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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vent quality, spectators‘

destination image, country imag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ycle competition, Tour
de Korea 2017.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structured in four dimensions: event quality (three

sub-dimensions and twelve items), destination image (three items), country image (three items), and behavioral

intention (four items). A total of 292 spectators from six hosting cities (Yeosu, Gunsan, Muju, Yeongju,
Cheongju, and Seoul) during the ev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alidi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utilizing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This study indicated that event quality in an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was
found to be the significant factor of spectators’ destination image and country image, which, in tur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pectators’ intention to revisit to the place of the event and/or the event

itself.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ontribute to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event
quality that predicts spectators’ behavioral intention and destination image in a global sporting event.

Practically, this study also provides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practitioners who plan marketing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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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국제스포츠이벤트의시대다.올림픽,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형 이벤트부터 FIFA월드컵,

F1그랑프리, Tour de France등단일종목이벤트에이르

기까지다양한국제이벤트가세계곳곳에서시시각각개

최된다.우리나라에서는2018년 2월세계인의겨울대축

제라할수있는2018평창동계올림픽이치러졌다.평창

올림픽은안정적경기운영뿐아니라북한의참가로 ‘평화’

라는가치가세계인에게각인되고,남북및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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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의 물꼬를 열어주며 궁극적으로 국가이미지를 높이

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된다(Cho, 2018).

국제스포츠이벤트는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 국가이

미지창출, 국민공동체강화, 국가신뢰도제고등을위한

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또한국제스포츠이벤트가고용

과생산성향상,부가가치창출등국가와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점이부각되고지역관광자원의매력을증진시

켜 개최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증가하

는추세다(Getz, 1991, 1998;Ha, Park,&Han, 2011;

Jang&Hong, 2009;Jin, Lee,&Lee, 2013;Kaplanidou

&Vogt, 2007;Kim&Park, 2008;Koo,Byon,&Baker,

2014; Lee & Moon, 2017; Li, Cho, & Jang, 2018;

Wicker,Hallmann,&Zhang, 2012).대도시의경우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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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이미지,방문객유입등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스

포츠이벤트외에도매우다양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스

포츠이벤트효과가큰지방중‧소도시들이이벤트유치에
더욱적극적이다(Kim, Park,&Kim, 2017).관광지로알

려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스포츠이벤트가 지역이미지와

인지도제고에효과적인마케팅수단이될수있기때문이

다(Lee & Taylor, 2005).

이런관점에서매년거점지역을선발하여대한민국국

토를 횡단하는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국제도

로자전거대회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하에개최되고있다(KSPO, 2018). 2016년대회는

총 8개스테이지로부산,구미,대전,아산,충주,서울등

을 잇는 1,229km의 코스에서 진행되었고, 2017년 6월,

제11회 대회는 5일 동안 전남여수를 출발, 전북군산과

무주,경북영주,충북청주,서울등약 780km구간에서

진행되었다(KSPO, 2018). 2017년 대회는 한국의 자연

경관을보여줄수있는특색있는코스로설계됐다는평이

다(Kim, 2017). 세계각국에서국제사이클연맹(UCI)에

소속된 20개팀, 200여명의선수가참여했다. 주최측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이대회를엘리트선수와일반국민이

한데어우러진국민자전거대축제로성장시키고, 세계에

서손꼽히는국제도로자전거대회로자리매김하여지역발

전과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

다(KSPO, 2018).

‘투르드코리아’가성공적인개최뿐아니라국제스포츠

이벤트로서지역관광활성화, 국가이미지증진이라는목

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차별화된이벤트운영을통해신

규관람객을유치하는것이중요할뿐만아니라기존관람

객의이벤트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재방문을유인하는

것이필요하다.많은연구들은이벤트자체의흥미뿐아니

라이벤트의지역특화성,교통편리성,접근성,이벤트운

영진의친절함, 원활한행사진행등이벤트와관련된다양

한품질에대한만족감이개최지역이나동일한대회를다

시찾게하는요인이되며,개최지역과국가에대한호감도

를높여주고이것이다시금방문객의대회재참여와지역

재방문을높여준다고보고하고있다(Jinet al., 2013;Kim

&Park, 2008; Li et al., 2018; Moon, 2016; Park&

Park, 2015;Sung, Sul,&Kang, 2015;Theodorakis et

al., 2013).즉경기,시설환경,진행등의스포츠이벤트품

질이 관람객의 개최지역이미지와 재방문을 높이는 선행

요인이며,이벤트의성과를창출하고,이벤트의성공여부를

결정지을수 있는 핵심요인중하나라고 할수 있다(Lee

&Moon, 2016; Li et al., 2018;Moon, 2016; Park&

Park, 2014, 2015). 아울러, 기존고객을유지하는것이

신규고객유치보다다섯배가량적은비용이들기때문에

(Wilsonet al., 2012),비용효율적측면에서 ‘투르드코리

아’는 대회 기획단계부터 경쟁력있는 이벤트품질과 마케

팅전략을확보하여지역이미지제고는물론기존관람객

의 재방문을높일필요가 있다.

따라서이연구는기존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 ‘투르드

코리아’ 이벤트품질과관람객의이미지,행동의도간구조

적인과관계를경로탐색을통해예측하고지역경제와지

역관광활성화, 국가호감도제고등을견인할수있는효

율적인국제스포츠이벤트를개최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설정

이벤트품질과 이미지의 관계

스포츠이벤트의품질을측정하기위해국내외여러연

구들은서비스·마케팅분야에서정립된일반적인서비스

품질측정모형인 SERVQUAL(Parasuraman, Zeithaml,

&Berry, 1988), SERVPERF(Cronin&Taylor, 1991)등

을사용하였다.하지만일반서비스품질모형이스포츠이벤

트분야의특수성을설명하기에는한계가있다.서비스대상

의종류에따라척도가갖는구조개념, 요인,내용,타당성

과신뢰도등이바뀔수있기때문이다(Carman,1990).따라

서스포츠이벤트분야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기위해기존

일반모형을수정·보완한스포츠이벤트품질모형이다수의

학자에의해제시되었고그타당성과신뢰도가검증되었다

(Koet al., 2011; Lee,Moon,&Kim, 2012;McDonald,

Sutton,&Milne, 1995;O’Neil, Getz,&Carlsen, 1999;

Theodorakis et al., 2013; Tsuji, Bennett, & Zhang,

2007;Yoshida&James, 2010, 2011).McDonaldet al. 
(1995)의경우스포츠이벤트중프로농구경기에참관한관

람객을대상으로SERVQUAL의5개차원과연계하여39

개요인으로구성된TEAMQUAL척도를개발하였고, Ko

et al.(2011)은미국프로야구관람객을대상으로한조사

를통해스포츠이벤트품질을경기,상호작용,시설환경등

과관련된40개요인으로도출하고12개하위차원으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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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스포츠이벤트척도 SEQSS를 제시하였다.

이들선행연구에따르면스포츠이벤트품질은이벤트관

람과정에서관람객이평가하는경험적품질이며관람객의

기대된서비스와제공받는서비스간의비교를통해얻게되

는지각된서비스를말한다(Grönroos,1984;Koetal.,2011).

스포츠이벤트품질은크게핵심요인(thecoreelement)과지

원요인(the peripheral or supportive element)으로양분

할수있다(Tsuji et al., 2007;Yoshida&James, 2011;

Zhang et al., 1998).핵심요인은대회와직접적으로관련

되는요인으로참가선수들의경기력,대회또는경기자체

의재미,팀의특징등이고(Brady&Cronin, 2001;Ko et

al., 2011;Tsuji et al., 2007;Yoshida&James, 2011),

지원요인은핵심요인이외에시설환경과관련된요인이나

관람객들의관람을돕기위한인적서비스요인등이며이

는부가적인프로그램운영,행사장의위치와접근성,행사

장의청결,행사진행요원의숙련도등으로구성된다(Koet

al., 2011;Tsuji et al., 2007;Yoshida&James, 2011).

여러 선행연구는 이벤트품질에 대한 관람객의 지각과

평가가관람만족(Oliver, 1997),지각된이익(Zeithaml,

1988), 개최지역이미지(Crompton, 1979), 국가이미지

(Martin&Eroglu, 1993),재방문의도(Oliver, 1997)등

다양한요인의선행요인이며,특히이벤트품질이행동의도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관람만족,지각된이

익,이미지등을매개로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밝혔

다(Du, Jordan,&Funk, 2015; Jin et al., 2013; Kim,

2014;Kwon&Park, 2013,Moonet al., 2013).다수의

연구에서는주로이벤트품질과관람만족, 행동의도간의

구조적관계(이벤트품질→관람만족→행동의도)를탐색하
고있으나앞서기술했듯이 ‘투르드코리아’이벤트의개최

목적또는의도등이지역이미지제고와관광활성화또는

국가이미지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이연구에서

는이벤트품질과이미지와의관계,이벤트품질과이미지,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조명하고자한다.

한편,서비스,마케팅등의분야에서이미지란개인이어

떤기업,제품, 서비스등다양한대상에대해갖는주관적

신념이다(Baloglu&Brinberg, 1997;Murray&Vogel,

1997).이와연계하여BalogluandBrinberg(1997)는개

최지역이미지(destination image)를개인이어떤지역이나

목적지를 방문하려고 고려할 때 떠오르게 되는 믿음

(beliefs),생각(thoughts),인상(impressions)등의총체적

인지각(overall perceptions)이라정의하고있다.한개인

이특정지역에대해갖고있는인상,신념,생각등의총합

이라할수있다(Crompton, 1979).BalogluandMcCleary  
 (1999)는개최지역이미지를인지적,정서적,종합적이미
지로세분화하였다.먼저인지적이미지는지역의기능적

속성에대한신념과지식이라하였고,정서적이미지는감

정적인또는정서적유착이며,종합적이미지는인지적이

미지와정서적 이미지의결합이라 제시하였다.

개최지역이미지가특정지역에국한된것이라면국가이

미지(country image)는 이벤트 개최지역을 포함한 전국

가영역을포함하는것으로 ‘사람들이특정국가에대해갖

는주관적이고복합적인신념의총체’라고정의할수있다

(Martin&Eroglu, 1993).RothandRomeo(1992)에따

르면국가이미지는 지역이미지보다 정치, 경제, 사회, 스

포츠등의요소가더욱복합적으로작용하며,각분야에대

해내·외국인들의평가가종합적으로반영되어형성된다

(Roth&Romeo, 1992).국가이미지또한인지적,정서적

이미지등으로세분화될수있고,일반제품등과연관지을

때, 특정국가가만들어낸 제품에 대해 느끼는 명성또는

전형성으로도분류할수있다(Bilkey&Nes, 1982;Roth

&Romeo, 1992).이상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이연구에

서는스포츠이벤트와연관지었을때개최지역이미지와국

가이미지를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이 갖게 되는

개최지역과국가에 대한 주관적신념’이라 정의한다.

개최지역이미지와국가이미지는이미지라는개념적유

사성을비롯하여연상네트워크기억모델(associativenet-

workmemorymodel)에기반한다는점(Anderson, 1983)

과스포츠이벤트개최의목표를공유한다는점에서서로

관련성이높은요인이다(Mossberg&Kleppe, 2005).하

지만이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나이미지가형성되는

대상,이미지에따른관람객의행동결정방식에차이가있

음에도불구하고관광,이벤트,마케팅등의분야에서는두

가지이미지를독립적으로연구하지않거나주로개최지역

이미지,관광목적이미지를주요변인으로채택하여연구하

고있는실정이다(Kim, Kang, &Kim, 2014).특히국가

차원에서추진되는스포츠이벤트의경우개최지역이미지

와국가이미지를구분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Mossberg

&Kleppe, 2005).이에따라Kimet al.(2014)은베이징

올림픽미디어관람객들을대상으로개최지역이미지와국

가이미지가중국방문 등의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지

규명하였다.

Park and Park(2015) 또한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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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유소년축구대회관람객들이지각한대회서비스품

질이도시이미지와도시평판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선행

요인이라하였다. 2008년 ‘투르드코리아’ 관람객을대상

으로한Moonet al.(2009)의연구,한국국제걷기대회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Jang and Hong(2009)의 연구,

2016년세계무예마스터십관람객들을대상으로한 Kim

andGoo(2017)의연구또한이벤트품질이이미지에영향

을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연구는이상의선행연구에서밝히고있는이벤트품

질과이미지의관계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은관람객

의 개최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은관람객

의 국가이미지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이벤트품질과 행동의도의 관계

서비스·마케팅분야에서행동의도(behavioral inten-

tion)란고객들이지각한서비스에대해태도를형성한후

이를특정한미래행동으로나타내려는것으로(Boulding

et al., 1993;Fishbein&Ajzen, 1975),제품이나서비스

에대한재구매,재이용,타인에대한추천, 긍정적인구전

등을말한다(Shoemaker &Lewis, 1999).

스포츠이벤트는 관광과 스포츠가 결합된 독특한 요소

로볼수있는데,행동의도와관련된선행연구를바탕으로

스포츠이벤트관람객의행동의도란 ‘스포츠이벤트에참여

한관람객이동일한이벤트에재방문하거나개최지역을관

광목적으로재방문하는것,타인에대해스포츠이벤트참

여나개최지역방문등을추천하고긍정적인평가를전달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Kang and Kim(2010)은 2008년 전국도로사이클대

회와사격대회에참가한지도자,임원,학부모, 선수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포츠이벤트의 서비스품질이 재

참여의도와타인권유등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

하였고, 2014년전주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참관

한외부방문객을대상으로한Moon(2016)의연구는프

로그램수준, 프로그램홍보, 물리적환경,접근편리성등

의이벤트품질이방문객의재방문의도와추천의도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016년 충남 도민체육

대회관람객을대상으로한Kim, Park, andKim(2017)

의연구또한행사관리, 행사시설, 지원시설등의이벤트

품질이재방문의사의 주요한 선행요인이라하였다.

이연구는이상의선행연구에서밝히고있는이벤트품

질과행동의도의관계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H3: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은관람객

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지와 행동의도의 관계

스포츠이벤트에서개최지역이미지또는국가이미지등

지역에대한이미지는관람객들의관람행동결정이나방문

지역결정과정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다(Beerli

&Martin, 2004; Echtner&Ritchie, 2003). 스포츠이

벤트뿐아니라관광레저,제품판매등과관련된다양한연

구에서도이미지가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이

라 밝히고 있다(Allameh et al., 2014; Gibson, Qi, &

Zhang, 2008; Ha et al., 2011; Jang &Hong, 2009;

Kim&Goo, 2017; Koo, Byon, &Baker, 2014;Yoo&

Han, 2014).

Kim et al.(2014)은 미디어를통해 2008베이징올림

픽을시청한한국인들을대상으로개최지역이미지와국가

이미지가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결과,도시화,

안전,편리성등의개최지역이미지가방문의도에긍정적

인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Allameh et al.(2014)은해

양스포츠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이들의지역이미지가행동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

하였다.Formula 1ChineseGranPrix방문객을대상으

로한Kim, Park, andKim(2016)의연구또한,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영향을미치는선행요인이라하였다. Lee,

Do, andHan(2013)은서울지역대학외국인유학생을대

상으로관광지이미지와국가이미지가행동의도에미치는

영향을조사하였는데편의시설, 안전,청결등의관광지이

미지와높은국가경쟁력,경제적발전등의국가이미지가

한국재방문이나타인에게한국방문을추천하는등의행

동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이연구는이상의선행연구에서밝히고있는이미지와

행동의도의관계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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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투르 드 코리아 2017’ 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

지는행동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H5: ‘투르 드 코리아 2017’ 관람객의국가이미지는

행동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Fig. 1>과같다.

Fig. 1. The proposed hypothetical model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표본수집

이연구는 ‘투르드코리아 2017’ 관람객을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대회기간인2017년6월14일부터18일까지

5일동안여수,군산,무주, 영주,청주, 서울 6개도시의

출발과도착지점을방문한관람객을대상으로비확률표

집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50명을 표집

하였다.

연구자를비롯하여, 조사를위해훈련된연구보조원 3

명이관람객들에게1:1대인면접방식으로설문조사의취

지와내용,활용계획등을설명하고,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관람객들이설문지를작성
하게하였다.배포된설문지중불성실한응답,신뢰성이없

는응답등을했거나전체문항중에서10%이상이누락된

58부를제외하였다.불성실한응답이발생하는것은도로

자전거대회라는이벤트의특성에서주로기인하는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장안에서진행되는체류형이벤트는대부

분관람석에서경기를지켜볼수있으나도로자전거대회

는출발지점에서선수들이빠른속도로빠져나가고도착지

점도유사하게진행되며관람객들또한함께자리를이동

하게된다.따라서설문응답에대한시간적제약이크기때

문에이벤트종료후회수된설문지에서불성실한응답비

중이높았다.이에따라이연구는최종적으로292부를분

석에 사용하였다.

총292명의연구대상자중51.0%가남성이었고,49.0%

는여성이었다.연령의경우만60세이상이26.4%로가장

많았고 30대, 50대, 40대가각각 20.5%, 20.2%, 18.2%

로그뒤를이었다.설문지가수집된지역은서울이28.1%

였고, 여수가 20.5%, 영주가 18.8%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직업은전문·사무직이38.4%로나타났으며

자영업이 19.5%, 영업·서비스·생산직이 15.1%였다. 월

평균소득의경우200만원에서300만원미만이연구대상

자 중 28.1%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이 20.2%를

차지하였다.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대한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N Frequency (%)

Gender 
Male 149 51.0

Female 143 49.0

Age

< 20 7 2.4
20-29 36 12.3
30-39 60 20.5
40-49 53 18.2
50-59 59 20.2
≧ 60 77 26.4

Region

Yeosu 60 20.5
Gunsan 42 14.4
Muju 26 8.9

Yeongju 55 18.8
Cheongju 27 9.3

Seoul 82 28.1

Occupation

Office worker 112 38.4
Sales, service 44 15.1
Self-employed 57 19.5

Student 25 8.6
Others 54 18.4

Income

< 2 mil. won 58 19.9
< 3 mil. won 82 28.1
< 4 mil. won 51 17.4
< 5 mil. won 42 14.4
≧ 5 mil. won 59 20.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mining the impact of event quality 95

조사도구

이연구는선행연구에서신뢰성과타당성이입증된문항

을바탕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구성하여사용하였다.먼

저이벤트품질을측정하기위해Brady&Cronin(2001),

Ko et al.(2011), Lee et al.(2012),Yoshida and James  
    (2010)등의선행연구에서사용한설문문항을수정·보완

하여총12개의항목으로구성하였다.관람객의이미지는

Byon and Zhang(2009)이 제시한 관광목적지이미지

(destination image)척도와Martin andEroglu(1993)

의국가이미지척도등을기반으로,설문문항은유사하나

대상을개최지역과국가로구분하여각각단일차원의개

최지역이미지 3개항목과국가이미지 3개항목으로구성

하였다.관람객의행동의도는Oliver(1997)와 Zeithaml

et al.(1996)의연구를기반으로단일차원, 4개항목으로

구성하였다.이상의문항에대해리커트(Likert) 5점척도

(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측정하였다.모

든문항과설문지구조는전문가회의를통해내용타당성

과 구성적합성, 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자료처리

이연구는표집된 350부중 292부를최종유효표본으

로선정하고이를부호화한다음,연구의목적에따라분석

하였다.먼저SPSS21.0을이용하여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실시하였다.연구대상의인구통계학적특성

을도출하였다.조사도구의타당도검증을위하여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등을실시하였다.탐색적요인분석은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사용하

여구성요인을추출하고직교회전방식(varimax)으로요

인적재치를단순화하였다.요인추출기준은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사용하고요인적재치는.4이상으로하였

다(Hair et al., 2010).신뢰도는Cronbach α값 .7이상을
기준으로하였다(Nunnally &Bernstein, 1994).

수집된 데이터의 모델적합성 평가와 집중타당도 등을

검증하기위해AMOS 21.0을사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

(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실시하였다.모형적합

도기준으로는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적합도지수를사

용하였으며, 각각의 기준으로 χ2/df의 경우 3 이하, CFI   
(Comparative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등

은.9이상,RMSEA(RootMeanSquareError of Appro-

ximation) .10 이하,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Residual) .05이하를사용하였다(Bentler, 1990;

Hu&Bentler, 1999.Shevlin&Miles, 1998).마지막으로

이벤트품질이 관람객의 국가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관람객의국가이미지가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등

요인간경로와구조를탐색하기위하여AMOS21.0을사

용한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모두 p<.05

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Table 2>와같이조사도구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결

과KMO표본적합성측정은 .823, Bartlett 구형성검정

은2420.382, df=66, Sig=.000으로데이터가요인분석
에적합하였다(Hair et al., 2010).탐색적요인분석에따

라이벤트품질은세개차원으로추출되었고이는각각대

회환경품질, 대회경기품질, 대회운영품질이라 명명하였

다. 이들의요인적재치는 .729에서 .938, 신뢰도는 .858

에서 .939로나타났다.누적분산은73.837%이다.개최지

역이미지와국가이미지는각각단일차원으로요인적재치

는 .864에서 .971과 .903에서 .906으로나타났으며신뢰

도는 .927과 .889로도출되었다.누적분산은87.536%와

81.834%로나타났다.행동의도또한단일차원이며요인

적재치는.842에서 .878로,신뢰도는.885로나타났고누

적분산은74.569%다.신뢰도가모두 .7이상으로기준에

부합하여내적일관성을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df=   
2.663, CFI=.938, TLI=.926,RMSEA=.076, SRMR=  
 .040으로나타나모든적합도지수가수용기준을충족하
였다.집중타당도검증을위해평균분산추출(AVE:Aver-

ageVarianceExtracted)과개념신뢰도(CR:Composite

Reliability)를 사용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3>에서제시된바와같이,평균분산추출값(AVE)

은 .653～   .896, 개념신뢰도값(CR)은 .904～.962로 나
타났으며, 수용기준인 AVE>.5, CR>.7에 부합하여 구성

개념의타당도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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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검증

이연구에서설정된요인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

해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Table 3>과같이요인

간의상관관계는p<.001수준에서정적인상관관계를보

여주었다.모든상관계수가 .85이하로나타나판별타당

성이확보되었으며 다중공선성 기준치인 .80보다 낮게

나타나요인간다중공선성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

다(Kline, 2005).

가설 검증

이연구에서설정한구조모형에대한적합도를검증하

기위해모형적합도를평가한결과 χ2/df=3.193, CFI=  
 .954, TLI=.940, RMSEA=.087, SRMR=.044로 나타
나 수용가능한 수준인 χ2/df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가
적합도기준을충족하였다.따라서이연구의가설과모형

은실증자료를비교적잘설명하며, 이를 해석하는데무

리가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연구에서설정한연구모형에대해구조방정식모형분

Dimension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α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The facility is clean and well-maintained. .813

5.321 44.342 44.342 .858
Parking is quick and convenient. .781
Amenities and additional services are offered. .743
The facility is in a convenient location. .738
The facility’s ambience is excellent. .729

Game 
quality

Skill performance of players is excellent. .899

2.141 17.842 62.184 .863
It is interesting to watch the game. .895
Various programs combined with the game is exciting. .752
It is easy to obtain game schedule and information. .665

Operational 
quality

Staff are helpful. .938
1.398 11.653 73.837 .939Staff are knowledgable. .930

It is easy to view the event signs. .898

Destination 
image

This city is an attractive destination. .971
2.626 87.536 87.536 .927This city is an exciting destination. .968

This city offers good value for my travel money. .864

Country 
image

This country is trustworthy. .906
2.455 81.834 81.834 .889This country is an attractive destination. .905

This country has quality infrastructure for sport event. .903

Behavioral 
intention

I would recommend this event to other people. .878

2.983 74.569 74.569 .885
I would recommend this place to other people. .874
I would attend this event again. .860
I would revisit this place. .842

The Kaiser-Meyer-Olkin (KMO)=.823, The Bartlett test of sphericity=2420.382, df=66, Sig=.000

Table 2. Summary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5 AVE CR

1 1 .653 .904
2 .553*** 1 .729 .913
3 .376*** .254*** 1 .865 .950
4 .329*** .379*** .067 1 .898 .962
5 .501*** .406*** .331*** .568*** 1 .772 .910
6 .392*** .426*** .276*** .462*** .664*** .737 .918
Note: *p<.01, **p<.05, ***p<.001, 1=Physical environment

quality, 2=Game quality, 3=Functional quality,
4=Destination image, 5=Country image,
6=Behavioral intention,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mposite reliability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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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4>와같다.첫째, ‘투르드코리

아2017’의 이벤트품질이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지에긍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정한가설(H1)은통계적

으로유의한정(+)의영향을미친다고나타나채택되었다.

경로계수가.571이며t값은7.123,그리고p=.000으로나
타났다.둘째, ‘투르드코리아2017’의이벤트품질이관람

객의국가이미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정한

가설(H2)은통계적으로유의한정(+)의영향을미친다고

나타나 채택되었다. 경로계수는 .725이고 t값은 8.411,
p=   .000으로나타났다.셋째, ‘투르드코리아2017’의이벤
트품질이관람객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설정한가설(H3)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정(+)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채택되었다.경로계수는

.313, t값=2.448, p=.014로나타났다.넷째, ‘투르드코리

아2017’ 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지가행동의도에긍정적

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정한가설(H4)은 경로계수가

.070, t값=1.042, p=.297로나타나기각되었다.마지막
으로, ‘투르드코리아 2017’ 국가이미지가행동의도에긍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설정한가설(H5)의경우,경로

계수가.402, t값=4.051, p=.000으로나타나채택되었다.

논 의

이벤트품질, 이미지, 행동의도 간의 전반적 관계에 대

한 논의

이연구의목적은 ‘투르드코리아 2017’ 국제도로자전

거대회의이벤트품질과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지,국가이

미지, 행동의도간구조적관계를규명하기위한것이다.

연구결과에따르면이벤트품질은개최지역이미지,국가이

미지,행동의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국가

이미지를매개로하여간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

졌다. 아울러 관람객의 국가이미지는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이벤트품질→이미지→행동의도간의구조적
모형은부산컵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경기에참여한관

람객들을대상으로서비스만족과지역이미지,행동의도간

관계를 규명한 Lee and Moon(2016)의 연구결과, 경주

에서 개최된 전국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스포츠이벤트대회서비스품질, 개최도시인식,

재방문의사등의관계를규명한ParkandPark   (2015)의
연구결과, 중국에서 개최된 Formula 1 Chinese Grand

Prix에참여한관람객 632명을대상으로이벤트품질, 이

미지, 재방문의도간관계를규명한Kimet al.(2014)의

연구결과등과일치한다.즉스포츠이벤트품질은관람객

의이미지와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선행요인이

며, 이미지는이벤트품질과행동의도간매개역할을하는

요인이다.

이벤트품질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

‘투르드코리아2017’의이벤트품질과개최지역이미지

간관계를규명한결과, 이벤트품질이높을수록개최지역

이미지또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이벤트품질과국

가이미지간관계를규명한결과이벤트품질은국가이미지

에도긍정적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치러지는이벤트는지역주민과관람객의요구

에부응하고이벤트와관련된경기,운영,시설환경등의요

인이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경우 개최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국가호감도증진,자긍심고취등의종합적인파급효

과를기대할수있다(Kim, Lee, &Kim, 2011; Maeng,

Path Coefficient t p Result

H1: Event quality → Destination image .571 7.123 .000 support

H2: Event quality → Country image .725 8.411 .000 support

H3: Event quality → Behavioral intention .313 2.448 .014 support

H4: Destination image → Behavioral intention .070 1.042 .297 not support

H5: Country image → Behavioral intention .402 4.051 .000 support
Note: χ2/df=3.193, CFI=.954, TLI=.940, RMSEA=.087, SRMR=.044

Table 4.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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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won, 2016; Moon, Lee, &Ko, 2009).

‘투르드코리아’와관련된선행연구를고찰하면, Moon

et al.(2009)은 2008년6월개최된 ‘투르드코리아2008’

관람객 348명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 대회기획, 매력적

인프로그램,즐길거리,경기의흥미등행사프로그램과행

사운영등이지역인지도,지역홍보등의자긍심증진효과

와고용증대,관광기반조성등의경제적효과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Maeng et al.(2016)은 ‘투르드코리아 2014, 2015’

관람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 ‘투르드코리아’의지속적

인개최와안정적운영이국내자전거문화확산과스포츠

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며대회완성도가높아질수록이

러한이미지와관련한인식이증가한다고보고하여이연

구결과를 지지하고있다.

다른 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andHong(2009)은원주에서개최된한국국제걷기

대회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스포츠이벤트서

비스품질이지역이미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

하여이연구결과와일치하였다. Park and Park (2014)

또한 유소년축구대회관람객들의이벤트품질만족과지

역이미지간에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다고밝혀이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지와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스포츠이벤트품질을전략적으로관리·개선하는

노력이필요하다.대회경기품질측면에서는대회수준을높

이고흥미로운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도중요하지만외

부에서유입된방문객을비롯하여이벤트가개최되는거점

지역주민과호흡할수있는다양한문화공연과문화축제

프로그램을 ‘투르드코리아’와연계해야할것이다.그리고

대회운영및환경품질과관련해서는행사안내요원의적극

적배치,대중교통활성화,주차시설확충등을통해대회

기간동안교통혼잡을낮춰지역주민과관람객이접근성,

이용편리성등에호의적감정을가질수있도록유도해야

하고화장실,스낵바등각종편의시설구비도필요하다.이

런노력을통해 ‘투르드코리아’의전반적인이벤트품질이

향상된다면 개최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스포츠 저변

확대, 국민의 자긍심고취등이나타날수있을것이다.

이벤트품질과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과 관람객의행동

의도간관계를규명한결과,이벤트품질이행동의도에유
의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대회에참가

한선수들의기량, 대회의재미,다채로운부대프로그램,
경기관련정보의신속한전달등에대한관람객들의평가
가높아질수록관람객들이해당지역을재방문이나타인

에게추천하는등의행동의도가높아지는것으로밝혀졌
다. 이러한연구결과는스포츠이벤트품질이관람객의행
동의도에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들과일

치한다(Jinet al., 2013;Kim&Park, 2008;Kooet al.,
2014; Moon, 2016; Park&Park, 2015; Theodorakis
et al., 2013; Yoshida &James, 2010).

Jin et al.(2012)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관람객을
대상으로한연구에서선수들의기량,최신정보제공,다른
관람객과의상호작용등경기관련이벤트품질이관람객의

재방문,타인추천, 긍정적구전등에긍정적영향을미친
다고보고하여이연구를지지하고있다. Kimand Park  
 (2008)은서울광장에서개최된세계여자스쿼시대회관람
객이최고수준의경기,흥미있는이벤트,원활한경기진행
등경기품질에만족할수록충성도가높아진다고밝혀이
연구결과와일치한다.Moon(2016)은전주시에서개최되

었던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참관한외부방문객을
대상으로이벤트품질과행동의도간관계를연구하였는데
차별화된대회운영,대회운영진과의의사소통, 대회에대

한신뢰성등대회경기품질등이방문객의추천의도와방
문의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여이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결과에따르면관람객의재방문과타인추천등
행동의도를높이기위해서는이벤트품질중대회운영이나
대회환경과관련된품질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무엇

보다기량이우수한선수또는사이클팀유치,관람객참여
프로그램제공,신속한경기정보제공,관람객과의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다각적인 마케팅방안이 전개되어야 한

다.특히관람객참여프로그램의경우다양한지역을연계
하는 ‘투르드코리아’의특성상독특한지역문화및다수의
콘텐츠와어우러져해당지역의관광상품으로거듭난다면

외부관람객의재방문이더욱높아질수있다.아울러우수
한기량을갖고있는세계적선수들의참여가전체적인대
회수준과대회경기품질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지만지

역출신선수발굴과그선수를활용한휴먼마케팅등을전
개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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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투르 드 코리아 2017’ 관람객의 개최이미지와 국가이
미지가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국가이미
지만행동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최이미지와 국가이미지는 연상 네트워크 기억 모델
(Anderson, 1983)에기반하여개념적유사성을갖고있
지만, 국가차원에서추진되는스포츠이벤트의경우개최
지역이미지와국가이미지를독립된요인으로서연구해야
한다는주장(Mossberg &Kleppe, 2005)에서 유추해볼
때, ‘Tour de Korea’의 주최가지방이아닌국민체육진흥
공단이라는공공기관이라는점,대회가표방하는것이지
역관광활성화뿐아니라전국민의자전거대축제이자국가
이미지제고라는점,그리고한지역에서체류형으로개최
되는이벤트가아닌대한민국의여러지자체를순회하는
이벤트라는점등으로인해관람객들은 ‘Tour deKorea’를
소규모 지방이벤트가 아닌 대규모 국가이벤트로 인식하
고국가차원의이미지를형성하게되며,이것이행동결정
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한것이라분석된다.
한편 ‘투르드코리아’를통한관람객의국가이미지가행

동의도에긍정적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는 ‘투르드코리
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매력적인 곳이며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에적절한인프라를갖추고있다는인식을높여
주게된다면관람객의대회또는개최지역재방문역시높
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여러거점을순회하는국
제이벤트의속성상거점별이벤트품질이지역의고유한
특징과어우러져야함과동시에거점간의표준화된이벤
트운영으로대회가전반적으로체계화된모습을보여줘
야 할것이다.
Lee et al.(2013)은서울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유학

생 328명를대상으로하여국가이미지와한국재방문및
타인추천등의행동의도간관계를규명한연구에서한국
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있는국가이고기술력도보유하고
있으며높은생활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국가이미지가높
아질수록유학생들의한국재방문과타인 추천의도가높
아진다고밝혀이연구결과를지지하고있다.또한,TV,인
터넷등을통해2008베이징올림픽을관람한한국인들의
베이징이미지가 중국 방문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Kim
et al.(2014)의연구, 미국대학생들을대상으로볼거리,
즐길거리가많다는중국이미지가 2008베이징올림픽기
간중중국을방문하려는의도를높인다는Gibson et al.  
 (2008)의연구등도이연구결과를지지하고있다.

이처럼국제스포츠이벤트를개최하는지역의이미지와

전반적인국가이미지에대한인식이높아질수록개최지역

과이벤트에대한재방문의사가높아지게되고,타인에게

개최지역과이벤트를추천하게된다.따라서이벤트기간

뿐 아니라 개최 전·후에도 개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 관람객들과의의사소통으로이미지를제고해야할것

이다.지상파TV는물론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인스

타그램등SNS를활용한다양한미디어를통해대회진행

상황, 대회가개최되는지역정보등을신속하게전파하고

아울러홍보마케팅을강화하여대회이미지, 지역이미지,

국가이미지등을강조할필요가있다.아울러,개최지역과

국가의매력성을높일수있는체험관광프로그램등의확

대를통해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여관람객

들에게확고한이미지를각인시켜줄필요가있다.대도시

에비해지명도가낮은중소도시의경우스포츠이벤트를

문화,역사등이어우러진매력적인지역관광상품을특화

개발하고이와연계된마케팅방안을전개하여지명도향

상을 위한 계기로삼아야 할것이다.

결론 및 제언

이연구의목적은 ‘투르드코리아 2017’ 이벤트품질과

관람객의개최지역이미지,국가이미지,행동의도간관계

를규명하여 ‘투르드코리아’가국민대통합자전거축제라

는목표에보다근접하고,나아가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

할수있는세계적인스포츠이벤트로발돋움하는데필요

한자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특히,이벤트품질과국가

이미지간의관계분석은국가차원의 ‘투르드코리아’ 이벤

트개최효과를검증하는데매우유의미하다고볼수있다.

이연구는2017년6월8일부터14일까지관람객35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유효표본 292부를대상으

로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

석 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투르드코리아 2017’ 이벤트품질은개최지역이

미지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둘째, ‘투르드코리아2017’

이벤트품질은국가이미지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셋째,

‘투르드코리아2017’ 이벤트품질은행동의도에긍정적영

향을미친다.넷째, ‘투르드코리아2017’ 관람객이지각한

국가이미지는행동의도에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투르 드 코리아’의 가장큰 개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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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대국민통합자전거축제를달성하기위해서는경기,

운영,시설등의이벤트품질을강화하여관람객의재방문,

타인구전등행동의도를높이고,이를위해차별화된이벤

트품질계획을수립하고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매우

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따라서이벤트주최측은이벤

트기획단계부터이벤트품질제고를위한마케팅전략을

마련하고대회종료후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이벤트품

질관련피드백을수집하여장점을극대화하고단점을보

완하는프로세스를지속적으로관리해야한다.

세계적인우수선수확보와대회수준제고도중요하지만

지역연계형국제스포츠이벤트인만큼경기코스지역의문

화관광자원과연계된이벤트프로그램의개발과문화관광

상품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거점지자체의관광산업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스포츠이벤트에대한미디어홍보는개최지

역의인지도를높이고이미지를제고하는중요한수단이

므로(Green, Costa,&Maureen, 2003), ‘투르드코리아’

의짧은대회기간을감안하여신속성과관계성이뛰어난

소셜미디어(SNS)홍보와인터넷검색노출,트위터운영

등의다양한미디어노출전략이필요하다.

이상의결론을바탕으로이연구의한계점과후속연구를

위해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먼저이연구에서이벤

트품질은대회환경품질, 대회경기품질, 대회운영품질세

가지하위요인으로구성하였으나, 향후연구에서는보다

다양한 요인을 발굴‧적용하여 관람객의 이미지와 행동의
도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파악할필요가있다.아울러,

‘투르드코리아’가매년거점지자체를선정하여대회를진

행하는바, 지자체별로이벤트품질또는개최지역이미지

등이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이를일반화하는데제약이

있다.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한지역을집중적으로조사

하거나거점지자체별충분한표본을확보한후지역별이

벤트품질, 이미지,행동의도등요인을비교하는연구가요

구된다.이를통해지자체별또는대도시와중소도시간차

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이벤트품질관리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마지막

으로관람객외선수,지도자,대회관계자등다양한이해

관계자와비관람객등을연구대상으로확대하여관람객들

과의차이를분석하고 ‘투르드코리아’와연계되는대회이

미지,국가이미지,관광이미지등다양한이미지에대한포

괄적인연구를진행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해 ‘투르드

코리아’가추구하는목적과대회의효과성등을파악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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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이벤트의 이벤트품질과 관람객의 개최지역이미지,

국가이미지, 행동의도 간 구조적 관계

민두식(한양대학교), 이완영(서울대학교)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7’의 이벤트품질이

관람객들의 개최지역이미지, 국가이미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한 것이다. [방법] 2017년 6월, 투르 드 코리아 개최지인여수, 군산, 무주, 영주, 청주,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대회 관람객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조

사도구의타당성과신뢰성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

트품질은 개최지역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은 국

가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투르 드 코리아 2017’의 이벤트품질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투르 드 코리아 2017’ 관람객의 국가이미지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국제스포츠이벤트의이벤트품질이 개최지역이미지, 국가이미지, 행동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기, 운영, 시설 등 이벤트품질 요인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이벤트 개최효과인 개최지역이미지·국가이미지 제고, 관람객 증대 등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이벤트품질, 개최지역이미지, 국가이미지, 행동의도, 투르 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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