상은 49명(18.4%), 300~400만원 미만(15.4%), 100만원 미만은 37명(13.9%),

400~500만원 미만은 31명(11.7%), 100~200만원 미만은 28명(10.5%) 순으로 나타

났다. 원 가계소득수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0~300만원 미만이 30.1%

로 가반수가 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월 가계 소득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이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프로야구 경기장 방문 빈도를 알아보았는데, 월 평균

1~2회는 146명(54.9%),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한 인원은 45명(16.9%), 5회 이상

은 38명(14.3), 마지막으로 3~4회는 37명(13.9%)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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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151 56.8

여 115 43.2

연 령

10대 35 13.2

20대 139 52.2

30대 48 18.1

40대 38 14.2

50대 6 2.3

학 력

고 졸 41 15.4

대학교 재학 75 28.2

대학교 졸업 133 50

대학원 재학 14 5.3

대학원 졸업 3 1.2

월 가계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7 13.9

100~200만원 미만 28 10.5

200~300만원 미만 80 30.1

300~400만원 미만 41 15.4

400~500만원 미만 31 11.7

500만원 이상 49 18.4

월 평균

프로야구 경기장

방문 빈도

거의 방문하지 않음 45 16.9

1~2회 146 54.9

3~4회 37 13.9

5회 이상 3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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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최대값, 최소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기술통계 분석

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감각
감각1 1 5 3.96 1.00
감각2 1 5 3.36 1.07
감각3 1 5 4.27 .89

감성
감성1 1 5 4.49 .77
감성2 1 5 4.29 .86
감성3 1 5 4.39 .85

인지
인지1 1 5 3.54 1.05
인지2 1 5 3.77 1.01
인지3 1 5 3.82 .97

행동
행동1 1 5 3.33 1.07
행동2 1 5 3.81 .98
행동3 1 5 3.45 1.07

관계

관계1 1 5 3.94 .99
관계2 1 5 4.08 .97
관계3 1 5 4.15 .92
관계4 1 5 4.09 .96

제품
제품1 1 5 3.97 1.13
제품2 1 5 3.68 1.12
제품3 1 5 4.25 .89

가격
가격1 1 5 3.66 1.09
가격2 1 5 2.80 1.33
가격3 1 5 3.56 1.11

프로모션
프모1 1 5 3.29 1.11
프모2 1 5 3.35 1.18
프모3 1 5 3.25 1.20

채널
채널1 1 5 4.09 1.01
채널2 1 5 4.12 .90
채널3 1 5 3.76 .98

인지도
인지도1 1 5 4.27 .90
인지도2 1 5 4.07 .93
인지도3 1 5 4.01 1.25

이미지
이미1 1 5 3.77 .99
이미2 1 5 4.01 .99
이미3 1 5 3.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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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자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0.6이상이

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신

뢰도가 있다고 판단하며, 본 연구에서도 0.6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7과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계수는 .6~.944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Cronbach’s α계수가 0.6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

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 인 문항수 Cronbach’s 

감각 3 .600

감성 3 .807

인지 3 .865

행동 3 .739

관계 4 .889

제품 3 .774

가격 3 .726

프로모션 3 .797

채널 3 .751

인지도 3 .775

이미지 3 .772

표 7. 요인별 신뢰도 

충성도
충성도1 1 5 3.92 1.06
충성도2 1 5 4.34 .97
충성도3 1 5 4.32 .90

재방문

의도

재방1 1 5 4.52 .75
재방2 1 5 4.49 .81
재방3 1 5 4.4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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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전통마케팅 요인 4개(제품, 가격, 프로모션, 채

널), 체험마케팅 요인 5개(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브랜드 자산 3개(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재방문 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 값이 최소 .31에서부

터 최대 .94까지 나타났다.

충성도 3 .829

재방문 의도 5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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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측정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SMC값을 이

용하여 SMC값이 낮은 측정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실시한다. 하지만 송지준

(2014)에 따르면 SMC값과 모델 적합도가 항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

으며, 이에 따라 SMC값과 모델 적합도가 항상 높은 문항을 순서에 입각해서 제

거를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측

정항목의 순서에 입각하여 제거를 반복하여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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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9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 1130.67 662 1.71 .92 .90 .05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카이제곱 값 검증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카이제곱 값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는데, 측정항목에 비해 표본 크기가 작아서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지수를 활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1.708, CFI=.92, TLI=.90,

RMSEA=.05로 나타났다. TLI와 CFI 지수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Bentler, 1990), RMSEA 지수의 경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8이하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rowne, Cudeck,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타당성 검증

(1) 집중타당성

확인적 요인분석 후,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평가는 집

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

뢰도(CR)는 감각요인 두 번째 문항(.34), 가격요인 두 번째 문항(.51)을 제외하고

는 .60 이상의 수치로 나타나났다. 감각요인 문항의 경우 5감 중에 시각 및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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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같은 감각을 묻지 않아서 타당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시각(문항2)은 감각 중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개념신뢰도(CR)값이

낮지만 문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격 요인 두 번째 문항(.51)은 야구장 방문 시

지출하는 것 중 주차료를 묻는 문항 이였는데, 차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상

관이 없어서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별된다. 그렇지만 주차요금 또한 가격요

인을 묻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표 9.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요인 항목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임계치
(CR)

AV
E

감

각

요

인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경기장분위기

를통해감각을자극하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 .719 -

.372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인테리어를

통해시각적즐거움을주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108 .344 4.772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함성및응원

소리는나에게중요하다.
.125 .719 7.175

감

성

요

인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신나는/

즐거운기분을느끼는것은중요하다.
- .725 -

.675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짜릿함/

신선함을느끼는것은중요하다.
.112 .802 10.994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내가 기분이

전환되는것을느끼는것은중요하다.
.107 .762 10.861

인

지

요

인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야구경기의

기술적인면에관하여배우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 .794 -

.678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야구 전략의

이해가증가되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074 .852 14.121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야구 경기에

관한나의지식이늘어나는것은중요하다.
.071 .835 13.822

행

동

요

인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관람후, 내일상생활에

변화를가져오는것은중요하다.
- .597 -

.475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내가신체적인

역동감이느끼는것은중요하다.
.151 .755 7.685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경기장을둘러

보고 이용하면서 신체적 활동성을 제공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

다.

.156 .758 8.121

관

계

요

인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나와내가

응원하는팀이지속적인관계를형성하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 .757 -

.689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내가응원하는

팀에대한소속감을느끼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076 .877 14.874

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내가응원하는

팀이친숙한느낌이드는것이나에게중요하다.
.074 .834 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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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장에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볼때, 내가응원하는

팀과함께하고있다는생각을하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076 .813 13.610

제

품

요

인

내가응원하는팀의리그성적은나에게중요하다. - .767 -

.494
내가응원하는팀에유명한선수의존재여부는나에게중요하다. .090 .670 9.658

내가응원하는팀선수들이경기장에서보여주는경기력은나에게

중요하다.
.085 .765 9.289

가

격

요

인

내가응원하는팀의입장권가격은나에게중요하다. - .791 -

.626
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장주차료는나에게중요하다. .115 .519 6.998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가격은 나에게

중요하다.
.133 .771 7.475

프

로

모

션

요

인

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중이벤트는나에게중요하다. - .808 -

.510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에서 팬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사은품은

나에게중요하다.
.093 .872 12.278

내가 응원하는 팀이 SNS(예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동을

통해팀을홍보하고이벤트를실시하는것은나에게중요하다.
.084 .601 9.570

채

널

요

인

내가응원하는팀의홈경기장까지연결되는대중교통의편의성은

나에게중요하다.
- .695 -

.551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장편의성은나에게중요하다. .112 .900 10.331
내가 응원하는팀의경기 시작시간과경기 진행시간은나에게

중요하다.
.097 .582 8.428

브

랜

드

인

지

도

내가응원하는팀의모기업브랜드(로고또는심벌)를 기억할수

있다.
- .654 -

.540주위사람들의 추천이나 기사를 통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정보를

알고있었다.
.124 .822 10.521

내가응원하는팀의홈페이지를방문한적이있다. .163 .756 9.898

브

랜

드

이

미

지

내가응원하는팀은전반적으로고급스럽게느껴진다. - .631 -

.551
내가응원하는팀은개성이있다. .134 .812 9.635

내가응원하는팀은다른팀과다른독특한면이있다. .136 .768 9.050

브

랜

드

충

성

도

내가응원하는팀의팬이라는것에개인적으로중요한의미를

두고있다.
- .698 -

.664
다른어떠한팀과경기를하더라도내가좋아하는팀을응원할것

이다.
.082 .876 12.554

팀의승패와관계없이내가응원하는팀을좋아한다. .085 .839 12.013

재

방

문

의

도

나는 다음기회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경기장을다시방문할의도가있다.
- .919 -

.900나는앞으로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를관람할기회가생긴다면

또다시방문하기로결정을내릴것이다.
.041 .942 26.960

나는내가응원하는팀의경기장을꼭다시방문할것이다. .045 .910 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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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잠재변

수의 AVE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2)*표준오차를 계산하여 그 구간에 1.0이 포함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두 잠재변수 간에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 모

델과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간의  값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있

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설명하였던 (상관계수±2)*표준오차를 계산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00과 같다. 결과표에 따르면 모든 수치의 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2 +2 -2 +2

감각-감성 -0.056385 0.04093749 행동-이미지 -0.059688 0.084312

감각-인지 -0.083472 0.108528 행동-충성도 -0.068991 0.087009

감각-행동 -0.070708 0.105292 행동-재방 -0.06086 0.07514

감각-관계 -0.073236 0.130764 관계-제품 -0.081088 0.142912

감각-제품 -0.08495 0.11505 관계-가격 -0.08295 0.08505

감각-가격 -0.083688 0.092312 관계-프모 -0.092361 0.111639

감각-프모 -0.091224 0.132776 관계-채널 -0.070923 0.117077

감각-채널 -0.071685 0.108315 관계-인지도 -0.061502 0.122498

감각-인지도 -0.061309 0.086691 관계-이미지 -0.06498 0.11502

감각-이미지 -0.065052 0.090948 관계-충성도 -0.073278 0.162722

감각-충성도 -0.07475 0.10925 관계-재방 -0.060716 0.111284

감각-재방 -0.064698 0.099302 제품-가격 -0.088512 0.103488

감성-인지 -0.063954 0.088046 제품-프모 -0.103182 0.128818

감성-행동 -0.054944 0.081056 제품-채널 -0.07955 0.12045

감성-관계 -0.05712 0.10288 제품-인지도 -0.068112 0.123888

감성-제품 -0.064764 0.103236 제품-이미지 -0.072521 0.115479

감성-가격 -0.065246 0.070754 제품-충성도 -0.082458 0.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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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프모 -0.07412 0.08588 제품-재방 -0.069885 0.110115

감성-채널 -0.056129 0.091871 가격-프모 -0.096294 0.167706

감성-인지도 -0.04743 0.07257 가격-채널 -0.076128 0.115872

감성-이미지 -0.05112 0.06888 가격-인지도 -0.07336 0.06664

감성-충성도 -0.05814 0.08586 가격-이미지 -0.073692 0.070308

감성-재방 -0.048992 0.079008 가격-충성도 -0.086604 0.081396

인지-행동 -0.076798 0.111202 가격-재방 -0.080636 0.071364

인지-관계 -0.080028 0.135972 프모-채널 -0.100047 0.123952864

인지-제품 -0.089784 0.142216 프모-인지도 -0.081757 0.082243089

인지-가격 -0.093342 0.094658 프모-이미지 -0.085612 0.086388075

인지-프모 -0.106288 0.117712 프모-충성도 -0.097773 0.098226576

인지-채널 -0.078276 0.097724 프모-재방 -0.087377 0.088623084

인지-인지도 -0.066256 0.097744 채널-인지도 -0.066119 0.073881115

인지-이미지 -0.071681 0.100319 채널-이미지 -0.067706 0.07229376

인지-충성도 -0.080784 0.123216 채널-충성도 -0.079758 0.092241923

인지-재방 -0.068843 0.103157 채널-재방 -0.069311 0.078689232

행동-관계 -0.07015 0.11385 인지도-이미지 -0.064174 0.09582564

행동-제품 -0.077056 0.094944 인지도-충성도 -0.07095 0.125050401

행동-가격 -0.072954 0.095046 인지도-재방 -0.061721 0.090279222

행동-프모 -0.084354 0.119646 이미지-충성도 -0.077084 0.12291645

행동-채널 -0.06552 0.09448 이미지-재방 -0.064861 0.083139333

행동-인지도 -0.057226 0.066774 충성도-재방 -0.072744 0.11125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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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전통마케팅요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

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칠 때 체험마케팅 요인

이 매개역할을 하는 총 5가지의 경로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분

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 및 경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6> 연구모형의 변인 간 경로 및 모형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square( ),  /, TLI, CFI, RMSEA 값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표 10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적합

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전에 수립한 연구 모형은 수

용 가능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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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 1407.251 725 1.94 .88 .87 .06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통마케팅 요인과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 사이

에 있는 체험마케팅 요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안하기 위

함이다. 구조 방정식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경로분석이 있으며 이는 다

수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에서 인과 관계를 지니고 있는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노경섭, 2015).

직접효과가 포함된 가설은 총 3가지로 경로분석을 위하여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그리고 C.R 값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13은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와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직접효과를 위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채택

여부

H1
전통마케팅 요인

⇒체험마케팅 요인
.645 .144 4.601 ＊＊＊ 지지

H2
체험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691 .181 6.419 ＊＊＊ 지지

H3
체험마케팅 요인

⇒브랜드 자산
.845 .174 5.727 ＊＊＊ 지지

＊: p<0.05, ＊＊: p<0.01, ＊＊＊: p<0.001

H1: 프로야구 관람 시 전통마케팅 요인은 체험마케팅에 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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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두 변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는 .645(p < .001)로서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H2: 프로야구 관람 시 체험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는 .691(p <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마케팅 요인이 높을수록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H3. 프로야구 관람 시 체험마케팅 요인은 브랜드 자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는 .845(p <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3은 채택되었다.

<그림 7> 직접효과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간접효과가 포함된 가설은 총 2가지 경로분석을 위하여 표준화 경

로계수 및 P값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다음 표 14는 각 변인간의 관련 수치와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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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13. 간접효과를 위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 p<0.05, ＊＊: p<0.01, ＊＊＊: p<0.001

H4.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체험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두 변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 .445(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체험

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한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그림 8> 간접효과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4)

H5. 전통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체험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두 변인 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 .545(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P 채택여부

H4
전통마케팅 요인⇒체험마케팅

요인⇒재방문 의도
.445 .01(＊) 지지

H5
전통마케팅 요인⇒체험마케팅

요인⇒브랜드 자산
.545 .01(＊)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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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따라서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체험

마케팅 요인은 매개역할을 한 것이라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

<그림 9> 간접효과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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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와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체험마케팅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었다. 이는 프로스포츠 팬들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이들이 관람스

포츠 시에 어떤 마케팅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규명하여 이론적 및 실

무적 시사점을 동시에 도출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가

설들과 이를 검증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통마케팅 요인, 체험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그리고 브랜드 자산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1) 체험마케팅 요인이 전통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

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체험마케팅 요인의 매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마케팅 요

인, 체험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브랜드 자산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

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체험마케팅이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프로스포츠를 관람하는 팬들은 전통마케팅 요인인 제품, 가격, 프로모션,

채널과 체험마케팅 요인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요소들이 같이 팬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팬들은 팀 브랜드 자산이 올라가고, 경기장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현수(2002)는 체험 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의 한 요

소인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또한 신현신, 이항(2011)의 연구 결과도 체험 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 즉 팬들은 기존의 전통마케팅인 제품, 가격, 프로모

션, 채널이 브랜드자산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체험마케팅 요소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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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팬들이 경기장 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성 및 감각을 함께

자극할 수 있다면 경기장을 재방문 하거나 구단의 이미지, 충성도, 인지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예시로는 경기 중에 구단 자체적으로 프로모

션을 실시할 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구단과 팬이 지속적

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팬들을 꾸준히 경기장

에 불러 올 수 있고,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단의 수익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험마케팅 요인이 체험마케팅 요인을 매개로 했을 때 팬

들의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는 스포츠팬에 관하여 폭 넓은 이해를 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개념적인 구조

는 관람스포츠 산업에서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고 구단은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으로 제공될 것이다.

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의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체험마케팅 요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프로스포츠의 핵심제품인 경기력, 가격

으로만 마케팅의 차별화가 어려운 요즘의 경영환경에서 관람스포츠를 보다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험마케팅 요인을 고려하여 고객의 체험요인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체험마케팅 요인 연구들이 Schmitt(1999)와 Pine,

Gilmore(2001)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hmitt의 체험 마케팅 요인 이론은 감각, 감성, 인

지, 행동, 관계 요인들이 중첩되거나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힘들고,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이전의 소비자 행동이론들의 재 정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이론 자체에 제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험마케팅 요

인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설

문에 대한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체험의 경우 감성적

인 부분을 많이 자극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가 체험마케팅요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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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여 조사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

문지 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연

구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는 팬들이 특정 경기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과 고객

간 소통공간의 접점으로서 프로야구 경기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팬

들의 경기장 방문이 특정 팀에 대한 최종적으로 재방문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기의 한계점들에 대하여 보완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향후에는 팬들의 경기장 방문이 경기장 내에서 팬들의 소비 행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확장모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험마케팅 요소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

쳤는지 알 수는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체험마케팅 요소 각각을 분리하여

영향력을 측정한다면 현장에서 체험마케팅 요인 중 어떤 요인에 더 집중해서 마

케팅을 실시 할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Ⅶ.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와 브랜드 자산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또한 체험마케팅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전통마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이 각각 재방문 의도와 브랜드 자산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적을 토대로 항목을 나누어 적

합하다고 판단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항목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77명을 수집하였고 자기

평가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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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통마케팅 요인은 체험마케팅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전통마

케팅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스포츠팬일수록 체험마케팅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험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체험마케팅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스포츠팬은 경기장 재방문 의도 및 팀

브랜드 자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마케팅 요인과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을 설명할 때 체험마케

팅 요인이 매개 효과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마케팅

요인은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통마

케팅 요인과 체험마케팅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면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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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 Brand Equity and Intention to 
Revisit on the Baseball Stadium Experience: 
Focused on the Traditional and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JUNG, Myeng 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traditional and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brand equity, and 
intention to revisi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providing 
fundamental data for professional baseball teams to establish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fans, ultimately making teams worthy. 
  In this study, 277 surveys were collected, but 266 copies of 
questionnaire among them were effective for analysis. By using IBM 
Statistic SPSS 21.0 and IBM SPSS AMOS 21.0 program,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According to path analysis, the 
structural model shows an adequate fit to the data (S-B χ2/df = 
1407.251/725 = 1.94, RMSEA = .06, CFI = .88 , SRMR = .0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marketing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the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Plus, the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both brand equity and 
intention to revisit. Lastly, the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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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when traditional marketing factors yielded positive effect to 
both brand equity and intention to revisit each.

Key Words: Traditional Marketing factors,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brand equity, intention to revisit

Student Number: 2015-21657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마케팅 
	1) 전통마케팅의 정의

	2. 체험마케팅
	1) 체험마케팅의 정의
	2) Bernd Schmitt의 전략적 체험모듈
	3) 전략적 체험모듈 선행연구
	4)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차이점 및 관계

	3. 브랜드 자산
	1) 브랜드 자산의 정의
	2)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
	3) 브랜드 자산의 선행연구

	4. 재방문 의도
	1) 재방문 의도의 정의
	2) 재방문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2. 조사도구
	3. 자료분석
	1) 기술통계 분석
	2) 신뢰도 분석
	3) 확인적 요인분석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Ⅴ.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인구통계 분석
	2) 기술통계 분석
	3) 신뢰도 분석

	2. 측정모형 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2) 타당성 검증

	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2) 연구가설 검증


	Ⅵ. 논의
	1. 논의
	1) 체험마케팅 요인이 전통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2. 시사점 및 제언

	Ⅶ. 결론
	참 고 문 헌


<startpage>11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3. 연구의 목적 6
Ⅱ. 이론적 배경 7
 1. 전통마케팅  7
  1) 전통마케팅의 정의 7
 2. 체험마케팅 11
  1) 체험마케팅의 정의 11
  2) Bernd Schmitt의 전략적 체험모듈 11
  3) 전략적 체험모듈 선행연구 14
  4) 전통마케팅과 체험마케팅의 차이점 및 관계 15
 3. 브랜드 자산 19
  1) 브랜드 자산의 정의 19
  2)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 21
  3) 브랜드 자산의 선행연구 24
 4. 재방문 의도 27
  1) 재방문 의도의 정의 27
  2) 재방문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28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0
 1. 연구 모형 30
 2. 연구 가설 31
Ⅳ. 연구방법 34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34
 2. 조사도구 34
 3. 자료분석 39
  1) 기술통계 분석 39
  2) 신뢰도 분석 39
  3) 확인적 요인분석 39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39
Ⅴ. 연구결과 41
 1. 예비분석 41
  1) 인구통계 분석 41
  2) 기술통계 분석 43
  3) 신뢰도 분석 44
 2. 측정모형 분석 45
  1) 확인적 요인분석 45
  2) 타당성 검증 47
 3. 구조모형 분석 52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52
  2) 연구가설 검증 53
Ⅵ. 논의 57
 1. 논의 57
  1) 체험마케팅 요인이 전통마케팅 요인, 재방문 의도 및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57
 2. 시사점 및 제언 58
Ⅶ. 결론 59
참 고 문 헌 6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