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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 컬러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도의 변화

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소비계층이 떠오르는 추

세이므로 20대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분할구획

요인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집단마다 사전, 사후검사를 실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브랜드 색채 이미지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집단의 컬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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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집단의 컬러마케팅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

성, 주목성)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집단의 구매의도는 감소하였지만,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집단의 구매

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친숙도가 높

은 집단은 성별에 따라 상징성을 제외한 컬러마케팅 하위요인(식별성, 연

상성, 주목성)과 구매 의도가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랜드 친숙도가 낮

은 집단은 성별에 따른 컬러마케팅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

성)과 구매의도에 대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의 경우, 연상성과 구매의

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를 색채 

차원에서 접근하여 브랜드의 친숙도 와 성별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그 효과

를 측정했다는 것에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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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도 같이 충족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유쾌함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도 증가(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 2017) 

하고 있으며 스포츠 소비시장은 이전보다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방대한 양의 스포츠브랜드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매체

들을 통하여 제공 되고 있다(김형식, 김나래, 유동균, 신승호, 2012). 마

찬가지로 많은 브랜드제품의 형태와 기능의 차이도 크지 않다(임병훈, 안

광호,주영욱, 2003).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품을 소비할 때 상품의 기능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브랜드가치를 추구한다(이창원, 이상환, 2012).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양의 정보들 가운데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들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즉,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해야만 소비자들의 구매고려대상 집합

(Consideration Set)에서 더 우위 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Park, J. H., & Kim, J. E., 2009). 즉, 브랜드의 이미지 창출을 통해 소

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드 포지션을 하여 경쟁 시장에서 시장의 우위

를 점할 수 있다. 

주요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하여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Pepsi는 

빨간색에서 벗어나 파란색을 포섭한다(Cooper,1996). Victoria's 

Secret과 H&R Block은 특정 브랜드 개성을 창출하고 특정 고객을 끌

어들이며,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 변경 전략의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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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브

랜드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Eom, 2003).  

사람들이 얻은 모든 정보들 중에, 80%정도의 정보가 시각을 통해서 

획득하며 10%정도가 청각으로 획득하고 남은 5%정도는 시각과 청각 

외에 수단으로 획득한다(김훈철&장영렬, 2002; 杜淑琳 & 刘国宏. 

2011). 그래서 시각은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색채는 사람의 시각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시각기관

이 물건을 관찰할 때 최초의 20초 내에 색채감각이 80%를 차지하고 

20%는 형체 감각이다. 그 후 2초에 색채감각이 60% (Suh & You, 

2010)로 떨어지며, 형체 감각이 40%로 떨어진다. 5분 후에는 각 

50%로 차지하여 그 상태에서 유지된다(杜淑琳 & 刘国宏. 2011). 

그렇기 때문에 색채가 시각의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색채를 

통해 브랜드는 효과적인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표적 시장과의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며,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최슬기, 황수영, 김우정, 2008).  

많은 기업은 매출 증가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시장규모 확대와 사

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제품의 색상 다양화를 통한 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가구, 식

음료,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기업들은 차별화 전략으로써 컬러를 많이 

이용하였다(신혜영, 심영완, 최미영,2004).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색채가 없을 경우 40%의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杜淑琳 & 刘国宏, 2011; Mundell, 

1993). 그러므로 상품 색채 및 소비자 심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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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색채를 통해 소비자들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효과적

이다(Keller, 1998; 김신애, 2011).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 사

이에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컬러마케팅전략을 이용한다(김향란, 

2007; 신혜영, 2004). 컬러마케팅전략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컬러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브

랜드에 대해서 인지와 친밀성 증대 혹은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적

절한 수단은 마케팅이다(Keller, 1998). 특히 세분화된 표적시장에서 

상품 브랜드가 틈새시장을 공략할 때에 컬러마케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맥도날

드 뿐 만 아니라 미국 코닥, 애플, 중국 Lenovo 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

들은 이러한 컬러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김재원, 

2010; 이수진 & 박연선, 2017).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의 식별

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컬러를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였다.  

색채 사용은 제품 판매의 목적을 뛰어 넘기도 한다. Susan G. 

Komen 유방암 재단은 유방암의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분홍색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였다. 또한 브랜드는 대량 맞춤 설정 

전략에서 색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Dell은 다채로운 색채의 노트북을 제

공하고 있으며, Apple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iPod 색채 배열을 제공하고, 

Nike는 사용자 지정 프로세스를 통해 소비자가 신발의 각 부분에 대한 

색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컬러마케팅에 대한 시장의 선도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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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을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 브랜드 개성, 친숙도, 호감도 

및 구매 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색채와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몇몇 이루어졌으나(Babin, B, J & Suter, 

2003, Crowley, A. E, 1993, Gorn. 1997, 2004), 색채에 대한 

단순한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디자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컬러마케

팅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구매의도가 높

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브랜드의 컬러마

케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케팅적 

측면에서 컬러마케팅에 접근하기 보다는, 스포츠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컬러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컬러마케팅을 통해 이미 성숙한 브랜드를 리포지

셔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생 브랜드에 대하여 인지도를 높여 구

매의도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컬러마케팅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 따른 성별에 따른 식품제품에 대한 선호

도 (Kahle, L. R., & Homer, P., 1985; Worth, L. T., Smith, J., 

& Mackie, D. M., 1992), 선물 쇼핑 , 선물 선택 , 선물 교환 

(Fischer, E., & Arnold, S. J.,1990), 예술 (Gainer, B., 1993) 

등 분야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성별이 중요한 역할 (Coughlin, M., 

& O'Connor, P. J. 1985; Fischer, E., & Arnold, S. J., 1990; 

Jaffe, L. J. 1991; Jaffe, L. J., & Berger, P. D., 1988)이라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스포츠 브랜드 분야에서 컬러마케팅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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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성별이 어떠한 역할인지에 대한 규명한 논문이 아직 부

족한 것은 실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친숙도와 성별에 따라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컬러마케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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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

할 때 스포츠 브랜드에 구매의도에 대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탐구

하자고 한다.  

컬러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연구는 여태까지 많이 진행해왔지만 

더 넓은 영역에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대부분

의 기존 연구들은 의류, 식음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스포츠 

관련 브랜드 및 스포츠브랜드이미지를 연구해 온 학자들이 많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브랜드가 원

래 가지고 있었던 색채와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 그리고 컬러

마케팅을 실시한 후에 소비자들은 스포츠브랜드에 구매의도의 변화를 검

증하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할 때, 컬러마케팅의 하위요

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둘째, 스포츠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의 정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셋째, 스포츠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브랜드 구매의

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넷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컬

러마케팅의 하위요인과 구매의도가 차이가 있을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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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컬러마케팅 
 

 

컬러마케팅(Color Marketing)은 ‘기업 또는 농업경영체가 불안

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컬러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마케팅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고안하여 경쟁우위를 갖

는 일련의 마케팅활용’(김신애, 2010) 또는 색채(컬러,Color)①에 

대하여 감성적인 반응이 일으키는 일련의 작용들이 구매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감성마케팅의 종

류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컬러마케팅은 모든 구매행위에 자리 잡고 있다(Satyendra & Singh, 

2006). 이는 객관적 판단에 의한 구매에서 감성적 판단에 의한 구매로 

소비자들의 성향이 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Elliot&Marier,2007). 이

중 핵심적 요소는 바로 ‘감성’ 이라는 인간의 본연적인 것인데, 감성은 

색채를 통한 심리상태 및 정서 변화에 따른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진 박연선 2006). 색채를 이용한 기능에 시선유도, 표현 등의 기능

이 있다(원유홍,1982). 색채는 구매에 앞서 많은 영향을 주는 디자인적 

요소이다(윤혜림,2008). 색채에 있어서 색상, 명도, 채도는 물건 혹은 브

랜드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행동적 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Gorn te al., 1997). 섹채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며, 

심리상의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다(전혜련, 김동욱, 정성환,2012). 이렇

                                            
① 본 논문에서 컬러는 색채와 같은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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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색채를 통하여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으며, 마케팅에 

있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를 컬러마케팅 이라고 한다(김신애, 권기

대, 2011).  

컬러마케팅은 현대사회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더욱 기업에 효

과적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기업의 이미지와 적절한 컬러를 선택하여 긍

정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로 하여금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마케팅 방안 중 하나인 활동이다(김신애, 권기대, 2011). 또한 

컬러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어 더욱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매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Keller,1998). 

컬러마케팅 전략은 차별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업에서 널리 쓰

이고 있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패션분야(고은주, 이지현, 2003; 김영인 등, 

2004; 원경미. 김영인, 2001; 추선형. 조주연,2004), 포장디자인(최윤

의,1998), 브랜드와 색채(김향란, 2007; 신혜영 등,2004; 윤선

길,2004), 브랜드 웹사이트 컬러(김수정 등, 2003) 등의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희(2005, pp.20-24)의 연구에서 시니어 세대에 맞춘 색채디자

인 또한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였다. 인체의 노화에 따른 시각의 노화는 

자연스레 컬러지각능력에 대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력이 감퇴되며, 안

구질환, 빛을 인식하는 민감도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관점

으로 ‘색채 대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대비를 주게 되면 불안함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유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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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대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색의 대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미연(2005)은 컬러마케팅을 사용한 기업의 광고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광고를 비교 시 대중으로 하여금 컬러마케팅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광고는 소비자들이 회상 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

다. 특히, 컬러마케팅을 사용한 광고에서는 브랜드를 컬러로 인식하는 부

분이 가장 높게 드러났다. 기업의 제품, 로고, 오프라인 마켓 등에서 동일

한 컬러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최슬기, 홍수영, 김우정(2008)은 컬러마케팅의 요소 중 ‘연상성’

과 ‘상징성’에 의해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미

혜(2008)는 패션 브랜드에서는 컬러는 브랜드를 인식하는 차이를 주어 

브랜드 식별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남종우, 이수범(2014)는 

컬러마케팅의 4가지요소(식별성, 상징성, 연상성, 주목성)의 요인들이 브

랜드 식별도 및 구매행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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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채시각이론 
 

 

인간 색각의 프로세스와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색채와 색각의 차이점

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소위 색채는 단지 물리적 인 현상이 생성 된 개체에 대한 다른 빛의 

작용의 결과이다. 색각, 그것은 색 반응 후의 인간 두뇌의 심리 현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색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 물체에 색채를 

적용한 결과이다. 또한 그 순간, 시간 및 공간과 밀접한 주위 환경에 관

한 것이다. 색각의 형성과정에서 세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 즉 광선, 물

체와 정상적인 시각기관 및 대뇌 가 있다. 이들의 부재는, 소위 정상 색

각을 생성할 수 없다.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색각이론을 제안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 보편적 응용중 하나는 T.Young 및 H.L.F von Helmholtz 

의 삼색설(Young.Helmholtz trichromactic theory), E.Hering의 

대립 과정이론(opponent process theory)이다. 전자는 물리학 관점

에서 색각의 법칙을 설명한다. 후자는 색각 자체 이론의 현상에 기초한다.  

삼색설은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T.Young은 색을 구별하는 인

간의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신경은 오직 세 종류가 있으며 적색, 녹색, 

청색의 세 가지 기본 시신경을 인지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물리

학자 H.L.F von Helmholtz가 위 주장을 기반으로 다음을 추가했다.  

시세포가 존재하며, 시세포에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을 감지하는 

막대세포(간상세포, 桿狀細胞, rod cell)와 밝은 곳에서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圓錐細胞, cone cell)가 있다. 이 가운데 원추세포는 적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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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녹추체(G), 청추체(B)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각각 적색, 녹색, 

청색을 감지하여 색을 구별하게 된다. 기본적인 말초신경의 시세포는 빨

강 초록 파랑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여 적추체(R), 녹추체(G), 청추체

(B) 이세가지 세포가 동시에 반응하게 되면 백색광선을 감지한다. 이 이

론은 색상을 측정 및 계산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색맹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Hering 1878 년에 대립과정이론을 제안하였다. 대립과정이론

은 4색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반대되는 두 개의 

색상기제는 검은색-흰색, 빨간색-녹색, 노란색-파란색에 기제활동에 

의해 색체지각이 결정된다. 각각의 기제에서 두 색에 대한 반응은 흥분반

응과 억제 반응이 있으며 서로반대 되는 반응을 하며 반대의 생성 및 소

멸의 과정에서 상호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색체감각은 색

깔에 대해서 혼란이 형성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립과정이론은 색맹에 대

해 셜명이 가능하다. 그 예로 빨간색-초록색 색맹과 노란-파란색 색맹

은 그중에 한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두가지 기제가 다 없어

진다면 완전한 색맹이다. 하지만 대립가설은 삼원색은 모든 색깔은 형성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삼색이론 과 대립과정이론은 대립입장이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연

구결과에 따라 사람들은 이두가지 이론에 대해서 끝이 없는 수정과 개선

을 했다. 그중 대표적으로 Edward F. Mc Nichold이 혼합설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다양한 색체 시각 형성에 대해 더 좋은 해석근거가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망막에 수용기 수중에는 삼원색설과 일치

하며 신경계와 뇌에서는 대립과정이론과 일치한다. 혼합설은 앞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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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두 가지 단계에 의해 색각이 일어난다는 가설이다. 혼합설 이론은 삼

색이론과 대립과정이론을 종합하여 대립적인 입장에서 통일 시켜 색체에 

대해 더욱 신뢰도 높은 해석 근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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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 시각적 속성 
 

 

색각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할 때 색체에 다양한 특징

을 측정하려면 일반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하면 어려운 점을 발견한다. 그

래서 특별한 물리변량을 이용하여 쉽게 측정하려고 한다. 물리변량은 바

로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이 세가지 요소 중 에 하나라도 변화가 있다

면 최종의 색체 효과가 근본적 변화가 될 수 있다. 색채는 칼라시스템 과 

비칼라 시스템 두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다. 색상, 채도, 명도는 칼라시스

템에 필수요소 이다. 색상과 채도 외 명도는 비 칼라시스템의 필수 요소

이다. 

색상. 색상은 색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색채에 외모이다. 인간의 

다양한 얼굴과 비슷하다. 색상은 색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인간의 눈의 스펙트럼 성분은 다양한 색조를 

결정 자극한다. 단순한 어떤 단색광선에 대해 말하자면 색상은 이 단색광

선의 파장에 의해 결정 된다. 이중 혹은 이중이상의 색체에 복합광선 의 

경우는 색상은 복합광선 중에 길이가 다른 파장에 비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 파장은 가장 긴 광선에 의하여 최종색상이 결정된다. 이외에 시각

적으로 색상과 주파장간의 관계는 외부환경에서 온 광선의 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낮과 밤에 똑같은 색상의 물체를 봤을 

때 낮보다 밤에 어두워 보인다. 뉴턴은 스펙트럼 컬러를 제안에 따라 빨

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청록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나누어 졌다. 

각색에 한제된 파장과 빈도에 따라 긴에서 짧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파장이 가까운 색깔들은 더 어울린다. 예를 들어 노란

색-초록색. 반대로 파장이 멀수록 대비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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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색상은 원색, 복합색, 간색 이 세가지로 구성된다.  

원색은 다른 색을 만드는 기본 색이며 순도, 청결도, 선명도 가 제일 

높다. 원색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색광 삼원색이다. 빨

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말한다. 이 세가지 색깔은 그 이외 다른 두 색을 

조합하여 조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가지 색광은 증가, 혼합된 모든 

색광을 조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색료의 삼원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

색 이다. 첫 번째 것과 공통점은 이 세가지 색 또한 자신 이외 다른 두색

을 조합하여 조색할 수 없다. 차이점은 색광은 감소, 혼합된 모든 색광을 

조색할 수 있다. 간색은 삼원색을 조색한 색깔이다. 복합색은 원색과 간

색을 조색하여 만든 색으로 가장 풍부한 색상이다. 

명도. 명도는 색채의 명암정도를 말한다. 사람의 주관적인 감각의 양

(Sensor Value)으로 물체 자신의 광도와 다른 의미이다. 명도는 사람

이 느끼는 광도에 시각적 반응이다. 같은 색상의 물체 혹은 색상이 없는 

물체의 표면에 광선의 반사율이 높을수록 명도는 높아진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하얀색과 가까울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검은색과 가까워질수록 명

도가 낮아진다. 또한 다른 색상의 제품에서 반사율이 똑같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색체명도가 다르다. 그 중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은 명도가 제

일 높다. 명도가 달라질수록 색상도 다양 해 진다. 그러므로 색채는 더 

풍부한 입체감을 갖는다. 사람들은 색채에 명암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절대명도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들은 색채의 다양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색채의 명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하얀색과 검은색을 이용하여 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크림슨 레드, 다크 레드, 핑크 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색채를 어둡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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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싶지 않을 때 노란색과 보라색 혹은 더 연한색을 이용하여 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채도. 순도라고도 한다. 색채의 단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채도 높

은 색채는 색상이 명확하고 채도가 낮으면 색상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고

명도의 연한색과 완전히 어두운 색채는 사람한테 구분하기가 어렵고 모호

하다. 우선 채도의 고저는 순한색채와 비색채의 비례로 혼합한 결과물 이

다. 예를 들어 비색채는 회색을 많이 배합하면 채도가 높아지고 조금 배

합하면 채도가 낮아진다. 채도는 물체표면의 반사광고저에 영향을 미친다. 

스펙트럼에서 한파장의 광 반사율을 높고 다른 파장의 반사율이 낮거나 

없다면 채도가 높다. 색채의 단순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도는 물

건의 표면 구조와 관계가 있다. 표면이 거친 물체는 어느 방향에서나 백

광반사가 있다. 그래서 매끄러운 표면에서 더 화려한 색채를 볼 수 있다. 

상품에 색채의 채도를 높이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코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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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채 이미지의 가치 
 

 

외부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인간의 죄우 뇌에 전달되어 자극하는데 

3분의 2는 시각적이라고 한다 (Zaltman, 1996). 그러나 시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색채이다. 사람들은 유 무의식적이던 색채에 대해 민감하

게 느끼면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색채는 

어떤 요소보다도 더욱 선명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색채를 통해 소비자

들에게 브랜드나 상품의 특성이 더욱 직선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든다.  

색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치가 더 증대된다. 즉 상품의 

인지도가 비교적 떨어지거나, 유사 상품과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충동적인 구매인 경우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가 상품은 구매하고자 할 때, 색채는 구매

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상품명 역시 정확히 읽을 수 있

도록 도움을 준다(김성찬, 나성숙 2013).  

Lamancusa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느끼는 첫인상의 

60%는 컬러로 결정된다(Suh & You 2010).”라고 하였으며 “무엇

보다 양의 삶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적 자본주의 ideology에서 질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업은 컬러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다

(Suh &You 2010).”라고 하였다. 즉, 컬러마케팅이란 구매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컬러를 활용하며 구매에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 기술을 말한다(Emo 2003).  

시각을 활용한 마케팅은 브랜드를 시각화하여 친밀함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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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의 가능성 또한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

의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om 2003; Syn, H. Y., Shim, Y. W., & Choi, M. Y, 2004). 더

욱이 컬러 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각적인 

기능에만 제한되지 않고, 시각을 통한 정보가 뇌로 전달됨으로써 인

간 본연적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는 것, 즉 생리학적 인지 사고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컬러적 요소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Arnheim 2004; 남종우 2013).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 및 가

격 등과 같은 요소들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며,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비교 도중 스스로의 직감으로 물건을 구매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즉 이러한 직감적 요소는 경험에서의 무의식

에서 나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김훈철, 장영렬,2002). 

시각적 요소 중 컬러는 광고에서의 헤드라인,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슬로근(slogan) 등 보다 더 빨리 캐치 되는 특징이 있으며 

제품의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컬

러리서치 연구소(ICR)에 따르면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사물, 환경을 

접하였을 경우 보통 90초 이내로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고 한다. 컬러는 단순히 미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빨간색 바탕에 흰색 영어로 

써져 있는 글자를 보게 되는 경우, 시원한 코카콜라가 떠오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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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사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애플사의 로고가 떠오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 생활 중 무의식 중으로 감

성에 호소 되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감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써 

적극적으로 색감을 이용한 컬러마케팅이 부각되고 있다(이승우, 

2008). 

 

[표 1] 시각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구매기준 응답자 비율(중복 응답) 

보고 구입한다 87% 

듣고 구입한다 7% 

만지고 구입한 3% 

냄새로 확인한 후 구입한다 2% 

맛을 보고 구입한다 1% 

출처: 김훈철, 장영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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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 
 

 

1) 브랜드의 개념  

 

라틴어 ‘brander(각인시키다)’에서 유래한 브랜드라는 개념이

(하대용, 김은진, 2013) 형성된 다음 전 세계 학자들은 브랜드에 대

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미국 마케팅 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MA, 

1960)는 브랜드란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이러한 요소

들의 결합을 이용해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한 것으로 정의

하였다(김동균, 고인곤, 2010). 성공적인 심볼(로고)이 브랜드의 정체

성을 통합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David A. Aaker, 2009). 심볼(로고)은 브

랜드의 식별 및 구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장 

기초적이고 직관적이며 가장 외형적인 브랜드의 의미에서 시작하였다. 

간단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매니지먼트의 중점은 식별적인 

시스템의 확립과 법적 범주를 구별하는 것으로 두었다. 이것은 브랜

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전면적이고 충분조

건이 아니다(王延峰，杨姗姗，余明阳，2008).  

David Arnold(1992)는 ‘브랜드는 편견이다’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브랜드가 소비자 또는 특정 기관에 의해 인정한 가치 성향이

며 자사가 브랜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평가의 

산물이라고 강조한다. 사실상 '진정한 브랜드는 이익 관계를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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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존재한다'(Tom Duncan, 1997). 브랜드는 

기업 및 소비자 또는 제품 및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다.  

Kevin Lane Keller(2006)의 설명에 의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

드가 상품의 출처를 상징하여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채권, 계약, 약속

을 의미한다. 브랜드가 대중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것은 상품의 품질

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David A. Aaker, 1991).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혹은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 소비자들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는 품질, 속성, 가격, 개성 등을 포

함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와 약속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실성에 대

한 인정하는 것에서 유래한다(王延峰，杨姗姗，余明阳，2008). 

Alexander L. Biel(1992)는 브랜드는 기업의 자산이라고 한다. 

브랜드 자체는 생산, 재화 및 모든 유형 자산보다 더 큰 가치를 갖추

고 있다. 브랜드의 가치를 적립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의 

투자보다 미래의 수입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Käffeller(2000)는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브랜드라고 하였다. 

브랜드가 합법적인 무한 자산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말했다. 이 자산

은 소비자들의 소비행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랜드의 구매와 

판매 행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브랜드 소유자의 수입은 끊임 없이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Charles Bym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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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브랜드의 개념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라는 용어는 신문과 잡지에 

빈번하게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어휘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 

어떤 학자도 스포츠 브랜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 브랜드"개념의 정의를 참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브랜드는 협의와 광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협의적 측

면에서 스포츠 제품의 브랜드를 말한다, 그것은 다른 산업 제품 브랜드의 

모든 기능과 속성을 갖춘다. 광의적 측면에서 스포츠 브랜드는 스포츠 용

품 상표, 스포츠 활동 또는 경쟁 타이틀을 포함 모두 스포츠 산업 브랜드 

범주에 속한다. 匡乐华 (2000), 李守国 (2003)는 스포츠 브랜드는 브랜

드의 하위 개념이며 주로 스포츠 산업 및 관련 산업에서 정의된다고 주장

한다. 스포츠 브랜드는 전반적 개념으로 최소한 스포츠의 개념, 스포츠 산

업의 위치, 스포츠 산업 제품의 이미지 디자인, 판매 및 서비스와 같은 일

련의 요소를 포함되어야 한다 （高希生，阁宝成，2005）. 

지속적인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의 파생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스포츠 용품 브랜드와 스포츠 관광 브랜드는 모두 스포츠 브랜드 카테고

리에 속한다（高希生， 阁宝成，2005）. 일부 학자들은 스포츠 시장을 

본원 시장과 파생시장 두 부분으로 나눈다. 스포츠 본원 시장은 문화에서 

파생되어 관람 스포츠 시장과 참여 스포츠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관람 스

포츠 시장을 프로 스포츠 이벤트 시장과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 시장으

로, 참여 스포츠 시장은 참여 스포츠 이벤트 시장과 참여 스포츠 비 이벤

트 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본원 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은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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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파생시장에서는 스폰서 시장, 머천다이징 시장, 방송 중계권 

시장. 스타 선수 시장, 선수 양성 시장, 용품 및 설비 시장, 스포츠 관광시

장, 스포츠 정보시장. 및 사업 지원 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강준호, 

2014). 어떤 시장에 속하더라도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스포츠 브

랜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

나 서비스를 스포츠 브랜드라고 부를 수는 없다. 브랜드의 일반적인 이론

에 따르면, 스포츠 업계에서 유명하고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브랜드만 스포츠 브랜드가 될 수 있다（高希生，阁宝成，2005）. 

본 연구에서 스포츠 브랜드는 邱晓得（2003）， 高希生 & 阁宝成

（2005） 및 匡乐华（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좁은 의미인 스포츠 

브랜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스포츠 브랜드는 스포츠 용품 브랜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란 스포츠 기업 주체가 경

쟁 시장에서 형성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같은 계열의 스포츠 제품과 

비교할 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가치 있는 상표와 고효율, 지속 가능한 

생명을 가지는 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브랜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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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컬러마케팅의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큰 뿐 아니라 제품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기여한

다. 거시적으로 컬러마케팅이 가지는 효과는 선진화된 컬러 디자인을 통

한 브랜드의 고부가가치화, 컬러 기획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 컬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이미지 형성으로 브랜드 가치의 증대 효과 등이 있

다.(신혜영 등, 2004)  

컬러의 기능에는 시작유도기능, 표현기능, 상징기능, 식별기능,미적

기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컬러의 기능, 즉 식별성, 상징성, 주목성 등은 

패션 브랜드에서 컬러마케팅을 시행할 때 소비자가 인지하는 효과로 나타

날 수 있다(원유홍,1982).따라서 컬러마케팅에 따른 효과는 식별성, 상

지엉, 연상성, 주목성의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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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성 

 

컬러의 식별성이란 색으로 쉽게 구별하여 전달되는 속성이라고 한다. 

즉, 한 색채로 동일해 마케팅을 활용할 때 수많은 브랜드 가운데서 어떤 

브랜드를 구별하거나 컬러마케팅을 시행하지 않는 브랜드 보다 눈 속에 

더 선명하게 띄는 기능을 말한다(김신애 & 권기대, 2001).  

기업들은 컬러마케팅의 식별성이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소비자들에

게 쉽게 인지시킬 수 있는 특징(유미혜, 2008)을 이용해 특정한 컬러를 

통해 브랜드 개성을 높인다. 그리고 ‘색상을 통해 시각적 요소에 언어적 

정보를 더 해졌을 때, 식별성이 더욱 높아진다’(사또루 후지, 1994). 스

타벅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녹색 컬러,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포

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컬러로 브랜드를 쉽게 식별하게 하였다. 뿐만 아

니라 지하철 교통기관에도 색의 식별성을 이용하여 노선도를 분류했다. 

이와 같이 컬러마케팅의 식별성은 어떤 물건의 모양이나 형태 등의 대상

이 가진 정보를 통해 다른 물건과 구별해 알 수 있는 속성이다(사또루 후

지, 1994). 유형, 형태, 종류에 의해 식별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색상

을 포함된 다양한 요소에 통일감을 부여함으로써 한 그룹화되어 식별하기

도 한다(김상두,1996). 요약하면, 컬러마케팅에서의 식별성은 다양한 

브랜드 중에 특정한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서로 쉽게 구별되는 속성이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수 많은 기능성 차이가 크지 않는 스포츠 브랜드 

중에 브랜드 이미지 개성화하기 위해 특정한 컬러를 이용해 스포츠 브랜

드를 식별하는 것은 스포츠 기업의 마케터뿐만 스포츠 소비자들의 입장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홍병숙,이은진, 유미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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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상성 

 

색채를 활용해 시각을 자극함으로써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이 구체

적인 사물이 마음속에 떠오려 지는 심상(心像)을 연상이라고 한다. 즉, 

연상성이란 어떤 관념에 인하여 다른 관념을 불러오는 것과 같이 소비자

들은 하나의 특정한 컬러를 보았을 때 그 색상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이

미지나 감성을 연상한 것이다(유미혜, 2008). 예를 들어 파란색을 보았

을 때 차가운 느낌 혹은 바다를 떠오는 것, 또한, 검은색 보면 신비한 느

낌 혹은 나이키를 떠오른 것과 마천 가지다. 이와 같이 기능성이 비슷한 

많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 형성되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식하

려 할 때, 컬러마케팅의 연상성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Keller,1998). 연상성은 소비자들에게 시각 자극을 통해 특정한 브랜

드가 기억이 남아 브랜드에 대해 회상했을 때 기억하는 브랜드와 비슷한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속성이다(오현정; 이혜선, 2005). 특히, 개개

인의 경험과 지적 능력 그리고 성별에 따라 브랜드 컬러의 연상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Keller,1998). 또한, 소비자들에게 시각, 후각, 청각 

등 오감을 자극하여 전통 고급품 같은 이미지는 사람들은 연상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신진영,2005; 양미

연,2005). 이와 비슷해 특정한 컬러를 보았을 때 개인마다 머릿속에 형

성된 형태에 따라 감수한 감정이 다르며 다양한 관련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권은령, 2004). 경험 혹은 심리적 행동이 색채의 연상작용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컬러를 활용해서 치료나 브랜드 이미지 

형성하기 위해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이 외에 소비자들이 다

양한 색채를 보았을 때 기억한 여러 가지 칼라에 대한 연상은 개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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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경험, 지식수준, 사회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시대, 지역, 

연령, 성별, 그리고 개인의 성격이나 직업, 교양에 따라도 다르게 나타난

다(권은령,2004, 이수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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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징성 

 

상징성이란 특정한 브랜드가 사람의 기억 속에 인식되어 남아있는 지

각에 대한 속성을 말한다(Keller, 1998). 컬러의 상징성(color 

symbol)이란 모양이나 형태가 추상적인 물건이나 개념을 색을 통해 구

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속성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컬러를 조절하는 것

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다(유미혜, 2008). 색채에 대한 

연상성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통성을 가지며 그것이 정통과 결합되어 대

중들에게 인식시켜 각 색채마다 특정한 뜻으로 만들어 상징성을 띄게 된

다. 상징성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을 주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

로 인지시켜주며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큰 도움

이 된다(정숙경, 1989;조미영, 2006). 하지만, 나라, 문화, 지역 등 포

함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그 색채의 상징성이 달라진다(Cooper& 

Matthews, 2002).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도 있고 지역별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기능이 빠르게 형성되므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신진영, 2005). 또한, 브랜드 색채를 배

색 계획에 있어서 색의 상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색으로 통해 소비자

들에게 브랜드의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외관부터 내용

물까지 나타내는 상징 효과가 있다. 또한, 선행 논문에 따라 상징적 이미

지의 따뜻하고 활력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정, 이혜선, 2005). 일상생활 속에 기업의 C.I 

(Corporate Identity) 컬러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항상 눈앞에 뜬다

(박상호, 1993). 실제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활용하는 맥도날드, 검

은색과 흰색을 활용한 아디다스의 상징적 이미지가 통합적인 기업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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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큰 상관성이 있다. 컬러의 상징성이 강할수록 스포츠 브랜드 포함된 

다양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이며 신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

어 브랜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남종우, 2014; 정속경,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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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목성 

 

컬러나 빛에 의해 자극적으로 눈에 띄는 정도로서 자극적이고 뚜렷하

여 시선을 끌고 눈에 잘 반응하는 컬러의 기능을 말한다(이수미, 2006). 

기본적으로 색의 3요소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배경과의 명도 차이에서 

주목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사또루 후지, 1999; 이수미, 2006). 컬러

는 이미지에 대한 조화를 향상시키고 수없이 범람하는 광고매체 속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강조의 효과를 주어 수많은 광고들과의 차

별화를 가져다준다(정성미, 1992). 컬러의 마케팅적 주목성에 대한 가

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컬러 자체로서 주의를 집중시

키게 만드는 힘을 이용하여 적은 투자로 타제품과 차별화시키고 소비자를 

주목 시킬 수 있다(남종우, 2014; 노승환, 2009). 색채는 시각 유도 

기능이 있다. 인간은 수많은 자극물에 둘러싸인 시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보지만 그렇지 않

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때문에 포장의 색채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의

를 끌어야 한다. 색채는 형태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각적으로 감

지되어 자극을 주고 무의식적으로 인지되어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하며 

인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도 한다. (김성찬, 나성숙, 2013) 또

한 주목을 끄는데 있어서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특

정 대상에게 느끼는 호감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Hornik, 

1980; Russe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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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각적 주의 
 

 

소비자의 시각적 인지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직면한 모든 시각적 자극

을 포함하여 컬러의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한다(Elliot and Marier, 2007). 

통상적으로 ‘시각적 주의’에 대한 정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

(attention)와 각성(arousal)을 포함하는 인지과정이라고 말한다. 즉, 외

부 자극에 의한 노출된 감각이 주의를 통하여 수용되며, 뇌를 통하여 인

지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지각의 과정은 감각의 역치에 따라 인간의 주의에 의하여 육체적인 

제한성과 선택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주의,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각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은 노출되는 모든 자극에 있어 지각을 

하기 어려우므로 역치 이상의 자극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

각신경계로부터 주의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며 그에 대한 해석과 정보는 

뇌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이다. 

지각(perception)이란 의도적인 감각의 경험을 뜻하며, 시지각은 외

부 물체에 의한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의식적 감각 경험이다. 시각적인 자

극을 포함하는 신호가 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대상을 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최민영, 2003).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 중에서 시각은 가장 먼저 물체를 받아들

일 수 있는 기관으로써 70% 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게 된

다. 또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작업 중 인지(perception)를 위해 활용되는 

정보에 있어서는 90% 이상을 시각을 통하여 수용하게 된다(willem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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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물체를 시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후, 기존 기억 속에 대상과의 

비를 통하여 결국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을 다시 하는 과정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시지각은 외부에 대상을 시각을 통하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표2] 지각 과정 (The Perceptual Process)  

출처: 이정모 외(2009).인지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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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포츠와 컬러  
 

 

인간 사회의 역사상 치열한 경쟁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색채는 인간

의 기분, 감정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간

들이 상호작용 및 인식할 때 중요한 시그널링 요소이다(Hill, R. A., & 

Barton, R. A., 2005). 특히 붉은색이 남성들에게 성에 의존한 테스토

스테론에 대한 신호이며 비인간 동물에서도 인공적인 붉은 자국을 가함으

로써 실험적으로 남성의 우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Milinski & 

Bakker,1990; Setchell& Wickings,2005; Pryke& Andersson, 

Lawes, & Piper,2002; Ornborg,, Lawes & Andersson 2002).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더 많이 참여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색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  

Martin J. Attrill 등 학자들은 한 연구에서 영국의 8 개 도시에서 

적색 및 비 적색 셔츠 착용한 축구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년 

동안 적색 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공

에 미치는 영향은 팀 스포츠에서의 색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Martin J. Attrill, Karen A. Gresty, Hill, R. A., & Barton, R. 

A., 2008). Lain Greenlees 등 학자들은 축구선수의 유니폼 색과 시

선 행동이 상대 골키퍼에 의해 행성 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빨간색을 입은 페널티킥 담당 선수가 흰색을 입은 페널티킥 담당 선

수보다 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Lain 

Greenlees, Alex Leyland, Richard Thelwell & William 

Filby,2008). Hill, R. A., & Barton, R. A.의 연구에서 2004년 올

림픽 게임에서 진행했던 복싱, 태권도, 그레코-오만 레슬링, 자유형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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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 4 종목에 참여한 청색,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양쪽 선수의 승부여

부에 대한 조사했다. 결과에 따라 붉은색 쪽의 선수들은 경기 이기는 회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색채가 경기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판단된다(Hill, R. A., & Barton, R. A., 2005).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색채는 스포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에 관심을 증가함으로써 스포츠산업도 예외 없이 확정하고 있

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 중에 특히 색채를 빠질 수 없는 스포츠 제품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젊은 소지자들은 스포츠용품 구매 결정할 때 색채와 

디자인은 제일 중요한 요소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품의 색채와 다자

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검증했다(김병식, 이우재, 전찬수, 

2003; 이종호, 2004; 김기한, 2005). 스포츠 제품 종류 중 하나인 스

포츠 이온 음료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구매 시 브랜드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포카리스웨트는 다자인에 대한 색채의 

비중이 79%가 넘은데, 소비자들은 색상을 고려해 구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이온음료의 색채는 밝고 한색 계열의 색채가 어두운색보다 

더욱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정병국, 2009). 문지영 

등 학자의 연구에 결과에 의해 채도와 명도 높은 붉은색, 퍼플, 블루, 회

색, 노란색은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색채와 스포츠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활력과 건강함, 젊음 

등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문지영, 김지연, 조주연, 이규혜, 2011). 

이렇게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색채는 스포츠 자체뿐만 아니라 스포

츠에 의존한 스포츠 제품에게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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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체육학 분야에서 최근에 와서야 스포츠 제품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

으로 진행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다. 또한, 스포츠산업은 일반 소비시장과 다른 특별한 시장으로써 스포츠 

경기와 제품 외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색채와 스포

츠 브랜드 이미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바로 스포츠 산업을 연구할만

한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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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별과 컬러마케팅  
 

 

많은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식품에 대한 선호도(Worth, L. T., 

Smith, J.,&Mackie, D. M., 1992), 선물 쇼핑, 선택, 교환

(Fischer, E., & Arnold, S. J.,1990), 예술(Gainer, B., 1993) 등 

분야에서 성별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Coughlin, 

M., & O'Connor, P. J. 1985; Fischer, E., & Arnold, S. J., 

1990). 특히 성별 사이의 색상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색채의미, 색채

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색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Debby Funk 

& Nelson Oly Ndubisi, 2006) Khouw (2002)는 남성이 여성보다 

회색, 흰색 또는 검은색에 더 관대하고 여성이 적색과 청색의 조합에 더 

자주 반응하고 남성보다 혼란스럽고 산만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적

색과 청색의 조합이 성인에게 가장 선호되는 색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색의 지각에 성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회와 최유진(2007)은 셔츠와 넥터이의 배색에 대한 시각적 이

미지를 연구한 결과 남성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횐색, 회

색,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남성성을 높게 보았고, 파

란색 와이셔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

자는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가장 남성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최수경(2010)은 지각자의 성별과 색상이 의복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한 결과에 따라 성별과 색상이 의복 이미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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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구매의도와 컬러마케팅  
 

 

Phillip Kotler(1973)는 구매의도(purchasing intention)란 평가 단

계에서 브랜드를 선택하고, 구매 우선순위를 매기는 순서를 가진 뒤 특정

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의 구매의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William B,. Dodds, Kent B Monroe, Dhruy 

Grewal(1991) 등 학자들은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한 소비 경향이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ishbein과 Ajzen의 연

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내적 요소(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와 

외적 요소(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 중에 접근한 다른 요인)에

게 자극을 받아 평가를 통해 주관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로 정

의하였다. 

소비자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한철. 장경렬(1998)의 연구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구매의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오감 중에서 시각(87%)이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가장 시각적으로 인지를 주기 때문에 구매의도의 중요한 요소라

고 하였다. 이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컬러 커뮤니케이션이 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매의사결

정에 있어 컬러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며 컬러의 물리적, 심리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상품의 이미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소비자에게 인

정을 받을 수 있다. 천창영(2002)은 기업이 광고를 통해 특정 색상을 활

용한 경우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특유한 이미지를 인지하여 연상함으로써 

구매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양미연(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고에 

있어 색상을 통해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경우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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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색상을 활용하여 브랜드 구매의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국과 김도훈(2016)의 연구를 통해 컬러

마케팅을 활용한 골프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도 알 수 있다.  

이상의 많은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컬러와 소비자의 구매의도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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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브랜드 친숙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지식은 친숙함과 

전문성 두 부분을 포함한다. 그중 브랜드 친숙도란 소비자 기억에 축적되

는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Brand-Related Experiences）의 수를 말한

다. (Alba & Hutchinson, 1987). 소위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Brand-

Related Experiences）은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 됨으로써 축적된 정보, 

쇼핑 중에 본 상품, 다른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 얻었던 정보, 

또는 소비자 스스로 브랜드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 축

적된 정보를 말한다. (Alba & Hutchinson, 1987). 소비자의 시력, 청력 

또는 사고 측면에서 브랜드가 많은 노출될수록 소비자의 마음에서 브랜드

에 대해 더 기억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Keller, 1998). 

예를 들어 기억 속에 축적된 컬러(memory color)를 이용하여 소비자들

에게 자극시키면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Atsushi Kimura, Yuji Wada, Tomohiro Masuda 등, 2012). 특정한 브

랜드에 대한 익숙한 소비자는 본인만의 개념을 형성하므로 브랜드의 명성, 

독창성 및 패션을 통해 자아표현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다(Park, Jaworski & Maclnnis, 1986).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과거

의 소비 경험 기준으로 재구매 행동을 한다. 만약에 소비자가 특정 브랜

드의 상품을 구매 한 경험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된 브랜드는 

어느 정도 친숙도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Hoeffler and Keller, 2003). Nowlis & Simpson (1996), Kotler 

(1994)과 曾聖文(2013)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친숙도가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할 의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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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was (1992)는 브랜드 친숙도(Brand Familiarity)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비교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종류가 다른 두 제품 간 비교. 

두 번째는 동일한 제품 범주에서 비교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비교한 브랜

드들을 친숙한지 아닌지를 구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 브랜드의 친숙 정도에 따라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Desai & 

Ratneshwar, 2003). Alba and Hutchinson (1987)은 브랜드 친숙도를 

소비자가 브랜드 광고에 대한 익숙한 정도, 브랜드 관련 활동에 대한 익

숙한 정도, 브랜드 상품에 대한 익숙한 정도로 나눴다. Dodds의 Monroe 

and Grewal (1991)은 브랜드 명칭과 관련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직접적

으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행연구

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친숙한 브랜드, 

개인 혹은 사유 브랜드는 친숙하지 않는 브랜드로 분류하였다. (Briesch, 

Krishna& Lehmann, 2002). 본 연구에서 Robert J. Kent & Chris T. 

Allen, 박세훈(1996)과 이성호(2004)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브랜드 

친숙도를 브랜드에 대해서 친숙한지,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를 포함 세 부분을 통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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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RQ1: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까? 

 

가설1: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서 스포츠 브랜드에 컬

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a :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식별성에 대해서 컬러마케팅을 적 

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b :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상징성에 대해서 컬러마케팅을 적 

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c :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연상성에 대해서 컬러마케팅을 적 

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d :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주목성에 대해서 컬러마케팅을 적 

용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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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2: 스포츠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의 정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효과 

에 차이가 있을까? 

 

가설2: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a :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식별성에 대

해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H2b :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상징성에 대 

해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c :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연상성에 대 

해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d :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주목성에 대

해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RQ3: 컬러마케팅은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까? 

 

가설3: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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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4: 스포츠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을까? 

 

가설4: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다. 

H4a :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식별성이 차이가 있다. 

H4b :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연상성이 차이가 있다. 

H4c :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상징성이 차이가 있다. 

H4d :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주목성이 차이가 있다. 

H4e :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구매의도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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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실험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이유에 따라 20대를 조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과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Herek(1987)은 

고령층 소비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표현을 중요하다고 생각

하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

였다 (박주영, 최인혁, &장경숙. 2001). 특히 젊은 층 소비자들은 자아를 

표현하는데 컬러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젊

은 층들은 컬러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고 판단된다. 둘째,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색을 지닌 집단보다는 20대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한다. 셋째, 컬러마

케팅과 구매의도의 개념에 대해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은아 &우석봉, 2006). 넷째, 최근 스포츠 브랜드들

이 패션성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스타일로 영역이 확대되

고 있으며, 소비자 계층도 젊은 층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추세이므로 

20대를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섯 번째, 젊은 층에 비하여 고령층이 시

각적인 노화로 인해 색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이상회, 2005). 

그러므로 20대 6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4 

제 2 절 실험절차 
 

 

1. 사전조사 
 

 

본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 친숙도 및 성별 측면에서 컬러마케팅이 스

포츠 브랜드 구매의도의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실험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대 대상으로 남, 여 각 35명씩 총 

7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조사에서 제시해

야 하는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 낮은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Adidas, Nike, Puma, Reebok, Under 

Armour, Prospecs, Hummel, Peak, Erke, Saucony 순서로 총 

10개의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를 인위적인 변화 없이 70명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사전조사 측정도구는 Robert J. Kent & Chris T. Allen, 

박세훈(1996)과 이성호(2004)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각 브랜드에 

대해서 7점 척도를 이용해‘이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한 질문과‘친숙하지 않다/친숙하다; 경험이 없다/ 경험이 많다; 

모른다/ 알고 있다’포함 세 가지 답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

계결과에 따라 친숙도 1순위(Nike,6.73)와 10순위(Erkr,1.17)

로 스포츠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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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실험 

 
 

사전조사에서 친숙도 1(Nike), 10순위(Erkr)인 스포츠 브랜드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서 20대 피험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브랜드 표현의 범위는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각적 요인이 두드러

지는 매체로 로고((logo), 매장외관이미지로 제한하였다. 로고와 매장외

관이미지 등 노출 가능성 있는 부분은 새로운 색채를 추가적으로 넣어 느

껴지는 이미지가 상반 되도록 하였다.  

브랜드 컬러에서 명도(value)의 변화는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GORN ET AL. 1997)에 따라 채도(chroma), 

명도(brightness), 색상(hue) 조절하였다. 색채 이미지 스케일은 국제

표준 컬러 이미지 스케일(IRI 색채 이미지 스케일)의 십자형태의 이미지

스케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이미지공간은 ‘부드럽다-딱딱하

다’, ‘동적인- 정적인’의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 다른 기준의 대응으로도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브

랜드의 대표 컬러는 전반적으로 블루, RED, GREEN, WHITE, 

BLACK으로 형성되어있다(이은선,2002). 본 연구에서 `컬러 이미

지 스케일'에서 참조하여 자극물에 활용한 변경된 컬러도 스포츠 브랜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컬러 이미지 스케일 안

의 경쾌함과 다이나믹한 이미지 그룹에서 선택하였으며 자극물을 제작하

고 실험 한 것이다(Blue: R:58, G:85, B:163; White: R:218, G:218, 

B:218; Grey: R:153, G:153, B:153; Red: R:229, G:145, B:126; 

White: R:250, G:250, B: 250). 컬러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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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는 로고와 매장외관 이미지가 포함된다. 컬러 이외의 다른 시각적 

요인에 있어 각 디자인의 모양, 사진, 서체, 위치, 레이아웃을 각 자극물

과 자극물 안의 각각 매체의 사용에 모두 같은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통일하였다. 

남, 여 300명씩 총 600명을 남 75명, 여 75명을 한 그룹으로 설정

하여 Nike 실험집단, Erkr 실험집단, 또한 컬러만의 일으킨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Nike 통제집단, Erkr 통제집단 네 그룹으로 랜덤으로 분류하

였다.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각 그룹에 대응한 한 

가지의 스포츠 브랜드의 원본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다. 각 스포츠 브랜드

의 표현, 자극물은 로고((logo), 매장 외관 이미지를 원본의 이미지로 보

여준 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변화된 컬러를 넣은 자

극물을 보여줬으며 다시 문항수를 통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Nike 

통제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

과 같이 각 그룹에 대응한 한 가지의 스포츠 브랜드의 원본 이미지를 보

여준 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변화가 없는 같은 자극

물을 보여줬으며 다시 문항수를 통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실험은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자극물이 다른 그룹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하였다. 자극물이 노출되는 시간은 각 개인이 조절할 수 있도

록 한번 만 보도록 제어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극물을 본 후에 응답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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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포츠 브랜드 대표컬러 이미지 

 

 

[그림2]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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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는 크게 브랜드 친숙도 및 컬러마케팅 4가

지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과 스포츠 브랜드 구매의도

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사전조사 결과와 실험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컬러마케팅 요소와 브랜

드 구매의도 및 인구 통계적 특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의 문항수 및 내용은 다음 [표3] 및 [표3-1]과 같다.  

 

[표3] 사전조사 설문지 문항의 구성 

구분 문항수 

친숙도 10 

 

[표3-1] 본 실험 설문지 문항의 구성 

구분 문항수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 

4 

4 

3 

3 

구매의도 3 

인구통계학 특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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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컬러마케팅 하위요인 척도 

 

컬러마케팅 요소는 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및 주목성에 관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서성희, 천정임(2003), 신

혜영, 심영완(2004), 양미연(2005)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남종

우(2014)가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방향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

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제적인 내용은 [표4]과 같다.  

 
 

[표4] 컬러마케팅 하위요인 척도 

구분 설문문항 

식별성 전 이 컬러를 적용한 위의 스포츠브랜드는 상

대적으로 관심을 끈다. 

이 컬러를 적용한 위의 스포츠브랜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위의 스포츠브랜드에서 적용된 컬러는 소비자

들을 몰입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위의 스포츠브랜드에서 적용된 컬러는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을 준다.  

후 이 컬러를 활용한 위의 스포츠브랜드는 상대적

으로 관심을 끈다. 

이 컬러를 활용한 위의 스포츠브랜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위의 스포츠브랜드에서 활용된 컬러는 소비자

들을 몰입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위의 스포츠브랜드에서 활용된 컬러는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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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성 전 나는 위의 스포츠 기업을 보면 이 컬러가 연상

된다. 

나는 이 컬러를 보면 위의 스포츠 기업이 연상

된다. 

나는 특정 컬러를 보면 해당 스포츠 기업 이름

이 떠오른다. 

나는 특정 컬러를 보게 되면 해당 스포츠 기업

의 로고 등이 떠오른다. 

후 나는 위의 스포츠 기업을 보면 이 컬러가 연상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컬러를 보면 위의 스포츠 기업이 연상

될 수도 있다. 

나는 특정 컬러를 보면 해당 스포츠 기업 이름

을 떠올릴 수 있다. 

나는 특정 컬러를 보게 되면 해당 스포츠 기업

의 로고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상징성 전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상징적인 컬러는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상징적인 컬러는 그 기

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성격)을 나타낸다.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상징적인 컬러는 그 기

업의 개성을 표현 한다. 

후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활용한 새로운 컬러는 기

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활용한 새로운 컬러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성격)을 나타낸다. 

이 스포츠브랜드에서 활용한 새로운 컬러는 그 

기업의 개성을 표현 한다. 



 

 51 

주목성 전 위 스포츠 기업이 사용한 컬러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는 이 컬러를 적용한 스포츠 기업에 눈길이 

간다. 

이 스포츠 기업에 해당하는 컬러는 소비자를 

주목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후 
위 스포츠 기업이 활용한 새로운 컬러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는 새로운 컬러를 활용한 스포츠 기업에 눈

길이 간다. 

위 스포츠 기업이 활용한 새로운 컬러는 소비

자를 주목시키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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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브랜드 구매의도 척도 

 

구매의도는 김훈철, 장영렬(1998),이은진, 홍병숙(2006), 천창영

(2002)등의 연구와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컬러마케팅을 시행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의향에 관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세부 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

다.  

 

[표5] 구매의도 척도 

구분  설문문항 

 

구매의도 

전 나는 이 컬러가 적용된 스포츠브랜

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나는 이 컬러가 적용된 스포츠브랜

드를 긍정적으로 알릴 것이다.  

나는 이 컬러가 적용된 스포츠브랜

드를 주변에 추천할 것이다.  

후 
나는 다른 컬러를 활용한 이 스포

츠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나는 다른 컬러를 활용한 이 스포

츠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알릴 것이

다.  

나는 다른 컬러를 활용한 이 스포

츠브랜드를 주변에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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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 SPSS Ver.21.0통계 패기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기법에는 빈

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Cronbach’ɑ), 그리고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이 사용됐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수집한 조사 설문지는 친숙도 1순위와 

10순위인 스포츠 브랜드를 선정, 본 실험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

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신뢰도 분석은 설문 참여자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개념이 일관성이 있게 측정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같은 

개념에 관하여 측정을 반복할 경우 동일한 측정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송지준, 2011).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

뢰도를 해석하는 Cronbach α 기준은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노경섭,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각 

변인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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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f ANOVA)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s)은 여러 측정에 대해 서로 다른 시

간 지점에서 동일한 관찰 대상의 측정을 말하며 다른 시간 지점에서 변경 

법칙을 관찰된 지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李灿，2011). 

따라서 가설 1인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

징성, 주목성)에 대한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의 전후의 변화 

비교, 가설 2인 브랜드 친숙도에 따른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요인

(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의 적용 전후의 변화 비교, 가설 3인 컬

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의 변화 비교, 가설 

4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

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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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전조사 결과  
 

 

본 연구조사에서 제시해야 하는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친숙도가 높

은 브랜드, 낮은 브랜드를 선정했다.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IBM 

SPSS Ver.21.0통계패기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10개 스포츠 브랜드의 평균값은 Nike는 6.73, Adidas는 

6.59, Puma는 5.60, Reebok는 5.53, Prospecs는 4.96, Under 

Armour는 4.21, Hummel는 4.05, Saucony는 2.09, Peak는 

1.25, Erke는 1.17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Nike는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 Ekkr는 친숙도가 낮은 브랜드로 선정했다. 각 스포츠 브랜드의 

기술통계치인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6] 하고 [표

7]에 제시하였다.  

  

[표6] 친숙도 조사 대상 성별에 대한 결과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자 35 50.0 50.0 50.0 

여자 35 50.0 50.0 10.0 

전제 7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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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10 개 스포츠브랜드의 친숙도 통계결과  

브래드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ike 70 6.7333 4.33 7.00 0.50313 

Adidas 70 6.5905 2.00 7.00 0.82858 

Puma 70 5.6095 3.00 7.00 1.12069 

Reebok 70 5.5333 3.33 7.00 1.05470 

Prospecs 70 4.9571 2.33 7.00 1.20509 

Under Armour 70 4.2095 1.00 7.00 1.87377 

Hummel 70 4.0524 1.00 7.00 1.72659 

Saucony 70 2.0905 1.00 6.67 1.49386 

Peak 70 1.2524 1.00 5.00 0.65800 

Erke 70 1.1762 1.00 3.00 0.4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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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구통계 분석 (Demograph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석한 615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유효표본 60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4개의 그룹에서 Nike 실험집단은 150명

으로 남자 75명, 여자 75명, Erkr 실험집단은 150명으로 남자 75명, 여

자 75명이며 Nike 통제집단은 150중에서 75명 남자와 75명 여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Erkr 통제집단은 150명으로 75명 남자와 75명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300명(50%), 

여자는 300명(50%)으로 남녀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령대 분포는 연구 대상이 600명 모두 20대이며 20대 

초반이 180명(30.0%), 20대 중반이 223명(37.2%), 20대 후반이 197

명(32.8%)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자면 40.2%로 학생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 경영 사무직(17.8%), 기술 전문적(14.7%)순으

로 나타났다. 월 평균가계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응답자수는 83명

(13.8%), 100만원이하는 194명(32.3%), 100이상 199만원이하는 131

명(21.8%), 200만이상 299만원이하는 70명(11.7%), 300만원이상 

399만원이하는 30명(5.0%), 400만원 이상은 92명(15.3%)으로 나타났

다. 학력에는 대학교 졸업이 276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 재학 158명(36.3%), 대학원 재학 81명(13.5%) 순

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8] 과 같

다. 



 

 58 

[표 8] 인구통계학적 결과 

 

그룹 변인 구분 빈도수

(명) 

구성 

비율

(%) 

Nike 실험집단 

 

성별 남 

여 

75 

75 

50.0 

50.0 

Erkr 실험집단 

 

성별 남 

여 

75 

75 

50.0 

50.0 

Nike 통제집단 

 

성별 

 

남 

여 

75 

75 

50.0 

50.0 

Erkr 통제집단 

 

성별 남 

여 

75 

75 

50.0 

50.0 

전제 성별 남 

여 

300 

300 

50.0 

50.0 

나이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180 

223 

197 

30.0 

37.2 

32.8 

직업 관리/경영/사무 

기술/전문직 

자영업/판매/서비스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주부 

학생 

군인 

무직 

기타 

107 

88 

47 

4 

14 

10 

241 

9 

9 

71 

17.8 

14.7 

7.8 

0.7 

2.3 

1.7 

40.2 

1.5 

1.5 

11.8 

소득 없음 

100만원이하 

83 

194 

13.8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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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131 

70 

30 

92 

21.8 

11.7 

5.0 

15.3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34 

158 

276 

81 

51 

5.7 

36.3 

46.0 

13.5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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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값은 다양한 종류의 신뢰도 수치 가운데 측정 도구의 정확

성이나 정밀성을 가장 엄격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Carmines and 

Zeller, 1979). 신뢰도 분석에서 하위요인 별로 문항을 선택한 후 분석하

는 것은 가장 주요한 사항이다 (송지준, 2013).  

본 연구에서는 컬러마케팅 효과를 검증하고자 브랜드 컬러이미지 변

화가 컬러마케팅의 4가지 하위요인과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두 실험집단과 두 통제집단에서 전후 비교할 때 사용된 8개 설문지 

중에서 포함된 요인들은 각각의 요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별성을 

평가하는 문항 총 4문항, 연상성을 평가하는 문항 총 4문항, 상징성을 평

가하는 문항 총 3문항, 주목성을 평가하는 문항 총 3문항, 브랜드 구매의

도를 측정하는 문항 3문항으로 총 17 문항을 신뢰도 분석하였다.  

Cronbach α 값이 최솟값 .69에서 최댓값 0.92 이상으로 모두 0.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결과

를 요약한 표이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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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설문 항목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그룹 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 α 

Nike 실험집단 

 

식별성_전 4 .846 

식별성_후 4 .877 

연상성_전 4 .839 

연상성_후 4 .862 

상징성_전 3 .690 

상징성_후 3 .900 

주목성_전 3 .838 

주목성_후 3 .906 

구메의도_전 3 .874 

구매의도_후 3 .898 

Erkr 실험집단 식별성_전 4 .814 

식별성_후 4 .838 

연상성_전 4 .844 

연상성_후 4 .815 

상징성_전 3 .819 

상징성_후 3 .811 

주목성_전 3 .870 

주목성_후 3 .831 

구메의도_전 3 .888 

구매의도_후 3 .877 

Nike 통제집단 식별성_전 4 .837 

식별성_후 4 .879 

연상성_전 4 .898 

연상성_후 4 .854 

상징성_전 3 .817 

상징성_후 3 .895 

주목성_전 3 .880 

주목성_후 3 .893 

구메의도_전 3 .851 

구매의도_후 3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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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r 통제집단 식별성_전 4 .889 

식별성_후 4 .912 

연상성_전 4 .912 

연상성_후 4 .873 

상징성_전 3 .863 

상징성_후 3 .883 

주목성_전 3 .851 

주목성_후 3 .895 

구메의도_전 3 .920 

구매의도_후 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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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검증  
 

 

1. 하위요인에 대한 컬러마케팅 효과 검증 결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에 대하여 컬

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에 대한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

해서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의 유무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H1a인‘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

케팅의 식별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b인 ‘컬러마케팅이 적

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연상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c인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상징성이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d인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

러마케팅의 주목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반

복측정 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제시한 표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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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식별성이 차이가 있

다라는 가설 H1a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

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식별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식별성과 그룹(P<0.001)에 따

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 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 (P<0.05)이다. 대응별 비

교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

난 p값은 P<0.001(P<0.05), Nike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

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122(P>0.05)로 Nike 실험집단에서만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0],[표11],[표12],[표13]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3]이다. 

 

[표10]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식별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식별성 
Nike 실험집단 4.16± .69 3.98±. 82 

Nike 통제집단 3.98±. 82 3.87± .88 

 

[표11]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식별성 

식별성  81.034 1 81.034 P<.05  

1.00 식별성*그룹  58.282 1 58.282  P<.05 

오차  115.685 29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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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13]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식별성 

Nike  

실험집단 

1 2 1.358 .072 P<.05 

2 1 -1.358 .072 P<.05 

Nike  

통제집단 

1 2 .112 .072 P>.05 

2 1 -.112 .072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3]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식별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소스 제곱합(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식별

성 

 

절편 8217.700 1 8217.700 P<.05 

그룹 29.927 1 29.927 P<.05 

오차 307.873 29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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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또한, 식별성과 그룹(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 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13(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험집

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 

(P<0.05), Erkr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259(P>0.05)로 Erkr 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서 사전과 사후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표15],[표

16],[표17]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3]를 통

해 더 쉽게 도해할 수 있다. 

 

[표14]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식별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식별성 
Erkr 실험집단 3.00± .88 3.51± .94 

Erkr 통제집단 3.51± .94 3.44± .97 

 

[표15]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16]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식별성 

식별성  5.607 1 5.607 P<.05  

1.00 식별성*그룹  10.800 1 10.800 P<.05 

오차  98.218 298 .330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식별성 

 

절편 6756.970 1 6756.970 P<.05 

그룹 8.167 1 8.167 P<.05 

오차 390.988 29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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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식별성 

Erkr 

실험집단 

1 2 -.462 .066 P<.05 

2 1 .462 .066 P<.05 

Erkr 

통제집단 

1 2 .075 .066 P>.05 

2 1 -.075 .066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4] 

 

종합적으로 Nike와 Erkr의 실험집단에서 식별성에 대해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났으며 Nike와 Erkr의 통제집단에서 식별성에 대해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1a는 채택되었다. 즉, Nike의 경우

에는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컬러마케팅의 식별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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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연상성이 차이가 있

다라는 가설 H1b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

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연상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연상성과 그룹(P<0.001)에 따

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

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Nike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58(P>0.05)으로 Nike 실험집단에서만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8],[표19],[표20],[표21]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4]이다. 

 

[표18]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연상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연상성 
Nike 실험집단 3.46± .96 2.52± .93 

Nike 통제집단 3.66± 1.02 3.81± .90 

 

[표19]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연상성 

연상성  23.108 1 23.108 P<.05  

1.00 연상성*그룹  43.605 1 43.605 P<.05 

오차  132.568 29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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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21]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연상성 

Nike  

실험집단 

1 2 .932 .077 P<.05 

2 1 -.932 .077 P<.05 

Nike  

통제집단 

1 2 -.147 .077 P>.05 

2 1 .147 .077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5]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연상성”(P<0.02)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소스 제곱합(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연상성 

 

절편 677.440 1 677.440 P<.05 

그룹 82.696 1 82.696 P<.05 

오차 406.020 298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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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또한, 연상성과 그룹(P<0.02)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

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e실험집단

에서 컬러변화 전과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Erke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933(P>0.05)으로 Erkr 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

전과 사후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2],[표23],[표24],[표

25]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6]를 통해 더 쉽

게 도해할 수 있다. 

 

[표22]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연상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연상성 
Erkr 실험집단 3.03± 1.03 3.31± .90 

Erkr 통제집단 3.52± 1.04 3.81± .90 

 

[표23]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24]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연상성 

연상성  3.082 1 3.082 P<.05  

1.00 연상성*그룹  2.802 1 2.802 P<.05 

오차  140.367 298 .471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연상성 

 

절편 6706.727 1 6706.727 P<.05 

그룹 18.375 1 18.375 P<.05 

오차 426.398 29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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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연상성 

Erkr 

실험집단 

1 2 -.280 .079 P<.05 

2 1 .280 .079 P<.05 

Erkr 

통제집단 

1 2 -.007 .079 P>.05 

2 1 .007 .079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6] 

 

종합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 즉 Nike와 Erkr의 실험집단에서 연

상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Nike와 Erkr의 통제집단에서 연

상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1b는 채택되

었다. 즉,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컬러마케팅의 연상성에 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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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상징성이 차이가 있

다라는 가설 H1c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

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상징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상징성과 그룹(P<0.001)에 따

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

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Nike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759(P>0.05)로 Nike 실험집단에서만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표27],[표28],[표29]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7]이다. 

 

[표26]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상징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상징성 
Nike 실험집단 4.13± 0.67 3.72± 1.01 

Nike 통제집단 3.85± .94 3.82± .94 

  

[표27]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상징성 

상징성  76.567 1 76.567 P<.05  

1.00 상징성*그룹  71.417 1 71.417 P<.05 

오차  141.851 29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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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29]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징성 

Nike  

실험집단 

1 2 1.404 .080 P<.05 

2 1 -1.404 .080 P<.05 

Nike  

통제집단 

1 2 .024 .080 P>.05 

2 1 -.024 .080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7]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상징성”(P<0.02)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소스 제곱합(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상징성 

 

절편 7908.584 1 7908.584 P<.05 

그룹 24.941 1 24.941 P<.05 

오차 340.997 29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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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또한, 상징성과 그룹(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그룹 간 비교한 다음에 나

타난 p값은 P<0.006(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험집단

에서 컬러변화 전과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Erkr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534(P>0.05)로 Erkr 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

과 사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0],[표31],[표32],[표

33]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8]를 통해 더 쉽

게 도해할 수 있다. 

 

[표30]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상징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상징성 
Erkr 실험집단 3.09± .96 3.43± .83 

Erkr 통제집단 3.54± .98 3.49± .95 

 

[표31]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32]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상징성 

상징성 3.130 1 3.130 P<.05  

1.00 상징성*그룹  5.736 1 5.736 P<.05 

오차  150.467 298 .505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상징성 

 

절편 6890.741 1 6890.741 P<.05 

그룹 9.796 1 9.769 P<.05 

오차 372.130 29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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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징성 

Erkr 

실험집단 

1 2 -.340 .082 P<.05 

2 1 .340 .082 P<.05 

Erkr 

통제집단 

1 2 .051 .082 P>.05 

2 1 -.051 .082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8] 

 

종합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 즉 Nike와 Erkr의 실험집단에서 상징

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Nike와 Erkr의 통제집단에서 상징

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1c는 채택되었

다. 즉,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컬러마케팅의 상징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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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주목성이 차이가 있

다라는 가설 H1d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

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주목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주목성성과 그룹(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

에 그룹 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

타난 p값은 P<0.001(P<0.05), Nike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59(P>0.05)로 Nike 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과 사후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표35],[표36],[표37]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9]이다. 

 

[표34]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주목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주목성 
Nike 실험집단 3.85± .83 2.85± 1.06 

Nike 통제집단 3.87± .93 3.7± .97 

 

[표35]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주목성 

주목성 50.652 1 50.652 P<.05  

1.00 주목성*그룹  25.488 1 25.488 P<.05 

오차  178.023 298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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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37]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목성 

Nike  

실험집단 

1 2 .993 .089 P<.05 

2 1 -.993 .089 P<.05 

Nike  

통제집단 

1 2 .169 .089 P>.05 

2 1 -.169 .089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9]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를 통해 변인 “주목성”(P<0.002)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또한, 주목성과 그룹(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요인 소스 제곱합(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주목성 

 

절편 7635.068 1 7635.068 P<.05 

그룹 28.310 1 28.310 P<.05 

오차 362.144 29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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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P<0.05). 개체 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 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 실험

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 

(P<0.05), Erkr 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658(P>0.05)로 Erkr 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서 사전과 사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8],[표39],[표

40],[표41]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를 

통해 더 쉽게 도해할 수 있다. 

     

[표38]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주목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주목성 
Erkr 실험집단 2.91± 1.01 3.35± .91 

Erkr 통제집단 3.48± .94 3.45± 1.01 

 

[표39]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40]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주목성 

주목성  5.934 1 5.934 P<.05  

1.00 주목성*그룹  8.402 1 8.402 P<.05 

오차  162.276 298 .545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주목성 

 

절편 6531.800 1 6531.800 P<.05 

그룹 17.454 1 17.454 P<.05 

오차 397.580 29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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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목성 

Erkr 

실험집단 

1 2 -.436 .085 P<.05 

2 1 .436 .085 P<.05 

Erkr 

통제집단 

1 2 .038 .085 P>.05 

2 1 -.038 .085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10] 

 

종합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 즉 Nike와 Erkr의 실험집단에서 주목

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Nike와 Erkr의 통제집단에서 주목

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1d는 채택되었

다. 즉,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컬러마케팅의 주목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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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숙도에 따른 컬러마케팅 효과 검증결과  

 

스포츠브랜드 친숙도에 따른 컬러마케팅 효과의 차이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스포츠 브랜드 친숙도에 따른 컬

러마케팅 효과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H2a인‘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식별

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b인‘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

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연상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c인‘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

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팅의 상징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H2d인‘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

러마케팅의 주목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복

측정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다

음은 반복측정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제시한 

표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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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

팅의 식별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인H2a의 검정결과, Mauchly의 W값

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

를 통해 변인 “식별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식별성과 그룹

(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26(P<0.05)

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Erkr 실험집단에서 컬러변

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로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사전과 사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H2a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Nike 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 하기 전에 식별

성에 대해 평균이 4.157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2.79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rkr 실험집단

에서 브랜드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3.008로 나

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3.470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2],[표43],[표44],[표45]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별성의 변화를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 [그림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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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식별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변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식별성 Nike 실험집단 4.16± .69 2.80± .96 

Erkr 실험집단 3.01± .88 3.47± .82 

[표43]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44]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45]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식별성 

Nike 

실험집단 

1 2 1.358 .086 P<.05 

2 1 -1.358 .086 P<.05 

Erkr 

실험집단 

1 2 -.462 .086 P<.05 

2 1 .462 .086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식별성 

식별성  30.150 1 30.150 P<.05  

1.00 식별성*그룹 124.215 1 124.22 P<.05 

오차  165.885 298 .557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식별성 

 

절편 6767.042 1 6767.042 P<.05 

그룹 8.520 1 8.520 P<.05 

오차 260.063 298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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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친숙도가 높은 Nike의 식별성이 

감소하며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식별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식별성에 대해 컬러마케

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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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

팅의 연상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인 H2b의 검정결과, Mauchly의 W값

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과

를 통해 변인 “연상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연상성과 그룹

(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

과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42(P<0.05)

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 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며 Erkr 실험집단에서 컬러

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5(P<0.05)로 두 집

단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b

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연상성

에 대해 평균이 3.455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연

상성에 대해 평균이 2.52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rke 실험집단

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3.028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 한 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3.30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표47],[표48],[표49]을 통

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상성의 변화를 알

기 쉽게 도해한 것이 [그림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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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연상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연상성 
Nike 실험집단 3.46± .96 2.52± .93 

Erkr 실험집단 3.03± 1.02 3.31± .90 

 

 

[표47]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48]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49]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 

확률 

 

 

연상성 

Nike 

실험집단 

1 2 .932 .095 P<.05 

2 1 -.932 .095 P<.05 

Erkr 

실험집단 

1 2 -.280 .095 P<.05 

2 1 .280 .095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연상성 

연상성  15.925 1 15.925 P<.05  

1.00 연상성*그룹 55.055 1 55.055 P<.05 

오차  203.364 298 .682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연상성 

 

절편 5687.221 1 5687.221 P<.05 

그룹 4.815 1 4.815 P<.05 

오차 340.058 29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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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종합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컬러에 대한 컬러마케팅이 적용한 후에 친

숙도가 높은 Nike의 연상성이 감소하며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연상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

인 중 연상성에 대해서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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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

팅의 상징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인 H2c의 검정결과, Mauchly의 W

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할 수 있다. 개체-내 검증결

과를 통해 변인 “상징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상징성과 그룹

(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 간 효

과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33(P<0.05)

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Erke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으로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c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상징성

에 대해 평균이 4.129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상

징성에 대해 평균이 2.7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091으로 나

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 한 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431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0],[표51],[표52],[표53]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상징성의 변화를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 [그림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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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0]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상징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상징성 
Nike 실험집단 4.13± .67 2.72± 1.01 

Erkr 실험집단 3.09± .96 3.43± .83 

 

[표51]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52]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53]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징성 

Nike 

실험집단 

1 2 1.404 .094 P<.05 

2 1 -1.404 .094 P<.05 

Erkr 

실험집단 

1 2 -.340 .094 P<.05 

2 1 .340 .094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상징성 

상징성  42.491 1 42.491 P<.05  

1.00 상징성*그룹 114.119 1 114.12 P<.05 

오차  195.671 298 .0657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상징성 

 

절편 6708.978 1 6708.978 P<.05 

그룹 4.112 1 4.112 P<.05 

오차 264.988 298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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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친숙도가 높은 Nike의 상징성이 

감소하며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상징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상징성에 대해서 컬러마

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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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컬러마케

팅의 주목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인H2d의 검정결과, Mauchly의 W

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

과를 통해 “주목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주목성과 그룹

(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7(P<0.05)이

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Erkr실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

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로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d은 채택

되었다.  

하지만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주목성

에 대해 평균이 3.847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주

목성에 대해 평균이 2.8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r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2.911로 나타났

으며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 한 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3.347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4],[표55],[표56],[표57]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주목성의 변화를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 [그림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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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주목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주목성 
Nike 실험집단 3.84± .83 2.85± 1.06 

Erkr 실험집단 2.91± 1.01 3.35± .91 

 

[표55]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56]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57] Nike 실험집단과 Erkr 실험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목성 

Nike 

실험집단 

1 2 .993 .108 P<.05 

2 1 -.993 .108 P<.05 

Erkr 

실험집단 

1 2 -.436 .108 P<.05 

2 1 .436 .108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주목성 

주목성  11.666 1 11.666 P<.05  

1.00 주목성*그룹 76.562 1 76.562 P<.05 

오차  259.156 298 .870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주목성 

 

절편 6296.422 1 6296.422 P<.05 

그룹 7.334 1 7.334 P<.05 

오차 288.544 29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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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친숙도가 높은 Nike의 주목성이 

감소하며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주목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브랜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주목성에 대해서 컬러마

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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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의도에 대한 컬러마케팅효과 검증 결과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소비자들은 스포츠브랜드의 구매

의도에 대한 차이검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소

비자들은 스포츠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

다. 가설 H3인‘소비자들에게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복측정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

하였다. 다음은 반복측정 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

을 제시한 표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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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이 적용하기 전과 후에 스

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인 가설 H3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구매의도”(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또한, 구매의도와 그룹(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8(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

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Nike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

에 p값은 P>0.073 (P>0.05) 나타났다. Nike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수

준 나타났으며 Nike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나타나지 않았

기 때문에 컬러마케팅 적용한 후에 Nike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8],[표59],[표60],[표61]을 통해 더 자세한 통

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15]를 통해 Nike집단에서 구매

의도에 대한 변화를 쉽게 도해할 수 있다.  

 

[표58]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구매의도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구매의도 
Nike 실험집단 3.60± .92 3.00± .97 

Nike 통제집단 3.50±. 99 3.6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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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60]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61] Nike 실험집단과 Nike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 

확률 

 

구매의도 

Nike  

실험집단 

1 2 .598 .074 P<.05 

2 1 -.598 .074 P<.05 

Nike  

통제집단 

1 2 -.133 .074 P>.05 

2 1 .133 .074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15]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구매의도 

구매의도  8.090 1 8.090 P<.05  

1.00 구매의도*그룹  20.046 1 20.046 P<.05 

오차  123.144 298 .413  

요인 소스 제곱합(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구매의도 

 

절편 7070.401 1 7070.401 P<.05 

그룹 10.755 1 10.755 P<.05 

오차 435.700 298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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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구매의도”(P<0.001)

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P<0.05). 또한, 구매의도와 그룹(P<0.007)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

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그룹간 비교한 다음

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

험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 

(P<0.05), Erkr통제집단에서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439(P>0.05)로 Erkr실험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수준 나타났기 때

문에 Erkr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표63],[표64],[표65]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16]를 통해 Erkr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한 변화를 쉽게 

도해할 수 있다.  

 

[표62]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구매의도에 대한 기술 통계량(M±SD) 

요인 집단 측정시기 

사전 사후 

 

구매의도 
Erkr 실험집단 2.84± .99 3.15± .92 

Erkr 통제집단 3.36± 1.05 3.4± .1.03 

 

[표63]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구매의도 

구매의도  4.920 1 4.920 P<.05  

1.00 구매의도*그룹  2.535 1 2.535 P<.05 

오차  97.045 29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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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4]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65] Erkr 실험집단과 Erkr 통제집단의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그룹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구매의도 

Erkr 

실험집단 

1 2 -.311 .066 P<.05 

2 1 .311 .066 P<.05 

Erkr 

통제집단 

1 2 -.051 .066 P>.05 

2 1 .051 .066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16]    

 하지만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구매

의도에 대해 평균이 3.598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

에 구매의도에 대해 평균이 3.0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rkr실험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구매의도 

절편 6107.787 1 6107.787 P<.05 

그룹 23.338 1 23.338 P<.05 

오차 498.042 298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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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브랜드이미지컬러변화를 하기 전에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이 

2.838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 컬러변화가 한 후에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이 3.1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Nike와 Erkr의 실험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해 유의한 

결과 나타났으며 Nike와 Erkr의 통제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해 유의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숙도가 높은 Nike에 대한 구매의도가 감소하며 친숙도가 낮은 Erkr에 

대한 구매의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

에게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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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컬러마케팅효과 검증 결과  

 

스포츠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차이의 유

무를 검증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문제는 스포츠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

용할 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H4a인‘스포

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식별성이 차이가 

있다.’ , 가설 H4b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

에 따라 연상성이 차이가 있다.’, 가설 H4c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

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상징성이 차이가 있다.’, 가설 H4d

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주목성

이 차이가 있다.’ H4e인’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구매의도가 차이가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반

복측정분산분석을 제시한 표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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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식별성

이 차이가 있다’인 가설 H4a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

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

과를 통해 변인 “식별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기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식별성과 성별

(P<0.04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9 

(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

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여성이 컬

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05)로 나타났다.  

또한,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식별성

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4.383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2.8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3.930

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2.7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식별성에 대해 평균차

이(남:1.543; 여:1.173)결과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컬러 변화한 후에 

Nike의 식별성에 대한 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결과에 따르면 Nike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성별에 

따른 식별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a은 채택되었다. 

[표66],[표67],[표68],[표69]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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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6] Nike 실험집단에서 식별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식별성 

남 4.38± .55 2.84± 1.05 

여 3.93±. 73 2.75± .87 

 

 

[표67] Nike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68] Nike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69] Nike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식별성 

남 1 2 1.543 .127 P<.05 

2 1 -1.543 .127 P<.05 

여 1 2 1.173 .127 P<.05 

2 1 -1.173 .127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 w 

 

식별성 

식별성성  138.380 1 138.380 P<.05  

1.00 식별성*성별  2.567 1 2.567 P<.05 

오차  89.022 148 .601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식별성 

절편 3627.902 1 3627.902 P<.05 

성별 5.400 1 5.400 P<.05 

오차 111.292 14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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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

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식별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하지만, 식별성과 성별(P>0.229)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

음에 나타난 p값은 P>0.650(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

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3(P<0.05),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5)로 나타났다. 또한,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

러변화가 하기 전에 식별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3.083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3.4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는 -0.363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

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2.933로 나타났으며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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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식별성에 대해 평균이 3.493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에 식별성에 대한 여성의 평균차이는 -0.560이

다.  

위 결과에 따르면 Erkr실험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 별로 컬러

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간에 식별성 차이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 비교할 

때 개체내, 간 검증결과(P>0.05)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rkr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하지 않은 수준 하에서 식별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a은 기각되었다. [표70],[표71],[표

72],[표73]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18]이다. 

 

 

 

[표70] Erkr 실험집단에서 식별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식별성 

남 3.08± .87 3.45± .83 

여 2.93± .88 3.49± .82 

 

 

[표71]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 w 

 

식별성 

식별성 15.985 1 15.985 P<.05  

1.00 식별성*성별 .725 1 .725 P>.05 

오차 73.571 148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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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2]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73] Erkr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식별성 

남 1 2 -.363 .115 P<.05 

2 1 .363 .115 P<.05 

여 1 2 -.560 .115 P<.05 

2 1 .560 .115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18]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친숙도가 높은 Nike의 

식별성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Nike의 식별성에 대한 더 크게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별에 따라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식별성이 사

전과 사후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H4a는 Nike부

분만 채택되었다.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식별성 

절편 3147.660 1 3147.660 P<.05 

성별 .200 1 .200 P>.05 

오차 143.171 148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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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연상성

이 차이가 있다’인 가설 H4b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

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

과를 통해 변인 “연상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연상성과 성별

(P<0.039)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5 

(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

화하기 전과 후의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이며, 

여성이 컬러변화 하기 전과 후의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 

(P<0.05)로 나타났다.  

  또한,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연상

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3.723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2.6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3.187

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2.4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연상성에 대해 평균차

이(남:1.123; 여:0.740)결과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컬러 변화한 후 인

Nike의 연상성에 대한 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 결과에 따라 Nike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성별

에 따른 연상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b은 채택되

었다.[표74],[표75],[표76],[표77]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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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4] Nike 실험집단에서 연상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연상성 

남 3.72± .89 2.60± .98 

여 3.19± .96 2.45± .87 

 

 

[표75] Nike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76] Nike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77] Nike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연상성 

남 1 2 1.123 .130 P<.05 

2 1 -1.123 .130 P<.05 

여 1 2 .740 .130 P<.05 

2 1 -.740 .130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연상성 

연상성  65.100 1 65.100 P<.05  

1.00 연상성*성별  2.755 1 2.755 P<.05 

오차  93.176 148 .630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연상성 

절편 2680.535 1 2680.535 P<.05 

성별 8.927 1 8.927 P<.05 

오차 159.694 148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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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

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연상성”(P<0.006)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또한, 연상성과 성별(P>0.542)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437(P>.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험집

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116(P>0.05)이며,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17(P<0.05)으로 나타났다.  

또한,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연상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3.106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3.326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남성이 연상

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0.22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

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2.950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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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연상성에 대해 평균이 3.2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연상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0.340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Erkr실험집단에서 대응별 비교결과에 따라 남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연상성(P>0.05)에 대한 차이가 없으며 

여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한 후에 Erke의 연상성(P<0.05,평균차이:0.340)

에 대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간에 개체간-효과

검증결과(P>0.05)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H4b

은 기각되었다. [표78],[표79],[표80],[표81]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20]를 통해 더 쉽게 도해할 수 있다. 

 

[표78] Erkr 실험집단에서 연상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연상성 

남 3.10± .96 3.33± .87 

여 2.95± 1.09 3.29± .94 
 

[표79]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80]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 w 

 

연상성 

연상성 5.880 1 5.880 P<.05  

1.00 연상성*성별 .270 1 .270 P>.05 

오차 107.163 148 .724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연상성 

절편 3011.501 1 3011.501 P<.05 

성별 .701 1 .701 P>.05 

오차 170.736 14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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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 Erkr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연상성 

남 1 2 -.220 .139 P>.05 

2 1 .220 .139 P>.05 

여 1 2 -.340 .139 P<.05 

2 1 .340 .139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20]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친숙도가 높은 

Nike의 연상성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연상성이 더 크게 감

소한 것을 알 수있다. 성별에 따라 친숙도가 낮은 Erkr의 연상성이 남성

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들에게 연상성에 대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녀간에 연상성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H4b는 Nike부분만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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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상징성

이 차이가 있다’인 가설 H4c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

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

과를 통해 변인 “상징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하지만, 상징성과 성별

(P>0.180)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60 

(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

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여성이 컬

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05)으로 나타났다.  

또한,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상징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4.288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2.7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

에 남성이 상징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1.533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968로 나타

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2.6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상징성에 대한 평균차

이는 1.276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Nike실험집단에서 대응별 비교결과에 따라 남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상징성에 대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한 후에 Nike의 상징성에 대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간에 개체간-효과검증결과(P>0.05)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H4c은 기각되었다. [표82],[표

83],[표84],[표85]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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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2] Nike 실험집단에서 상징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상징성 

남 4.29± .58 2.76± 1.09 

여 3.97± .72 2.69± .91 

 

 

[표83] Nike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84] Nike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85] Nike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징성 

남 1 2 1.533 .135 P<.05 

2 1 -1.533 .135 P<.05 

여 1 2 1.276 .135 P<.05 

2 1 -1.276 .135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 w 

 

상징성 

상징성  147.939 1 147.939 P<.05  

1.00 상징성*성별  1.246 1 1.246 P>.05 

오차  101.594 148 .686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상징성 

절편 3522.636 1 3522.636 P<.05 

성별 2.740 1 2.740 P>.05 

오차 113.202 148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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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

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상징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하지만 상징성과 성별(P>0.680)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

음에 나타난 p값은 P>0.242(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

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5(P<0.05),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22(P<0.05)이다.  

또한,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상징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3.004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3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

에 남성이 상징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0.378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17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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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상징성에 대해 평균이 3.480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상징성에 대해 평균차이는 -0.302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라 Erkr실험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 별로 컬러마

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상징성이 차이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 비교할 

때 개체간-효과검증결과(P>0.05)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므로 가설 H4c는 기각되었다. [표86],[표87],[표88],[표89]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22]이다. 

 

[표86] Erkr 실험집단에서 상징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상징성 

남 3.00± .94 3.38± .76 

여 3.18± .98 3.48± .90 
 

 

[표87]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88]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상징성 

상징성 8.870 1 8.607 P<.05  

1.00 상징성*성별 .107 1 .107 P>.05 

오차 92.723 148 .627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상징성 

절편 3190.454 1 3190.454 P<.05 

성별 1.378 1 1.378 P>.05 

오차 147.668 148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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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9] Erkr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징성 

남 1 2 -.378 .129 P<.05 

2 1 .378 .129 P<.05 

여 1 2 -.302 .129 P<.05 

2 1 .302 .129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22]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Nike실험집단과 Erkr실험집단

은 모두 성별에 따라 상징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가설H4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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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주목성

이 차이가 있다’인H4d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

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주목성”(P<0.001)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또한 주목성과 성별(P<0.008)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4(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 실험집

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05)로 나타났다. 

또한, Nike 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주목성

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4.107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2.827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과 사후간에 남성이 주목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1.280으로 나타났다. 여

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하기 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3.587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가 한 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2.88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주

목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0.707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Nike 실험집단에서 성별 별로 주목성에 대한 사전

과 사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컬러 변화

한 후에 Nike의 주목성에 대한 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체내, 개체간에 결과(P<0.05)에 따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성별에 

따라 주목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d는 채택되었다.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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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0] Nike 실험집단에서 주목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주목성 

남 4.10± .77 2.82± 1.12 

여 3.58± .80 2.88± 1.02 

 

 

[표91] Nike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92] Nike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93] Nike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목성 

남 1 2 1.280 .148 P<.05 

2 1 -1.280 .148 P<.05 

여 1 2 .707 .148 P<.05 

2 1 -.707 .148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 w 

 

주목성 

주목성  74.000 1 74.000 P<.05  

1.00 주목성*성별  6.162 1 6.162 P<.05 

오차  121.222 148 .819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주목성 

절편 3366.772 1 3366.772 P<.05 

성별 4.084 1 4.084 P<.05 

오차 138.777 148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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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

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주목성”(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또한, 주목성과 성별(P>0.237)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372(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험집

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48(P<0.05),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05)이다. 

또한,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주목성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3.026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3.3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

에 남성이 주목성에 대한 평균차이는 -0.30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2.79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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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주목성에 대해 평균이 3.3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주목성에 대한 평균차

이는 -0.564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라 Erkr실험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 별로 컬러마

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주목성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 비교할 

때 개체간-효과검증결과(P>0.05)과 평균차이결과(남:-0.307, 여,-

0.564)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H4d은 기각되

었다. [표94],[표95],[표96],[표97]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24]이다. 

 

[표94] Erkr 실험집단에서 주목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주목성 

남 3.03± .99 3.33± .90 

여 2.79± 1.02 3.36± .93 
 

 

[표95]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96]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주목성 

주목성 14.228 1 14.228 P<.05  

1.00 주목성*성별 1.248 1 1.246 P>.05 

오차 130.526 148 .882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주목성 

절편 2936.984 1 2936.984 P<.05 

성별 .784 1 .784 P>.05 

오차 144.899 148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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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7] Erkr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주목성 

남 1 2 -.307 .153 P<.05 

2 1 .307 .153 P<.05 

여 1 2 -.564 .153 P<.05 

2 1 .564 .153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24]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Nike의 주목성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주목성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라 Erkr의 주목성이 성별 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녀간 비교

할 때 주목성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H4d는 

Nike부분만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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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구매의

도가 차이가 있다’인 가설 H4e의 검정결과, Nike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

결과를 통해 변인”구매의도”(P<0.001)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구매의도와 

성별(P<0.013)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4 

(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Nike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

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001(P<0.05), 여성이 컬

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10(P<0.05)로 나타났다. 

 Nike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구매의도에 대

한 남성의 평균이 3.898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구매의도에 대해 평균이 3.0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

간에 남성이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차이는 0.84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이 3.298

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구매의도에 대해 평균이 

2.9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차이는 -0.356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Nike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성별에 

따라 컬러마케팅하기전과 후에 비교할 때 구매의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컬러 변화한 후 인 Nike의 구매의도에 

대한 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4e는 채택되었다. 

[표98],[표99],[표100],[표101]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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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8] Nike 실험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구매의도 

남 3.89± .85 3.05± 1.07 

여 3.29± .88 2.94± .87 

 

 

[표99] Nike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100] Nike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표101] Nike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구메의도 

남 1 2 .840 .134 P<.05 

2 1 -.840 .134 P<.05 

여 1 2 .356 .134 P<.05 

2 1 -.356 .134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구매의도 

구매의도  26.802 1 26.802 P<.05  

1.00 구매의도*성별  4.401 1 4.401 P<.05 

오차  99.743 148 .674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구매의도 

절편 3264.822 1 3264.822 P<.05 

성별 9.602 1 9.602 P<.05 

오차 152.543 14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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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Erkr의 경우 Mauchly의 W값이 1이기 때문에 구형성의 타당성을 

가정 할 수 있다. 개체-내 검정결과를 통해 변인 “구매의도”(P<0.001)

에 따라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P<0.05). 하지만, 구매의도와 성별(P>0.100)에 따라 상호작용이 없

음을 알 수 있다(P>0.05). 개체간 효과검증결과 중에 성별에 따라 비교

한 다음에 나타난 p값은 P>0.609(P>0.05)이다. 대응별 비교결과 중에 

Erkr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나타난 p값

은 P>0.167(P>0.05), 여성이 컬러변화 전과 후에 비교한 다음에 p값은 

P<0.001(P<0.05)이다. 

또한, Erkr실험집단에서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하기 전에 구매의도에 

대한 남성의 평균이 2.942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이 3.111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남성이 구

매의도에 대한 평균차이는 -0.169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하기 전에 구매의도에 대해 평균이 2.733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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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컬러변화 한 후에 구매의도에 대해 평균이 3.1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사후간에 여성이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차이는 

-0.453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라 Erkr실험집단에서 남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구매의도가 차이가 없으며 여성이 컬러마케팅 적용하기 전과 후에 

구매의도가 차이가 있다. 남성과 여성 비교할 때 개체간-효과검증결과

(P>0.05)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H4e은 기각

되었다. [표102],[표103],[표104],[표105]을 통해 더 자세한 통계적 수

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보다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그림

26]이다. 

 

[표102] Erkr 실험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기술 통계량(M±SD)  

요인 성별 측정시기 

사전 사후 

 

구매의도 

남 2.94± .97 3.11± .92 

여 2.73± 1.00 3.18± .92 

 

[표103] Erkr 실험집단의 개체-내 대비검정결과 

 

 

[표104] Erkr 실험집단의 개체-간 효과 검정결과  

요인 

 

소스 

선형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 

제곱 

유의 

확률 

Mauchly 

의w 

 

구매의도 

구매의도 7.259 1 7.259 P<.05  

1.00 구매의도*성별 1.517 1 1.517 P>.05 

오차 82.001 148 .554  

요인 소스 제곱합 

(제Ⅲ유형) 

df 평균제곱 유의확률 

 

구매의도 

절편 2688.013 1 2688.013 P<.05 

성별 .333 1 .333 P>.05 

오차 187.542 148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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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5] Erkr 실험집단의 성별 대응별 비교결과  
 

요인 성별 측정시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구매의도 

남 1 2 -.169 .122 P>.05 

2 1 .169 .122 P>.05 

여 1 2 -.453 .122 P<.05 

2 1 .453 .122 P<.05 

*1는 컬러변화가 없을 때 조사한 의미(사전),2는 컬러변화가 있을 때 조사한 의미(사후) 

 

 

[그림26] 

 

종합적으로 컬러마케팅이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Nike의 구매의도가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구매의도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라 Erkr의 구매의도가 남성이 사전과 사후간에 차이가 없으며 여성이 

구매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간 비교할 때 구매의도

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H4e는 Nike부분만 채

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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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정리 하자면, 가설4에서는 Nike에 경우는 색채변화 후에 

성별에 따라 상징성 외에 식별성, 연상성, 주목성, 구매의도가 감소하였으

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Erkr에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요인(식별성, 연

상성, 상징성, 주목성)과 구매의도에 대해 큰 차이가 없으며 연상성과 구

매의도가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4

는 부분만 채택되었다. 

희망과 신뢰의 이미지를 준 파랑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인기 

있는 컬러이다. 하지만 Nike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브랜드색채이미지가 

반복되는 노출을 통해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연상시키고 친밀감을 증가시

켜 구매의도를 높였다. 본 실험에서 제시한 Nike 자극물은 대다수 사람들

은 좋아하는 파란색과 회색으로 변화하였지만 Nike 원래 활용한 검정색

과 주황색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되어 브랜드색채 변

화시킬 때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해 친숙감이 깨져 식별성, 주목성, 연

상성과 구매의도 감소한 이유로 판단된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결과(한국

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2004)에 따르며 1700명 응답자중에 7%인 남성

과 2%인 여성이 Nike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Nike에 대한 여성보다 남

성들은 더 좋아하는 만큼 브랜드의 식별성, 주목성, 연상성, 구매의도가 

떨어진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 언급한 뜻이 상징성이란 특정한 브랜

드가 사람의 기억 속에 인식시켜 남아있는 지각에 대한 속성 말이다

(Keller,1998). Nike의 브랜드색채이미지가 이미 강하게 사람의 기억 속

에 인식시켜 남아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남자와 여자 

모두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브랜드는 Nike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색채 변화된 Nike의 상징성에 대한 감소한 것이며 남녀간에 상징성에 대

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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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kr 실험집단에서 제시한 빨강 같은 따뜻한 컬러는 사람을 흥분 시

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체온이 오를뿐만 생리적으로 호르몬 분비를 

지속시켜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이러한 색채 특징이 스포

츠의 활동적인 특징과 연상하게 만들어 스포츠 브랜드 구매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빨간색이 주는 도발적인 매력을 강조함으

로써 여성 심리를 자극,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Erkr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식별성, 연상 성과 주목성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빨강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자극이 덜 하기 때문에 컬러를 

통해 브랜드를 연상하기가 어려워져 이어서 구매행동을 유발하기에도 어

려워진다, 이에 따라 남성들에게 연상상과 구매의도의 사전과 사후 비교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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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논 의 
 

 

제 1 절 컬러마케팅의 효과  
 

 
 

이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의 컬러마케팅과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

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4가지 (식별성, 연상

성, 상징성, 주목성) 하위 요인이 사전과 사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에 대한 

색상 변화에 대하여 식별성, 상징성, 연상성, 주목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기준 브랜드 색

상 변화시, 식별성, 상징성, 연상성, 주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신애, 권기대(2011)는 브랜드와 어울리는 컬러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

과와 같이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Keller(1998)가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친밀

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다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때에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가 컬러마케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결

과를 나타났다.  

돌째,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컬러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우(2014)의 연구에서 컬러마케팅의 4가

지(식별성, 상징성, 연상성, 주목성)의 하위 요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브

랜드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진국,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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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훈(2016)의 연구에서는 컬러마케팅의 상징성, 연상성, 주목성은 행동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컬러마케팅의 식별성은 행

동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서 지적해 주고 있

다. 또한 Keller(1998)와 Eom (2003)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컬러마케

팅전략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적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와 충성도 등의 브랜드 자산 구성요인을 알 수 있다(Aaker, 1991; 

Cobb-Walgren, Ruble, & Donthu, 1995; Keller 1993). 특히 Cobb-

Walgren(1995)의 연구에서 브랜드 자산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색채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색채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컬러 이

미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형성된 스포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친숙함 및 특정 색채와 특정 스포츠 브랜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없어져 

역효과가 일어났다. 본 연구 결과는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컬러마케팅이 소비자에 대한 친밀성을 증대 시키고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역효과 될 수도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친

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상징성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지만 식

별성, 주목성, 연상성, 구매의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는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 컬러마케팅에 4가지 하위 요인과 구매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으며 연상성과 구매의도는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컬러마케팅과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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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컬러마

케팅 활용할 때 단순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채를 선택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의미만 부여할 수 있는 색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성별까

지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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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와 시각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별과 브랜드의 친

숙도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컬러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측정했다는 것에 학

문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컬러마케팅에 대한 연구할 필

요성을 제시하는 것도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컬러마케팅전략의 효과와 

스포츠 브랜드의 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에 대하여 시각적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포함한 4집단에서 2번씩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반

영 함으로서, 컬러마케팅이 스포츠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성별과 브랜드 친숙도 관여 여부를 제시하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

다.  

 

 

제 3 절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에서 빈번하게 활용한 컬러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경

쟁 시장에서 컬러마케팅이 긍정적인 효과뿐만 부정적인 마케팅 효과도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컬러마케팅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인 효과를 일으킨다. 반면에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컬러마

케팅이 소비자에 구매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을 시사한

다. 뿐만 아니라 성별도 컬러마케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신생한 스포츠 브랜드가 경쟁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을 할 때 

컬러마케팅의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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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컬러마케팅의 네 가지 하위 요인부터 접근하여 최근 스포

츠 브랜드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컬러마케팅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브랜드 친숙도와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 기업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컬러마케팅 적용하

기 전, 후에 4가지 하위 요인(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에 차이가 

있다. 둘째, 친숙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4가지(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 하위 요인의 차이가 있다.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 경우에

는 컬러마케팅 적용한 후에 4가지 하위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 경우에는 컬러마케팅 적용한 후에 

4가지 하위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4가지 하위 요인의 감소한 변동폭이 친숙하지 않는 스포츠 브

랜드의 4가지 하위 요인의 증가한 변동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기 전과 후 구

매의도가 차이가 있다.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가 컬러마케팅 적용

할 때 식별성, 연상성, 상징성, 주목성이 감소하므로 구매의도도 감소한다.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가 컬러마케팅 적용할 때 식별성, 연상성, 상

징성, 주목성이 증가하므로 구매의도도 증가한다. 넷째, 스포츠 브랜드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라 친

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상징성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지만 식

별성, 주목성, 연상성, 구매의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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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 컬러마케팅에 4가지 하위 요인과 구매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으며 연상성과 구매의도는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컬러마케팅이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친숙도 및 성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기업이 마케팅

을 할 때, 목표하는 소비자(Target Consumer)들의 브랜드 친숙도와 성

별을 고려하여 컬러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

에게 특정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무분별한 브

랜드의 컬러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각 브랜드의 현 특성에 따라 컬러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즉,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가 이

미 많은 소비자들에게 형성된 친숙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는 컬

러마케팅이 자칫 기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컬러마케팅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친숙도가 낮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브랜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컬러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파악하며 일

관성 있는 컬러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133 

 제 8 장  제 언 

 

이 연구에서는 컬러마케팅의 하위요인인 식별성, 상징성, 연상성, 주

목성과 친숙도와 성별까지 포함 6개 변수만 이용하였으나 컬러마케팅과 

브랜드 구매의도의 관계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요인

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브랜드의 소비층 타깃이 다양하기 때문에 컬러마케팅전략을 이용할 

때 20대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도 고려해야 하므로 연령대를 확대해 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이호진, 1993; 이은원, 1993; 김선수, 1994)에 따라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 소비자들은 색채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 등을 변수로 추가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시장이 나날이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컬

러가 특정 스포츠 종목 전문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심도 있게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스포츠 종목을 나누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한정 시킨 것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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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lor Marketing Strategy on 

Purchase Intention of Sports Brand 

 
 

YANG HONG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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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fo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purchase 

intentions, that consumers make following sports brand color marketing.  

In accordance,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600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pre - and post - tests were conducted for 

each group using the divisional factor design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repeated measures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factors 

(discrimination, associativity, symbolism, attention) before and after 

applying color marketing to the color image of the sports brand. Second, 

the color marketing sub - factors (identity, associativity, symbolism, 



 

 157 

attention) of the group with high brand familiarity de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group with low brand familiarity, color 

marketing sub-factors (identity, associativity, symbolism, atten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ird,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group with 

high brand familiarity decreased but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group 

with low brand familiarity increased significantly. Finally, in the group 

with high brand familiarity, based on gender differences, the color 

marketing sub-factors (identity, associativity, attention) except 

symbolism, decreased as well as the intention of purchase. Further 

results also showed negative effects were more significant for men than 

for women within the high brand familiarity group.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w 

brand familiarity group among the color marketing sub-factors 

(discrimination, associativity, symbolism, at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sex. Although in the case of males specifically, 

they were not affected by associativity and purchase intentions. 

In this study of approaching sports brand in the dimension of color, 

the difference in the brand's familiarity and gender is academ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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