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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었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licensed fashion products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icensing. This study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sports marketing, licensing program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ing brands and products in Korean baseball clubs. Based on this 

analysis, high value added licensed products were developed f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l 

Korean baseball clubs operated offline shopping malls in their home stadiums 

and posted online shopping mall links on their websites. Moreover, licensed 

products were developed through agreements with sports and licensing 

companies, and sales were being done through official shopping malls, open 

markets, and shopping malls. Various marketing for specific events or targets 

were not done well. Second, licensed products were mostly fashion products 

such as clothing and hats. Most of them were unisex wear, but the proportion 

of fashion products for women was not large. Also, while the licensed products 

used elements that made the baseball team feel symbolic throughout, they 

sometimes sold products that did not reveal the identity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team, with an emphasis on motifs that were unrelated to the team. 

Third, this study selected KIA Tigers and developed 27 kinds of women's 

licensed fashion products including textile designs.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derived that there is the need for integrated marketing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iversification of consumer-based licensing products, and enhanced 

entertainment products for the Korean baseball cheer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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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스포츠는 언어 문화 인종 종교 세대를 뛰어넘는 지구촌 , , , , 

최고의 콘텐츠로서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거대한 산업으

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 산업(Kang, 2014). 

의 규모 는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년도 조 억 원으로 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2016 68 4320 1990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포츠 소비의 , 

증가에 힘입어 스포츠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오랫동안 세대를 걸쳐 수백. , 

만 명의 팬들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 

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이 되면서 산, 

업 광고 패션 오락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 , , 

회의 핵심적이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매력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Lee & Lim, 2013). (KBO, 

는 한국의 대표 프로스포츠로Korea Baseball Organization) ,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였고(Kim & Lee, 

년 구단으로 시작하여 년 구단으로 성2009) 1982 6 2015 , 10

장하였다 그리고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년 경기를 찾은 관람객은 만 명 프로야구시장2017 720 840 , 

은 약 천억 원에 이르면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종목으로 5

성장하였고 년 만 관중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0 1200

(Kim, 2018). 

일본의 프로스포츠 관람자 동기를 연구한 마케팅 학자   

에 의하면 스포츠 종목과 이벤트에 Trail and James(2001)

따라 동기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관람동기가 엔터

테인먼트와 미적 인 요소에 있다 고 한다( ) (Kim, 2005) . 美的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과 제품으로 관심

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 끊, TV

임없이 노출된 스포츠 선수와 상품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Lee & Lim, 2013). 

화 된 미국의 경우 각 프로스포츠 소속구단에서는 보다 다

양한 수익창출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비자를 타깃

으로 한 라이센싱 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뚜렷

하게 얻고 있다 예컨대 는 성인용품 유(Kim, 2002). MLB , ․
아동용품 가정 사무용품 라이센싱 제품 등을 온오프라인 , , ․
샵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친밀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프로야구 관람객의 증가와 여성 관람객이   ,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 프로야구 및 스포

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에 대한 

분석과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야구분야 라이센싱 제품 연구를 살펴보

면 대부분 프로야구 팬의 관여도 친숙도 매력성에 따른 , , , 

라이센싱 제품 구매의도 및 태도와 관련된 연구(Kim, 2006; 

라이센싱 제품 속성이 관중Lee, 2012; Shin & Lee, 2006), 

의 구매행동 브랜드 충성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Cho & Kim, 2010; Y. Kim, K. Kim, & Hur, 200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매행동과 선호도 Park, 2009), 

연구 등 소비자 조사에 집중되어 (Kong, 2012; Park, 2012) 

있으며 라이센싱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현황 분석 및 디자, 

인 전략 수립을 토대로 라이센싱 패션제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은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한국의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해보고 고감성고부․
가가치 라이센싱 제품 개발을 시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현황조사 디자인 개발 단계로 진행  , , 

하는데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스포츠 마케, 

팅과 라이센싱 국내외 라이센싱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및 ,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 다음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라이센싱 ,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현황 조사는 . 

와 각 구단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프로야구 공식 라이KBO

센싱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국 프로야구 구단별 라이센싱 

제품의 생산 유통 마케팅 현황 제품 , , , 디자인 현황 가격대 , 

등의 특징을 분석해서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스포츠 마케팅

과 라이센싱 제품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프로야구 구단의 고감성고부가가․
치 라이센싱 제품을 개발해서 제시한다 개발 아이템은 . 선행

연구에서 선호도와 판매율이 높게 나타난 유니폼 티셔츠, , 

모자 응원 용품 등의 패션 아이템의 디자인을 개발한다 제, . 

품의 텍스타일 패턴과 그래픽 디자인 작업은 Adobe 

와 등의 프로그Photoshop CS3 Adobe Illustrator CS4 CAD

램을 활용한다. 

스포츠�마케팅과�라이센싱II.�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은 스포츠 용품을 선호하는 잠재적 구

매자들에게 영향을 주기위한 전략적인 기획임과 동시에 비

스포츠 용품에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판매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포츠 (Sam, 2009). , 

자체를 상업화하는 것으로서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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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케팅을 의미하며 관람 스포츠에서 관중 또는 팬 확보, 

와 참여 스포츠 산업에서의 회원모집에서 부터 스포츠 시설, 

제품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기 위해 행하는 마케팅 활동 및 , 

각종 스포츠 단체에 의해 집행되는 마케팅 활동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Lee & Lim, 2013). 스포츠 마케팅이 가

진 이미지 향상 수익 창출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하며 기업들은 스포츠를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람객으로서 팬들의 (Shim & Shin, 2017). , 

스포츠 참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또는 스포츠 선수와 

팀 로고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 , 제품에 부착하는 상품을 구

매하게 함으로서 확장제품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B. Park & S. Park, 2016). 

고 이러한 스포츠 라이센싱 시장은 프로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라이센싱 제품 판매로 인한 수입이 스포츠 단체의 재

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Han, 2007) 눈

에 띄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의 . Global License(2015) Top 

에 따르면 년 기준 전 세계 스포150 Global Licensors 2014

츠 라이센싱 제품의 매출은 약 억 달러 한화 약 조원300 ( 36 )

를 기록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라이(Shim & Shin, 2017). 

센싱 사업자 중에서는 프로스포츠 라이센싱 사업자인 미국 

프로야구 리그 가 억 달러로 위를 차지하고 미국 MLB 55 9 , 

프로 미식축구 협회 이 억 달러 미국 농구 협회 NFL 35 , 

가 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 스NBA 32

포츠 라이센싱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게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 MLB는 MLBP(Major League Baseball 

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개 구단의 인터넷 홈Properties) 30

페이지와 티켓 라이센스 판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모든 수입이 각 팀의 발전을 위해 분배되고 있(Ko, 2012) 

다 이러한 . 의 통합 마케팅 MLB 라이센싱 프로그램은 1987

년에 실시되어 억 달러의 매출을 시작으로 년에는 약 2 1993

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수입을 올렸고35 (Schaaf, 

그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995) . 는 MLB 개 구30

단이 웹사이트MLB ( 이라는 단일 창구에 모www.mlb.com)

여 있어 티켓 예매 구단 상품 구매 구단 관련의 뉴스 검색, , 

이 한 번에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 마케팅을 통해 . 전체 사

업을 일원화하면 소비자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구매력도 높아지고 품질 관리나 원가 절감, 공통 마케팅 등

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Bae 또한, 2015). , 

는 다양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라이센싱 MLB 제품을 꾸

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유니폼 모자를 비롯해 시계 양말, , , , 

지갑 완구 골프 생활용품까지 종 이상의 제품을 온오, , , 3000 ․

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 마케팅은 년대 초반 프로스포츠가 출범  1980 ,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년대에 접1990

어들면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년 부산 , 2002

아시안 게임과 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한일 공동개최가 2002 ․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Lee & Lim,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4).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개발 및 판매가 점차 강조되고 있

다 은 라이센싱 사업이 구단의 주요 . Cho and Kim(2006)

수입원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제품의 품질에 있어 실용

적이고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프로스포츠 자체의 브랜드파워가 상

승하여 팬의 증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 

만 중요도성과분석 결과 유니폼의 가격 재질 기능성 판매장, 

의 위치 주위 사람의 조언 판촉활동 그리고 서비스요인에, , 

서 중요도 기대치 와 성과 만족도 가 전체 평균값보다 낮아( ) ( ) , 

열등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Kim, 2012). 

처럼 현재 한국 프로야구는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 수익을 , 

창출하는 것이 미약한 상황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 

따르면 메이저리그 개 구단의 매출액은 년 약 조30 2017 10

억 원 뉴욕 양키스는 억 원으로 이들3062 , 6,933 (Kim, 2018) 

의 주수입은 입장권판매수입 스폰서십 라이센싱 30%, 24%, 

제품판매 중계권료 인 반면 우리나23%, 22% (Jung, 2014) , 

라 프로야구 구단은 년을 기준 총 매출액은 억 원2017 5207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모기업의 지원금과 

스폰서십 광고수입의 비중이 를 초과하고60% (Kim, 2018) 

자체 매출도 입장권수입 중계권료 라이센싱 제63%, 31%, 

품판매 로 관중 수입을 제외한 다른 수입을 통한 수익6% , 

창출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Ko, 

2018). 

이와 같이 한국 프로야구 대부분의 구단은 여전히 자본   ,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프로스포츠 마, 

케팅이 모기업의 단순 홍보 수단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를 주축으로 각 구단의 통합 마케팅이 필요하다KBO (Choi, 

다시 말해 한국 프로야구 관중 만 시대가 확실2017). , 1200

시되는 시점에서 프로야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팀의 수익

창출에 있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라이센싱 제품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티켓 . 

예매 사이트인 티켓링크가 년 프로야구 관중 분포를 분2015

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관중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 이고 연령과 성별로 구분할 경우 대 여성이 전4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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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관중의 로 가장 많아 대 남성 를 추월했23.6% 20 23.5%

다 또한(Kim, 2016). , Cho, Han, Choo, and Kim(2014), 

등의 연구에 Choo, Cho, and Han(2013), Embrain(2013) 

따르면 한국 프로야구 관람객은 평균적으로 명 정도가 같, 3

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동성친구 또는 연인과 동행하는 것이 ,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 동행한다고 한다 즉. , 과거 

남성 관람객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년대 이전과는 달리 2000

최근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관람객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차, 

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성적 소비에 초

점을 맞춘 마케팅과 소비자 니즈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비. 

자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여성 및 가족단위 소비자의 , 

구매특성이나 소비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III.� 한국�� 프로야구�라이센싱�사업�및�제품�현황

국내 프로야구 라이센싱 패션제품 현황조사는 와 각 KBO

구단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프로야구 공식 라이센싱 제품 판

매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 프로야구 

구단별 라이센싱 제품 생산 유통, , 마케팅 현황 제품 ,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먼저 와 개의 프로야. , KBO 10

구 구단 홈페이지에서 개의 라이센싱 제품 쇼핑몰을 추출22

한 다음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각 쇼핑몰에 , 2018 9 25 10 30

업로드 된 제품을 총 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3,587 . 

분석은 먼저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쇼핑몰에 대해서 오프, 

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현황과 운영사 정보 온라인 , 

쇼핑몰 제품 카테고리 및 입점 브랜드 마케팅 방식 등에 , 

대해 살펴본 다음 프로야구 라이센싱 패션제품에 대해서는 , 

아이템 종류 및 수 디자인 모티프 상징 요소의 활용 방식 , , 

등을 분석하였다 라이센싱 제품 분석은 각 분석 항목에 따. 

라 명목을 부여하고 이를 코딩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데이터 코딩과 빈도분석은 을 사SPSS 20.0

용하였다.

한1.� 국�프로야구�구단별�라이센싱�사업�현황

와 한국 프로야구 구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라이센싱 KBO 10

제품 온라인 쇼핑몰을 수집한 결과 총 개의 쇼핑몰이 구, 22

단 메인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쇼핑몰 또는 “ ” “Store”, 

마켓 이라는 카테고리로 링크되어 있으며 대부분 방문자가 “ ” , 

클릭 후에는 라이센싱 제품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

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홈구장에 . 

위치해 있으며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스 트윈스, , , LG , 

한화 이글스는 홈구장 이외에 라이센싱 협력 업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 라이센싱 제품 쇼핑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 같다Table 1 . 

는 홈페이지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마켓 이  KBO “KBO ”

라는 링크를 통해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젠서스에서 , ㈜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마켓에서는 유니폼을 비롯하. KBO 

여 의류 모자 야구 용품 등 총 가지의 제품 카테고리를 , , 9

판매하고 있고 라이센싱 패션제품 뿐만 아니라 개 KBO 10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제품들도 있었으며 쇼핑몰에서 진행, 

하는 이벤트나 할인 등은 없었다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브랜. 

드의 라이센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 ㈜

케이엔코리아 네포스 루틴스포츠 등 개 FSSNL, , , 13㈜ ㈜ ㈜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다. 

기아 타이거즈 공식 오프라인 쇼핑몰은 마제스틱타이거즈   ․
샵이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라커디움 샵이 서울 동대문에 있, 

다 온라인 쇼핑몰은 타이거즈 홈페이지 상단 . “Fan Service” 

카테고리 내 또는 화면 오른쪽 하단의 쇼핑몰 메뉴 클릭 “ ” 

후 전환된 화면에 제시된 링크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 샵으

로 들어갈 수 있다 쇼핑몰은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각. , , 

종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인 케이엔, ㈜

코리아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타이거즈 샵에서는 . 

유니폼을 비롯해 의류 모자 야구 용품 등 총 가지의 제품 , , 7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밖에도 라이센싱 제품 개발 업체인 마

제스틱 브랜드 제품도 판매되고 있으며 기념상품 예약 판, 

매 기념구 출시 출석체크 이벤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 , , 

생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 

핑몰에서는 마제스틱과 케이엔코리아 제품을 중심으로 ㈜ ㈜

스킨스 에이앤비디 등의 브랜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 ㈜ ㈜

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 

몰 외에 타 구단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라이센싱 제품 

쇼핑몰인 인터파크 게임웨어 루틴 스포츠 쇼핑몰에서도 기, , 

아 타이거즈의 유니폼 액세서리 문구류 등의 라이센싱 제, , 

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넥센 히어로즈 오프라인 쇼핑몰은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  

돔에 위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넥센 히어로즈 홈페이. 

지 상단 오른쪽 링크를 통해 인터파크 샵으로 “Shop” MD

들어갈 수 있고 온라인 티켓 예매 및 공연 컨설팅 스포츠 , , 

마케팅 업체인 인터파크를 통해 운영 및 관리 되고 있다. ㈜

쇼핑몰에서는 유니폼을 비롯하여 의류 모자 야구 용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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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지의 제품 카테고리가 있고 별로도 진행하고 있는 이8

벤트나 할인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에서는 인. ㈜

터파크 자체 제작 제품과 루틴 스포츠 핸드허그 등 , 7㈜ ㈜

개 브랜드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두산 베어스 오프라인 쇼핑몰은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에   

위치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은 두산 베어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클릭 후 전환된 화면에 제시된 링크들을 “Shop” 

통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다 제시된 쇼핑몰은 총 . 

곳 두산베어스위팬 두산베어스네포스 인터파크 샵10 ( , , MD , 

베어스타 게임웨어 베이스인 스코페 르마스카 루틴 스포, , , , , 

츠 비프루브 으로 프로야구 구단 중 가장 많은 쇼핑몰이 링, )

크되어 있었다 먼저 두산베어스위팬은 국내외 프로스포츠 . , 

선수단 용품, 디즈니 마블 픽사 컨(Disney), (Marvel), (Pixer) 

텐츠 등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유통 업체인 위팬 ㈜

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고 유니폼 의류, , , 

모자 잡화 및 기타 콜라보레이션 등 가지의 제품 카테고, , 6

리가 판매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할인 ,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베어스네포스는 국내 프로 . 

스포츠 월드컵 등의 상품화 및 서비스 업체인 네포스에 , ㈜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의류 모자 야구 용품 응원 , , , , 

용품 등 가지의 제품 카테고리가 있고 쇼핑몰에서는 두산 4

베어스뿐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 라이센싱 제, MLB, NPB 

품들도 같이 판매되고 있다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판매 이벤. 

트는 없지만 가격할인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터파크 샵은 인터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의류 모MD , ㈜

자 피규어 응원 용품 등 총 가지의 제품 카테고리가 판매, , 6

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는 인터파크 자체 제작 제품과 , ㈜ ㈜

핸드허그 피규어인 루틴스포츠 등 개 브AXAP9, , , 10㈜ ㈜ ㈜

랜드가 입점해 있다 그 외 쇼핑몰들은 각 운영 업체의 제. 

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의 베어스타는 핸, LNK㈜

드폰 케이스 주 의 게임웨어는 팔찌 열쇠고리 스티, ( )TAS , , 

커 핸드허그의 베이스인은 문구류 인터내셔날의 스, , EH㈜ ㈜

코페는 래시가드 르마스카의 르마스카는 페이스 마스크, , ㈜

루틴스포츠의 루틴스포츠는 모자 액세서리 생활용품, , , ㈜ ㈜

코스모코스의 비프루브는 화장품이 주요 라이센싱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자이언츠 오프라인 쇼핑몰은 네포스 자이언츠 샵과   

자이언츠 샵이 사직 야구장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 쇼ATC . 

핑몰 메뉴는 롯데 자이언츠 홈페이지 오른쪽 스크롤바 쪽에 

있고 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이언츠 샵 운영안내와 

유니폼 이벤트 홍보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화면에 “1+1” . 

제시된 쇼핑몰 메뉴를 통해 연결된 온라인 쇼핑몰은 한미 ․

프로야구 제품 라이센싱 제품 전문 업체인 에서 , FSSNL㈜

운영하는 롯데 자이언츠 샵으로 유니폼 의류 모자 아동 , , , , 

용품 생활 용품 응원 용품 등 개의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 , 8

하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샵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유니폼 . 

이벤트 클리어런스 세일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1” , 

있었으며 오프라인 쇼핑몰이 운영 업체에 따라 곳으로 나, 2

뉘어 있는 반면 온라인몰은 의 제품뿐만 아, FSSNL ATC ㈜

니라 네포스 카파코리아 등 개 브랜드가 입점하여 제, , 5㈜ ㈜

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홈페이지에 링. 

크되어 있는 쇼핑몰 외에 타 구단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

던 라이센싱 제품 쇼핑몰인 인터파크 게임웨어 베이스인, , , 

루틴 스포츠 쇼핑몰에서도 의류 액세서리 문구류 등의 라, , 

이센싱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라이온즈 오프라인 쇼핑몰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  

크와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라이온즈 팀 스토어 고속도로 , 

칠곡 휴게소에 있는 삼성 라이온즈 스토리 샵까지 총 곳이 3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오. 

른쪽 아래의 쇼핑몰 카테고리 클릭 후 전환된 화면에 제시

된 개의 쇼핑몰 링크들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수 2

있는데 첫 번째 빈폴 아웃도어 제일 쇼핑몰, (Beanpole) / F&S 

은 삼성 그룹 계열사인 제일 가 운영하는 곳으로 유F&S , ㈜

니폼 의류 모자 액세서리 야구 용품 기타 등의 제품을 , , , , ,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들이 제일 의 빈폴F&S㈜

브랜드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eanpole) . 

제시된 라이온즈 팀 스토어는 대구의 스포츠 용품 업체인 

플레이위즈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유니폼 의류 모자, , , , ㈜

액세서리 야구 용품 응원 용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용품, , 

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빈폴 브랜드 제품을 비롯해서 루틴, ㈜

스포츠 네포스 르마스카 핸드허그와 애경 , , , S.T, ㈜ ㈜ ㈜ ㈜ ㈜

행남자기 등 총 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그리30 . 

고 삼성 라이온즈 또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 

외에 타 구단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쇼핑몰인 게임웨어, 

르마스카 루틴 스포츠 쇼핑몰에서도 액세서리 페이스 마스, , 

크 문구류 등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와이번스 오프라인 쇼핑몰은 인천 행복드림구장   SK SK 1

층과 층에 와이번즈 샵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 2 .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 또는 홈페이지 오른쪽 메인 화면에 , 

제시된 라이센싱 제품을 클릭하면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와이번스가 직접 운영하고 . SK㈜

있으며 유니폼 의류 모자 기념 상품 야구 용품, , , , , , 마블 디, 

즈니 캐릭터가 활용된 콜라보 제품 등 개 카테고리의 제품7

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샵에서는 신규 회원 할인 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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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쿠폰 지급 매달 구매 금액이 높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 

선수 엠블럼 패치 유니폼 등의 사은품 증정 등의 다양한 ,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점 브랜드로는 와이번, SK㈜

스를 중심으로 인터내셔널 크레브 나라홈데코 C&J , , ㈜ ㈜ ㈜

등 개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홈페이지에 6 .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외에 타 구단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쇼핑몰인 게임웨어 루틴 스포츠 쇼핑몰에서도 패션 액, 

세서리 문구류 응원 용품 등의 라이센싱 제품들이 판매되, ,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노스 공식 오프라인 쇼핑몰은 마산종합운동장에   NC 

다이노스 어센틱 샵과 다이노스 팬샵이 위치해 있NC NC 

고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온라인샵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엔. ㈜

씨다이노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유니폼 의류 모자 야, , , , 

구 용품 응원 용품 액세서리 등 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 , 9

매하고 있다 온라인 샵에서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 

고 있고, 태림어패럴의 카미스타와 ㈜ 의 브랜FSSNL ATC ㈜

드의 제품만이 있으며 다이노스의 제품은 공식 온라인 , NC 

쇼핑몰 외에 게임웨어 쇼핑몰에서도 패션 액세서리와 같은 

제품들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윈스 오프라인 쇼핑몰은 잠실야구장에 트윈스   LG LG 

샵과 트윈스 데상트 샵 헬로 트윈스 샵 종합운동장에 헬로, , 

트윈스 샵 동대문에 라커디움 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 왼쪽 상단 상품몰 카테고리의 “ ” 

트윈스 샵 헬로트윈스 샵 트윈스 데상트 샵 트윈스 , , ,  LG 

멤버십 패밀리몰 등 개의 세부 메뉴를 클릭해서 각각의 쇼4

핑몰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트윈스 멤버. LG 

십 패밀리몰은 연간유료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로, 

전자 생활건강 등 계열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LG , LG LG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트윈스 라이센싱 제품을 . LG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트윈스 샵은 , 

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의 브랜FSSNL , FSSNL ATC, 47 ㈜ ㈜

드를 비롯해서 제닉스크리에이티EC Global, TAX, ㈜ ㈜ ㈜

브 등의 업체가 입점하여 유니폼을 비롯해서 의류 모자 아, , 

동 용품 생활 용품 응원 용품 등 개 카테고리 제품을 판, , 8

매하고 세일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헬로트윈스 샵은 나라홈데코에서 운영하는 곳. ㈜

으로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헬로 키티(Micky Mouse), 

마블 스타워즈 컨텐츠 캐릭터들(Hello Kitty), , (Star Wars) 

을 활용한 유니폼 의류 모자 생활 용품 아동 용품 등을 , , , ,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엔코리아의 . ㈜ 트윈스 데상트 샵

은 트윈스 유니폼 의류뿐만 아니라 데상트 스포츠 의LG , 

류와 야구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트윈스 라이. LG 

센싱 제품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외에 인터파크 샵 루MD , 

틴스포츠 쇼핑몰에서도 유니폼과 문구류 제품들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 오프라인 쇼핑몰은 수원 위즈 파크에   KT KT KT 

위즈 샵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위즈 샵으로 이동할 “wiz mall” KT 

수 있게 되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라이센싱 제품 구입과 . 

경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예약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타 구. 

단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라이센싱 제품은 구매 후 수령 

방법을 배송 또는 홈구장에서 직접 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

고 음식주문은 소지하고 있는 티켓을 등록한 후 쇼핑몰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관람좌석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

이다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위즈 어플리케이션 위잽. KT 

에 탑재된 기능으로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문이 (wizzap)

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의 서비스가 프로2017 320% KT ICT 

스포츠에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Hwang, 2018). 

위즈 샵은 위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KT ㈜

있고 유니폼 의류 모자 야구 용품 잡화 문구 등 가지 , , , , , , 8

제품 카테고리가 있으며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할

인 등은 없었다 그리고 위즈 라이센싱 제품은 공식 온. KT 

라인 쇼핑몰 외에 게임웨어 루틴스포츠 쇼핑몰에서도 액세, 

서리와 문구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화 이글스 공식 오프라인 쇼핑몰은 한화생  , 

명 이글스 파크에 한화 이글스 샵 서울 동대문에 라커디움, 

이 있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메뉴를 클릭해서 한화 이글스 라커디움 샵으로 이동“shop” 

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케이엔코리아에 의해 독점적. ㈜

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유니폼 의류 모자 잡화, , , , , 

응원 용품 등 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7 . 

인 샵에서는 사은품 증정 이벤트 출석체크 이벤트 가격 할, , 

인을 진행하고 있고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주얼리 제품을 런칭(Swarozski)

하는 등의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화 라이센싱 . 

제품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외에 게임웨어 베이스인 루틴, , 

스포츠 등의 쇼핑몰에서도 패션 액세서리 문구류와 같은 제, 

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2.� �프로야구�라이센싱�패션제품�현황

와 개의 프로야구 구단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개KBO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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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Licensed� Product� Shopping�Mall� of� Korea� Professional� Baseball� Team

Pro-�
baseball�
Team

Off-line�
Shop

On-line� Shopping�Mall�
&� Operator

Categories Brands� in� Shopping�Mall

KBO -
Xanthus, Inc.

(www.kbomarket.com)

Uniform, Clothing, Hat, Baseball 

Equipment, Accessories,Cheering 

Supplies, Children's Goods, 

Miscellaneous Goods, Books

Daewonmedia, EC Global, FSSNL, 

Graypoint, KBO, Keien Korea, 

NEPOS,  NineBridge, RU:TI:N 

Sports, Skyline, ST Korea, 

Vapur(US), WeFAN

KIA

Tigers

(Gwangj

u)

Majestic & 

Tigers

(Home 

stadium)

․
Lockerdium

(Dongdaem

un)

Keien Korea, Inc.

(www.tigersshop.kr)

Uniforms, Clothing, Hats, Baseball 

Equipments, Cheering Supplies, 

Household Goods, 

Commemorative Goods,Majestic

Majestic, Keien Korea,

SKINS, ANBD

Interpark,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Uniforms, Hats Keien Korea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GameWear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Phiaton

Nexen

Heroes

(Seoul)

Heros 

Shop

(Home 

stadium)

Interpark, Inc.

(ticket.interpark.com/contents/Pr

omotion/MDShopList?dispNo= 

001780002001)

Hats, Clothing, Marking Kits, 

Cheering Supplies, Baseball Goods, 

Miscellaneous Goods, Promotion 

Products

Handhug, Hookcompany, 

Interpark, Jaen Sports, Jeiseon 

Headwear, Pansydaisy, RU:TI:N 

Sports.

Doosan

Bears

(Seoul)

Bear 

House

(Home 

stadium)

WeFAN, Inc.

(www.doosanbearswefan.shop)

Authentic, Clothing, Hat, 

Miscellaneous and Other, 

Collaboration, Winning Items, 

Outlet

WeFAN

NEPOS, Inc.

(doosanbearsnepos.com)

Clothing, Hats, Baseball 

Equipment, Cheering Supplies
NEPOS

Interpark, Inc.

(ticket.interpark.com/contents/Pr

omotion/MDShopList?dispNo=0

01780002008)

Hats, Figures, Clothing, Cheering 

Supplies, Miscellaneous Goods, 

Children's items

AXAP9, Cosmocos, EH 

International, Figurein, Handhug, 

Washin Koreavision, Interpark, 

Pansydaisy, RU:TI:N Sports, Sentrol
LNK, Inc. : Bear Star

(smartstore.naver.com/seveneigh

th)

Cell Phone Case, 

I COS & LiL Case
LNK

Gamewear, TAS, Inc.

(www.wearthegame.co.kr)

Bracelet, Keychain, Necklace, 

Tattoo/Nail Sticker, Diffuser, 

Mirror, Pouch, Cell Phone Case, 

Hairband, Scarf, Card Holder 

GameWear

Base-in. Handhug, Inc., 

(smartstore.naver.com/base-in)
Stationery, Household Goods Handhug

EH International, Inc. SCOPJE

(smartstore.naver.com/skopje/pr

ofile)

Lashguards, Slippers, Pouches, 

Scopje Products
EH International

Le Maska, Inc.

(smartstore.naver.com/lemaska)
Face Mask Le Maska

RU:TI:N Sports, Inc.

(smartstore.naver.com/routinesp

orts) 

Cosmocos, Inc., Vprove,

(www.vprove.co.kr)

Hats, Food, Accessories, 

Household Goods, Stationery, 

Clothing, Cheering Supplies, 

RU:T:N Sports Products

Cosmetic

RU:TI:N Sports, Phiaton

Cosmo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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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Pro-�
baseball�
Team

Off-line�
Shop

On-line� Shopping�Mall�
&� Operator

Categories Brands� in� Shopping�Mall

Lotte 

Giants

(Busan)

ATC shop,

Nepos 

shop

(Home 

stadium)

Giants Shop, FSSNL, Inc.

(www.lottegiantsshop.com)

Uniforms, Hats, Clothing, 

Children's Items, Household 

Goods, Cheering Supplies, 

Baseball Goods, Accessories

FSSNL(ATC, 47), Kappa korea, 

Narahomedeco, NEPOS, Shiro&Maro

Interpark,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Clothing, Hats, Baseball 

Equipment, Cheering Supplies
NEPOS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Tattoo/Nail Sticker, Diffuser 
GameWear

Base-in. Handhug,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Handhug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Cheering Supplies Phiaton

Samsung 

Lions

(Daegu)

Lions Team

Store

(Home 

stadium)

․
Team Store

(Shinsegae 

daegu)

Cheil F&S, Inc.

(www.samsunglionsshop.com)

Uniforms, Clothing, Hats,  

Accessories, Baseball Goods
Cheil F&S(Beanpole Sports)

Playwiz Co., Ltd. Samsung lions 

Mall (samsunglionsmall.com)

Uniforms, Clothing, Hats,  

Baseball Goods, Cheering 

Supplies, Accessories, 

Pet Supplies

AAUXX, AekyungS.T, Bandya, C&H, 

Casemaker, CheilF&S(Bean pole), 

Clickdesign, Design kwangin, EX 

Sports, Friends, Haengnam, 

Handhug, Hanjookorea, Hyunjin, JH 

Co, KBF, Kuvtoy, Ladoucekorea, Le 

Maska, Living Towel, Myungsung, 

NEPOS, RU:TI:N Sports, Samjin 

Fiber, Samsung Lions, Seoulmulsan,

Sungwom, Thenewcase, Unique, 

Withyou 

Samsung 

Lions

(Daegu)

․
Samsung

Lions Story 

shop

(Chilgok 

Rest Area)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Diffuser
GameWear

Le Maska,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Face Mask Le Maska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Phiaton

SK 

Wyverns

(Incheon)

Wyverns

Shop

(Home 

stadium)

SK Wyverns, Inc.

(www.wyvernsshop.co.kr)

Uniforms, Clothing, Hats,  

Baseball Goods, Miscellaneous 

Goods, Collaboration

C&J International, Creve, 

Narahomedeco, Saesidae Sports, 

SCHUTT Sports, SK Wyverns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GameWear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Cheering Supplies, 

RU:T:N Sports Products
Phiaton, RU:TI:N Sports

NC Dinos

(Cang

won) 

NC Dinos

Shop

(Home 

stadium)

NC Dinos, Inc. 

(shop.ncdinos.com)

Uniforms, Clothing, Hats,  

Baseball Goods, Cheering 

Supplies, Accessories, 

Household Goods, Stationery, 

Promotion Products

Taerimapparel Co., LTD.(KAMISTA), 

FSSNL(ATC)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Tattoo/Nail Sticker, Diffuser, Cell 

Phone Case, Hairband, Scarf, 

Card Holder 

Gam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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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제품 쇼핑몰에 업로드된 제품 총 개를 수집3,587

하고 아이템 종류 및 수 디자인 모티프 상징 요소의 활용 , , 

방식 가격 등을 분석하였다 아이템 종류는 의류 모자 액, . , , 

세서리 문구 야구 용품 생활 용품 응원 용품 기타로 구, , , , , 

분하였는데 이 중 모자는 액세서리 범주에 속해 있으나 분, 

석 결과 단일 아이템으로 비중이 매우 크고 의류의 유니폼, 

에도 속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단독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 와 개의 프로야구 구단별 판매 제품 수를 KBO 10

살펴본 결과 두산 베어스의 라이센싱 제품이 개, 941 (26.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롯데 자이언츠 개451

한화 이글스 개 순으로 높았고 그 다(12.6%), 380 (10.6%) , 

음으로 위즈 기아 타이거즈 다이노스 와이번KT , , NC , SK 

스 삼성 라이온즈가 대로 유사한 빈도였지만, 7%-8% , LG 

트윈스나 넥센 히어로즈는 여개 정도의 수준으로150 , 4% , 

구단별 라이센싱 제품 개발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  

라이센싱 제품의 카테고리를 조사한 결과는 와   Figure 2

같이 어센틱 유니폼과 레플리카 티셔츠 점퍼 등의 의류가 , , , 

개 모자 개 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1,131 (31.5%), 750 (20.9%) , 

는 액세서리 문구류 야구 용품 생활 용품 응원 용품 순이, , , , 

었다 즉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카테고리에서 의류. , , 

모자 액세서리와 같은 패션 제품이 총 개로 전체 제, 2,456

품의 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센싱 68.5% . 

제품의 아이템 종류는 과 같이 여 종이 라이센Figure 3 , 90

싱 제품들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전체적. , 

으로는 모자가 개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50 (20.9%)

그 다음으로는 티셔츠 어센틱 유니폼 와펜이나 패치 점퍼, , , 

나 재킷과 같은 아우터 레플리카 유니폼 야구공 순으로 높, , 

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어센틱 유니폼은 프로 선수들이 입는 . 

Table� 1.� Continued

Pro-�
baseball�
Team

Off-line� Shop
On-line� Shopping�Mall�

&� Operator
Categories Brands� in� Shopping�Mall

LG

Twins

(Seoul)

LG Twins

Shop(Home 

stadium)․
Descente 

Shop(Home 

stadium)․
HelloTwins 

Shop(Home 

stadium, 

Dongdaemun)․
Lockerdium(Do

ngdaemun)

FSSNL, Inc. Twins Shop

(www.lgtwinsshop.com)

Uniforms, Clothing, Hats,  

Children's Items, Household 

Goods, Cheering Supplies, 

Baseball Goods, Accessories

FSSNL(ATC, 47), EC Global, TAX, 

Xenics Creative

Narahomedeco, Inc. Hellotwins

(www.hellotwins.co.kr)

Uniforms, Clothing, Hats,  

Household Goods, 

Miscellaneous Goods, 

Children's Items

Narahomedeco

Keien Korea, Inc. Twins 

Descente Shop 

(twins.lockerdium.co.kr)

Uniforms, Clothing, 

Descente Products
Keien Korea(Descente)

Interpark,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Uniforms Keien Korea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Phiaton

Hanwha 

Eagle

(Daejeon)

Hanwha 

Eagles

Shop(Home 

stadium)

․
Lockerdium

(Dongdaemun)

Keien Korea, Inc. Hanwha 

Eagles Shop 

(eagles.lockerdium.co.kr)

Uniforms, Clothing, Hats,  

Miscellaneous Goods, Cheering 

Supplies, Commemorative 

Goods, Baseball Goods, 

Keien Korea, Swarovski

Gamewear, TA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Bracelet, Keychain, Necklace, 

Diffuser 
GameWear

Base-in. Handhug,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Handhug

RU:TI:N Sports, Inc.

No link to Baseball team 

website

Stationery Phiaton



9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3 2

Figure� 1.� Number� of� Licensed� Products� by� Korea� Professional� Baseball�N(%)

Figure� 2.� Categories� of� Licensed� Products� of�
Professional� Baseball�N(%)

것과 크기 재질 모양이 같은 유니폼을 말하고 레플리카 , , , 

유니폼은 스타일과 외관에서는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과 동

일하지만 보다 저렴한 재질과 디테일을 활용하여 어센틱 유, 

니폼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품 . 

카테고리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템 종류를 분석한 결과 의류, 

는 티셔츠 어센틱 유니폼 아우터 레플리카 팬츠 액세서, , , , , 

리는 와펜 또는 패치 헤어밴드 또는 헤어핀 팔찌 배지 가, , , , 

방 선글라스 등 문구류는 장난감 모바일 케이스 열쇠고, , , , 

리 스티커 자석 등 야구 용품은 야구공 야구 글러브 배, , , , , 

트 또는 배트 세트 등 생활 용품은 컵 쿠션 담요 등 응원, , , , 

용품은 응원 타월 스틱 스카프 등이 있다, , . 

앞서 분석한 제품 카테고리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의  , 

류와 모자 아이템의 사용자 타깃을 조사한 결과는 Figure 4, 

와 같이 의류는 성인복이 개 유 아동복이 5 , 914 (80.8%), · 217

개 이며 성인복 중에서는 유니섹스 웨어가 개(19.2%) , 867

로 대부분이고 여성복은 개 만이 있었다 그(76.7%) 41 (3.6%) . 

리고 모자는 성인용이 개 유 아동용이 개619 (82.5%), · 131

이며 성인용 중에서 여성용은 개 만이 나타(17.5%) , 17 (2.3%)

났다 즉 성인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 , 

의류와 모자는 많았지만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야구 라

이센싱 제품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하였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젊은 여성 관중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한국 프로야구 관람객이 대부분 동성친

구 또는 연인 가족 등과 동행하고 있음, 에도 프로야구 라이

센싱 의류 및 모자류 중 여성용 제품이 에 불과한 것3.1%

은 미국의 년 월 기준 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MLB(2018 11 )

성용 라이센싱 유니폼이 전체 유니폼 개 중 개4,384 574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못 미치는 수(13.1%) , 

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헤어밴. , 

드나 헤어핀을 비롯해서 한화 이글스의 주얼리 등 여성용 

제품들이 판매 되고 있지만 의 원피스 반바지 스커, MLB , , 

트 수영복 잠옷 등의 의류와 모자 신발과 양말 커스터마, , , , 

이징이 가능한 주얼리 시계 제품까지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 

위한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라이센싱 제품이 판매되고 있

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들이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다양하면서도 트렌디한 제품이 더 개발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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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tems� of� Licensed� Products� of� Professional� Baseball N(%)

Figure� 4.� User� Types� of� Licensed� Clothing� of�
Professional� Baseball�N(%)

Figure� 5.� User� Types� of� Licensed� Hat� of�
Professional� Basebal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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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디자인에 활용된 이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과 같이 프로야구 구단 로고나 심Figure 6 , 

볼 마스코트 엠블럼 선수와 같은 공식적인 팀 상징 이미, , , 

지만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개 공식적인 팀 2,013 (56.1%), 

상징 이미지와 유니폼 브랜드나 스폰서 로고 포로로나 디즈, 

니 마블 등의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개, 1,46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 활(40.7%) . 

고 있는 경우에는 로고를 활용한 제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볼을 활용한 제품 선수 캐릭터나  (Figure 8), 

사인 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마스코트를 활용한 제품, , 

로고와 엠블럼을 활용한 제품 로고와 마스코트를 활용한 제, 

품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팀 상징 이미지와 그 외 . 

이미지들을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심볼과 그 외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디자인에 활용된 이미지 중 공  , 

식적인 팀 상징 이외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과 같이 유니폼 브랜드 로고나 심볼이 활용된 제품Figure 7 ,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야구 구단의 (Figure 9), 

스폰서 로고 또는 심볼이 활용된 경우 만화 캐릭터인 포로, 

로나 크롱 보노보노 너부리 캐릭터와 디즈니 미키 마우스, , 

도날드덕 푸우 마블의 스파이더맨 (Figure 10), , , (Figure 

Figure� 6.� Design�Motives� on� Licensed� Clothing� of� Professional� Baseball�N(%)

캡틴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팬서 등의 캐11), , , (Figure 12) 

릭터가 활용된 경우 구단 로고를 변형한 타이포그래피 구, , 

단 설립연도 와이번스의 가을 동화 타이포그래피, SK ‘ ’ 

기아 타이거즈의 챔피언스필드 이미지(Figure 13), (Figure 

두산 베어스의 반달곰 마크 등 구단을 연상하게 하는 14),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야구공이나 배트 모자 등과 관련된 , , 

타이포그래피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롯데 자이언츠의 부, ‘

산 마 구도부산 타이포그래피 갈매기 광안대교’, ‘ ’, ‘ ’ , , (Figure 

와이번스의 인천 타이포그래피 등의 구단 연고지15), SK ‘ ’ 

와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순이었다.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중 소비자 니즈에 따라 대량 맞  

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은 과 같이 개Figure 16 260

로 모두 어센틱 유니폼과 레플리카의 경우에서만 나(7.2%) , 

타났다 의류 제품 중 개의 어센틱 유니폼과 레플리카의 . 260

경우 유니폼에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선수나 개인 맞춤 마, 

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선수의 배번이나 이름 마킹 서비스만을 제(Figure 17), 

공하는 것이 개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35 (51.9%) , 

선수와 개인 마킹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 선수 마킹과 , 

캡틴 스폰서 패치를 선택해서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캡틴 스폰서 패치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순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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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on-B.I� Design�Motives� on� Licensed� Clothing� of� Professional� Baseball� �N(%)

Figure� 8.� Doosan� Bears�
Logo,� Symbol� T-Shirts� &� Cap

(www.doosanbears

wefan.shop)�

Figure� 9.� LG� Twins�
Descent� T-Shirts

(twins.lockerdium.co.kr)

Figure� 10.�Micky� Mouse� LG� Twins�
T-Shirts� &� Doosan� Bears� Cap

(www.hellotwins.co.kr, 

www.doosanbearswefan.shop)

Figure� 11.� SK�Wyverns
Spiderman� Toy�&�Cheer� Towel

(www.wyvernsshop.co.kr)

Figure� 12.�
LG� Twins� Ironman� &� Star� Wars�

Replica
(www.hellotwins.co.kr)

Figure� 13.�
SK�Wyverns�

가을�동화“ ”� Uniform
(www.wyvernsshop.co.kr)

Figure� 14.�
KIA� Tigers� Champions�

Field� T-Shirts
(www.tigersshop.kr)

Figure� 15.�
Lotte� Giants� Seagull,� Gwangan�

마Bridge� T-Shirts� &� “ !”� Towel
(www.lottegiantsshop.com)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 서비스의 가격은 추가금액이 없는 경. 

우도 있었지만 마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전, 

사지를 이용하여 열 접착하여 찍는 방식인 얼트 프레스 마/

킹은 만 천원에서 만 천원 내외 자수 마킹은 만원 이1 5 1 8 , 2

었다.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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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과 같이 만원 만원 미만이 개Figure 18 1 -5 1,90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원 미만이 만(53.0%) , 1 , 5

원 만원 미만이 만원 만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10 , 10 -15

났고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의 평균 가격대는 만원대 인 , 3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중 . 비중

이 높게 나타난 의류와 모자의 가격대와 그 외 제품의 가격

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류는 , 와 같이 만Figure 19 5

원 만원 미만이 개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10 536 (47.4%) , 

는 만원 만원 미만 만원 만원 미만 순이었으며 평1 -5 , 10 -15 , 

균 가격대는 만원대로 에센틱 유니폼이나 아우터 레플리6 , , 

카 등으로 인해 의류 제품의 가격대가 그 외 제품보다 높게

Figure� 16.�
Mass� Customizationon� Licensed� Products�  N(%)

Figure� 17.�
Types� of�Mass� Customization� on� Licensed� Products�N(%)

Figure� 18.� Price� of� Licensed� Fashion� Products� of�
Professional� Baseball�N(%)

Figure� 19.� Price� of� Licensed� Cloths� of�
Professional� Baseball N(%)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자. 는 만원 만원 1 -5

미만이 개 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가격대는 736 (98.1%)

만원대로 나타났다 그 외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들의 가2 . 

격대는 만원 만원 미만 만원 미만이 유사한 빈도로 높1 -5 , 1

게 나타났고 평균 가격대는 만원대로 분석되었다1 . 

이상의 연구 결과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들은   , ㈜

루틴스포츠 케이엔코리아 네포스 등의 스포, , FSSNL, ㈜ ㈜ ㈜

츠 용품 업체와 라이센싱 협약을 통해 개발되고 있고 제품 

판매 또한 와이번스 다이노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 SK , NC 

구단이 라이센싱 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라이센싱 제품들은 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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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공식 쇼핑몰 이외에도 인터파크 게임웨어 베이, , 

스인과 같은 쇼핑몰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었고 공식 쇼핑

몰에서는 운영 업체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양한 브랜드에서 제조한 라이센싱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에 제시된 . 

공식 쇼핑몰이 가장 많았던 두산 베어스는 라이센싱 제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같은 , 

상품이 중복적으로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케팅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 

분 가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이벤트나 타, 

깃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구단별 라이센싱 제품 개발의 편차가 , 

크고 제품의 종류는 약 여 종으로 의류 모자 액세서리90 , , , 

와 같은 패션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의류와 모자의 경우 성인 남성과 여성이 공통. , 

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류와 모자는 많았지만 여성을 위

한 특화된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 

품에 구단의 상징성이 내재된 와 구단 또는 연고지를 연B.I

상할 수 있는 상징 요소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만 경우에 , 

따라 디즈니 또는 마블 스타워즈 포로리 등 구단과는 무관, , 

한 캐릭터 모티브가 과도하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한국 프로

야구 구단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제품도 판매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야구�라이센싱�패션제품�디자인�개발�IV.�

디자인�기획1.�

Authentic

Uniform

�

One-piece

� �

T-Shirts & Cap

�

Fashion Accessory

�

Magnets, Cheer Stick

Figure� 20.� Licensed� Products� of� KIA� Tigers� Baseball� Team
(www.tigersshop.kr)

앞서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 , Ⅲ

제품의 경우 여성용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보완하

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중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센싱 패션

제품을 개발하였다 기아 타이거즈는 개 프로야구 구단 . 10

중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위즈에 , , , KT 

이어 번째로 많은 라이센싱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타 계5

열사 의존도가 이상이며 년에서 년까지의 50% , 2015 2017

구단 매출액의 증가추세가 높지 않다는 점 여(Kim, 2018), 

성용 의류 제품 비중이 에 불과하다는 점들을 고려하1.0%

여 디자인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아 타이거즈의 . 293

개 라이센싱 제품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품 카테고리는 , 

의류가 개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구류117 (39.9%) , 

모자 액세서리 순으로 세부 아이템으로는 어센틱 유니폼 , , 

개 이 가장 많고 티셔츠 모자 야구공 머리띠 순55 (18.8%) , , , , 

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의류와 (Figure 20). 모자 아이템

의 사용자 타깃은 남녀 공용이 개 로 대부분을 144 (92.3%)

차지했다. 제품 디자인에 활용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

인 팀 상징 이미지와 스폰서 제조업체 로고 등의 그 외 이, 

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개 공식적인 팀 상징 152 (51.9%), 

이미지만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개 로 높게 나117 (39.9%)

타났다 공식적인 팀 상징 이미지만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로고와 캐릭터가 각각 개 로 가장 많았고 팀 36 (12.3%) , 

상징 이미지와 그 외 이미지들을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심볼과 그 외 이미지를 활용 제품 로고와 그 외 이, 

미지를 활용한 제품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 

들이 타이거즈와 관련된 디자인 모티브를 활용했지만 KIA 

공식적인 로고가 아닌 변용된 타이포그래피B.I “TIGERS” 

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 . 

중 소비자 니즈에 따라 대량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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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모두 어센틱 유니폼과 레플리카에서만 가능했고 제품

의 가격대는 만원 만원 만원 미만 만원 만원 순이1 -5 , 1 , 5 -10

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센싱 패션 제  

품 개발은 여성용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팀을 상징,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디자인이 다소 단조롭고 팀 관련 색채나 로고가 아닌 변용, 

된 디자인 모티브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특히 여성용 패션 라이센싱 제. , 

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최근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관람객이의 비율이 특히 대 여성이 전체 관중의 43.1%, 20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23.6% (Cho et al., 2014; Choo et 

al., 2013; Embrain; 2013; Kim, 2016), 티셔츠 모자 응, , 

원 도구 등의 패션 아이템의 선호도와 판매율이 높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Cho & Kim, 2010; Kim & Lee, 2009; 

Kong, 2012; Yoon & Choi, 2013) 따라서. , 기아 타이거즈

의 라이센싱 제품 개발은 구단의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B.I 

라 구단 야구 연고지를 연상할 수 있는 모티프를 , , Table 2

와 같이 수집하고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Table 3

과 같이 텍스타일을 디자인한 다음 여성용 패션 의류 액세, , 

서리 응원 용품을 디자인하였다, .

디자인�개발2.�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센싱 패션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제, 

품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을 과 같이 개Table 3

Table� 2.� Design�Motive� Collection

B.I Baseball� Team�Motive BaseballHome�Motive․

Logo Symbol Players Baseball

  

Mascot Emblem Slogan Home GraoudSupporters․ ․ Gwangju

   
  

                                                                                    (www.tigersshop.kr)

발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은 기아 타이거즈의 정체성. 

과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고 심볼 마스코트와 엠블, , 

럼 등의 를 비롯하여 선수와 슬로건 챔피언스필드 대표 B.I , , , 

구호인 최강 기아 야구 관련 이미지 기아 타이거즈의 연‘ ’, , 

고지인 광주의 로고와 타이포그래피 등을 모티프로 활용했

으며 선정된 모티프를 정형화 과정을 거친 후 패턴화하고 , , 

이를 원 리피트 로 만든 다음 반복 컬러웨이(one-repeat) , 

하여 총 종을 개발하였다(colorway) 6 .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센싱 패션 제품은 총 종을 개발하  27

였는데 디자인은 구단 로고와 심볼 마스코트와 로고 마스, , , 

코트 유니폼 색채, (Pantone Bright White, Pantone 180C, 

Pantone 534C, Pantone Cool Gray 3C, Pantone 7416C, 

등의 타이거즈 요소와 앞서 개발된 텍Pantone 1375C) B.I 

스타일 디자인을 활용하여 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의류와 20

패션 액세서리 응원 용품을 디자인하였다 패션 의류와 액, . 

세서리의 경우 제품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캐주얼과 스포, 

츠웨어를 접목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구성하고 심볼 색채 , , 

등 구단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패턴, 

자수 디테일로 적용하여 야구 경기장뿐만 아니라 운동복, , 

일상복으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자 양말. , , 

헤어 액세서리와 같은 일부 패션 액세서리와 응원 타월 페, 

이스 스티커와 같은 응원 용품들은 장식성뿐만 아니라 놀이

적 유희성을 강조하여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아

이템으로 디자인 하였다 개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여성용 패션 의류는 티셔츠 레깅스 반바지 스커트 원, , , / , 

피스를 각각 종씩 패션 액세서리는 모자 스카프 토시 양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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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ile� Designs

Design� Motive Textile� Design Use

 

     

Leggings,

Shorts. Skirt,

Hats, Socks,

Running

Sleeves

    

Shorts

        

Leggings

  

       

Scarf

말을 각각 종씩 응원 용품은 응원용 타월 종 머리띠 3 , 2 , 3

종 페이스 스티커 종 등을 과 같이 개발하였다, 2 Figure 21 . 

각 라이센싱 제품의 가격대는 기아 타이거즈 라이센싱 제품

을 비롯한 한국 프로야구 구단 라이센싱 제품의 가격대와 

유사한 범위로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슬리브리스 티셔츠, 

와 후드 티셔츠는 각각 만원 만원대 레깅스 반바지와 3 , 8 , , 

스커트는 만원대 원피스는 만원대 모자는 만원대 스카4 , 6 , 3 , 

프는 소재에 따라 면 소재는 만원대 실크는 만원대 토시 3 8 , 

만원대 양말 응원용 타월 머리띠 페이스 스티커는 만원 1 , , , , 1

미만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센싱 제품의 가격대를 현. 

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대와 다르게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제품 디자인이 다양해졌다는 이유로 가격을 높이지 

않아도 를 주축으로 각 구단의 통합 마케팅이 실시되KBO

면 품질 관리나 원가 절감, 공통 마케팅 등을 통해 마진율

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한 패션 라이센싱 제품 및 텍스타, 

일 디자인의 개발과 통합 마케팅의 실시는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의 고감성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Ⅴ

스포츠 마케팅의 중 스포츠 라이센싱 제품 판매로 인한 수

입이 스포츠 단체의 재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라이센싱 제품을 통한 수익의 창출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야구는 . 

한국의 대표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관람객의 증가와 , 

여성 관람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라이센싱 사업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한국의 프로야구 라이

센싱 제품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발 전략을 수립해보고 고

감성고부가가치 라이센싱 제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 ․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 라이, 

센싱 제품의 판매를 증대하고 나아가 프로야구 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한국 프로야구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여 품질 관리  , 

나 원가 절감, 공통 마케팅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여러 소규모 업체를 통한 제품디자인 개발로 인해 무분별한 

디자인 모티브 활용의 문제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러한 . 

독점적이거나 인증된 라이센싱 제품 유통을 통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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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Licensed� Fashion� Products� of� KIA� Tigers� Basebal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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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구단 간 이익 격차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욱 편

하게 다가갈 수 있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 기반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제품의 다양  , 

화고감성화이다. ․ 한국 프로야구 관람객이 대부분 동성친구 

또는 연인 가족 등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현재의 , 

야구 관람이 친구들 간의 화합이나 연인 또는 가족의 화목

을 위한 좋은 매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프로야구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제품 아이템의 다양화 특, 

히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트렌디한 제품이나 친구 또는 , 

가족단위의 패키지 제품 등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 한국 프로야구 응원문화를 위한 유희적 

라이센싱 제품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 라이센싱 . 

제품 중 독특성을 가지는 아이템으로는 응원도구가 있다 한. 

국 프로야구의 응원문화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화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응원문화는 다른 나라에, 

서는 보기 힘든 독한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이벤트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다면 국내뿐만 아니

라 세계의 문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프로야구 구단 중   , 

기아 타이거즈 라이센싱 패션제품은 여성용 라이센싱 패션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선행연구에서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단의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구단 야구 연고지를 연B.I , , 

상할 수 있는 모티프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러한 디자인 요

소를 활용하여 종의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이를 다양한 6

방식으로 활용하여 티셔츠 레깅스 원피스 반바지 스커트, , , / , 

스카프 토시 양말 응원용 타월 머리띠 페이스 스티커 등 , , , , , 

총 종의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센싱 패션제품을 개발해 보27

았다.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 마케팅에서 

라이센싱 제품의 역할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히 야구 구단 의 적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본원적인 마B.I

케팅 수단만으로 판매 증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재의 라이

센싱 제품 판매 초기 단계를 탈피하고 보다 심도 있고 목표 

지향적인 라이센싱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 및 판

매 환경과 제품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라

이센싱 제품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시도되

었다 이에 한. 국 프로야구 구단별 라이센싱 사업 및 유통, 

마케팅 제품 ,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프로야구 구단

의 라이센싱 패션제품을 개발한 본 연구는 여성 친구 가족, , 

단위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와 스포츠 마케

팅 현장의 마케터들에게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스포츠 구단의 수익, 

창출과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서 한국 프로야구가 발돋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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