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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로 스포츠 관람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 요인을 분석하고, 어떠한 요
인들이 프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이미지 형성 및 변화와 외식 상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잠
실 야구장과 서울 상암 축구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 소비자 2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 하였다. 첫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이 외식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폰
서십 요인들 중,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제고, 이벤트 기여 요인의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이 프로 스포츠 관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스폰서십 요인 중, 커뮤니 케이션 이미지 제고 요인이 통계적으로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식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프로 스포츠 관람 소비자의 외식 상
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프로 스포츠와 식품 기업의 미래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논의 되고 제안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프로 스포츠, 식품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매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ood corporations’sponsorship activities on 
Brand Images and Purchase Intension in professional sport industry in Korea. To accomplish the purpose, SPSS 
18.0 Ver., had been conducted with 263 actual returned questionnaires. After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and 
analysis statistic data, three outcomes were deducted, those are, first, sponsorship factors for food corporations in 
professional sport industry significantly influenced on brand image. Second, Sponsorship factors for food 
corporations in professional sport industry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purchase intension. Third, brand image 
of food corporation in professional sport industry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urchase intention. With this study, 
undiscovered several marketing strategies of food corporations with professional sport of Korea for their future 
marketing strategies could be discussed and proposed.

Key Words :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Food corporation, Brand Images, Purchase Intention 

Received 1 May 2013, Revised 20 May 2013

Accepted 20 May 2013

Corresponding Author: Young-Jin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imyj@kongj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 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야외 프로 스포츠 외식 제품의 구매 결정 요인이 재구매 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41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May; 11(5): 411-422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로 스포츠와 련하여 경기 내 인 

부분 외에 경기 외 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스포츠 산업 

반에 걸쳐 소비자의 이목이 집 되고 있는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임정일, 이상구, 2005). 이는 주 5일 근

무 제도의 도입으로 발된 여가 시간의 증가 등 격변하

는 여가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 하여 소비자들의 람으

로 시작된 스포츠를 비롯한 여가 활동에 한 심은 

람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수  높은 여가 활동에 한 

만족을 추구하기 하여, 참여 활동으로 그 역이 확

되었으며(허진, 박세 , 2004),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어진 

스포츠 참여 활동은 스포츠 련 소비자로 하여  기본

인 로 스포츠 람 활동을 포함하여 스포츠 산업의 

반에 걸쳐 그 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

진 등, 2004).

그 가운데에서도 로 스포츠 련 주변 산업에 한 

소비자의 심은 가히 폭발 이라고 할 수 있는데(임범

규, 조 민, 석부길, 2011), 특히 야구의 경우, 국 으로 

15개 시·도에 총 3557개 으로 참여자 수만 1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서울지역의 

 수 증감률은 +218%에 달하고 있다(이용균, 2009). 

한 축구의 경우,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박지성 등

과 같은 많은 국내 선수들의 세계 인 리그로의 진출 등

으로 인하여 스포츠 참여를 한 용품 소비자가 크게 늘

어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여가 활동 인구가 폭발 으

로 증가하면서 스포츠 련 주변 산업도 반 으로 동

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정유미, 조 민, 2008). 

이 게 스포츠 산업이 사회 반에 걸쳐 높은 수 으

로 성장하는 가운데 유난히 폭발 으로 성장한 분야가 

바로 외식 분야이다. 국내의 외식 산업은 기존의 외식 산

업 독자 인 산업 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1970년 의 4천

억 원 의 규모이던 시장은 최근까지 매년 평균 약 15%

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한 결과(김두라, 2004), 2005

년 기 으로 약 45조원 정도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통계청, 2007). 이러한 외식 산업의 성장은 스폰

서십을 활용한 마  개념이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에 

도입된 시기이기도 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

울 올림픽이 큰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두라, 2004).

이와 같은 외식 산업의 양 ·질  팽창은 2012년 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 스포츠 산업과 

상호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로 스포

츠 산업이 과거의 단순하게 스포츠 콘텐츠를 보고 즐기

는 것에 심을 두던 람 문화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인 문화 콘텐츠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며(강석우, 2008), 이는 그만큼 외

식 업체들이 스포츠 상권에 한 비 을 높게 인식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로 스포츠 산업은 1982년 로야구 리그

의 출범을 시작으로 하여, 로 축구, 로 골 , 민속씨

름, 로 농구, 로 배구, 로 복싱, 로 볼링 등 문화 

부 등록 로 스포츠 단체 기 으로 국내 로 스포

츠리그는 10개리그로 확 되었으며(조 호, 김종, 2006), 

우리나라 국민의 스포츠 경기 람객은 2006년의 약 713

만명 정도 던 것이 2010년 재에는 1,048만명 정도까

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 부, 2009). 

즉 이와 같은 로 스포츠의 양  활성화는 주변 산업

에게도 상업 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람에 한 각각의 

개별 인 동기가 존재하겠지만, 람 활동을 통하여 소

비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

는 상업  이익을 목 으로 하는 로 스포츠와 이를 후

원하는 기업에게 부여된 가장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최미 (2008)의 로 스포츠와 기업이 소비자를 상으

로 하여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향력 있는 수단으

로 스폰서십 활동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를 증명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은 상업  목표를 달성하기 한 상

업  조직 즉 기업에 의한 활동으로서 재정이나 물품에 

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마  커뮤니 이션의 

여러 가지의 목표를 달성을 목 으로 하는 기획, 조직, 실

행  통제하는 모든 유·무형의 지원 활동(배은옥, 2011)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폰서십 활동은 활동의 방

법이나 정도에 따라 조 씩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가 스

폰서 기업에 한 호의와 정  인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면 구매 활동으로 직·

간 으로 향을 다고 할 수 있다(웅건용, 김원겸 

2009). 이에 소비 행동에 향을 주는 스폰서십에 한 

선행 연구(백우열, 2009; 나상 , 안형국, 이승철, 2011; 

박세 , 허진, 정정희, 2005; 김한주, 옥정원, 허갑수; 



A Structural Relation Among the Purchase Decision Factors, Brand Image, Intent for Word of Mouth and Repurchase Intention for Food Franchise Products in OutdoorProfessional Sport Industr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413

2011, 웅건용, 김원겸, 2009; 김숙자, 이수연, 2003)는 로 

스포츠 산업의 상업  효과와 함께 다각 인 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랜드 이미지는 이 게 형성된 랜드의 치를 오

래도록 지속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안

호, 한상만, 성률, 2008). 그 이유로 하홍열(2010)은 

랜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비교  오랜 시간이 요구되

기 때문이며, 한 한번 형성된 랜드 이미지는 그 근본

인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한 수 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 다. 

구매의도란 품질에 한 정보 혹은 개별 으로 정보

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하여 품질을 평가하며, 본인

의 수요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행동의 반 인 

과정을 의미한다(Olson & Haddock, 1971). 특히 외식 상

품의 경우, 개인  동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

큼 보다 더욱 신 해질 수밖에 없지만, 반 로 로스포

츠 경기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소비자는 본인이 가지

고 있는 기본 인 정보와 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가시

인 정보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

며, 이는 제품을 매하는 기업에게는 그 어떤 요인보도 

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제품을 생산하고 매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요한 요인이며, 이와 련하여 

다양한 요인과 함께 여러 방면의 선행연구(Engel, 

Blackwell & Miniard, 1987, Spear & Singh, 2004, 

Taylor & Baker, 1994, Tsiotsou, 2006, 배경일, 2001; 최

은주,2010)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구매 행동 

련 연구가 마  해당 상품에 심이 집 되어 있고, 

한 외식 산업 역시 독립된 매장 혹은 체인  자체의 경

 략에 이 맞추어져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필

요성이 나타난다. 이는 로 스포츠 산업이 로 스포츠 

외에 부가 산업의 존재에 한 심을 가져야 함에 첫 번

째 연구의 필요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한 소비자 본인

이 기본 으로 습득하고 있는 정보를 외에도 추가 인 

정보와 이미지  인지도의 습득 과정이 부분 장에

서 즉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 기존의 외식 산

업과 차이 이 존재하며, 기존의 외식 산업에 비하여 높

은 경쟁률을 보임으로써 성장 가치가 매우 높다는 에

서 로 스포츠 상권 내 외식 상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로 스포츠 시장의 근본 인 양

 질  발 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상당한 필요

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로 스포츠 

경기장 장에서 제공되는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에 

한 정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랜드의 

인지도와 랜드의 이미지가 로 스포츠 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데 그 주된 목 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외의 외식 기

업들에게 로 스포츠 구장  구단을 향한 스폰서십 활

동과 그를 통한 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 구축은 기업

의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더 큰 

목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로 스포츠 경기장 람객들을 

상으로 로 스포츠 경기장 상권 내 외식 기업들의 스

폰서십 활동이 랜드 이미지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H 1.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은 랜드 이미지 이

미지에 향을  것이다.

H 1-1.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커뮤니 이션 

요인은 랜드 이미지에 향을  것이다.

H 1-2.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진 요인은 

랜드 이미지에 향을  것이다.

H 1-3.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이미지 제고 활

동은 랜드 이미지에 향을  것이다.

H 1-4.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이벤트 기여 활

동은 랜드 이미지에 향을  것이다.

H 2. 외식 기업의 로 스포츠 산업 내 외식 기업의 스

폰서십이 로 스포츠 람객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H 2-1.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커뮤니 이션 

요인은 구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H 2-2.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진 요인은 구

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H 2-3.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이미지 제고 활

동은 구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H 2-4.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  이벤트 기여 활

동은 구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H 3. 외식 기업의 로 스포츠 산업내 외식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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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이미지는 로 스포츠 람객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향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하여 총 5명의 조사원이 구성되었으며, 

조사 상은 서울 잠실야구장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

장 람객 28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표집방법은 

모집단의 구성요소들 간 차이가 없다고 단되거나 표본 

선정의 편의성에 기 을 두고 선정하는 편의 표본 추출

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 으며, 총 280의 설

문지를 배부한 후, 량 회수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80명의 응답된 설문지 , 실제 분석은 표집된 설문 자

료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단되거나 일부 

내용이 락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63부를 결과 분

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 내용에 한 객 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스포츠 마  공 교수 1명, 마  공 연구원 

3명에게 구성 타당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에 투입된 설문지 수는 총 270부이며 그와 련된 인

구 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유효 표본으로 사용한 설문지의 인구 통계학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60명(61.9%), 여자 103.명

(38.1%)이며, 연령별로는 20  이하 56(21.3%)명, 21세에

서 30세 102(38.7%)명, 31세에서 40세 88명(33.4%)명, 4

1～50세 47(17.8%)명, 50  이상 7(2.6%)명으로 조사되

었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체 응답자  103명(38.1%)가 

학생이라고 응답하 으며, 86명(32.6%)가 직장인, 45명

(17.1%)가 자 업, 16명(6.08%)이 주부, 13명(4.9%)이 기

타 직업이라고 응답하 다. 한 본 조사의 참여자들은 

로 스포츠 경기장 1회 방문 시 45명(17.1%)이 5천원～

1만원 사이의 외식비용을 지출한다고 하 고, 94명

(35.7%)이 1만원～2만원을, 54명(20.5%)가 2만원～3만

원, 48(15.5%)명이 3만원～4만원, 29명(11.02%)이 4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하 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n=263)

Characteristic Division number of cases frequency(%)

Gender
Man 160 61.9

Female 103 38.1

By age

Under 20years 56 21.3

21years～30years 102 38.7

31years～40years 88 33.4

41years～50years 47 17.8

Over 51years 7 2.6

Job

Student 103 38.1

Workers 86 32.6

Self-employed 45 17.1

Homemaker 16 6.08

Etc. 13 4.9

Cost of eating 

out

5000-10000won 38 14.4

10000-20000won 94 35.7

20000-30000won 54 20.5

30000-40000won 48 18.2

40000won more 29 11.02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목 인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상품의 스

폰서십 활동, 랜드 인지도, 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

와의 경로 분석 을 알아보기 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스폰서십 요인 척도는 김종완(2010)이 사용한 설문지

를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개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각 하 요인(커뮤니

이션 활동 4문항, 진활동 4문항, 이미지 제고 활동 4

문항, 이벤트 기여 활동 3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15문항

으로 구성하 다. 랜드 이미지에 한 척도는 김상

(2002), 최덕환(2002)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 에 수

정, 보완하여 사용된 외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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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으로 사용하 으며, 구매의도에 한 척도는 제민

지(2011)가 사용하 던 외식 블로그에 한 외식 상품에 

한 구매 의도 3문항을 로 스포츠 경기장 상권 내 외

식 상품에 한 구매의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모

든 문항들은 일반  특성(Descriptive Analysis)를 제외한 

랜드 이미지, 랜드 인지도  구매 의도 등의 모든 척

도는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등의 답변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로 구

성하 다. 설문지 구성에 한 사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iguring the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ndicators
Configuration changes

Number of 

questions

Sponsorship

Communication activities 4

Promotion activities 4

Image raising activities 4

Events contributing 

activities
3

Brand Image 5

Purchase Intention 3

Total number of questions 23

3. 자료처리방법

연구에서 사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나타내

기 하여 SPSS Ver. 18.0을 활용하 으며, 유효 표본 263

부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설문지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정하기 

하여 탐색  요인 분석(Explorato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

인하기 한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후에 다

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과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한 자료 분석을 한 설문지 제작 후 스포츠 행정 

 경  공 교수 1인과 해당 공 문가 3인을 상으

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정을 실시하 고, 요

인 추출 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으며, 직각회  방식  하나인 

Varimax방법을 이용, 분석하 다. 

각 요인은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으며, 

각 요인 별로 요인 재치가 5 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

고(송지 , 2011), 최종 15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폰서

십 요인과 련하여 하 요인으로는 4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랜드 이미지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신뢰도는 내  일치성을 검사하는 Cronbach’s ɑ 계
수를 이용하 으며(송지 , 2011), 스폰서십 요인의 경우, 

하 요인인 진요인이 .874, 커뮤니 이션 요인이 .813, 

이미지 제고 요인이 .774, 이벤트 기여 요인이 .660 으로 

나타났고, 랜드 이미지 요인은 신뢰  이미지가 .839, 

기업  이미지가 .874,  이미지가 .703으로 나타남

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 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the factors of sponsorship 
and brand image (n= 263)

Question 1 2 3 4
Cronbach’s 

a

1

a_1. .829

.874
a_2. .825

a_3. .733

a_4. .689

2

a_6. .274 .874

.813
a_7. .191 .773

a_8. .105 .725

a_5. .075 .696

3

a_12. .188 .258 .836

.774
a_11. .298 -.015 782

a_10. .162 .124 .742

a_9. -.011 -.059 .512

4

a_14. .140 -.038 .405 .840

.660a_13. -.032 .133 .198 .668

a_15. .301 .305 -.142 .624

KMO = .713 2.770 2.761 2.684 2.110 Eigenvalue

Bartlett = 

2047.135
18.465 18.407 17.894 14.064

% of 

Varianace

df=105, 

Sig.=.000
18.465 36.872 54.766 68.830 Cultivative

III. 결과 및 논의

1. 변인간 상관관계

로 스포츠 람객들의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

업들의 스폰서십 활동이 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와의 

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한 다 회귀분석에 앞

서 종속변인과 독립변수들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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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스폰서십 요인의 하

요인들과 랜드 인지도의 하 요인들 간에 유의수  

.01에서 상 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 

가지 이상의 독립변수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다  

공선성의 기 치인 .80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and the variables of 
Mean, standard deviation (n=263)

Sponsorship factors

Brand 

Image

Purchase 

Intentions1.Commu

nications

2.Promot

ion

3.improvi

ng the 

image

4. Events 

contribute

1 1

2 .447** 1

3 .388** 174** 1

4 370** 337** .437** 1

5 .345** 177** .185** .247** 1

6 .428** 167** .211** .202** .4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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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 및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1) 프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

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이 외

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구매 결정 요인의 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랜드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R2값은 

.174로 청소년들의 아웃도어 의류 구매시 구매 결정 요인

이 랜드 이미지 요인에 미치는 향은 총 변화량의 

17.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2.779로 회귀식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커뮤니 이션 요인의 회

귀계수는 2.213이고 t값은 3.979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진 요인의 회귀계수는 -.044이고 t값은 -.821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 제고 요인의 회귀계수는 .116이고 t값은 2.140으로 유

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벤트 기여 요인을 살펴보면 

회귀계수는 .135이고, t값은 2.14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벤트 기여 요인은 회귀 계수는 .107로 나타났고, t값은 

1.972로써,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이미지에 향을 주는 

구매 결정 요인들을 상  기여도를 살펴보면 커뮤니

이션(B=.213), 이미지 제고(B=.116), 이벤트 기여(B=.107)

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impact of sponsorship on brand 
image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208 .227 9.734

Communications .213 .054 .279 3.979***

Promotion -.044 .054 -.055 -.821

Improving the 

image
.116 .054 .144 2.140*

Events 

contribute
.107 .054 .135 1.972*

R
2
=.174, F값=12.779***, *p<.05, ***p<.001

2) 프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

동이 관람객의 외식 상품을 향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이 외

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구매 결정 요인의 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랜드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R2값은 

.215로 외식 기업의 로 스포츠 상권내 스폰서십 활동이 

로 스포츠 람객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은 총 변화량의 21.5%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8.020으로 통계 으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Table 6> The impact of sponsorship purchase 
intentions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1.700 .254 6.703***

Communications .276 .060 .312 4.608***

Promotion .057 .060 .062 .957

Improving the image .156 .061 .167 2.569**

Events contribute .071 .061 .077 1.172

R
2
=.215, F값=18.02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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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요인의 회귀 계수는 .276이고 t값은 

4.608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진 요인의 회귀 계수는 .057이고, t값은 

.957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미지 제고 요인의 회귀 계수는 .156이고, t값은 

.167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1). 이벤트 기여 요인은 회귀 계수가 .071로 나타

났고, t값은 1.172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향을 

주는 구매 결정 요인들을 상  기여도를 살펴보면 커

뮤니 이션(B=.276), 이미지 제고(B=.156), 랜드

(B=.107)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 스포츠 관람객이 프로 스포츠 상권내 외

식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관람객의 외식 상

품을 향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가 

로 스포츠 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랜드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고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R2값은 

.200으로 외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가 로 스포츠 람

객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은 총 변화량의 

20.0%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61.229으로 통계 으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매 의도 요

인의 회귀 계수는 .385이고 t값은 7.825로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7> Impact of the results of the brand 
image on purchase intention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131 .179 11.901***

Brand Image .385 .049 .447 7.825***

R2=.200, F값=61.229***, ***p<.001

3. 논의

사실 스포츠 종목의 여 정도 혹은 선호 여부에 따라 

해당 스포츠 분야의 용품 구매 의도에 한 연구는 상당

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김선정, 2012; 피길연, 고창민, 김안나, 

2011; 김명미, 2011; 백우열, 2011). 하지만, 본 연구의 목

은 외식 기업의 로 스포츠 상권내 스폰서십 활동이 

랜드 이미지와 로 스포츠 람객의 외식 상품 구매

시 미치는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데 있었

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산업 내에서 스폰서십 활동을 하는 

다른 분야의 기업에 한 제품의 구매의도에 한 연구

를 진행하 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에 있어

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연의 목 과 연구 결

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앞서 제시된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르면 본 

조사에 참여한 상자  상당수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는 하계 로 스포츠 기간의 부분이 우리나

라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으로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가격표는 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 으로 매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출 수  한 응답자의 다수가 

낮은 가격 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 이를 방증하고 있

으며, 한 이는 재 우리나라 로 스포츠 람 소비자

들의 외식 상품 구매 경향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바, 외식 기업의 마  담당자는 고가격  상품 이외의 

차별화된 가격 의 외식 상품 략을 개발하는 융통성이 

요구되어진다. 

둘째로, 스폰서십 요인은 랜드 이미지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암(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

업의 골  회 혹은 골  선수를 통하여 실시한 스폰서

십 마  활동은 람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랜드의 

이미지 형성 혹은 기존 이미지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

다. 한, 김순욱, 조한범, 김인재(201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회의 타이틀 스폰서십은 기업의 랜드 이미지 

향상에 정 인 향을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결

과들은 스포츠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스포츠 회를 

수단으로 하는 마  활동이 매우 효율 임을 나타내는 

결과들이다. 하지만, 으로 이는 스폰서십 활동을 통

하여 소비자에게 강한 인지도를 남겼음을 제한 후, 경

기장 밖에서 소비자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랜드 이미지에 으로 의존해야 하고, 한 장에서 

랜드 이미지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구매 의도에 까지 

장에서 반 할 수 있는 외식 상품과는  다른 상품

이라는 에서 한계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 실

으로도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 외식 

서비스는 매우 근시안 이고, 단기 목표 지향 이라는 

지 이 많고, 재 높은 로 스포츠의 인기에 편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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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가격 정책 등과 같은 마  철학이  보이지 않

는다는 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박소연, 2012). 따라

서 향후 로 스포츠 상권에 참가하는 외식 기업의 마

 담당자는 상권 내에서 스폰서십 활동을 통한 마  

역을 넓힘과 동시에 세분화, 특정화해야 할 것이며, 기

존의 활동 에 있는 기업들은 스폰서십 활동을 보다 고

객 친화 이고 소비자에게 정 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

는 이벤트를 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식기

업에게 이미지는 매우 요한 구매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셋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은 람 소비자의 외

식 상품 구매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승호, 김수연, 김형석, 

김욱(2006)이 발표하 던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이 소비

자의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있음을 규명한 연

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비록 본 연구와 배경이 다른 단

발성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축구 월드컵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 으나, 반 로 이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콘

텐츠 람객들은 스폰서십 활동에 의한 고에 의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향을 받고 있다는 공통

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 , 고경진

(2012)이 보고 하 던 스포츠 여 유형에 따라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지며, 한 

이 게 달라진 인식에 따라 구매 의도에도 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다 구체 이고 세부화 되었

다. 이는 스포츠 람 소비자는 스스로 람  본인의 

감각을 통해 얻어진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을 체득한 경

험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

고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외식 기

업들에게 스폰서십 활동은 자사에게 마  측면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보다 세부 으

로는, 스폰서십 요인의 하  요인  커뮤니 이션 요인, 

이미지 제고 요인이 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의도

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로 스포츠 람 소비

자는 외식 기업들이 단순히 상업  목 을 한 스폰서

십 활동 보다는 본인들이 람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높

은 가치를 부여하고, 먹는 즐거움을 얻는 과정에 보다 높

은 수를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이는 최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로 스포츠 경기장은 외식 

기업으로 하여  상품 설명회나 혹은 별도의 행사에 추

가 인 투자 비용이 약된다는 장 이 있음과 동시에, 

람 소비자와의 로 스포츠 람을 즐기겠다는 호흡이 

매출 증 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이해

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로, 랜드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기업의 경우, 기타 일반 소

비 상품과 달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 결정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양만규, 2008). 이

는 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구매력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겠다. 최

태호, 진화(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인식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  외식 업체

를 재방문에 이르도록 향을 주며, 이러한 이미지를 형

성하기 해서는, 신뢰성, 청결성, 친근성, 서비스 등 

정 이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역동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기존의 외식 상품 소

비자가 매우 계획 이었고, 고차원의 서비스 만족에 

을 둔 소비자 다면(김원인, 신 호, 2000),  사회

의 외식 소비자는 늘어난 여가 생활과 높아진 건강에 

한 심으로 여가를 즐김과 동시에 기존의 받던 높은 수

의 외식 련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에서(원혜 , 

2008),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마  담당자는 

기존의 서비스와 품질 수   생 수 을 유지함과 동

시에 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략을 개

발함으로써, 단기 인 이익보다는 장기 인 목표를 설정

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략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국내 로 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입장에

서는 로 스포츠 리그  구단을 통한 외식 기업의 스폰

서십 활동을 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 우리나

라의 로 스포츠 산업이 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과 모기업이 소유하여 운 함으로써, 큰 이익을 낼 수 없

는 구조  한계 을 감안했을 때, 보다 다양한 수익 경로

가 요구된다(윤미로, 2011). 하지만, 폭발 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로 스포츠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면 기업의 

스폰서십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 인 상권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로 스포츠 리그와 구단들은 외

식 기업들에게 로 스포츠 리그  구단의 장기 인 비

을 바탕으로 하여 리그와 구단을 통한 스폰서십 활동이 

외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 형성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력에 향을  수 있음을 제시하여 외식 기업들의 

스폰서십 활동을 보다 극 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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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로 스포츠 람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외

식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 요인을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

들이 로 스포츠 상권내 외식 기업의 이미지 형성  변

화와 외식 상품 의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잠실 야구장과 서울 상암 축구 경기장을 방문한 람 소

비자 263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이 외식 기업의 랜

드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스폰서십 요인

들 , 커뮤니 이션, 이미지 제고, 이벤트 기여 요인의 

순으로 랜드 이미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식 기업의 스폰서십 요인이 로 스포츠 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 스폰서십 요인 , 커뮤니 이션 이미

지 제고 요인이 통계 으로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식 기업의 랜드 이미지가 로 스포츠 람 

소비자의 외식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계점 및 제언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이 분명히 존

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이 일반 으로 각  학교들

이 방학기간인 계로 본 조사 참여자의 부분이 학생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고정된 수

입이 없고, 한 부분의 지출이 부모나 후견인 등에 

으로 임이 되어 있어, 체 람객으로 확 하는 것

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국내의 모든 로 스

포츠 리그  구단과 외식 기업에 용하는 것은 다소 무

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로 스포츠는 여름에 

야외 지역에서만 진행이 되는 로 야구와 로 축구이

다. 이들은 무엇보다 날씨의 향을 많이 받는 바, 외식 

기업의 매출도 이러한 외부 변수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겨울에 실내에서 진행되는 로 배구와 

로 농구의 경우, 날씨의 향을  받지 않고, 한 실

내에서 소비되는 외식 상품 역시 날씨의 향을 받지 않

는 바, 차후 연구에서는 여름 야외 로 스포츠와 겨울 

실내 로 스포츠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일부 

사용하 다. 비록 이들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통

계 으로 유의미 하 으나, 특히, 로 스포츠 람 소비

자들이 어떤 로 스포츠 람 환경에서 외식 상품을 보

다 원활하게 구매하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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