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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과 재관람의사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농구를 관람하는 300명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미흡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287명을 최종 자료로 사
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SPS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 중 관람만족에서는 경기력, 여가적, 지역연고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관람요인
중 경기장과 경기력이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행동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요인 중 관람만족, 관람지속, 팀지지의 모든요인에서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Audience Factors for, professional Basketball Games Attendance on
consumer behavior and Re-spectating.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00 professional Basketball Games Attendance from
Gyeonggi Province and Seoul region chosen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Among 300 sets of data, except for 13 sets
which lost some contents of the survey and were answered unfaithfully, 287 sets were valid samples. The data was put
through SPSS 18.0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f audience factors on consumer's behavior, performance, leisure and regional
conncec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in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f audience factors on re-spectating,
game center and performa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in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f consumer's
behavior on re-spectating, all of factors including game satisfaction, time of game spectating, team suppor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Key words: Audience Factors, professional Basketball Games, consumer behavior, Re-spec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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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급성
장을 주도하는 가장 두드러진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스포츠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독자적 산업으로 서서히 자리매
김을 해 나가고 있다(이정학, 2005). 더불어 스포츠
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대중들은 많은 시간과 돈
을 스포츠에 투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활동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산업
은 1980년대 전후하여 탄생한 프로스포츠의 프로야
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스포츠 분야 중에서 야구, 농구, 축구를 중심으로
팬층이 활성화 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1997년 2월 'FILA배 프로농구‘라는
이름으로 프로농구가 최초로 출범해 기아, 나래,
SBS, 대우, 오리온스, 현대로 시작된 한국 프로농구
는 폭발적인 열기 속에 겨울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
다(KBL, 2010). 프로농구는 프로야구와 같이 지역연
고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중유입과 보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스포츠
의 발전으로 인하여 프로스포츠를 상품화하여 이용
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프로농구 구단은 관중들을 경기장으로 유인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태규, 2007).
특히, 경기관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
이고, 팬들의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여야 구단이
원하는 안정적인 소비자 계층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
기관람 제품의 질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람객들이 스포츠
소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보, 지식 및 기회를 제
공하는 스포츠 주관자, 경기장, 경기상황, 운동선수
및 팀에 대한 지지도와 관심 등이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내면화 된다
(김홍설, 1999a; 김혜련, 2006). 이와 같이 스포츠팬
들은 직․간접적으로 경기관람을 하게 된다. 경기관
람요인 이란 스포츠 관중이 선호하는 선수나 스타
선수의 출전, 치열한 순위다툼, 깨끗한 시설, 교통접
근이 용이성을 포함하고 있다(김욱, 2010). 그 동안
경기관람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공태규, 2007; 김학
신, 2003; 김상유, 2005; 김용만, 서희정, 이준원,
2005; 김용만, 정정희, 이계석, 2007; 김용만, 허진,
이계석, 2005; 윤남원, 2006)들에서는 관람객들을 경
기장으로 유인하는 변수로 많이 다뤄져 왔다.
이와 같이 프로농구는 관중을 위해 존재하며, 관
중들을 어떻게 유인하느냐가 프로농구의 성공의 열
쇠라 할 수 있다(김용만, 이계석, 서희정, 2004).
따라서 프로농구의 관중수의 증가는 구단의 중요한
목표이며, 스포츠 소비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
으켜 소비자를 경기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필수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의 성공
적 경영은 관중의 욕구 충족에 있으며, 이러한 욕구
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관중의 참여 동기를 파
악해야 한다고 하였다(박세혁, 1995).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중요시 되
고 있다(윤석민, 2003). 또한, 관람소비자의 대한 연
구에서 소비자행동이란 스포경기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 혹은 TV나 라디오, DMB등을 통하
여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사람,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스포츠 기사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스포츠소비자의 소비행
동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와 함께 중요한 이론으로
스포츠 소비자들의 행동 연구와 외국의 관람 스포
츠 소비자의 연구(Green, 1995; Medoff, 1976;
Wakefield & Sloan, 1995)와 경기 관람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연구(Demmert, 1973; Gray, 1996;
Hansen, Gauthier, 1989a; Zhang, Pease, Hui,
Michaud,1995)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
관람의사는 소비자가 상품사용에 만족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을 말하며 서비스 상
황에서는 재관람의사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
공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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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프로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는 소비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세분화된 연구
보다는 일반적으로 관중의 성향 및 프로농구의 흥
행 발전을 위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는 서울과 경기의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 라이벌의
경기를 찾은 지역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면밀한 자료를 줄 것으로 사료되어 된다. 따라서 스
포츠 소비자들의 행동연구 및 관람 스포츠 소비자
연구가 경기 관람에 미치는 관계에 관한 연구는 관
람 스포츠 제품을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점차 글로벌 무대로 나
아가는 국내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프로농구의 성공의 여부는 스포츠소비자행동을
파악하고 소비자 들을 경기장으로 이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재관람의사를 높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관람관련 선행연구
에서는 경기관람이 소비자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보식, 2005; 문성균, 2010; 허
인, 2009). 그중에서도 프로배구 관중의 경기관람요
인은 재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요인이라 하였다(문종주, 2005; 문성균, 2010). 따
라서 프로농구에서도 경기관람요인과 재관람의사의
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와 같이 프로농구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품질, 시설만족등의 관중과 팬들을 보다 만족
시킬 수 있는 제품, 가격, 촉진 활동을 계획하고 이
를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루지, 2002).
그러나 현재까지 프로스포츠에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이 있었지만 프로농구와 관련하여 도심지역 라
이벌 경기에서 홈 관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
관람요인과 소비자행동 및 재관람의도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프로농구 경기관람자
들에게 질 높은 경기력과 서비스 품질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각 구단의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경기관람객의 소비행동
이 재관람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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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들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국내 프로농구의
활성화와 구단등의 마케팅 실무자들의 적절한 전략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프로농구 관
람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연령

지역

월수입

1년

구분

빈도

백분율(%)

10대~20대

158

56.4

30대

79

26.3

40대 이상

50

17.3

서울

162

55.3

경기

125

44.7

100만원 이하

178

62.1

100만원-199만원

76

25.4

200만원-299만원

11

4.2

300만원-399만원

10

4.0

400만원 이상

12

4.3

1회~2회 이하

101

37.5

3회-4회

52

18.8

63

20.6

71

23.1

관람 횟수 5회-6회
7회 이상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농구장을 방
문하여 농구관람자에게 연구의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뒤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표본추출 시 집단 간 표준
오차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이 일부 누락된 13부를 제외한
총 287부를 최종분석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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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기관람요인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경기장

경기력

여가적

지역연고

9
10
11
12
13
14
15
16
7
6
8
5
2
3
1
4

문항
좌석의 편안함
시설의 청결함
잘된 안내표시
접근의 편리함
치열한 순위경쟁
좋아하는 선수출전
팀의 라이벌의식
선수의 기록갱신
기분전환을 위해
친구, 동료와의 여가활동
스트레스 해소
가족유대감 증진
지역적 연대감 향상
지역을 대표하는 팀
팀은 지역의 자부심
애향심 향상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경기장
.917
.906
.852
.808
.169
.285
.055
.261
.139
-.053
.126
.116
.065
.158
.046
.052
7.66
40.36
40.36

2. 조사도구
1) 도구의 선택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용된 조사도구
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인구배경학적 변인과 3개
영역(경기관람요인, 소비자행동, 재관람의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농구 관
람 참여자의 경기관람요인에 관련하여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Wakefield & Sloan(1995), Hansen
& Gauthier(1989b), Jeffrey(1997), Green(1995) 등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김홍설(1999)이 번안하고 김해
운(2009), 문성태(2005), 정유미(2005), 박두용(2006),
이효경(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설문지는 전체 16개 문항이며, 응답형태는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행동 설문지는 Hansen & Gauthier(1989),
Wakefield & Slon(1995)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기
초로 신승엽(2004), 윤영선(2004) 등이 연구에 사용
한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경기력
.117
.156
.191
.050
.774
.754
.722
.675
.130
.218
.192
.237
.251
.002
.374
.127
2.75
14.51
54.88

여가적
.129
.017
.074
.079
.223
.222
.221
.206
.812
.753
.709
.639
.215
.304
.080
.354
1.43
7.56
62.44

지역연고
.077
.023
.153
.025
.093
.265
.301
.118
.141
.287
.217
.257
.777
.755
.749
.706
1.13
6.84
68.38

신뢰도
.870

.731

.728

.747

여 관람만족 4문항, 관람지속 3문항 그리고 팀지지
3문항으로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설문지개발 절차를 통하여 경기관람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9개 문항이 ‘전혀 그
렇치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프로 농구관람자의 재관람의사에 관한 조
사도구는 Machleit & Wilson(1988), MacKenzie,
Lutz, & Belch(1986)이 사용하고, 윤각(1997)이 번
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
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조사내용의 올바른 의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조사도구 내용을 바탕
으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검사를 실시하였
다. 작성한 설문지의 난이도와 내용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스포츠경영학 전공교수 1명, 체육전공 박사
2명, 참여 대학원생 2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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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첨부하고 부적당한 용어와 표현은 삭제하
거나 수정하였다.
표 3. 소비자행동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component
문

항

관람 관람 팀지 신뢰
만족 지속 지 도

1.경기장 분위기와 환경에 만족함

.815 .122 .097

2.팬서비스에 대해 만족함

.752 .263 .111

3.경기장 시설에 대해 만족함

.727 .121 .147

4.경기 내용에 대해 만족함

.668 .327 .210

5.경기를 다시 보러 올가능성

.219 .785 .237

6.경기를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음

.207 .774 .144 .759

7.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했음

.234 .718 .125

8.응원 팀의 열성적인 팬임

.140 .084 .817

.740

9.응원 팀의 팬임을 타인이 알아줌 .106 .122 .812 787
10.응원 팀은 승패 관계 없이 좋음 .165 .271 .734
고유치

2.75 2.43 2.26

분산(%)

13.79 12.18 11.29

누적분산(%)

47.38 59.56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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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α를 통해 검증
하였는데 그 값은 최소 .740에서 .787로 나타나 질
문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관람의사 설문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으며, 신뢰도는 .90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전에 선정된 서울, 경
기지역에 소재한 프로농구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
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사전에 동의 및 협
조를 구한 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절차
와 방법은 본 연구의 주 연구자와 조사의 기본 원
칙과 목적, 조사원의 역할, 조사원칙 등을 사전에
교육받은 연구보조자 3명이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설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
여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최종 구성된 설문지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묻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검사는 경기관람요인
과 소비행동과 재관람의사에 관한 변수 문항을 중
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기관람요인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기관람요인은 4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1은 경기장,
요인 2는 경기력 요인, 요인 3은 여가적 요인, 요인
4는 지역연고 요인으로 명명(naming)하였으며, 참
여동기의 대한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그
값은 최소 .728에서 .870로 나타나 질문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행동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하여 실
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3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1은 관람 만족 요인
2는 관람 지속, 요인 3은 팀지지로 각각 명명
(naming)하였다. 여가몰입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처리 하
였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변수간
의 영향력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가설검증을 위
한 유의 수준은 α=.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경기관람요인과 소비자행동의 관계
경기관람과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첫째,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
동의 하위요인인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13.732(p=.00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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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유의도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R 값은 .197로 총 변량의 19.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경기력(t=4.270, p<.001)과 여가적(t=2.214, p<.05),
지역연고(t=3.07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는 경기력(β=.284),
지역연고(β=.207), 여가적(β=.146) 순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경기장(t=5.077, p<.001)과 경기력(t=5.477, p<.05)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
력 정도는 경기력(β=.334), 경기장(β=.3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경기장
경기력
여가적
지역연고

관람만족

관람지속

팀지지

β

t

β

t

β

t

.125

1.815

.238

3.639
***

.322

5.077
***

.284

4.270
***

.335

5.336
***

.334

5.477
***

.146

2.214
*

.100

1.602

.026

.428

.207

3.076
**

.024

.378

.015

.245

F=13.732***,
R2=.197

F=22.000***,
R2=.282

F=26.608***,
R2=.322

2. 경기관람요인과 재관람의사의 관계

표 5.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재관람의사
β

t

경기장

.302

4.563***

경기력

.215

3.386***

여가적
지역연고

.099
.039

1.566
.602
F=20.067***, R2=.264

*p<.05, **p<.01, ***p<.001
*p<.05, **p<.01, ***p<.001

둘째,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
동의 하위요인인 관람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22.000(p=.001)으로
나타나 유의도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R 값은 .282로 총 변량의 28.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경기장(t=3.639, p<.001)과 경기력(t=5.336, p<.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
향력 정도는 경기력(β=.335), 경기장(β=.238) 순으
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
동의 하위요인인 팀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
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26.608(p=.001)으로 나
타나 유의도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R 값은 .322로 총 변량의 32.2%를 설명하고 있는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20,067(p=.000)으로 나타나 유의도 1%수준에서 통
2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 값은 .264로 총 변량의
26.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
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경기장(t=4.563, p<.001)과
경기력(t=3.386,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에 따른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는
경기장(β=.302), 경기력(β=.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행동과 재관람의사의 관계
소비자행동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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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6>과 같다.
프로농구 관중의 소비자행동요인이 재관람의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F값
이 25.066(p=.001)으로 나타나 유의도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소비자행동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재관람의사

구분

β

t

관람만족

.514

4.934***

관람지속

.213

2.322*

팀지지

.261

2.136*
2

F=25.066***, R =.217
*p<.05, **p<.01, ***p<.001

2

R 값은 .217로 총 변량의 21.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관람만족(t=4.934,
p<.001)과
관람지속(t=2.322,
p<.05), 팀지지(t=2.136,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에 따른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는 관람만족(β=.514), 팀지지(β=.261), 관람지속
(β=.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 및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통
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하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 중 관람만족에서는 경
기력, 여가적, 지역연고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홍설
(1999b)이 경기력, 연고지는 관람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조사한 연구와 임효택(2004)이 취미
생활을 즐김과 경기를 관전하며 스트레스 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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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선용 요인이 관람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밝혔듯이 경기관람 요인중 경기력, 여가적,
지역연고 등이 관람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 중 팀지지에서는
경기장과 경기력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람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이세호(2001)는
경기장과 관람촉진 요인은 관람만족에서 경기상황
요인 팀지지, 관람만족, 관람지속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박상일과 김상유(2006)의 연
구에서는 경기장요인, 선수관련요인과 서비스관련
요인이 팀지지, 관람만족과 관람지속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관람요인 중 경기장,
경기력은 관람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 중 관람지속에
서는 경기장과 경기력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람요인 중에서 경기장, 경기력은 팀지지에
도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해서 김홍설(1999)은 스
포츠팬의 소비자행동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스포츠팬이 인지하는 경기장요인, 경기상황요인,
관람비용요인, 관람촉진요인 등이 팀지지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발표하였고, 박상일과 김상유(2006)은
경기장요인, 선수관련요인과 서비스관련요인이 팀지
지, 관람만족과 관람지속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
기관람요인 중에서 경기장, 경기력이 팀지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경기관람요인 중 경기장과 경기력이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관람 요인에서의 경기장,
경기력과 재관람의사에 관한 연구 중 이용식, 오연
풍, 조송현(2000)은 관중이 인지하는 경기장 관람시

80

한국웰니스학회지, 제7권 3호

설은 재관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경기장요인이 재관람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을 뒷받침하였고, 김상유(2010)는 경기관람결
정요인 중 시설, 팀이미지, 부가서비스가 재방문의사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경기관람 요인 중
경기장, 경기력과 재관람의사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관람결정 요인은 경기장관련 요인과 경기력 관
련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행동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요인 중 관람만족, 관람지
속, 팀지지의 모든요인에서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행동 각 요인 중 관람만족, 관람지속, 팀지지
등은 재관람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선
행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김홍
설(1999b)은 관람만족이 높을수록 재관람의사 또한
높다고 주장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 팬의 경우 팬 정체성, 인정욕
구, 팀 애착심등의 팀 지지도, 경기내용, 팬 서비스
만족등의 관람만족, 관람몰입, 경기관람의사, 경기
흥미도 등의 관람지속 욕구, 재관람의지 및 재관람
가능성 등의 재관람의사와 관람빈도의 직접적 영
향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본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
지하고 있다. 이는 박상일(2005)의 연구에서도 프로
농구의 중위권 팀의 경우 팀지지 요인, 관람만족
요인, 관람지속 요인에 정적인(+)영향을 미치며 재
관람의사와 직접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입증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이혜승, 조광민,
진지형, 2004)에서는 경기시설 및 환경과 경기상황
요인이 재관람의사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역시 일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
인이 소비자행동 및 재관람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농구 관중
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이해하여 지속적인 관중
참여의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기타지역의
의 프로농구 관중을 중심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
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받았다. 그중 불성실하
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이 일부 누락
된 13부를 제외한 총 287부를 최종분석으로 사용하
였다. 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상관관계
(correlation analysis)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 중 관람만족에서는 경
기력, 여가적, 지역연고의 요인, 팀지지에서는 경기
장과 경기력의 요인 그리고 관람지속에서는 경기
장과 경기력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력의 요
인은 소비자행동의 모든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장, 여가적, 지역연고
에서는 소비자행동에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관람요인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경기관람요인 중 경기장과 경기력
이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관람 요인 중
경기장과 경기력만이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행동이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요인 중 관람만족, 관람지
속, 팀지지의 모든요인에서 재관람의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결론을 토대로 본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 중심의 프로농구 관중 참가자
로써 일반화에서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
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
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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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을 위한 다
양한 변인(경제적, 접근성, 마케팅요인)과 소비자행
동 및 재관람의사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보식(2005). 프로배구 관중의 재관람 의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태규(2007). 농구동호인의 프로농구 경기관람
결정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
교 교육대학원.
김상유(2005). 프로스포츠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상유(2010). 프로야구의 경기관람결정요인과 순추
천지수(NFS) 및 재관람의사. 여가웰리스
학회지. 1(1), 19-28.
김용만, 서희정, 이준원(2005). 프로농구 관중의 팀
동일시 수준에 따른 경기관람요인, 관람만
족 및 관람의도의 인과관계 비교. 한국체
육학회지, 44(1), 401-412.
김용만, 이계석, 서희정(2004). 프로농구구단의 서비
스품질과 관람만족, 관람태도, 재관람의도
및 타인추천의도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 9(4), 89-104.
김용만, 정정희, 이계석(2007). 프로야구 관중의 관
람가치와 팀동일시, 팀감정 및 재관람의도
와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
회, 12(3), 37-50.
김용만, 허진, 이계석(2005). 프로축구 관중의 관람
동기가 관람만족, 신뢰, 몰입 및 재관람의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6),
725-737.
김욱(2011). 중국 프로축구 관람객의 경기관람요

81

인과 팀이미지, 팀동일시 및 충성도와의
구조적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
학교 대학원.
김학신(2003). 경기장 부대서비스시설 만족이 이벤
트 이미지와 재관람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19(1), 309-318.
김해운(2009). 프로축구 관중의 경기관람 결정요
인 과 팀 동일시, 팀 충성도에 및 소비
행동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
대학교 대학원.
김혜련(2006). 경기관람요인이 지각된가치, 관람만
족, 몰입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홍설(1999a). 프로농구 팬의 경기 관람 결정 요
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333-344.
김홍설(1999b). 스포츠 팬의 소비자 행동 결정 유
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문성균(2010). 프로야구 관람가치가 관람만족과
팀태도 및 팀이미지를 통해 재관람의도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
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성태(2005).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여
가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종주(2004). 프로농구 현장 관람요인이 관람만
족과 재 관람 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두용(2006). 프로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
과 및 연지에 대한 관중인식도 조사.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상일(2005). 프로농구 팬의 소비행동 결정요인
이 팀 충성도 및 재관람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
교 대학원.
박상일, 김상유(2006). 프로농구 팬의 소비행동 결
정요인이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학회지, 45(2), 113-123

82

한국웰니스학회지, 제7권 3호

박세혁(1995). 사회체육참가자의 관여도 프로파일: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83-9
신승엽(2004). 프로농구 관중의 재관람 의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충식, 명운식(2006). 프로축구 관중의 팀 이미지
및 팀 동일시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1141-1156.
윤각(1997). TV광고의 진행 속도와 자극도가 관고
에 관한태도 브랜드에 관한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34(1),
193-212.
윤남원(2006). 프로농구 경기관람 결정요인이 구
단이미지와 팀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스포츠과
학대학원.
윤석민(2003). 프로농구 관중의 소비행동과 경기
장유인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
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윤영선(2004) 프로스포츠 관중의 소비행동 결정요
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
학원.
이루지(2002). 한국 프로농구 관중의 소비자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세호(2001). 배구 팬의 소비 행동 결정 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0(2), 469-479.
이용식, 오연풍, 조송현(2000). 경기관람시설이 관중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93(3), 881-888.
이유재, 김주영, 김재일(1996). 서비스 산업의 현황
에 대한 실증 연구. 소비자연구, 7(2),
129-157.
이정학(2005). 지방 자치단체의 성공적 스포츠마케
팅 전략. 체육과학연구, 9(1), 17-22.
이혜승, 조광민, 진지형(2004). 국내 프로축구와 프
로야구경기의 재관람 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관중성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6),

689-701.
이효경(2009). 문화적 가치성향에 따른 지역애착
도와 프로스포츠 팀 동일시 및 충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임효택(2004). 프로스포츠 관람자의 의사결정요인
과 심리적 변인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유미(2005). 프로야구 관람요인 분석을 통한 여
성 관람객 유치 방안. 미간행석사학위논
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허인(2010). 프로스포츠의 마케팅믹스 요인이 관
람만족과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
원.
KBL(2010). KBL프로농구연맹. http:www.kbl.or.kr
Demmert, H. G. (1973). The econonmics of
professional team sports. Lexigton, MA:
D. C. Health.
Gray(1996). Assessing marketing's effectiveness.
The '96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ingress : The pursuit of sport excellence.
764-770.
Green, R. E.(1995). An examination of factors related
to
consumer
behavior
influencing
attendance a professional sporting events.
Uc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Hansen, H, & Gauthier, R. (1992). Factors
affecting attendace at professional sport
event. Jourmal of sport Management, 3(1),
15-32.
Hansen, H., & Gautheir, R. (1989a). Factors
attecting attendance at professional sport
event. journal of sport management, 6(1),
27-37.
Hansen, H, & Gauthier, R. (1989b). Marketing
objectives of professional and university

프로농구 관중의 경기관람요인이 소비자행동 및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sports organition. Jourmal of sport
Management, 6(1), 27~37.
Jeffrey. D. J.(1997). Becoming A Sports Fan :
Understanding 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Fan Loyalty. The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iy
Machleit, K. A., & Wilson, R. D. (1988).
Emotional feelings and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 The role of brand
familiarity and repetition. Journal ofpadvertising. 17(3).27-35.
MacKenzie, S. B., Lutz, R. J., & Belch, G. E.
(1986).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2), 130-143.
Medoff, M. H.(1976). On Monopsonistic
Exploitation in Professional
McPherson, B. B. (1972). Socialization into the
Role
of
Sport
Consumer:
The
Construction and Testing of A Theory
and Casual Model. Unpublished th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Wakefield, K. L., & Sloan, H. J.(1995). The effect
of team loyalty and selected stadium
factors on spectator on spectator
attendance. Journal of Sports Management,
9(2), 153-172.
Zhang, J. J., Pease, D. G., Hui, S. C., & Michaug,
T. J. (1995). Variables affecting the
spectator decision to attend NBA Games.
Sport Marketing Quarterly, 4(4), 29-39.

논문투고일: 2012. 06. 30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24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