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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인 승부조작

을 중심으로 스포츠 구단의 효과적인 위기대응 방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단의 위기대응방법을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대응방법과 동일시 정도(높음/낮음)에 따른 대리수치심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응전략에 따라 팬들의 전략수용성, 실망감, 후회감 및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141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4종류의 시나리오를 무선 할당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실험조작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22부는 제외하였다. 119부의 수집된 자료는 t-test, 이원

분산분석(ANOVA)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리수치심은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

응에 노출 됐을 때 동일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상



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수용성은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

응에 노출 됐을 때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후회감과 실망감 모두 수용

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전환에 미

치는 영향은 후회감이 실망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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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위기는 예측하기가 힘들며 위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관련 조직과 산

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mbs, 2006). 위기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위기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김영욱, 2002). 오늘날 위기상황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루머, 범죄,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

적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은 순간적이며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Patterson, 1993). 존슨 앤 존슨 사는 1982년 자사의 타이레놀을 복용한 소비자

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적인 전량 리콜을 통하여 소비자들과 사건

발생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은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뢰

적인 이미지를 증대 시킬 수 있다(Murray & Shohen, 1992).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함께

위기 상황에 적합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실행되어야 한다(김영욱, 2002). 모

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준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위기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조직의 책임 수준과 위기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위기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위기관리 연구들은 기업 및 조직차원의 위기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

어졌으며 특히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직 차원의 위기대응전략에 연구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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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영욱, 2006; 김영욱, 김찬아, 2007; 김영욱, 박소훈, 차희원,

2004; 이상경, 이명천, 2006). 그리고 조직 차원의 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위

기 대응을 수용하는 공중의 입장에 관한 연구보다는 조직 차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윤영민, 2007).

한편, 스포츠 관련 조직 및 스포츠 구단의 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기업과 관

련한 위기대응에 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들로 스포츠 선수의 스캔들과 관련한 구단의 위기대응 방법과 관련한 연구

(박혜원, 박재진, 2011)와 스포츠 조직의 위기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위기

대응 모색과 관련한 연구(방신웅, 2012)만 있을 뿐이다. 스포츠 조직, 선수 및 팬

관련 사고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은 상당하지만 스포츠 위기대응 관련 연구는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한 부정적인 사고(선수들의 약물복용, 도박, 경기 중 난투극,

음주관련 사건 등)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들은 스포츠

팀, 구단 및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hilbury et al.(2009)는 스포츠

조직 및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사건들은 스포츠 팀과 선수들의 평판에 손상을

끼치며 그 결과로 구단의 입장수입, 스폰서십 및 구단관련 상품판매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위기 상황 중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핵심 정신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구단, 리그 및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프로야구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의 경우, 1996년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이 발각되면서 165만 명의 관중이 이듬 해 30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2005년 승부조작이 다시 발각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영구 제명되고

몇몇 구단은 해체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만프로야구는 4팀으로 리그를 운영하게

됐으며 리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다. 이를 통해 승부조작이 발생 시 구단은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승부조작 관련 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 중 하나인 승부조작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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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법적규제 및 형사책임과 같은 법적 관련 연구(강구민, 2011; 문화실, 박영

진, 2012; 박상기, 2011; 최철호, 2012) 및 승부조작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 연구

(김한주, 김성훈, 2012)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신웅(2012)의 스포츠 위기 상황

에 관한 연구가 승부조작에 관련한 구단의 위기대응방법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그간 학계에서 승부조작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의 심각한 위기상황인 승부조작으로 팬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구단의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전략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부조작은 스포츠 리그 및 팀에게 관중 감소로 인한 리그·구단의 입장권 수

익저하, 방송권 중계료 감소, 구단관련 상품판매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승부조작은 팬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

정인 영향을 미친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사건으로 인

하여 극도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리그 및 선수를 외면하고 스포츠와 거리를 멀리 유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리

그 및 구단의 승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팬들의 심리를 고려한 위기

대응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조직 및 팬들과 관련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승부조

작을 중심으로 구단의 위기대응방법이 스포츠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위기대응 관련 연구들은 위기 조직 및 위기관련 관리자

들의 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에 연구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본 연구는 위

기대응방법에 대한 연구 및 팬들이 인식하는 전략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여 위기대응 관련 대응조직과 수용자 모두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승부조작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적절한 위기대응 방안을 제

시하고 스포츠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방법 제시를 통해 부적절한 위기대응으로 인한

스포츠 구단, 스포츠 리그 및 스포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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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구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승부조작은 스포츠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유형에 속한다. 그 이유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경기 결과를 조작하여 스포츠만의 고유한 특성인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을 저하시키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팬들은 선수들에게 실망하고 구단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때문에 승부조

작 관련 팀을 응원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한다. 팬들이 구단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느낀 감정들은 팀전환, 불평행동 등 부정적인 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단은 승부조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승부조

작과 같은 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필요로 한다.

승부조작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스포츠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 중 승부조작이라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스포츠 조직의 적절한 위기대응방법을 파악하

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위기대응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스포츠 팬이라

는 수용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자의 입장에서 위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조직은 승부조작이라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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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 위기

1) 위기의 정의 및 분류

위기는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그 조직과 산업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며, 개인이나 조직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이다. 위기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위기의 적용 분

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위기를 조직에 대한 위협

이나 손상으로 보고 있다(Coombs, 2005).

Barton(1993)은 위기란 한 조직과 그 구성원들, 제품, 서비스, 재정적 상태

및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예측이 힘든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Fearn-Banks(1996)는 조직, 회사, 혹은 산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Pearson & Clair(1998)는 위기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조직의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며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

및 판단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상황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

에 의하면 위기는 기업에 대한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위기는 일반 사람들이 그 조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이유

를 제공한다고 하였다(Coombs, 2007).

위기의 속성은 사전 예측이 힘들며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김영욱,

2002). 구체적인 위기의 속성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6

1. 위기는 피할 수 없다.
2. 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위기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4. 위기는 정보의 공항상태를 몰고 온다. 
5. 위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 가능하다.
6. 위기는 갑자기, 불확실한 형태로, 엄청난 시간의 압력 속에서 온다.
7. 위기는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공중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8. 공중과의 관계유지 실패는 위기 상황을 확대시킨다. 

Note. 출처: 김영욱(2002). 위기관리의 이해. 책과 길.

표 1. 위기의 속성 

위기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위기 유형을 보는 관

점 역시 다양하다. Fearn-Banks(1996)는 기업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기

유형을 41개로 범주화하였으며 그 유형에는 인수합병, 오염, 교통사고, 탈세, 횡

령 등이 있다. Pearson & Clair(1998)는 위기와 관련하여 제품의 손상, 뇌물, 교

통사고, 저작권 침해, 환경오염, 제품 리콜 등과 관련한 문제를 27개의 종류로 구

별하였다. Winner(1987)는 위기를 위협의 강도, 위기대처의 시간적 제약, 예측 가

능성, 위기 발생의 원천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Pauchant & Mitriff(1992)

는 위기를 기술적, 경제적, 인간적, 사회적 상태(4가지)와 정상 상태 및 심각한

상태(2가지)로 조합되는 총 8가지의 위기유형을 제시하였다. Linke(1989)는 위급

함의 정도와 대처 시간을 중심으로 위기를 폭발적 위기, 즉각적 위기, 진행하며

발전하는 위기, 만성적 위기로 분류하여 위기를 설명하였다.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유형과 함께 학자들은 위기의 발생 원인과 위

기와 관련한 상황의 특성에 따라 위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Coombs &

Holladay(1996)는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라 ‘사건의 원인이 내부적인가

또는 외부적인가?’, 사건의 통제가능성에 따라 ‘행위가 의도적인가 혹은 비의도적

인가?’에 따라 위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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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bs & Holladay(2002)는 위기를 13가지 유형으로 확대하여 이전의 위기

관련 구분보다 세분화된 위기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위기 유형은 책임성

을 기준으로 희생범주(victim cluster), 사고범주(accidental cluster), 예방가능성

범주(preventable cluster)로 구분하였다. 희생범주에는 자연재해, 루머 등이 포함

되며, 사고범주로는 대형 참사, 예방가능성 범주에는 인간으로 인한 사고와 리콜,

조직의 비행이 포함된다.

이처럼 위기에 대한 정의, 위기의 유형 및 위기 발생 상황은 다양하다. 따라

서 위기에 직면한 조직들은 위기 상황에 적합한 위기대응이 필요하다.

2)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전략

위기 책임성 인식은 공중이 위기 발생과 관련한 해당 조직에 책임을 묻는

정도이다. 공중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직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조직에

대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공중의 인식은 조직과

공중의 상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ombs & Holladay, 1996). 공중들

이 위기에 대하여 조직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위기는 조직에게 비교적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Coombs, 2004).

Coombs(1999)는 기업 및 조직이 위기에 대해 갖는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루

머(rumor), 자연재해(natural disorder), 악의적 사건(malevolence), 사고

(accidents), 조직의 위반(organizational misdeed)으로 위기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위기유형에 따른 적합한 위기 대응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기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은 각 위기의 특성에 알맞은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Coombs & Holladay(2007)는 위기의 유형에 따른 11가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위기와 관련한 세부적 위기 대응 커뮤니케

이션 전략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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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내용

부인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격자 공격 위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룹에 맞선다.

책임전가 조직 외부의 개인 또는 그룹을 비난한다.

변명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한 통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의도성을 부인한다.

정당화 위기로 인해 초래된, 인지된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고통 공중에게 동정심을 유발한다. 조직도 외부로부터의 피해자임을 거듭 강
조하고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취급한다.

입지 강화 조직의 과거 선행을 들어 입지를 강화한다.

칭찬 여러 스테이크 홀더(stake-holder)들을 칭찬한다.

보상 희생자들에게 돈 또는 선물을 제공한다.

행동 시정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과 위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보이고, 용서를 구한다. 

Note. 출처: Coombs(2007). Protecting organization reputations during a cris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Corporate Reputation Review, 10(3), 168-170.

표 2.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내용

조직의 책임성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김영욱(2002)은 Coombs(1999)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심각성이라는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추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심각성을 추가하여 유형별 위기

관련 이미지 회복 전략을 제시하였다. 심각성을 추가한 위기 유형별 이미지 회복

전략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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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낮음 높음

심각성
낮음 공격자 공격, 부정 변명

높음 정당화, 환심사기 개선행위, 사과 

Note. 출처: 김영욱(2002). 위기관리의 이해. 책과 길.

표 3. 위기 유형별 이미지 회복 전략

3) 위기대응 전략의 효과성 및 전략 수용성

Coombs & Holladay(2004)는 조직에 닥친 위기에 대하여 조직 책임성이 높

을 경우 수용적 전략, 책임성이 낮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인하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직의 책임이 비교적 작은 자연재해, 범죄행위에 따른 제품훼손과 같은 위

기 유형은 방어적 전략이 적절하다. 한편 조직의 책임이 비교적 큰 위반의 경우

수용적 전략인 ‘사과’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고’와 같은 유

형은 의도적이지 않고 대부분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용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Coombs & Holladay, 2004).

조직 스캔들과 관련한 위기 발생 시 최고 경영자들은 수용적 전략을 통해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

났다(Marcus & Goodman, 1991). 차희원(2002)은 위기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고

통제가 가능하며 손실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위기일수록 사과, 시정조치와 같

은 수용적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포츠 조직의 위기와 관련하여 박혜원과 박재진(2011)은 스포츠 선수와 관

련한 경기 내부적 스캔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단의 책임성이 비교적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수용적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 외부적 스

캔들과 관련된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구단의 책임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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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어적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위기대응 전략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대부분의 위기

대응 관련 연구가 책임자들의 위기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다. 위기 발

생 시 공중의 전략 수용의 관점보다는 조직의 측면에서 어떤 대응방법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다양한 위기대응 방안에 대

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기대응 방법을 접하는 공중을 고려한 대응

방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윤영민, 2007).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조직은 공중에 대하여 이미지 회복 전략을 사용하지만

위기대응 전략이 얼마나 적절하고 진실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공중이 어떻

게 수용하는지에 달려있다(Benoit, 1995). 예를 들어, 동일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전반적으로 방어적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보다 수용

적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욱 외,

2004). 이에 위기대응 관련 연구에서는 수용자를 고려한 위기대응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구

단의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들(박혜원, 박재진, 2011; 차

희원, 2002; Coombs & Holladay, 2004)을 참고하여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책

임성에 따라 대응유형을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

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대응 전략을 살펴봄과 함께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공중의 입장에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구단의 입장과 수용자인 팬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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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동일시(team identification)

1) 팀동일시의 정의

특정한 집단 및 조직에 대하여 강한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동

일시라고 한다. 동일시 관련 연구는 1950년대 후반 시작되어 최근까지 사회 심리

학, 조직 행동,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에서 동

일시 관련 연구는 주로 팬들의 동일시 정도에 따른 특성 및 행태를 다루고 있다.

팀동일시는 사회 정체성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자신이 선

호하는 특정한 팀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Fink et al., 2009; Wann et

al., 2001).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을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된

다. 이처럼 스포츠 팬들 역시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하여 소

속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팬들의 동일시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자신이 응원

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는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응원

하는 팀이 패했을 때는 ‘그들이 졌다.’라고 간주하여 자신을 팀 패배와 빠르게 분

리시키는 특성을 보인다(Sloan, 1989). 이러한 모습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팀동일

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자신의 팀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인 기제의 일종이다. 팬들은 스포츠 환경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승인

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며 자신들이 응원하

는 성공적인 스포츠 팀과의 연관성을 통해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Wann &

Branscombe, 1993).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동일시의 정도가 낮은 팬들보다 특정 팀에 높은 관련

성이 존재하며 응원하는 팀이 패배할 경우에도 자신의 팀을 더욱 응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Wann & Branscombe, 1990). 팀동일시의 정도가 높은 팬들은 동일

시의 정도가 낮은 팬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경기 관람 빈도 횟수가 많으며, 경기



12

관람에 필요한 비용, 응원하는 팀과 관련한 유니폼, 응원도구를 소비하는데 비교

적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drigal, 1995; Wakefield, 1995).

팀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하여 동일시가 낮은 팬들

보다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Wann & Branscombe, 1993),

Madrigal(1995)은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자신의 응원하는 팀의 성과가

좋을수록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동일시가

낮은 팬들과 비교했을 때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팀과 정서적인

거리를 멀리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지만 라이벌 팀과 라이벌 팀의 팬들을 비난하는 특성을 보인다

(Branscombe & Wann, 1994; Wann & Branscombe, 1995; Wann & Grieve,

2005). 팀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자신들의 연장 혹은 확장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다(Wann et al.,

2001).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비난을 받으면 마치 자신들이 비난 받은 것으로 간

주하여 라이벌 팀의 응원집단과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기도 한다.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귀인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응원

하는 팀이 승리하면 팀 선수들의 기량, 코치의 능력 등과 같은 요인으로 승리했

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을 한다. 그러나 응원하는 팀의 패배 시에는 상대 팀 능

력을 인정하기 보다는 심판, 경기장 요건, 기후 등과 같은 경기 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패배했다고 여기는 외적귀인의 모습을 보인다(Wann & Dol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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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동일시와 위기대응의 관계

스포츠 경기 본연의 특성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는 승리하는 팀과 패배하는

팀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팬들은 응원하는 팀이 항상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항상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패배에 대하여 인정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Fink et al., 2009).

스포츠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

치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한다. 하지만 응원하는 선수가 부진하거나 팀

이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과 패배를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Cialdini et al.(1976)는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할 경우 ‘우리(we)가 이겼다.’라

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반사영광수혜(basking in reflected glory, BIRGing)라고

하였다. 반면 반사실패차단(cutting off reflected failure, CORFing)은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는 경우에 ‘그들(they)이 졌다.’라고 표현하여 응원하는 팀을 자신과

분리하여 실패를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반사영광수혜와 반사실패차단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기제의

하나이다. Snyder & Fromkin(1980)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하여 자신과 연관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실패와는 거리를 멀리하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

함이라고 주장하였다.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수록 반사된 영광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팀

성적 부진과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동일시가 높은 팬은 동일시

가 낮은 팬보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성적과 관련하여 심리적 및 행동적인 측면

에서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Wann et al., 1996).

팀 성적 이외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스포츠 팬들은 그와 관련한 실패를 차단하려고 했으며, 팬과 팀 사이의 심

리적인 거리는 동일시 정도와 구단의 대응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Fink

et al., 2009). 구체적으로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구단이 경기장 외에서 발생한 폭

력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 사건 발생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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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시 감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구단의 느리고 선수를 감싸는 대

응에 대한 팬들의 동일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스포츠 팬들은 팀에 대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승부조작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선수의 잘못된 행

동에 대하여 구단이 해당선수를 구단에서 분리하였을 때 실패를 차단하여 동일

시를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동일시 정도 높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위

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나타낸다(Branscombe & Wann, 1994;

Branscombe et al., 1993). 반면, 동일시가 낮은 팬들은 팀과 공유하는 정체성이

낮기 때문에 구단의 위기 상황과 적절한 위기대응방법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비

교적 낮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구단의 적절한 위기대

응유형을 팬들의 동일시 정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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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수치심(vicarious shame)

1) 대리수치심의 정의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정신 분석 용어사전의 정

의에 의하면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다고 느끼는 고통스런 정서’이다. 수치심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당황

(embarrassment), 굴욕감(humiliation), 치욕(mortification), 불명예(disgrace), 수

줍음(shyness), 낯붉힘(blushing)과 같은 수치심 정서군(shame family)이 있다(이

재훈, 2002). 그 중에서 수치심은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다.

Teroni & Deonna(2008)는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규범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기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의미한다(Tangeney, 1995). 수치심은 우리의 존

재 및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거짓

말을 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

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다(윤영선, 2005).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전체가 문제시 되는 경험이고, 죄책감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기의 일부

가 문제시 되는 경험이다(Lewis, 1971).

수치심과 관련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행동의 주체

는 주로 자신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타인을 통하여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

데, 타인을 통해 느끼게 되는 수치심을 대리수치심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리수치

심이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수치심이며

(Welton et al., 2012), 주로 자신과 공유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리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대리수치심은 동일한 민족, 동일한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집단, 가족, 친구

등과 같이 공통된 정체성을 보유한 집단 내의 타 구성원으로 인하여 대리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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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낄 수 있다. 집단에서 공유하는 정체성 정도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대

리수치심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Johns et al., 2005; Lickel et al., 2005).

2) 동일시의 대리수치심 조절효과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과 교류를 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기저

에는 사회적 정체성이 존재하며(Tajfel & Truner, 1986), 구성원들은 사회적 정

체성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개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정체성을 공유한 동일한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 외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느

끼는 감정은 상이할 수 있다(Dumont et al., 2003).

수치심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느끼는 개

인적인 차원의 수치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Lickel et al.(2005)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그룹에 속한 타인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

심을 느낄 수 있으며 대리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룹에 대한 정체성

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리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

의 정체성 공유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대리수치심은 사회정체성이론과 관련

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ajfel & Turner(1986)는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조직의 정체성

획득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원하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자신이 속한 조직 구성원이 전체 조직의 정체성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정체성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게 된다(Pettigrew, 1979). 그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

직 내 타구성원들의 나쁜 행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며 자신들의 정체

성의 손상은 조직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사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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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가?’라는 문제를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문제보다 중

요하게 생각한다(Niedenthal et al., 1994). 즉, 대리수치심은 부정적인 사건과 관

련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ickel et al.(2005)은 대리수치심과 죄의식을 구분하면서, 공유된 정체성과

자신과 연관성의 정도가 대리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며, 대리수치심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거리를 두고 싶은 동기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Welton et

al.(2012)은 공유된 정체성과 대리수치심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공감능력이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수치심에도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통해 공유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스포츠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소속

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킨다(Wann & Branscombe, 1993). 그리고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조직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자신의 자부심을 높

이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자신의 조직을 월등하다

고 판단하거나 다른 조직을 열등하다고 한정짓기도 한다(Hogg & Abrams,

1988).

Johns et al.(2005)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조직 내의 타 구성

원이 중동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본 사람은 대리수

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팬들 또한 팀에 대한 강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팀과 관계된 부정적인

사건은 자신 및 조직 구성원들의 대리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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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회감(regret) 및 실망감(disappointment)

1) 후회감의 정의 및 개념

후회감이란 의사결정의 결과를 이미 지난 대안과 비교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으로 일반적인 기쁨 또는 환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Landman, 1987).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주식을 늦게 매

수 했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냈었을 텐데...’와 같은 감정은 후회감이다.

후회감은 의사결정과정의 주체가 실제로 선택되지 않은 대안을 생각하는 일

종의 반사실적 사고과정(counter factual thinking)을 거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Sudgen, 1985).

Brehm(1966)은 심리적 저항이론(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을 통하

여 후회감을 설명했다. 선택에 있어 두 가지의 대안이 존재하며 한 가지만 선택

해야한다면 결국 선택되지 못한 대안은 남겨지게 된다. 선택하기 전에는 선택으

로 인한 결과에서 자유롭지만 선택 이후에는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상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 한다. 이 과정으로 인하여 선택한 대안에 대한 만족

도 및 평가는 낮아지며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떠올리는 선호의 변화가 후회감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후회감을 느끼게 된다(Glovich

& Medvec, 1995).

선택에 대한 책임감 이외에 의사결정 주체가 행동을 실시한 결과가 부정적

인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후회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후회감은

자신의 행동이 이루어진 추후에 발생하는 감정이다. 만약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를 예상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동을 유예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Simonson, 1992).



19

후회감(regret) 실망감(disappointment)

정의 현재의 선택과 지나가 버린 대안과 
비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정

이전의 기대와 실제 획득된 결과를 
비교하여 발생하게 되는 감정

비교방식 선택된 대안과 선택되지 않은 대안
의 결과를 비교

예전의 기대와 자신이 선택한 대안
의 결과를 비교

평가대상 선택(choice) 결과(outcome)

표 4. 후회감과 실망감 비교

2) 실망감의 정의 및 개념

실망감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과 이미 획득된 결과를 비

교하면서 야기되는 감정이다(Bell, 1982). 예를 들어, 이미 구입한 휴대폰 성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의 후속편이 기대보다

재미없을 때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실망감은 바람 및 희망과 관련성이 높으며

기대했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Van Dijk et al.,

1999). 따라서 실망감과 후회감은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실망감과

후회감의 구체적인 비교는 <표 4>와 같다.

Frijda(1986)는 실망감을 바람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기대불일치 상황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다. 실망감 정도는 희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

망감은 희망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대하는 희망의 수준이 높을

경우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Bell(1982)은 의사결정 주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

대수준과 기대하는 결과의 도출 가능성은 실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으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실망감 정도는 높아지지만,

부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으면 실망감 정도도 낮아진다. Van Dijk &

Van der Pligt(1997)는 투입한 노력과 비례하여 실망감을 느끼는 정도가 커진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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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회감 및 실망감과 전환(switching)의 관계

전환 혹은 스위칭은 공급자와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과 관련

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 관계 품질 및 전반적 서비스 만족은 고

객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

은 전환을 한다(Sudgen, 1985). 고객이 전환을 하는 직접적 요인으로는 가격, 불

편함, 핵심서비스 실패, 서비스 접점 실패, 윤리적 문제, 경쟁 등이 있으며 서비

스에 불만족한 고객들은 만족한 고객보다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Kahn et al.,

1986). 합리적인 가격 및 다양성 추구 역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전환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시 다른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경우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후회감을 느낀 사람들은 전

환을 고려하거나 전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를 하게 된다(이유재, 차문경,

2005).

서비스 실패 경우 발생하는 불만족은 결국 행동으로 귀결되며 후회감을 느

낀 소비자는 자신이 느낀 후회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실망감을 느

낀 소비자는 실망감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후회감을 이미

느낀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도 책임이 있다고 자각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낀 사

람들보다 전환에 대한 의도가 높을 것이다. Zeelenberg et al.(1998)는 후회감을

느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의 원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실

망감의 경우에는 외부의 책임으로 귀인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구단에 대

한 불만족은 스포츠 팬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

리고 후회로 인하여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전환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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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연구 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시와 대응유형이 대리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균형이론(balance theory)은 개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Heider, 1958). 만약 사람

들이 인지와 신념이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균형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기존

의 태도를 변화시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Heider(1958)는 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태도와 연관된 세 가지 요소들 간

의 삼각관계(triad)를 사용하였다. 삼각관계의 중심에는 개인(person: P)이 있으며

삼각형의 다른 꼭짓점에는 관련대상(X), 태도대상(attitude: O)이 위치한다. 이 관

계는 (+), (-) 부호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가지 요소들의 곱이 (+)가 되면 균

형상태이고 (-)가 되면 불균형상태이다. 만약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가 형성될 경

우 사람들은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균형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태도를 변화시

켜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다.

팀에 대하여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구단이 승부조작에 대하여 수용적 대응

(행동 시정하기)을 할 경우 하이더의 균형이론(Heider, 1958)에 따라 팬들은 구단

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팬들이 구단에 대하여 긍정

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팬들이 선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이 선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삼자간

의 관계의 곱은 (+)가 된다. 구단, 선수 및 팬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

리고 스포츠 팬들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팀의 소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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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치심

가설 1_a
동일시가 높은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
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_b
동일시가 낮은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은 방어적 대응과 수용적 
대응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표 5. 대리수치심에 대한 가설

수가 아니라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 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 정도

는 작을 것이다.

반면, 승부조작 사건에 대하여 구단이 방어적 대응(부인)을 할 경우 구단은

선수를 보호하려는 태도, 즉 긍정적인 감정태도(+)를 가지고 있다. 팬들은 선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팀에 대한 감정은 (+)의 감정을 가지

고 있다. 이 삼각관계의 총 곱은 (-)가 되는데 이것은 세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팬들은 구단에 대한 감정을 (-)로 변화시켜 불균

형의 상태를 균형상태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팬들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방어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의 정도는 높을 것

이다.

동일시 정도가 낮은 팬들에게 구단의 대응방법이 대리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은 미비할 것이다. 대리수치심은 공유된 정체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팀에 동일시가 낮을 경우 팀과 공유하는 정체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시가

낮은 팬들이 구단의 대응으로 느끼는 대리수치심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으며 <표 5>에 가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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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유형이 전략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기 관련 대응 연구들은 주로 조직 관리자, 책임자 및 위기대응책임자의 의

사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윤영민, 2007). 특히 공중이 인지하는 위기대

응방법과 관련한 위기 수용성보다 조직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ee(2004)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조직의 위기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들과 위기대응 수용자 중심의 연구들 사이에 심각한 양적 불균

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Benoit(1995)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은 위기 대응유형과 해명을 주요 공중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다양한 이미지 회복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따라서 조직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은 궁극적으로 위

기대응에 대하여 공중이 전략을 얼마나 적절하고 진실한 것으로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 큰 위기 상황에서는 수용적 전략 중 ‘사과’전략을 사

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noit, 1995). 또한 Coombs &

Holladay(2004)는 책임성이 높은 ‘사고’상황에서는 수용적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분류와 같이 스포츠 조직의 위기 상황을 책임

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방신웅, 2012). 자연재해 같은 책임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사고와 같은 위기와 선수들과 관중들의 시비, 폭력, 승부조작과 같이 구단

및 선수들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승부조작은 선수들이 대가를 받고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이며 스

포츠의 근본정신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비록 승부

조작 사건이 가담 선수들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선수들과 구

단은 스포츠 팀이라는 동일한 조직에 구성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구단은 선수들

의 승부조작 가담에 비교적 책임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

의 책임소재 및 심각성 정도와 더불어 승부조작은 스포츠 팀, 리그 및 스포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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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용성 가설 2

전략수용성은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표 6. 대응유형과 전략수용성에 대한 가설

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구단의 승부조작에 대한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

혹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팀, 즉 동일시의 정도(높음/낮음)와 상관없이 전략수

용성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팬들은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리그를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과 격리하려고 한

다. 이는 스포츠 팬들은 경기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강경하게 처벌하는 수용적 전략이 방어적 전략보다

전략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팬들의 전략수용성은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표 6>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3) 대응유형과 실망감, 후회감, 팀전환의 관계

후회감과 실망감은 보편적인 감정인 동시에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Zeelenberg & Pieters, 2004).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결정의 순간 직전

후회감과 실망감을 예측하며 이를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자신

이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실망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

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한다.

후회감은 이미 지나가버린 대안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경우 나타나는 감

정이며(Landman, 1987), 실망감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전의 기대를 자신이 현

재 획득한 결과와 비교하여 야기되는 감정이다(Bell, 1982). 후회감과 실망감은

추후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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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서비스 실패 관점에서 후회감과 실망감이 주로 연구되어 왔지만(이유

재, 차문경, 2005), 두 감정 모두 부정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Zeelenberg & Pieters, 2004).

공중이 기대하는 적절한 위기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중

은 후회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위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후

회감과 실망감은 최소화 될 수 있다. 적절한 위기대응은 실망감과 후회감의 최소

화와 함께 공중에게 긍정적인 감정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하여 기

업이 효과적인 회복 전략을 수행하면 소비자가 더욱 호의적으로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라 한다(Etzal & Silverman, 1981).

이처럼 위기에 적절한 대응은 공중에게 긍정적 인식을 제공하고 상호 관계를 장

기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국내 프로스포츠 팬들은 승부조작 사건 대응방식에 실망하거나 자신

이 선택한 팀을 응원한 것에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자신이 응

원하던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거나 스포츠 관람 및 시청이 아닌 타 여가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승부조작에 대하여 선수를 감싸거나 승부조작 사건을 부인하는 행동

은 팬들의 실망감과 후회감을 증가시킨다. 잘못을 저지른 구성원에게 적절한 처

벌을 하지 않고 집단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 스포츠 팬들은 승부조작 가담 선

수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후회감과 실망감은 수

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을 것이다.

후회감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따라서 팬들은 후

회감으로 인하여 기존의 응원하던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팀전환의 모습

을 보일 것이다. Zeelenberg & Pieters(2004)와 Hermann & Braustein(1999)은 후

회감이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실망감은 자신의 선

택보다 기대감 같은 외부적 상황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전환행동보다 불평과

시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의 <표 7>에 가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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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감 가설 3_a
후회감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실망감 가설 3_b
실망감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팀전환 가설 4 후회감이 실망감보다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표 7. 대응유형과 후회감, 실망감, 팀전환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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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정도

높음 낮음

대응유형
수용적 대응 29명 30명
방어적 대응 30명 30명

표 8. 팀동일시 정도와 대응유형에 따른 피검자 할당

Ⅳ.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유형(수용적 대응/방어적 대

응)이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유형과 팬들의 동일시 수준(높음/낮음)이 대리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일시와 대응방법의 2 × 2 연구 모형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구단의 대응유형(수용적 대응/방어적 대응)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전략

수용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응방법에 따라 팬들의 후회감, 실망감

의 정도와 각각의 감정이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에 있는 A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실험 피검자들은 성인 중 참여 의

사를 나타낸 사람들로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41명을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설문 141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실험 자극물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22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총 11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자극물에 따른 동일시 정도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

의 대응유형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각 집단의 참여인

원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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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N=119) 집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74 62.2
여 45 37.8

연 령
19세 이하 7 5.9
20세~29세 109 91.6

30세 이상 3 2.5

교 육
고졸 3 2.5

대학교재학 85 71.4
대학교졸업이상 31 26.1

스포츠 관람 
및 

시청시간
(일주일)

1시간 미만 39 32.8
1시간~5시간 미만 60 50.4

5시간~10시간 미만 17 14.3
10시간~15시간 미만 2 1.7

15시간 이상 1 0.8

스포츠
참여시간
(일주일)

1시간 미만 19 16.0
1시간~5시간 미만 54 45.4
5시간~10시간 미만 32 26.9

10시간~15시간 미만 13 10.9
15시간 이상 1 0.8

표 9. 실험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과 연령, 스포츠 관람 및 시청 시간 및 참여 시간과 같은 인

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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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극물(stimulus material)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자극물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을 상황위

기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성 정도(높음/낮음)에 따라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의

2가지(Coombs & Holladay, 2007)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승부조작에 연루된 팀에

대한 팬들의 팀동일시 정도(높음/낮음)를 포함하여 총 4가지(대응유형 × 동일시

정도) 유형의 시나리오로 제작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락에 팀의 동일시와 관련한 내용(동일시 점화), 두 번째 단락에 선수들의 승부

조작 연루와 관련된 사실, 마지막 단락에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동일시를 점화하기 위하여 Trail & James(2001)가 개발한 Team

Identification Index(TII)의 동일시 관련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용재와 강준호

(2009)는 Trail & James(2001)의 척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

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동일시 척도는 ‘나

는 (자신이 응원하는 특정)팀의 진정한 팬이다.’, ‘(자신이 응원하는 특정)팀을 응

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매우 상심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자신이 응원

하는 특정)팀의 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동일시를 점화하기 위하여 Trail & James(2001)가 개발하고 이용재와

강준호(2009)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동일시 문항들에 대한 정도가 높다(낮

다)고 제시하여 피험자들의 높은(낮은) 동일시를 점화시켰다.

동일시와 관련한 사전 자극물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스포츠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5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동일시 점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원생 20명을 대

상으로 인하여 동일시(높음/낮음)에 따른 자극물 2가지를 제시한 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확인결과 높은 동일시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N=10,

M=5.4, SD=0.38)이 동일시를 낮게 점화한 실험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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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M=1.7 SD=0.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3.6, df=18, p<.001).

구단의 승부조작과 관련한 대응전략 조작의 경우 윤영민(2007)의 연구를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적 전략(행동 시정하기)의 경우 ‘승부조작과 관

련하여 구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단

전체의 기강을 재정비하였다.’라는 내용을 시나리오에 삽입하였다. 한편 방어적

전략(부인하기)의 경우 ‘구단은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별다른 대응이 없으며 선수

들의 승부조작 사건 가담은 없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시 정도(높음/낮음),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유형(수용

적 대응/방어적 대응)을 포함한 4종류의 실험물 크기, 각 단락의 구성 및 형태,

글씨체, 어조 및 시나리오에 포함된 정보량(4가지 시나리오에 삽입된 단어 수:

118, 113, 112, 107)을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하여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실

시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대리수치심, 전략수용성, 승부조작으로 인한 후회

감, 실망감 및 팀전환이다. 대리수치심과 관련한 문항은 Johns et al.(2005)가 개

발한 문항을 승부조작과 관련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승부

조작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웠다.’,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부끄러웠다.’, ‘승부조

작으로 인하여 굴욕감이 들었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략수용성은 Blumstein et al.(1974)의 메시지 수용(account honoring) 척도

를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들(김영욱, 2006; 윤영민, 2007; 이상경, 이명천, 2006)의

문항들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수용성

항목들은 ‘구단의 대응 방식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구단의 대

응책은 받아들일 만하다.’, ‘구단의 대응 내용은 진실하다고 생각한다.’이다.

후회감과 실망감 측정을 위해 Tsiros(1998)가 개발하고 이유재와 차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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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대리수치심 승부조작으로 인한 수치심에 대한 문항 3
전략수용성 대응의 효율성, 수용성 및 진실성 관련 문항 3

후회감 후회감 관련 문항 3
실망감 실망감 관련 문항 2
팀전환 응원 팀 전환 및 전환의도에 관한 문항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스포츠 참여 및 시청 6

표 10. 설문의 구성

(2005)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후회감 관련 질문은 3문항, 실망감 관련 질문은 2

문항으로 총 5문항을 이용하였다. 후회감 문항은 ‘이 구단을 좋아하는 것에 유감

을 느꼈다.’, ‘이 구단을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다.’, ‘다른 팀

을 좋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실망감은 ‘구단의 대응방식

실망스러웠다.’, ‘구단의 대응방식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의 2항목을 사

용하였다. 팀전환은 Zeithaml et al.(1996)이 개발하고 이유재와 차문경(2005)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 및 문항 수

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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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방법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의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

집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

균 및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 개념의 구조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이 연구

에 사용됐다.

3) t-test, 이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승부조작과 관련한 구단의 대응의 2가지 유형과 동일시의 정

도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이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승부조작에 따른 구단의 대응유

형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 후회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망감과 후회감이 팀 전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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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리수치심

vics01 1 7 4.11 1.74

vics02 1 7 4.25 1.66

vics03 1 6 3.35 1.53

전략수용성

stga01 1 7 2.80 1.75

stga02 1 7 3.12 1.70

stga03 1 7 2.86 1.61

실망감
dis01 1 7 4.49 1.74

dis02 1 7 4.63 1.61

후회감

reg01 1 6 4.22 1.40

reg02 1 6 3.41 1.46

reg03 1 6 2.81 1.39

팀전환

swi01 1 6 2.63 1.25

swi02 1 6 3.66 1.49

swi03 1 5 2.08 1.02

표 1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Ⅴ.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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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대리수치심 3 .940
전략수용성 3 .949

실망감 2 .944
후회감 3 .864
팀전환 3 .850

표 12.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2)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armines & Zeller(1979)의 연구에 따르면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

수가 .70 이상이면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

으며 각 변수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은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 변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validity)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대리수치심, 전략수용성, 실망감, 후회감

및 팀전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그림 1>과 <표 13>에 제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의 요인 적재치 값이 최소 .79부터 최대

.95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타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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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표

1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Hu & Bentler(1999)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χ2,

Normed χ2 및 CFI를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의 값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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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표준오차 요인 적재치* 임계치(CR)

대리수치심
vics01 .083 .946 15.047
vics02 .079 .944 14.987
vics03 - .859 -

전략수용성
stga01 .069 .940 16.653
stga02 .066 .947 16.949
stga03 - .892 -

실망감
dis01 .085 .950 13.046
dis02 - .924 -

후회감
reg01 .162 .791 6.217
reg02 .171 .866 6.688
reg03 - .791 -

팀전환
swi01 .192 .862 6.771
swi02 .223 .786 6.311
swi03 - .815 -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별 타당도 결과 

Chi-square(χ2) Normed χ2(χ2/df) TLI CFI RMSEA

134.444 2.007 .910 .942 .092

표 1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Note. 모든 요인 적재치 값들은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표준화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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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점검(manipulation check)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 자극물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처치가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구단의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조작의 측정에는 윤영민(2007)의 연구에

서 사용된 2문항을 본 연구의 위기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적

전략(행동 시정하기)이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측정한 문항(‘승부조작

과 관련하여 구단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수용적 전략의 실험 자극물을 접한 집단

의 평균(N=59, M=4.07, SD=2.09)이 방어적 전략의 실험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N=60, M=1.82, SD=0.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54, df=80.5,

p<.001).

방어적 전략(부인)이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측정한 문항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구단은,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는가?’)에 대한 응답을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방어적 전략의 실험 자극

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N=60, M=5.73, SD=1.03)이 수용적 전략의 실험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N=59, M=3.34, SD=1.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41,

df=88.8, p<.001).

따라서 실험 자극물의 위기대응 전략과 관련한 조작들은 본 연구의 의도대

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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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73.095 3 57.698 62.940 p<.001

절편 1327.002 1 1327.002 1447.562 p<.001

전략 129.580 1 129.580 141.353 p<.001

동일시 27.895 1 27.895 30.429 p<.001

전략*동일시 14.976 1 14.976 16.336 p<.001

오차 105.422 115 .917

합계 1611.918 119

수정합계 278.517 118
Note. R2=.621 (Adjusted R2=.612)

표 15. 대리수치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3. 가설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동일시가 높은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은 수용

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며, 동일시가 낮은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은 방어적 대응과 수용적 대응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이

다. 먼저 동일시 정도(높음/낮음)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대응(수용적 대응/방어

적 대응)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대리수치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15>와 <그림 2>와 같다. 팬

들의 동일시 정도와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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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일시와 대응유형의 상호작용효과

0
1
2
3
4
5
6

대
리
수
치
심

동일시 낮음 동일시 높음

3.54

5.22

2.17 2.43 수용적 전략

방어적 전략

집단 대응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동일시 높음
수용적 대응 29 2.43 1.07

11.01 p<.001
방어적 대응 30 5.22 0.86

동일시 낮음
수용적 대응 30 2.17 0.67

5.65 p<.001
방어적 대응 30 3.54 1.14

표 16. 대리수치심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이원분산분석의 결과 동일시와 위기대응유형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시 집단 내에서 위기대응유형이 대리수치심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6>의 분석 결과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수용적 대응에 노출된 집단

의 대리수치심의 평균(M=2.43, SD=1.07)과 방어적 대응에 노출된 집단의 대리수

치심의 평균(M=5.22, SD=0.8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11.0, df=57.0, p<.001). 그리고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수용적 대응에 노출

된 집단의 대리수치심의 평균(M=2.17, SD=0.67)과 방어적 대응의 평균(M=3.54,

SD=1.14)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65, df=46.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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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대리
수치심

가설 
1_a

동일시가 높은 팬들의 대리수치심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
적 대응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 
1_b

동일시가 낮은 팬들의 대리수치심은 방어적 대응과 수용적 
대응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각

표 17. 연구 1 가설검증 결과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구단의 대응유형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

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시가 낮은 집단

에서도 구단의 대응유형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1에서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구단의 대응유형에 따라 팬들의 대리수치

심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대응유형에 따라 팬들의 대리

수치심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1과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 17>에 종합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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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응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동일시 
높음

수용적 대응 29 4.86 1.08
10.47 p<.001

방어적 대응 30 2.16 0.89

동일시 
낮음

수용적 대응 30 5.28 0.85
5.65 p<.001

방어적 대응 30 2.14 0.82

표 18. 전략수용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전략
수용성 가설 2

전략수용성은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에 노출
됐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지지

표 19. 연구 2 가설검증 결과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연구가설 2는 ‘동일시와는 관계없이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수용적 대응에

따른 전략수용성 정도는 방어적 전략에 따른 전략수용성 정도 보다 높을 것이

다.’이다. 동일시 정도(높음/낮음)와 대응유형이 전략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8>의 분석 결과, 동일시가 높

은 집단은 수용적 대응에 대한 전략수용성의 평균(M=4.86, SD=1.08)과 방어적

대응의 전략수용성 평균(M=2.16, SD=0.8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12.4, df=57.0, p<.001). 그리고 동일시가 낮은 집단은 수용적 대

응에 노출된 집단의 전략수용성 평균(M=5.28, SD=0.85)과 방어적 대응에 노출된

집단의 전략수용성 평균(M=2.14, SD=0.8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14.55, df=58, p<.001).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표 19>

에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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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응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후회감
방어적 대응 30 4.20 1.04

5.47 p<.001
수용적 대응 29 2.73 1.02

실망감
방어적 대응 30 5.83 0.83

9.99 p<.001
수용적 대응 29 3.24 1.14

표 20. 실망감과 후회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3) 연구가설 3, 4 검증결과

연구 가설 3a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방어적 대응에 노출된 사람의 실망

감은 수용적 대응에 노출된 사람보다 높을 것이다.’이며, 가설 3b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방어적 대응에 노출된 사람의 후회감은 수용적 대응에 노출된 사람

보다 높을 것이다.’이다. 가설 4는 ‘실망감보다 후회감이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이다.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 대응유형이 팬들의 후회감과 실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후회감과 실망감이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 3a, 3b와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구단의 대응유형이 팬들의 실망감

과 후회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20>과 같다. 구단이 방어적 전략을 취할 때 후

회감의 평균(N=30, M=4.20, SD=1.04)이 수용적 전략에 따른 후회감의 평균

(N=29, M=2.73, SD=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단의 승부조작

대응전략에 따른 후회감은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6, df=57.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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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가설 결과

후회감 가설 3_a
후회감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
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지지

실망감 가설 3_b
실망감은 수용적 대응보다 방어적 대응에 노출됐
을 때 더 높을 것이다. 

지지

팀전환 가설 4
후회감이 실망감보다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지

표 22. 연구가설 3, 4 가설검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오류

(상수) .944 .416 - 2.389 .020

실망감 .133 .095 .195 1.396 .168

후회감 .342 .124 .387 2.769 .008

표 21.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단이 방어적 전략을 취할 때 실망감의 평균(N=30, M=5.83, SD=0.83)이 수

용적 전략에 따른 실망감의 평균(N=29, M=3.24, SD=1.14)보다 크며 t-test 결과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9, df=57.0,

p<.001). 따라서 가설 3a와 3b는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4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58)=10.6, p<.001). 회귀식에 대한 R2값은 .275로

27.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부조작으로 인하

여 팬들의 후회감(β=0.39, p<.01)은 팀 전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망감(β=0.20, p=0.168)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후회감이 실망감보다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으며 <표 22>에 가설 3과 4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

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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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인 승부조작을 중심으로 구

단 위기대응이 대리수치심, 전략수용성, 후회감, 실망감 및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승부조작은 20세기 이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919

년 미국의 월드 시리즈에서 발생한 블랙 삭스 스캔들, 1960년 일본프로야구의 검

은 안개사건, 1996년 대만프로야구의 블랙 이글스 사건, 2006년 이탈리아 프로축

구 승부조작 사건, 2011년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등). 스포츠 위기상황

인 승부조작에 관한 연구는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형사상의

문제(강구민, 2011; 문화실, 박영진, 2012; 박상기, 2011; 최철호, 2012)와 승부조작

관련 미디어 보도(김한주, 김성훈, 2012)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승부

조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방신웅(2012)의 연구가 승부조작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살

펴보았다.

특히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인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감정 및 전략수용성과 같은 팬들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대응이 팬들의 대리수치심, 전략수용성, 실망

감, 후회감 및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설 1은 스포츠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이 팬들의 대리수치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선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한 구단의 대응

을 Coombs & Holladay(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으

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팬들의 팀동일시 정도를 2가지 정도(높음/낮음)로 분류하



45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단 대응유형과 팀동일시의 정도가 팬들이 느끼는 대리

수치심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들은 구단의 수용

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에 노출됐을 때 더 높은 대리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 책임성 정도에 따라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

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SCCT)과 관련한 기

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oombs & Holladay, 1996).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스포츠 팬들은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하여 구단의 위기책임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신웅(2012)의 연구에서도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의 책임성이 높을 경우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 책임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결과

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대리수치심 관련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팀동일시 정도가 낮은 그룹에서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로 인한 대리수치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일시가 낮은 팬들은 동일시가 높은 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을 팀에 투영하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에서 동일시가 낮은 구단의 위기대응에 대하여 팬들이 느끼는 대리수치심 정도

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동일시가 낮은 그룹에서 구단의 대응유형에 따라 느끼는 대리수치심의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

팬들은 경기결과 불확실성이라는 스포츠의 핵심적 특성을 훼손하는 구단의 책임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한 스포츠 리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략수용성을 살펴본 결과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이 스포츠 팬

들의 전략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팬들은 구단이 방어적 전략보

다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때 구단이 팬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

며 대응전략이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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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공중의 수용정도가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며(윤영민, 2007), 위기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mbs,

2007; Coombs & Holladay, 2002). 본 연구는 구단 대응유형을 방어적 전략과 수

용적 전략의 2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는 위기 유형에 따른 세밀

한 위기대응전략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윤영민(2007)은 사고위기상황에서 행동

시정하기 전략만 사용할 때보다 행동시정하기와 보상하기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공중의 전략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스포츠 조직의 위

기대응 관련 연구에서도 팬들의 전략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위기 대응전

략들의 조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구단 대응유형이 후회감과 실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승부

조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후회감은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

략에 노출되었을 때 높게 나타났다. 팬들은 승부조작에 대하여 구단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할 경우 응원하는 팀을 선택한 것과 이미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대

안과 비교함으로써 후회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팬들은 구단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대응과 비교함으로써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실망감과 후회감은 서비스의 실패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초기 소비행동 이후 이루어지는 2차 소비행동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소비자들

의 재구매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tzel & Silverman, 1981). 실례로 존슨

앤 존슨 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전량 제품을 회수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소비

자들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자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사건 발생 전 보다 상승

하였다. 이처럼 위기에 대한 기업의 성공적인 대응은 위기를 소비자들과의 관계

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다.

스포츠에서 팬들이 중요시하는 경기결과의 불확실성 및 페어플레이 정신이

결여될 경우 팬들은 후회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동일시가 높은 팬들

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선호하는 구단의 승부조작에 대한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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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크게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구단의 대응은 동

일시가 높은 팬들의 신뢰감을 재형성하고 긍정적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와 설유경(2007)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성공적인 회복

과정은 브랜드 동일시가 높은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전의도와 재구매 의도를 높

인다고 주장하였다. 승부조작 사건에 대하여 구단이 성공적으로 위기 대응을 한

다면 팬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팬들이 수용하는 적절

한 위기대응을 통해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팬들의 실망감 및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호에 대한 후회감을 최소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후회감이 팀전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팀 선택에 대한 후회감이 실망

감보다 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실패에서 후회

감을 느낀 소비자는 전환행동을 취하며, 실망감을 느낀 소비자는 전환행동 보다

는 불평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유재, 차문경, 2005). 즉 구단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팬들이 느끼는 후회감은 자신이 응원했던 팀과의 관

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팀을 응원을 하거나 스포츠가 아닌 다른 여가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팬들이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느낀 실망감은 팀전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망감은 후회감과는 달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

회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행동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스포츠 팀에 대한 실망감이 구단에 대한 불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추후 실망감이 팬들의 불평 행동과 부정적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면 승부조작 사건 및 스포츠 위기로부터의 피

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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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스포츠와 관련한 효과적인 위기대응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스포츠 조직은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

시하고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존재한

다. 특히,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인 승부조작으로 인한 구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팬들은 구단의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응으로 인하여 대리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치심은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묘 자신이 응원하던 팀과 거리를 멀게 유지

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Welton et al., 2012). 따라서 승부조작에 대한 구단

의 부적절한 대응은 팬들의 대리수치심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구단은 기존

에 보유하고 있던 팬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 구단은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 할 경우 수용적 대응을 실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유추된다. 즉 스포츠 구단은 해당 사건의 발생과 동

시에 즉각적으로 사과 및 행동시정을 팬들에게 약속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

을 통하여 승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략수용성은 수용적 대응이 방어적 대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들은 수용성 대응이 효율적이며 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포

츠 관련 조직은 승부조작과 관련한 위기상황에 대하여 수용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위기대응을 수용하는 팬들이 선호하는 대응방법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함께 조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프로 스포츠 관련 조직의 경우, 자신

의 팀을 응원하는 팬들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팬들은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실망감 및 후회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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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회감은 기존의 응원하던 팀과의 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팀을 선호하는 팀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망감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불평행동 및 부정적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승부

조작으로 인한 팬들의 후회감과 실망감은 스포츠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스포츠 조직은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 및 관리

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 조직은 승부조작 및 위기상황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위기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

안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2011년 한국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은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비교

적 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연루가 밝혀졌다. 이에 팬들은 실망하고 구단의 적극적

이지 못한 대응에 만족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 중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인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구

단의 적절한 위기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승부조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법적 처벌 및 미디어 보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김한주, 김성훈, 2012; 강구민, 2011; 문화실, 박영진, 2012;

박상기, 2011; 최철호, 2012). 하지만 본 연구는 스포츠 팬이라는 수용자 중심으로

승부조작 대응방법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설

문을 통해 접한 시나리오는 실제 승부조작 관련 기사를 접할 때보다 메시지 노

출 빈도는 낮을 것이며 메시지 노출 강도 역시 약할 것이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수들을 실험상황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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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강도 및 빈도와 같은 부분들을 실험연구에 접목

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구단의 위기대응 방

법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

시 이외의 개인차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위기대응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Coombs & Holladay(2004)는 귀인이론에 바탕을 둔 위기대응전략과 관

련한 연구에서 위기유형과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하

는 것이 조직의 명성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책임성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전략 중에서 수용적 전략으로 행동 시정하

기, 방어적 전략으로는 부인하기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승부조작 사건 발생

과 관련한 대응방법을 부인과 행동 시정하기로 한정시켜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승부조작 및 구단의 위기상황과 관련한 위기대응전략을 스포츠

위기 상황 및 기존 위기 이력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전략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즉,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복합

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방법을 일반조

직의 위기대응방법과 비교하여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과 관련한 특수성에 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험 연구와 함께 심층면접법 등을 이용한 질적 연

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승부조작으로 인한 구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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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예측하기가 힘든 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 스

포츠 팀 및 스포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은 스포츠 산업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 상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

포츠에서 발생하는 위기 가운데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인 승부

조작을 중심으로 구단의 적절한 위기대응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수치심은 구단의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에 노출됐을 때 더

높았으며 동일시와 대응유형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략수용성은 동일시 정도와는 관계없이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

에 노출되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후회감은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응에 노

출되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승부조작으로 인한 팬들의 후회감이 실망감보다 팀전환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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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높음/수용적 전략>

 당신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며 특히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평소 여가시간을 이
용하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TV를 통하여 경기 시청을 한다. 그리고 특정 팀을 
좋아하는데 내가 태어난 지방을 대표하는 팀이며,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었다. 또한 
평상시 ‘나는 이 팀의 진정한 팬이며, 나에게 있어 이 팀의 팬이라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팀을 응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매우 상심할 것이
다’라고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하여 동일시 해왔다. 

 어느 날 당신이 응원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 3명이 검찰의 조사결과 승부조작에 가
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수들은 최근 수차례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대한 가담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구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구단 전체의 기강을 재정비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들에 대하여 출장 정지를 시키고 영구제명 시켰다.

<동일시 높음/방어적 전략>

 당신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며 특히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평소 여가시간을 이
용하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TV를 통하여 경기 시청을 한다. 그리고 특정 한 팀
을 좋아하는데 내가 태어난 지방을 대표하는 팀이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다. 또
한 평상시 ‘나는 이 팀의 진정한 팬이며, 나에게 있어 이 팀의 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팀을 응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매우 상심할 것
이다’라고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하여 동일시 해왔다. 

 어느 날 당신이 응원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 3명이 검찰의 조사결과 승부조작에 가
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수들은 최근 수차례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의 대가로 금
품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구단은 현재 별다른 대응이 없으며 선수 감싸기 식의 대응을 하
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Appendix>

다음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읽고 이어지는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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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낮음/수용적 전략>

 당신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며 특히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평소 여가시간을 이
용하여 경기를 관람하거나 TV를 통하여 시청을 한다. 하지만 특정 한 팀은 내가 좋
아하는 팀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으며 나의 이미지, 성격 및 기호에는 
잘 맞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했었다. 또한 평상시 ‘나는 이 팀의 진정한 팬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며, ‘나에게 있어 이 팀의 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
각해왔다.  

 어느 날 당신이 관심이 없던 팀에 소속된 선수 3명이 검찰의 조사결과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수들은 최근 수차례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구단 전체의 기강을 재정비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들에 대하여 출장 정지를 시키고 영구제명 시켰다.

<동일시 낮음/방어적 전략>

 당신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며 특히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평소 여가시간을 이

용하여 경기를 관람하거나 TV를 통하여 시청을 한다. 하지만 특정 한 팀은 내가 좋
아하는 팀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으며 나의 이미지, 성격 및 기호에는 
잘 맞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했었다. 또한 평상시 ‘나는 이 팀의 진정한 팬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며, ‘나에게 있어 이 팀의 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
각해왔다. 

 어느 날 당신이 관심이 없던 팀에 소속된 선수 3명이 검찰의 조사결과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수들은 최근 수차례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구단은 현재 별다른 대응이 없으며 선수 감싸기 식의 대응을 하
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유형 3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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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방식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구단은 비
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구단은 선
수들이 승부조작 가담이 없다고 주
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리 수치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승부조작 시나리오를 읽고 
구단의 대응방식 때문에 수치스러
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승부조작 기사를 읽고 구
단의 대응방식 때문에 부끄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승부조작 기사를 읽고 구
단의 대응방식 때문에 굴욕감이 들
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략수용성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구단의 대응 방식은 이번 사
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구단의 대응책은 받아들일 
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구단의 대응은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다음은 승부조작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귀하가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입
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승부조작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귀하가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느낀 
감정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귀하가 승부조작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구단의 대응방식 대한 귀
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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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에 대한 감정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구단의 전반적인 대응방식은 
실망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구단의 전반적인 대응방식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이 구단을 좋아하는 
것에 유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가 이 구단을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내가 이 구단이 아닌 다른 
팀을 좋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승부조작에 대한 행동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제 다른 팀을 응원하려
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팀을 이전보다 덜 응원
하고, 관심을 덜 기울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미 이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월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5.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관람 및   시
청 시간은?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5시간 ③ 5시간-10시간 
④ 10시간-15시간 ⑤ 15시간 이상 

6.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참여 활동   
시간은?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5시간 ③ 5시간-10시간 
④ 10시간-15시간 ⑤ 15시간 이상 

4. 다음은 귀하가 승부조작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승부조작으로 경험한 귀하가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 다음은 귀하가 승부조작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승부조작으로 귀하가 생각하는 행
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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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ports Team's Crisis Management Strategy on

Vicarious Shame, Strategy Acceptance and Team Switching

-Focus on match fixing-

Kim, Byung J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 raduate Schoo l

S eou l Nat iona l U n ivers ity

Crises are taken as a threat to organizations. Sports related crises,

especially match fixing, may have detrimental effects on sports team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ports team's crisis management strategy affects

sports fans in case of match fixing.

College students(N = 119) completed a scenario bas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measures of vicarious shame, strategy acceptance and team

switching. A 2(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responsibility: low

vs high) x 2(team identification: high vs low) design model was utilized in

scenario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vicarious shame is higher for participants

with defensive response than for those with accommodative response,

whereas the acceptance of strategy is greater for thos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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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ve response. Regret and disappointment are assessed lower for

those with accommodative response than defensive response. The impact of

regret for team switching is stronger than disappointment.

KeyKeyKeyKey WordsWordsWordsWordsKey Words::::: matchmatchmatchmatch fixing,fixing,fixing,fixing, vicariousvicariousvicariousvicarious shame,shame,shame,shame, strategystrategystrategystrategy acceptance,acceptance,acceptance,acceptance,match fixing, vicarious shame, strategy acceptance,

regret,regret,regret,regret, disappointment,disappointment,disappointment,disappointment, teamteamteamteam switchingswitchingswitchingswitchingregret, disappointment, team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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