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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와 랜드태도  행동의도와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학 경쟁력 제고를 한 실질 인 략방안의 시사 을 제공하고자 의도되었다. 이

를 해 2015년 부산지역 학태권도 회 참가 학생의 학부모 314명에 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수

행하 다. 수집된 자료를 기 로 SPSS Ver. 22를 이용한 기술통계분석과 AMOS 23을 이용한 확인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능  가치는 

랜드태도에 유의한 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태권도 회의 랜드태도

는 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대학태권도대회∣지각된 가치∣브랜드태도∣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provide an implication on the practical strategy 

method to enhance the awareness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examined the 

various relations among emotional, social, functional values along with Brand attitude and 

intentioned action of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Samples were 314 attendees of 

student and parents at the 2015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in Busan area. Collected 

data was first analys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n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was 

tested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and social values of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rand attitude, however, functional value showed no effect on intended 

action. Second, emotional, social, functional values of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ded action. Third, Brand attitude of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showed statistical relativeness with intende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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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학은 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20세기 산업화 시 의 높은 교육열로 수많은 학이 양

산 되었으나, 21세기의 출산, 인구감소는 학의 기

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학의 학  리미엄이 약

화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20세기

형 학의 인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부분의 학에

서는 학 생존과 성장에 한 기감을 느끼면서 다양

한 략의 개발과 구조 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2].

이와 같이 내・외 인 환경 변화에 침체되어있는 

학은 이미지 쇄신의 방안으로 학 랜드의 새로운 

개발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3],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며[4], 경쟁력을 높이기 해 학을 하나의 랜

드로 인식하고 있다[5]. 학을 상품 이미지로 랜드화 

하여 학이 지닌 정체성을 잠재  소비자의 감성에 호

소하는 랜딩의 의사소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학을 랜딩 한다는 것은 학의 경 에 랜드 개

념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학과의 차별화와 

비교 경쟁우 를 통해 학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략

 시스템 도입을 가리킨다[3]. 특히 최근 학들은 

학홍보를 해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6], 스포츠라는 공익성을 가지고 학의 이미지 

강화를 해 각종 스포츠 회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제품 간의 차별화가 어려워

지는 경쟁 환경 하에서 장기  경쟁우 를 선 하는데 

요한 도구로 이용되어지며[7], 경쟁 랜드에 비해 독

특하고 신뢰성  가치 있는 랜드로 인식된다[8]. 

한 물 ・인  자원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도 상

으로 쉽게 근할 수 있기에[9], 학 랜드 제고를 

한 안으로 각 받고 있다.

한편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의 주 인 가치 평가로

[10], 소비자 가치를 제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11-13]. 가치의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14-16], 소비자

행동분석의 Zeithaml[17]이 제시한 개념  정의에 기

한 상품의 효용에 한 반 인 평가가 가장 보편 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8]. 이러한 지각된 가치는 고객

의 행동단계에서 발생하며 상품 제공시 유발되는 감정

에 기인되는데, 소비과정 동안 발생하는 일련의 연상들

은 마  측면에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주요 선행 

변수이고[19], 고객은 서비스에 한 가치의 지각 후에 

반 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20].

지각된 가치를 분석하기 해 다양한 차원들의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 Gronroos[21]는 인지 , 기능  2차원

으로, Groth[22]는 인지 , 심리 , 내부 , 외부  4차

원으로, Sheth, Newman  Gross[23]는 사회 , 정서

, 기능 , 지능 , 상황  5차원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의 척도 개발에 해 연

구한 Sweeney와 Soutar[24]의 사회 , 감정 , 기능  

3가지 차원으로 랜드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계를 

분석하려하는데, Sanchez, Callarisa, Rodriguez  

Moliner[20]와 이충기, 김홍미  안 희[25]도 Sweeney

와 Soutar[24]의 지각된 가치 척도를 통해   이벤

트 연구에 용함이 확인되었다.  

특정상황에서 상에 한 반 인 감정  행동 경

향을 의미하는 랜드태도는 소비자의 랜드에 한 

총체 인 평가로 정의되며[26], 고객이 특정한 제품이

나 랜드에 해서 모두 호의 인 반응을 보일수록 그 

상품이나 랜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27].

랜드를 소유하며 사용하는 것은 지각된 가치의 효

익을 얻기 한 것으로[28], 스포츠 회이벤트에서의 

지각된 가치는 랜드태도와 연 성을 가지며, 개인이 

느끼거나 지니고 있는 호의  는 비호의 인 랜드

태도[29]는 소비자행동에 기 가 되는 요 개념이며,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측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인

식되어 사용되었다[30].

행동의도는 소비자행동과 련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의 행동을 결정짓는 일종의 계획으

로[31],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에 한 태도를 형성한 

후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내려 하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

이다[32]. 고객의 평가를 통해 생성된 행동의도는 기업

의 재무성과에까지 향을 주는 결과변수로[33], 미래

고객을 측하기 한 요한 향요인임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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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지각된 가치에 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경쟁우  확보를 한 기제로서 스포츠분야[34-36], 서

비스기업분야[37-39] 등과 척도개발[24][40] 등 다양한 

연구 근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학의 어려운 여건

이 지속되고, 스포츠 회 개최를 통한 마 이 확산

됨에도 스포츠 회이벤트 가치에 한 연구는 시작단

계에 있다. 최근 학과 련된 연구도 주로 우수 학생 

유치[41-43]나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와 련된 연구

[43][45][46], 학 홍보  로모션과 련된 연구

[47-4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의 스포츠 회이벤트가 해당 

학의 평가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각된 가치와 

랜드태도  행동의도의 향 계 분석을 통해 학 

스포츠 회이벤트를 한 내실 있는 략  시사 을 

제공하고, 성공 인 운 을 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지각된 가치에 한 연구는 고객행동을 설명하고 분

석하고자 끊임없이 연구되었고[50], 지각된 가치, 소비

자 가치, 서비스 가치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

어 왔지만[51], 일반 으로 거래 계에 있어 획득된 혜

택과 지불한 비용의 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익  투자비용에 한 고객평가[52]와 소

비자가 얻는 것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한 지각

을 근거로 해서 상품의 효용에 한 소비자의 총체  

평가[17]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의 측정에 있어 본 연구는 Sweeney와 

Soutar[24]의 기능 , 사회 , 감정  차원 3가지로 연

구를 근하려하는데, 사회  차원은 특정한 사회계층

집단과 연합된 제품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성을 

의미하며, 사회계층 이론이나 거집단 신의 확산 등

과 같은 커뮤니 이션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53]. 

감정  가치는 제품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감정 

상태에 향을 미침으로써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성을 

의미하며, 심미  제품이나 정서반응을 유발하는 서비

스다. 기능  가치에 해 Sweeney와 Soutar[24]는 경

제성과 품질이라는 속성을 포함한다고 하 는데, 고객

이 지불한 액과 얻은 서비스 품질 사이에서의 상호 

교환 계에 한 결과를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된 가치는 스포츠 회이벤트의 속성 

악뿐만 아니라 랜드태도를 설명하는 합한 선행변

수가 될 수 있다. 김화진과 한진수[54]는 서비스기업 연

구에서 지각된 가치가 랜드태도를 설명,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수임을 입증하 고, 하동 과 박은진

[55]도 호텔의 랜드가치가 소비자의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서비스제품에 해 국소비

자를 상으로 연구한 안종석[56]의 연구에서도 제품에 

한 기능  가치 인식 수 이 랜드태도에 향을 미

친다고 하 고, 곽동 [57]의 연구에서는 실용  가치

는 부분 으로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쾌락  가치는 랜드태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각된 가치와 랜드태도의 인과 계를 

학 스포츠 회이벤트에 용시켜 보면, 고객은 회의 

가치를 지각하게 되고 그에 따른 효용을 단하여 태도

를 형성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학 스포츠 회이벤트 환경에서 랜드태도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견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 사회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감정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능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행동분석에서 구매행동은 행동의도이라는 개

념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상에 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

념으로[32], 포 인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며, 연구

상이나 각 분야에 따라 그 이름도 다양하다[58]. 를 

들어,제품인 경우에는 구매의도, 반복 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재구매의도, 서비스분야에서는 재이용의

도, 장소의 경우에는 재방문의도 등으로 사용되며, 이 

모든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행동의도이

다[59].

행동의도는 기업의 재무 인 측면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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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60], 경제  사회  고객행동 두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61]. 사회  고객행동은 고객 불만표 , 구 과 

같은 행동 등이며, 경제  고객행동은   비용과 

련된 부분으로 고객의 미래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홍병숙과 나윤규[62]는 지각된 가치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요한 내  기 이 된다고 주장했고, 

Grewal, Monroe  Krishnan[63]은 지각된 획득가치와 

교환가치는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후석[64]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가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도 두 개념 간의 계성을 입

증한 다수의 연구 결과[65-68]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추할 

수 있다.

가설 4: 사회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감정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기능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랜드태도에 한 고객행동은 해당 랜드로의 선

택을 측할 수 있다. Dodds, Monroe  Goewal[69]는 

랜드태도가 상물과 련된 행동과 연결된다고 하

으며, 태도에 호의 일수록 그 랜드를 구매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하 다. 고객의 반 인 평가

인 랜드태도가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기 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고객의 랜드에 한 태도가 호의 일수록 

해당 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70-72]등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기에, 술한 

내용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랜드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술한 연구 가설들에 근거한 모형은 아래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한 상은 학태권도 회로 부산 지역 

D 학의 태권도 회 참가학생의 학부모를 상으로 

2015년 5월 9일-10일에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학부

모를 연구의 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 서비스의 구

매 의사결정을 지닌 고객이 학부모이고[78], 유소년 학

생의 학원 선택과 련한 다수의 경 , 마  연구

[73-75]들도 경제  능력을 지닌 학무모를 상으로 연

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객의 인식  행동의 향

계 연구는 실제 고객층을 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단 때문이다. 해당 회는 유치부, , , 

고등부 학생이 주로 참가하는 가족 단 의 회로 교육

된 조사원이 간단한 연구목 의 설명과 함께 참가 학생

의 학부모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 다. 총 340명

을 표집 하 으며, 그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 후기에서 신뢰도가 낮은 표본 26명의 자료를 제외

한 31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변인 범주 빈도(%)

성별 남자 124(39.5)
여자 190(60.5)

연령

20대 25(8.0)
30대 92(29.3)
40대 138(44.0)
50대 37(11.8)
60대 이상 22(7.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1(48.0)
대학교 졸업 이상 163(52.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사용된 측정 도구는 설

문지로, 지각된 가치와 련한 항목은 Sweeney와 

Soutar[24]의 지각된 가치 척도개발 연구와 Lee, Yoon, 

 Lee[77]의 이벤트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 고, 랜드태도는 

Fishbein과 Ajzen[68]의 랜드 연구와 행동의도는 

Gallarza와 Saura[78]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재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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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 련 

12문항, 랜드태도 4문항, 행동의도 4문항, 인구통계학

인 특성 측정을 한 3문항 등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표 2] 참조). 한편 지각된 가치와 랜드태

도, 행동의도에 한 문항은 ‘  그 지 않다’에서 ‘매

우 그 다’까지의 5  척도로 구성하 다.

요인
요인
차원

측정변수 문항

지각된
가치

사회적 대회 상징성, 대회 위상, 대회 가
치, 대회 인지도 4

감정적
즐거운 기분, 지루하지 않음, 자랑
스러운 대회, 평소 생각했던 대회, 
불편한 사항 없음

5

기능적 비용대비 가치, 차별화된 대회, 참
가비용 적절 3

브랜드태도 호의적 감정, 좋은 대회 확신, 신뢰
성 높은 대회, 정직한 대회 4

행동의도 관계지속, 지인 추천, 긍정적 구전, 
재 참가 4

일반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3
총 문항수 23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3. 자료처리 방법
회수한 자료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타당성과 신뢰

성이 없다고 단되는 것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 자

료를 부호화(coding)한 후 SPSS 22를 이용하여 설문지

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

사를 하 고, 인구통계학  변인 분석은 기술통계를 통

해 실시하 다. 한 AMOS 23을 이용하여 주요 이론

변수들의 측정오차를 모형에 반 하면서 변인 간의 직

효과를 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수행하 고, 측정항목간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Ⅵ. 결과

1. 측정척도의 평가 및 이론들의 타당도 검증
1.1 확인적 요인분석
이론 인 배경 하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계가 성

립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우도법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는

데, 도출된 분산추출지수를 사용하여 각 변수별 측정 

항목이 해당 연구단 에 해 의도한 차원을 형성하는

지와 련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 다[79]. 아울러 구

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해 

합도 평가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GFI, NFI, CFI, 

TLI, RMSEA 지수 모두 비교  권장수 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측정모형의 합성에 

있어서 개별문항에 한 표 재치가 .5이상으로 추출

되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요인에 한 분산추

출지수는 .5이상 그리고 각 개념의 신뢰도가 .7이상으

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참조).

잠재요인
표
재치

표 오
차

t값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지수

사회적 가치
.627 .279 10.801

.827 .546.759 .630 8.794
.644 .272 10.623
.734 .418 9.360

감정적 가치

.796 .237 8.589

.874 .584
.764 .239 9.363
.671 .390 10.699
.667 .511 10.739
.613 .395 11.190

기능적 가치
.882 .127 4.132

.872 .699.802 .213 6.993
.586 .419 11.306

브랜드 태도
.703 .451 10.339

.869 .625.730 .350 10.026
.812 .233 8.289
.725 .292 10.109

행동의도
.586 .461 11.269

.863 .614.716 .290 9.971
.786 .250 8.586
.752 .281 9.344

χ2=378.351(p=.000), df=158, GFI=.888, NFI=.864, 
CFI=.915, TLI=.900, RMSEA=.067

표 3. 전체 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의 합

도를 검정하기에 앞서 각 요인들 간의 별타당성을 확

인하기 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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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 사이에 구

한 분산추출지수인 각선 행렬의 수치가 각 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사이에는 별타

당성이 확보[79]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가치

감정  
가치

기능  
가치

랜드 
태도

행동 의도

사회적 가치 .5461)

감정적 가치 .200** .5841)

기능적 가치 .258** .233** .6991)

브랜드 태도 .513** .269** .209** .6251)

행동 의도 .471** .328** .343** .499** .6141)

1) 각 요인별 대각선 행렬은 분산추출지수를 의미함. **p<.01

표 4. 이론변인간의 상관행렬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와 랜드태도  행동의도간의 계를 규

명하기 한 것이다. 설정한 모형에 한 검증을 하

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반 인 모형의 합

도와 모수들을 추정하 는데, 구조모형의 모수는 최

우도법을 이용하 다.

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χ²이 

374.138, 자유도(df)는 159, CFI가 .917로 나타났으나, 

GFI가 .894, NFI가 .865로 최 수 에 미세하게 도달하

지 못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 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체모형이 비교  합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홍

세희[80]가 지 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와 

RMSEA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의 TLI 값이 .901, 

RMSEA가 .06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계수[79]

가 그의 서에 명기한 TLI과 RMSEA를 통한 합도 

평가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설정된 변수 간 향력

을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도출된 효과 추정  개

별 가설에 한 검증 결과는 [표 5], [표 6]과 같이 나타

났다.

우선 설정된 가설에 한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지각된 가치  사회  가치와 감

정  가치는 랜드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 <가설 2>는 채택되었으나, 기

능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두 번째, 지각된 가

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 <가설 5>,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랜드태도와 행동의도 

간에는 정 인 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7>은 채택되었다.

한편 [표 6]에서 제시되고 있는 간 효과란 외생변인

이나 내생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다른 내생변인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정된 가설이 지지되고 

있는 변인간의 계 가운데 사회  가치는 행동의도에 

.243, 감정  가치는 행동의도에 .077의 간 효과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랜드태도

를 통해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
화계수

표
오차

t값 가설채택여부

H1  사회적 가치 →
 브랜드태도 .613 .086 7.351*** 가설채택

H2  감정적 가치 →
 브랜드태도 .195 .070 3.159** 가설채택

H3  기능적 가치 →
 브랜드태도 .020 .072 .346 가설기각

H4  사회적 가치 →
 행동의도 .253 .073 2.879** 가설채택

H5  감정적 가치 →
 행동의도 .239 .060 3.663*** 가설채택

H6  기능적 가치 →
 행동의도 .193 .061 3.191** 가설채택

H7  브랜드태도 →
 행동의도 .396 .078 4.108*** 가설채택

χ2=374.138(p=.000), df=159, GFI=.894, NFI=.865, CFI=.917, 
TLI=.901, RMSEA=.066 ** p<.005 *** p<.001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사회적 가치 → 브랜드태도 .613 .613
감정적 가치 → 브랜드태도 .195 .195
기능적 가치 → 브랜드태도 .020 .020
사회적 가치 → 행동의도 .253 .243 .496
감정적 가치 → 행동의도 .239 .077 .316
기능적 가치 → 행동의도 .193 .008 .201
브랜드태도 → 행동의도 .396

표 6. 이론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Ⅴ. 논의

본 연구는 장기 인 침체가 우려되는 학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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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를 통해 미래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고, 지

속 인 개최를 해 학 스포츠 회이벤트의 지각된 

가치와 랜드태도  행동의도 간의 규명을 통해 개선 

방안  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 

결과 도출을 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활용하여 

계규명을 실시하 고 검증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스포츠이벤트의 지각된 가치  사회  가

치와 감정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기능  가치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결과는 지각된 가치

가 태도에 체  는 부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66][81-83] 뿐만 아니라 경제  효용과 함께 감

정과 련된 가치가 랜드태도와 한 향 계를 

갖는다는 Holbrook[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분야인 서철 , 안   김용

철[85]과 권상미, 서성용  이 표[65]의 축제와 련

된 연구에서도 지각된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는 인지되는 가치에 따라 

고객의 우호 인 경향이 랜드태도로 이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 사회  가치나 인지도를 

올리고, 고객이 원하는 감정  가치를 달하기 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Keller[30]의 연구

에서도 형성된 랜드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미래행

동에 직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 인 

태도 형성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회에 한 태

도가 차후 학 선택의 요한 기 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랜드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견되었던 기능  가치는 통계 으

로 유의한 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의 반 인  경제성을 의미하는 기능  가

치는 정 인 랜드태도의 형성에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 인 향을 미치기 못하고 있음

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학스포츠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선택을 측하기 

한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의 향 계는 다수의 선

행연구[86-89]를 통해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가치가 소비행동을 결

정짓는 동기와 소비자의 단, 선호, 선택에 향을 미

치고[90], 구매의 결정요인으로 계를 강화시키며[91], 

정  구 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으로의 유의

한 결정변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92][93]. 아울러 

Lee, Lee  Lee[94]는 축제와 련한 연구에서 감정 , 

기능  가치의 역할은 고객에게 정 인 향을 미치

고, Lee, Yoon  Lee[77]의 객 상 연구에서도 기

능  가치와 반  가치, 감정  가치가 고객에게 

정  향을 주며, 서비스 산업 분야의 연구에서도 실

용  가치와 쾌락  가치는 고객의 행동에 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95]. 이는 고객의 행동의도

와 태도 형성에 지각된 가치가 결정의 단서로 작용하

고, 직 인 미래 고객의 선택을 의미하기에 회의 

가치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랜드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 7>은 지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ow와 Lamb[71]은 랜드에 

한 호의 인 태도의 형성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

고, 호의 인 태도가 강하게 형성된다면 애착과 친 감

은 물론, 다시 구매하거나 계속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하 다[96]. 이는 회의 지속 인 참가와 정

인 행동의 이를 해 랜드태도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고객의 미래의 결정

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변수로 랜드태도의 요성

을 강조한 다수의 선행연구[97-99] 등과 그 맥락을 같

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랜드태도는 

정 , 부정  성향의 총합이며, 부정  태도는 즉각 인 

행동보다는 해당 랜드 체에 한 고객의 재평가로 

나타나기 때문에[100], 련되어 있는 모든 상과 상황

에 한 개인의 반응에 호의 이거나 일 성 있는 평가

를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택된 가설  사회  가치와 감정  가치는 

랜드태도를 통해서 행동의도에 간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Homer와 Kahle[101]에 의하면, 

가치와 태도 간에는 인과 계가 존재하며, 특히 가치는 

태도를 매개로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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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감정 , 

사회 , 기능  가치와 랜드태도  행동의도와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학 경쟁력 제고를 한 실질 인 

략방안의 시사 을 제공하고자 의도되었다. 이를 

해 2015년 부산지역 학태권도 회 참가 학생의 학부

모 314명에 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수행하

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 로 SPSS Ver. 22를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고, AMOS 

23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가치는 랜드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기능  가치는 랜드태도에 유의한 련성을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태권도 회의 지각된 가치  사회 , 감정

, 기능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태권도 회의 랜드태도는 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구 과정상의 문제 과 도출된 개별 결과들을 

토 로 후속 연구를 한 내용들을 제언해보면, 결과 

최 화를 해 보다 실질 인 조사도구 구성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구성 개념 간 련성이 

학 마 을 한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론  토 를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방문객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기 해서는 세분

화된 특성을 설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에

는 학 내부의 실무 인 운 자  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연구방법이 꾸 히 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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