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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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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금융기업을 제1금융권기업과 제3금융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고,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

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

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또한 각각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미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300명의 연구 대상

자에게 두 종류의 시나리오를 무선 할당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실

험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46부는 제외하였다. 254부의 수집

된 자료는 t-test,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ii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3금

융권기업 러시앤캐시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 중 스포

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고,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다. 둘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 이미지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

도와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

한 선호도와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 이

미지가 개선되었다.

주요어: 금융기업,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후원기업, 인식, 선호도, 위상,

태도, 이미지

학 번: 2011-2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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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가 이어지자 금융시장은 점차 고객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금융 서비스의 변화는 금융업계가 고객에 보다 친화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금융 자사

의 브랜드 차별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업계는 자사의 공중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

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고 있다(조용진, 2011).

고객 친화적 마케팅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

한 방안으로는 차별화된 오리지널리티의 표현, 고객 친근감 증대, 일관된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 노출, 독창적 이미지 제고, 연상작용에 의한 조건

반사적인 반응, 흥미요소 유발을 통한 고객의 관심 유도, 고객의 기억에

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적극적 노출 등이 제안되고 있다(노현주, 2007).

이에 금융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방안을 이용하여 독창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을 통해 기업

의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금융기업을 포함한 국

내 기업들은 스포츠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스폰서십에서 스포츠를 이용하여 기업

인지도룰 향상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각광받기 시작

하였다.

국내 금융기업에서 스포츠를 후원한 최초의 기록은 1958년 우리은행

이 여자 농구팀인 한새여자프로농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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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스포츠 스폰서십으로 기록되었고, 최근에는 KB금융그룹이 가장

왕성한 스포츠 스폰서십에 가담하여 골프, 야구, 농구, 축구, 사격 등 11

개 종목을 후원하며 수천억에 달하는 유·무형의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

다(이투데이, 2013. 2. 6).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2011년 롯데카드가 프로

야구 30년 역사상 금융권기업으로서 최초로 공식 후원업체가 되어 스포

츠 스폰서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한국일보, 2011. 11. 19).

한편, 같은 금융권이지만 비조직적 금융, 사금융, 지하금융, 사채업,

대부업 등으로 불리는 제3금융권은 1997년 IMF사태 이후 소비자 금융의

또 다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며 2008년 16,120개의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 총 16조 5,000억 원 시장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세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권은 살인적인 이자율과 고압적인 대출금 회수

방법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김주호, 2012). 정

진(2011) 또한 대부업의 특성으로 전문성, 신속성 및 편리성 등을 들었지

만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이 사업 자체의 성공에 중

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제3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많은 대부업체

에서는 홍보활동과 스폰서십을 통하여 이용객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인

식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이용한 스폰서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앤캐시의 경우 2009년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스포츠 스폰서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골프대회, K리그 컵 대회, 남녀 하키 국가대

표 공식 후원 등의 적극적인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는 프로배구단 ‘드림식스’의 경우에도 1년 간 17억 원의 스폰서

십을 통해 구단 명을 ‘러시앤캐시’로 바꾸는 등 제3금융권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스포츠 스폰서를 지속하고 있다(세계일보, 2013. 1. 15).

이와 같은 제3금융권 특히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사실 기

존 제2금융권에서 골프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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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고 사업 이미지를 개선한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러시앤캐시

는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하여 성장가도에 있는 금융 브랜드라는 이미지

를 심어주고 스포츠의 건전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파이낸셜 뉴

스, 2010. 4. 26).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경우 대부분이 뉴스보도에 기인

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러시앤캐시의 스폰서십이 제1금융과 제2금융에서

거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는 현재로선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앤캐시가 제3금융권, 즉 대부업체의

성격이 강하여 제1금융과 제2금융에서 거둔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그만큼 어렵다는 게 공론이고, 이 때문에 스포츠 스폰

서십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규명하는 것은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스포츠 스폰서십

관련 연구들은 일반 기업의 스폰서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온 점을 발

견하였다. 먼저 문지운(2014)은 ‘스포츠 스폰서십에 의한 이미지 전이에

서 후광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이 브

랜드 이미지로 전이되는 현상과 기업의 스폰서십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가 후광효과로 신규기업 스폰서의 브랜드 이미지에

전이되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어 웅건용(2007) 또한 유사하게 ‘스포츠

스폰서십이 제품태도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폰서십이 제품태도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규

명하였다. 특히 스폰서십의 유형 중 선수 스폰서십이 가장 효과가 높고

팀 스폰서십이 가장 효과가 낮은 스폰서 유형임을 밝혀내었다. 이미지

전이 현상을 통한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분석을 수행한 이현정, 현용진

(2010)은 스포츠 이벤트와 브랜드가 스폰서십을 통해 연결될 때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는 스폰서한 브랜드 이미지에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

며, 스폰서십의 실행에 있어서도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간의

이미지 유사성과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할 때 이미지 전이에 더욱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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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을 밝혀내었다. 이외에도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를 다룬 연구로

송기석(2007)의 ‘스포츠 스폰서 연관성과 특성이 기업의 스폰서십 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형건(2010)의 ‘스포츠이벤트 타이틀 스폰서십 효과에 따

른 기업이미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명모(2010)의 ‘스포츠스폰서

십과 기업광고의 피드백 효과,’ 임승호(2010)의 ‘스포츠 스폰서십이 브랜

드 에쿼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미현(2008)의 ‘스포츠 스폰서십

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 자산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현호(2002)의

‘스포츠 스폰서십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 등 체육학 내외에서

스포츠 스폰서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스포츠 스폰서십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와 인과관계 중에서 제3

금융의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최근 제3금융에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 스폰서십이 제3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즉, 스폰서십 지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스폰서십 지각이란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경기 선호도, 경기의 위상, 스

폰서십 목적의 이해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변인이다. 이어 종속변인으로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비자

인식이란 스포츠 스폰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후원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의 스포츠 스폰서십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궁극적으로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융권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과 제3금융권 기업 중 최근 가장 활발한 스포츠 스폰서

십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러시앤캐시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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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금

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와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

미지의 관계를 분석·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I-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I-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의 관계

I-3.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II.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의 이미지의 관계

II-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의 이

미지의 관계

II-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의 이미지의

관계

II-3.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의 이

미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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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

로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소비자 인식의 관계에 관한 관련변인을 설정하

고 이에 대한 관계모형을 토대로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인을 설정하

였다. 배경변인으로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가계수입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은 금융기업의 스폰서십 지각

이며 하위변인으로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은 후원기업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이며 하위변인으로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후원기업의 이미지를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변인에 대한 설정근거와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대사회에서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여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 사회생활과 태도, 행동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고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생활기대가 높아지고 교육

의 기회가 유리해지듯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생활양식과 기회는

사회계층,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 혹은 지리적 이동을 위한 기회와 교육과

직업의 접근 등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변수이다(임번장, 1998).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및 생활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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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계층론적 관점에서 생활체육 참여가 특정

계층의 신분확인을 위한 도구로 해석되기도 하여 스포츠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 및 가치유형, 그리고 참여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교

육수준, 가계수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연구대상의 스폰서십 지각과

소비자로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실제

로 이와 같은 변인이 특정 개인의 스포츠관련 활동과 경험에 주요한 변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을 배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도 다수 이루

어져 왔다(송강영, 1999; 이홍구, 1998; 정영린, 1997; 임승엽, 2000).

2) 스폰서십 지각

본 연구에서는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

변인으로 스폰서십 지각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폰서십 지각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경기의 위상,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특정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일반적

인 호감도를 의미하며, 스포츠 경기의 위상은 특정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평가하는 지위, 즉 해당 스포츠 이벤트가 국가적 혹은 지역적 측

면에서 달성하는 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의미한다(손영석, 2002). 스

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가 기업의 후원 목적을 상업적으

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인도적으로 느끼는지에 관한 변인으로 설명된다.

3)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선행연구에서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해 기업 인지

도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로서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업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는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태도와 이미지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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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중 Speed & Thompson(2000)의 연구변인을 본 연구에 맞게 사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하위변인으로서 후원기

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반인들이 기업에 대한 사전 경험에 따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변하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거나 스포츠에 기여한 바에 대

한 지각이나 평가 정도 즉 태도는 반응요소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나 인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홍준기(2005)의 연

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후원 기업에 대한 태도를 친밀성과 호감성 측면

에서 측정하여 소비자 반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후원기업

의 이미지는 스폰서십 활동에서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가 후원기업 이미지

로 전이되는 이미지 전이 모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Gwinner, 1997; 염

혜진, 2007), Gwinner & Eaton(1999) 또한 후원기업 이미지가 스폰서십과

연결될 때 스포츠 이벤트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전이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원기업의 이미지를 후원기업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의 하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I-1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에

관한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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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앞에서 설정한 관련변인과 관계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3.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기업에 대

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의 이미지

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3.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기업의 이

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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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으로서 중요하게 사용된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 행사 혹은 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제휴하

는 대가로 금전적, 인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2)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기업이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의 스폰서십 이벤트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3)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소비자가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태도와 기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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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폰서십

1) 스폰서십의 개념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폰서십의 출연은 근래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Crowley, 1991). 스폰서십은 과거 라디오와 TV

의 광고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광고하

기 위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행위를 스폰서십이라고 보는 반면, 영국에

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일컫는 상황을 스폰서라고 본

다(Harvey, 2001; Meenaghan, 1983). 이처럼 스폰서십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알려져 있다

(Meenaghan, 1983).

Sandler & Shani(1989)에 따르면, 스폰서십은 특정행사나 활동과 직

접적으로 제휴를 체결하는 대가로서 제공되는 재정적·인적·물질적 지원

을 일컬으며, 그 후 자본을 제공하는 조직은 직접적인 제휴를 그들의 사

업, 마케팅, 매체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또한, 스폰

서십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그 대가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휴하는 개임, 이벤트, 조직과의 사

업적 관계로 규정되기도 한다(Sleight, 1989). 이와 같이 스폰서십은 기업

이미지의 개선 및 강화,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 제품과 서비스 매출의 직

접적 증가 등의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스폰서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개인과 단체에 의한 스폰서

십, 그리고 지속적 스폰서십과 일회적 스폰서십 등으로 구분된다(박평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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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 스폰서십은 스폰서십의 한 방법이자 영역으로서 기업이 광고

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스포츠 선수, 스포츠 팀, 스포츠 관련 프로그

램에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스포츠라는 건전하고 유쾌한 문화가

스폰서십의 형태로 대중매체와 결함하여 기업인지도를 증가시키고 기업

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특정 상품 인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어 상품 이미지 개선 및 기업의 이익창출을 목표로

삼는 비즈니스의 한 영역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김기범, 차영란, 2009;

Milne & McDonald, 2001). 한편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기업의 관점

에서 바라볼 때 이를 스포츠 스폰서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이 현금

이나 물품 또는 노하우나 조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선수, 팀, 연

맹, 협회, 스포츠 행사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으로 기획, 조직, 실행, 통제하는 모

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종, 1998).

Roth(1990)는 스포츠 스폰서십을 특정 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반

대급부를 얻을 목적으로 운동선수, 팀, 연맹, 협회, 스포츠행사 등에 재정

적 지원 혹은 물질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

며, McCarville & Copeland(1994)는 스포츠 단체, 기업, 그리고 다른 중

개자 사이의 교환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관계 기

관 및 관계자들에게 혜택의 최대화와 위험의 최소화라는 기본 원리에 입

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업의 관점에서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통하며 직·간접적으로 자사의 제품과 상표를 알리고 인식시킬 수 있는

스포츠 스폰서십 부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임명욱, 1998).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IEG(International Event Group, 2013)가 추산한 2013년도 세

계 총 스폰서십 시장 규모에 따르면 53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스포츠

스폰서십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미에서 스폰서십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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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IEG(2013)의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스폰서십(69%), 엔터테인먼트(10%), Causes(9%), 예술(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벤트 스폰서십 시장에서 스포츠 스폰서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스폰서십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서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상표

인식, 언론노출, 홍보 등과 관련된 기업 인지도 향상, 둘째, 신제품에 대

한 이미지 창출, 기존제품의 이미지 강화, 기존 제품에 대한 고정 이미지

개선,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 셋째, 제품

사용 혹은 판매기회 즉, 잠재고객들에 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판매의 기회를 마련하며 기존제품을 새로운 용도로 판촉하는 기능, 넷째,

주요고객 · 중간업자 · 종업원들의 유대 강화, 사내 인센티브 기회의 개

발 등과 관련된 접대기회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Mullin,

Hardy, & Sutton, 1993). 박평식(2000)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스폰서십의

목적을 첫째,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둘째,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셋째로,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표현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포츠 스

폰서십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실행되면 높은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다.

Brooks(1994)는 스폰서십 유형으로 독점 스폰서(exclusive

sponsor), 주관스폰서(primary sponsor), 보조스폰서(secondary sponsor),

공식공급업체(official sponsor)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용만(2000)은

공식스폰서(official sponsor), 공식공급업체(official supplier), 공식상품화

권자(official licence), 타이틀 스폰서(title sponsor)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일기획(1993)에서도 스포츠 스폰서십을 타이틀 스폰서십, 스포츠 선수

개인 스폰서십, 스포츠이벤트 스폰서십, 스포츠 단체 스폰서십, 스포츠

팀 스폰서십 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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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포츠 스폰서십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연구

자마다 세부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일기획(1993)이 제시한 스포츠 스

폰서십 유형을 기준으로 각 세부 유형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타이틀

스폰서십이란 대회 명칭에 기업이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스폰서다. 이는 행사 타이틀에

기업명을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기업과 브랜드 노출이 가

능하여 매체노출 효과가 다른 스폰서 유형에 비해 높다(김순욱, 2009).

이어 스포츠 선수 개인 스폰서십의 경우 스포츠 선수 개인에게 기업이

스폰서십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소속 팀의 공식 스폰서와는 다르게 개인

적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물품을 지원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행위에 의무

적으로 참여하도록 계약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특히 광고를 통하여 선수

복에 스폰서 기업의 이름이나 상품을 표시하거나 기업광고에 출연하여

TV, 신문 등에 등장한다.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이란 예를 들어 올림

픽 혹은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 아시안 컵, 챔피언스리그

등의 대륙내 스포츠 행사, 국내 프로리그와 같은 국내 외 적인 스포츠

행사에 대한 스폰서십을 일컫는다.

Gwinner(1997)는 이와 같은 형태의 스폰서십을 통하여 이벤트 이미

지와 스폰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이벤트 이미지의 전이는 다른 스폰서의

수와 스폰서십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스폰서십 계획의 독점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스포츠 단체 스폰서십

의 경우 스포츠 협회나 위원회 등을 공식적으로 협찬하는 경우를 말하

며, 스포츠 단체의 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가 차등적으로 부여된

다. 이러한 유형의 스폰서십을 통해 스포츠 단체는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며 스포츠대회 또는 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스포츠 팀 스폰서십은 유명 스포츠팀 혹은 스포츠클럽 등을 지원하

는 유형을 일컫는다. 이는 해당 스포츠 팀과 클럽의 팬에 다가감으로써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순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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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과 스포츠 스폰서십

최근의 금융시장은 고객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사의 양적 증가와 금융 서비스의 성격에 따

른 세분화는 고객의 금융사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 효과를 가

져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금융업계에서는 고객에 보다

친화적이고 친근한 이미지의 구축, 그리고 금융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업계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친근하고 고객과 공감을 이룰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조용진, 2011).

노현주(1998)에 따르면 고객 친화적 마케팅을 통한 적합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차별화된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의 표

현, 둘째, 고객에의 친근감, 셋째, 일관된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 노출을

통한 독창적 이미지 제고 및 연상작용에 의한 조건반사적인 반응 도출,

넷째, 흥미요소 유발을 통한 고객의 관심 유도, 다섯째, 고객의 기억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적극적 노출, 여섯째, 다양한 형태의 변용을 이용한

반복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생존

하기 위하여 독창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을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경일(2000)은 1980년대부터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

가하여 1990년대 들어서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실현되고 경쟁 범위확대

및 고객의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고객 집

단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시장세분화와 차별화 전략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시

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치

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

였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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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금융 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스포츠를 이용한 홍보활

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스

폰서십에서 스포츠를 이용하여 기업 인지도룰 향상하고 이미지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내의 스포츠 스폰서십의 최초는 1958년 우리은행이 여자 농

구팀인 한새여자프로농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서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을 개시한 것이고(이투데이, 2011. 08. 05), 최근에는 KB금융그

룹이 골프, 야구, 농구, 축구, 사격 등 11개 종목을 후원하며 수천억에 달

하는 유·무형의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다. 그 중 골프대회의 개최 및 프

로농구 대회의 공식 후원을 통해 대회명칭, 엠블렘, 티켓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투데이, 2013. 02.

06).

최근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2011년 프로

야구 타이틀 스폰서인 롯데카드가 금융권 기업으로는 30년 프로야구 역

사상 최초로 공식 후원업체가 되었으며, 600만 이상의 야구팬으로부터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재고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실제로 신용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프로야구 개막 이후 매월 30% 이상의 증가 효과를 보

았을 정도로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를 이루었다(한국일보, 2011. 11.

19).

(1) 제3금융권의 스포츠 스폰서십

비조직적 금융, 사금융, 지하금융, 사채업, 대부업 등으로 불리는 제3

금융권은 비조직적 금융을 금융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은행과 같은 제도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금융시장을 일컬으며(U Tun Wai, 1957;

정진, 2011), 공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금융시장이라고도 한다(David Cole

& 박영철, 1945). 2002년부터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

한 법률’(정환태, 2009)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

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금전의 대부란 대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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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 명칭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금전대부의 중개란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을 통해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와 함

께, 경제신어사전(1999)에는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 이외의 공간에

서 대금업자로부터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금융거래로 정의되어 있다

(김남훈, 1999).

국내의 대부업 시장은 1960년대 기업의 단기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사채시장’의 이름으로 형성되었으며, 1997년 IMF사태 이후 제도권 금융

기관이 여신을 줄이자 대부업이 소비자 금융의 또 다른 영역으로 자리매

김 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국내 대부업 시장의 규모는 2008

년 16조 5,000억 원이며, 등록된 대부업체 수만 16,120개에 이른다. 또한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용객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30만원으로 조사되었

으며,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4.9%이다(김주호, 2012).

국내 대부업 시장은 최근 외국계 자본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금리 소액신용 대부업시장은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대출 금액을

살펴보면 1위는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며 2위는 산와머니가 합계

69.8%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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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주요 소액신용 대부업체의 결산 내역

(단위: 억 원, 괄호는 손실의 표현)

국적 회사
2007 2008

대출금 자본금 순이익 대출금 자본금 순이익

일본
A&P

파이낸셜
6,302 154 1300 9,048 300 993

일본 산와머니 4,227 200 929 5,976 200 (12)

한국
웰컴

크레디라인
1,114 131 128 1,413 140 136

일본 원캐싱 435 26 58 804 27 78

일본
배르넷

크레디트
703 67 28 746 313 (0.2)

한국
바로

크레디트
536 70 57 711 70 47

한국
태강

코퍼레이션
486 15 26 512 15 10

한국 위드 캐피탈 400 15 12 456 15 32

일본
유아이

크래디트
287 45 26 324 45 0.3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제3금융권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부각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업은 제

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이용객에게 소위 ‘급전’을 빌

려주는 서비스산업으로서 불량한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이

용객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과 고압적인 대출금 회수 방법으로 인해 사회 내에서 부정적인 이

미지가 이어지고 있다(김주호, 2012). 이러한 측면에서 한경수(2001)는

대부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생산성 저하, 둘째, 재정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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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박, 셋째, 세 부담의 불공평과 사회정의가 왜곡되는 현상, 넷째,

통계의 정확성 저하와 경제정책의 착각, 다섯째,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

등을 들었다. 이어 기업의 측면에서 첫째, 기업의 안정 위협, 둘째, 대기

업금융에의 종속 초래, 셋째, 재무구조의 부실 만성화, 넷째, 경기변동상

의 저항력 약화를 지적하였다. 사회 구성원의 측면에서는 첫째, 규제법률

의 미비, 둘째, 불공정 거래 유발, 셋째, 과소비 조장, 넷째, 불확실한 정

보로 인한 사회불신 야기, 다섯째 강압적인 회수에 따른 가정파탄 초래

및 이에 따른 사회문제 유발 등을 대부업체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정진

(2011)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특성으로 음성화, 전문성, 신속성 및 편리성,

틈새시장, 고금리 등을 들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

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대부업체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

략을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다. 김남훈(2004)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는

첫째, 전주 자금 양성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의 개선, 대형화, 은행

과의 제휴 등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을 제시하였고, 둘째, 소비자와 사업

자간의 쌍방향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사업자 신뢰도 증가, 셋

째, 규제완화와 기업의 신규 참가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소비자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많은 대부업체에서는 홍보활동과 스폰서십을 통하여 이용객이

지니고 있는 대부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TV

광고가 제한된 2007년 이후부터는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광고를 내보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업체들이 2008년 케이블 TV 광고에 총 55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08년 케이블 TV 전체광고매출 8,600억 원의 약

6.4%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이후 케이블 TV 광고에 참여한 대부업체들

의 매출이 증가하자 중·소 규모의 대부업체에서도 광고를 늘리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김주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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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은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스포츠를 비롯하여 장학

재단 설립 등의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스포츠의 경우, 러시앤캐시는

2009년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후원을 이어오고 있

으며,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골프대회(행복나눔 클래식으로 명칭 변

경), K리그 컵 대회, 남녀 하키 국가대표 공식 후원 등의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프로배구단 ‘드림식스’를 러시앤캐

시 구단명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간 17억 원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스포츠 스폰서를 실시하고 있다(세계일보, 2013. 1. 15). 이와 같은 제3금

융권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사실 기존 제2금융권에서 골프를 포함한 다양

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업 이미지를 개선한

성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러시앤캐시에서도 뒤이어 스포츠 마케팅에 뛰

어든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하여 러시앤캐시가 성

장가도에 있는 금융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줄 수 있고, 스포츠

의 건전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바꾸려

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0. 04.26).

4)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최근 기업들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기업의 가치와 브

랜드 자산 가치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그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업 마케팅에 참고하고 있다(안광

호, 한상만, 전성률, 2000; 안경옥, 2012).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특정

스포츠이벤트에 대해 후원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지각할 경우 소비자들

은 후원기업의 브랜드를 연상하게 되고, 이어 스폰서 기업에 대한 인지

도가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다(Cornwell & Maignan, 1998).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스포츠 스폰서십

은 마케팅 도구로서 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안

이며 기업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된다(Crompton, 1996; 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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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 & Slack, 1997; Danylchuk, 2000).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스폰서십

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폰서

십 경기의 위상,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란 차별화된 마케팅의 중심개념으로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특

정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이다(Aaker, 1997). 이와 관련하여 Mantel

& Kardes(1999)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이에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

호도의 측정에 관심이 높아져 갔다(Malhotra, 1986). 또한 Engel &

Blackwell(1982)은 소비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제품의 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브랜드에 선호하는 태도반응과 행동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소비자는 여러 개의 대안(alternatives) 중 택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만들고 그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한 선호도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따른 만족도의 크기와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에 의

하여 결정된다(김청택, 2009). 즉, 하나의 상품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싫

어하는 브랜드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선호하는 브랜드가 돋보이게 되

는 감정적인 태도이며(조현진, 2000),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

무할 때 이와 같은 브랜드 의존도가 형성된다고 한다(Tucker, 1964).

한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브랜드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며 때문에 브랜드 선호에 관한 예측과 이해는

어렵고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Widing & Talarzyk, 1993). 즉, 브랜

드 선호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의 패턴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기

본적인 단계이며 이러한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선호경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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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성순옥, 2009). 이와 유사하게 김봉관, 김태우

(2003)의 경우에도 브랜드 선호도는 브랜드 자산의 한 형태이지만 브랜

드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서 발생하는 특정 반응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해 보면 소비자의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스포츠를 선호하거나 좋아한다면 그 특정 스포츠

의 관전이나 참여에 있어서 반복적인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

렸다(Gray, 1991; Latham & Stewart, 1981; 김용만, 1998). 이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매력 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Greenstein &

Marcum, 1981; Shcofield, 1983; 김용만, 1998).

(2)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팬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예를 들면 올림픽 혹은 월드

컵 경기는 경기를 개최하는 개최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Gwinner, 1997; Speed & Thompson, 2000; 김기범, 차영란, 2009). 또한

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스포츠 소비자들

이 특별한 지위의 스포츠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벤트 진행에 대해서 높

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스폰서십의 기회가 발생한다(Stipp &

Schiavone, 1996). 결국 스포츠 이벤트가 다양한 스폰서십의 기회를 창출

하며 다양한 부가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과 같은 위상이 높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려는

것이다(손영석, 2002). 구체적인 예로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대

표팀의 선전은 ‘made in Korea’의 국제적 인지도를 상승시킨 결과를 거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팀의 4강 진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진작 효과 등을

합쳐 약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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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가 1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성

경제연구소도 월드컵을 통한 광고효과 등으로 한국제품의 해외시장 점유

율이 매년 0.06%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적 효과에 의하면 국제적 위상이 높은 스포츠 행사에 대한 스폰서십일수

록 충분한 후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허성호,

2005).

국내에서는 인기 프로스포츠에 많은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후원을 지

원하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프로야구를 후원한 한국야쿠르트의 경우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에 비해 기업 선

호도에서 23.8%, 건강기업으로의 상기도 37.5%의 상승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미디어 리서치 전문기관인 SMS 리서치앤컨설팅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는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통해 약

1,034억 원의 후원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더피알뉴스, 2013.

12. 9). 이처럼 스포츠 행사의 위상이 높으면 소비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후원효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란 특정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

업의 목적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폰서십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논의이다. 기업의 공익 연계 마케팅을 다루는 선

행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 이

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소비자가 지각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인지도 향상

이나 매출 증대를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느냐에 따라 공익 연계

마케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이타적인 동기로 인식할수록 긍

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Drumwright, 1996; Folse, Niedrich, & Grau,

2010). 반면 소비자들이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을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이

기적이고, 이벤트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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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의 결과는 기업의 예상과는 달리 실패적으로 끝날 수 있다(김요한,

2009).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이 ‘무엇’을 하는가보다 그것을 ‘왜’하

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볼 때(Gilbert & Malone, 1995), 이들은 왜 특정

기업에서 이벤트를 스폰서 하는지 고민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인과적 추론을 하기 때문이다(김요한,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한 제품의 기부가 단순한 현금 기부보다 기업에 대한 이타 주의적

귀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Ellen et al.,

1996). 이와 관련하여 Barone, Miyazaki, & Taylor(2000)는 공익연계마

케팅,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순수한 이타주

의에서 연유한다고 지각될수록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귀

인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김요한, 2010; 신종국,

박민숙, 오미옥, 2011), 귀인은 어떠한 행동처럼 겉으로 드러난 반응에

대해 행동의 진실과 의미에 대한 추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귀인은 이후의 태도 및 행동 변화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Kelley, 1973; Kelley & Michela, 1980).

2.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태도는 개인의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호의적/비호의적,

동의/거부 등의 느낌으로 정의되며(Fishbein, 1996), 사람 또는 사물에 대

하여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경향이다(예종석, 김명수,

1998). 또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자극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 또는 느낌의 양으로 측정되기도 하며, 소비자의 행동연구

에서 태도의 측정은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 선택과 같은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영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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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bein(1975)은 태도를 개인의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호

의적, 비호의적 동의, 거부 등의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느낌이나 평

가적 반응 행동의 일환으로 소개하였다(최종학, 2011).

1)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소비자는 소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을 경우에는 소비성향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태도는 특정 기업에 대해 소

비자들이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형성하는 만큼 기업에서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Keller, 1998; 최종학, 2011).

기업에 대한 태도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기초

로 정의된다. 과거 전통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태도는 인지, 감정, 의도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인지, 감정,

의도를 모두 분리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감정만을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최일용, 2012; 임병우, 2006). 따라서 기업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가 특정 기업에 대해 일관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학습된 경향으

로서 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윤훈현, 2005). 또한 소비

자가 특정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업의 선택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

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구민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이소은, 2008).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업 선택과 같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

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되어 왔다(서문식, 김유경, 2003). 다시 말해, 기업

에 대한 태도란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해 개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관한

생각으로서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박현

희, 2005).

한편, 주변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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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self-schema)와 브랜드 개성이 일치할 때 기업에 대한 태도가 호의

적으로 변하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high self-monitors)은 상황과 브랜드 개성이 일치할 경우 기업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다(Aaker, 1999). 특히 김용만(1997)은 일반적으

로 대학생들이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

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만, 강용주(2003) 또한 이벤

트 스폰서십 참여에 따른 지각된 촉진이 소비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광고와 이벤트 정보는 구전효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벤트 스폰서십에 대한 참여는 소비자들이 기업을 생각하는 감정과 태

도를 호의적으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소비자의 후원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직관적 표상을 의미하는 용

어로서 대상이 기업이면 기업 이미지, 대상이 상품이면 상품 이미지가

된다(성동렬, 1997; 송예진,2005). Dutka & Roshwalb(1983)은 기업 이미

지는 기업에 대한 공중 태도의 총합으로서 개인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가

지게 되는 주관적 신념, 생각, 인상이다. 또한 기업 이미지는 기업에 대

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며 특정기업의 인적, 물적 구

성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기업 이미지는 대중이 기업 정보

를 획득 후 형성하는 마음속의 기업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Dutka

& Roshwalb 1983; 송예진, 2005).

기업 이미지의 개념은 1950년대 Gardner & Levy가 처음으로 도입

하였으며,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 간의 차이가 대동소이 할 때 판매 경쟁

에서 살아남는 요인은 다름 아닌 기업 이미지 혹은 브랜드 이미지다. 즉,

기업 이미지는 특정 제품에 대해 경쟁 제품과 단순한 식별 기능을 넘어



- 27 -

서 어떤 의미나 인상,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구조체계라고 할 수 있다

(Dobni & Zinkhan, 1990).

기업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적인 정의로서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 지각, 소비자 지각과 현실의 분리

를 강조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둘째, 상징주의 측면의 정의로

서 기업을 상징으로 보고 이미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대신하는 사물, 행

위, 언어, 그림 및 인간 행동의 집합체로 정의하는 것이다. 셋째, 의미 또

는 메시지 측면의 정의로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형성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 넷째, 의인화 측면의 정의로서 기업과 소비자의 개성과의

연상으로 기업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또는 심리적 측

면의 정의의 경우 실제 기업의 외부적 속성과 소비자의 정신적 구성 요

소로서의 이미지의 연상을 말한다(홍종필, 2008).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대상결정이론이 중심적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이미지와 관련하여 대상결정이론을 내세우는 가정으

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는 대상으로부터 신뢰적인

감각정보를 얻는다. 셋째, 소비자는 각자의 배경이나 개성이 각기 다르지

만 수집한 정보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 이미

지는 객관적 실체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이미지 변경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체 행동과 객관적인 요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상결정이론이다

(권용석, 2002; 송예진, 2004). 이와 같이 기업 이미지란 상호 복합적 작

용에 의해 형성되고 객관적 실체와 인간주체의 주관적 특성을 반영하는

총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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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스폰서십 경기

에 대한 선호도,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또한 소비자의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 이미

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의 선정, 연구도구 개발, 그리고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도민들을 모집단

으로 설정한 뒤, 단순 집락 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제3금융의 주요 소비자가 직장인과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집락표집을 위하

여 직장인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교 사회교육원을 난수표를 이

용하여 한 개교를 추출하여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대학생 표본의 경

우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한 개교를 추출하여 해당 대학교 내에서 무작위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출된 설문지 중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는 제외시킨 후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처리한

설문지는 총 254부이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가계수입에 관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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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사례수 백 분 율 (%)

성 별
남 자 184 72.4

여 자 70 27.6

연 령

20세 미만 57 22.4

20~29세 145 57.1

30~39세 8 3.1

40~49세 15 5.9

50~59세 22 8.7

60세 이상 7 2.8

직 업

대 학 생 192 75.6

대학원생 12 4.7

자 영 업 14 5.5

회 사 원 14 5.5

전 문 직 18 7.1

기 타 4 1.6

학 력

고 졸 170 66.9

대 졸 63 24.8

석 사 12 4.7

박 사 9 3.5

가계수입

100만원 미만 17 6.7

100-199 만원 21 8.3

200-299 만원 35 13.8

300-399 만원 41 16.1

400-499 만원 41 16.1

500만원 이상 99 39.0

전 체 254 100.0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연구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자극물은 러시앤캐시가 2014년 야구시즌

타이틀 스폰서십을 취득 할 경우와 국민은행이 취득 할 경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이 연구 자극물은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금융기업의 스폰서십 신문기사로 설정되어 제시되었다.

시나리오의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은 스폰서십 확정 고지이며, 두 번째

부분은 스폰서십의 기간 및 스폰서십을 통한 마케팅 진행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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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후원 목적 및 공헌 내용에 대한 설명으

로 구성하였다.

스폰서십 기사와 관련한 실험 자극물의 조작이 의도대로 진행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스포츠경영학 교수 1인과 스포츠사회학 교수 1인,

스포츠경영학 박사과정생 3인을 통한 전문가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가들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어 스포츠경영학 석·박사생 30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읽게

한 뒤, 스폰서십 지각에 대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확인결과 모든 대상자가 시나리오 내에서 제시된 스폰서십에 대하

여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실험 자극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나리오

각 단락의 구성, 시나리오에 제시된 정보량(두 가지 시나리오에 삽입된

글자 수: 333, 334), 어조를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러시 앤 캐시가 프로골프 채리티클래식에

이어 2014년도 한국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

폰서십을 획득하였다. 공식 타이틀 명칭을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로 확정하였다.

러시 앤 캐시는 타이틀 스폰서의 대가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에 70억원의 후

원금을 지불하였다. 이번 후원으로 러시

앤 캐시는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2014년 4

월부터 11월 한국시리즈까지 약 7개월간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얻게 되었고, 9

개 구단 경기장 내 광고권과 제작물 등을

통해서도 러시 앤 캐시를 알릴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었다도 동안 프로야구와 더표

하였다.

스포츠부 ***기자

그림 III-1 설문지에 사용된 연구자극물의 예(러시앤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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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관한 항목 5개 문항, 기업에 대한 태도 10문항, 스폰서십 지각 10문

항,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10문항 등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 주요 구성 지표, 내용, 문항 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

구성지표 내 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가계수입 5 문항

기업에 대한 태도 호감도, 이미지, 인지도, 구전강도 10 문항

스폰서십 지각
스폰서십 경기 선호도, 스폰서십 경기 위상,

스포서십 목적 이해
10 문항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후원기업 이미지 10 문항

계 35 문항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설문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묻는 문항

즉,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가계수입 등을 묻는 총 5문항을 설정하

였다.

성별은 응답자의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조사한 다음, ‘여자’, ‘남자’로

2등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현재 나이를 조사한 다음, ‘11세 ~ 20세’, ‘21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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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31세~40세’, ‘41세~50세’, ‘50세 이상’으로 5등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직업은 응답자의 현재 직업을 조사한 후 ‘대학생’, ‘대학원생’, ‘자영

업’, ‘회사원’, ‘전문직’, ‘기타’로 6등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서열척도로서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후 대학생부

터 박사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

다.

가계수입은 응답자 가족구성원 전체의 부수입을 포함한 월수입을 기

입하도록 하여 ‘100만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

상 ~ 500만원 미만’, ‘500만 원 이상’으로 6등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기업에 대한 태도

기업에 대한 태도는 Churchill & Peter(1894), Snow &

Hambrick(1980)이 사용한 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한 이상훈(2010)의 설문문항을 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스폰서십 지각

독립변인인 스폰서십 지각에서 첫 번째 하위변인인 스폰서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Speed & Thompson(2000)이 개발하여 김기범과 차영란

(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4개의 측정문항과 남일현(2001)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스폰서 경기에 대한 선호

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하위변인인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Speed & Thompson(2000)이 개발하여 김기범, 차영란(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3개의 측정문항과 D’Astous & Birz(1995)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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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Speed & Thompson(2000)이 개발하여

김기범, 차영란(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3개의 측정문항과

D’Astous & Birz(1995)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응답형

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

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즉, 스폰서십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종속변인인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첫 번째 하위변인인 후원기업

에 대한 태도는 Peterson & Brown(1992)과 김완석, 권윤숙(1997)이 사

용한 5개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하위변인인 후원기업의 이미지는 Speed & Thompson(2000)

이 개발하여 김기범, 차영란(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5개의 측

정문항, 권영일(2003)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후

원기업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

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후

원기업의 이미지 즉,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설

문지 개발, 전문가 회의, 예비검사 등을 통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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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는 예비조사(pilot test)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

증하는데, 먼저 예비조사에 앞서 스포츠경영 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사전에 구성한 설문지에 대한 검

토 및 논평을 요청한 후 내용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한 차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조사 대상에게 설문지 응답 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였다.

신뢰도는 연구방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검사는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

는 신뢰도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이다(김종택, 1988).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높은 신뢰도를 도출하였다. <표 III-3>은 스폰서십 지

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이

다.

표 III-3 변인별 신뢰도 계수

변인 Cronbach’s α

스폰서십 지각

스폰서십 경기선호도

스폰서십 경기위상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953

.940

.707

소비자 인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후원기업의 이미지

.946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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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1)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자료처리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 내용이 부실하

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키고,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독립 T-검정,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첫째,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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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금융사 유형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유의도

기업에 대한 태도

러시앤캐시 140 1.756±.731

-13.293 .000

국민은행 114 3.193±.989

IⅤ.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

한 선호도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둘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셋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

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넷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 다섯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 여섯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

자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조사자극물, 즉 금융기업(국민은행,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이 연

구대상에게 인지되기 이전의 두 개 기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스포츠 스폰

서십 이후 변화되는 정도를 참고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표

IV-1>은 금융사 유형에 따른 기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독립 T-검정 결과이다.

표 IV-1 금융사 유형에 따른 기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독립 T-검증

<표 IV-1>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국민은행(M=3.193)이

러시앤캐시(M=1.7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에게 한 예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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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의 문항에서 러시앤캐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중간에서 응답의 평균적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서 부정적인

기업태도가 발견되었다. 반면 국민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다’와 ‘그

런 것 같다’의 중간에서 응답자의 평균적 의견이 형성되어 연구대상이 가지

고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태도가 부정과 긍정의 중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

을 발견하였다.

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I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에 대

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

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

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인식

의 하위변인인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독립 T-검정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금융사 유형에 따른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및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독립 T-검정

변인 금융사 유형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유의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러시앤캐시 140 2.600±1.258
-4.572 .000

국민은행 114 3.276±1.098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러시앤캐시 140 2.238±1.124
-5.197 .000

국민은행 114 2.964±1.089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러시앤캐시 140 3.302±1.137
-2.168 .031

국민은행 114 3.561±.758.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러시앤캐시 140 2.390±1.011
-5.233 .000

국민은행 114 3.021±.908

<표 IV-2>에 따르면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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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M=3.276)이 러시앤캐시(M=2.6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포츠 스폰

서십 경기의 위상의 경우, 국민은행(M=2.964)이 러시앤캐시(M=2.338)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국민은

행(M=3.561)이 러시앤캐시(M=3.3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국민은행(M=3.021)이 러시앤캐시(M=2.390)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은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표 IV-3.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에 관한 상관관계분석

1 2 3 4

1.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000

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822** 1.000

3.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502** .460** 1.000

4.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548** .562** .422** 1.000

** p<.01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r=.548),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r=.562),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r=.422)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

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앤캐시의 스

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

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4>는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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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분석

1 2 3 4

1.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000

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820** 1.000

3.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415** .434** 1.000

4.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482** .487** .548** 1.000

** p<.01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r=.48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r=.487), 스포츠 스폰

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r=.548)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

인 중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표 IV-5>와 같이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구분 B Std. E Beta T Sig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59 .100 .198 1.592 .114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286 .109 .318 2.627 .010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157 .071 .177 2.223 .028

(상 수) .817 .219 3.727 .000

R²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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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

각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β=.318),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

식(β=.177)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이 높을수록,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

업에 대한 태도는 높다. 이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전체 변량의 약

36.1%(β=.361)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IV-6>은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IV-6.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구분 B Std. E Beta T Sig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49 .109 .180 1.371 .173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137 .111 .165 1.244 .216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481 .100 .402 4.819 .000

(상 수) .411 .335 1.228 .222

R² .387

<표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스포

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β=.402)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통계

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

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높

다. 이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전체 변량의 약 38.7%(β=.387)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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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 이미

지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II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

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

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인식의 하위변인인 후원기업의 이미지와의 독립 T-검정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금융사 유형에 따른 후원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독립 T-검정

변인 금융사 유형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유의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러시앤캐시 140 2.600±1.258
-4.572 .000

국민은행 114 3.276±1.098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러시앤캐시 140 2.238±1.124
-5.197 .000

국민은행 114 2.964±1.089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러시앤캐시 140 3.302±1.137
-2.168 .031

국민은행 114 3.561±.758.

후원기업의 이미지
러시앤캐시 140 2.780±1.025

-4.796 .000
국민은행 114 3.387±.978

<표 IV-7>에 제시된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변인에 관한

내용은 <표 IV-2>에 설명되었다. 후원기업의 이미지 경우 <표 IV-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M=3.387)이 러시앤캐시(M=2.780)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은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의 이미지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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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000

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822** 1.000

3.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502** .460** 1.000

4. 후원기업의 이미지 .598** .575** .486** 1.000

표 IV-8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의 이미지의 관계에 관

한 상관관계분석

** p<.01

<표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

기에 대한 선호도(r=.598),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r=.575),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r=.486) 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

으로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

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후원기업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9>는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의 이미

지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표 IV-9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의 이미지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분석

1 2 3 4

1.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1.000

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820** 1.000

3.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415** .434** 1.000

4. 후원기업의 이미지 .532** .482** .542** 1.00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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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

에 대한 선호도(r=.532),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r=.482),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r=.542)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후원기업의 이미

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

변인 중 후원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표 IV-10>과 같이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0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구분 B Std. E Beta T Sig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243 .096 .298 2.520 .013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203 .105 .223 1.931 .056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211 .068 .234 3.082 .002

(상 수) .998 .212 4.709 .000

R² .420

<표 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앤캐시와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β=.298),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β=.234)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에 통계적으로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스포츠 스폰

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의 이미지는 높다. 이는 후원기

업의 이미지 전체 변량의 약 42.0%(β=.420)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IV-11>은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관계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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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이 후원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구분 B Std. E Beta T Sig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309 .115 .346 2.685 .008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028 .117 .031 .240 .810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497 .106 .385 4.695 .000

(상 수) .525 .354 1.480 .142

R² .408

<표 I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이 후원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β=.346)와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β=.385)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에 통계적으로 각각 1%, 0.1% 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의

이미지는 높다. 이는 후원기업의 이미지 전체 변량의 약 40.8%(β=.408)

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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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둘째, 스포츠 스

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셋째, 스포츠 스

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넷째, 스포

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 다섯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 여섯째, 스포

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I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

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연구결과 상관관계의 경

우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

폰서십 지각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

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모두 후원

기업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제3금융권기업 러시

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에 대한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모

든 하위변인의 경우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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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

하였다. 가설 I-1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 대한 회

귀분석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차영란

(2007)은 여대생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

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Speed &

Thompson(2000)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가 후원기

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상관

관계 분석에서도 제시하였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회귀

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

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I-2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

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

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

의 위상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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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에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Stipp & Schiavone(1996)과 Burke

& Edell(1989)는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시하

였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

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의 스포츠 스

폰서십 경기의 위상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지

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금융권기업은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가설 I-3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

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모두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차영란(2007)은 남·여대생

경우 모두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Armstring(1987)과 김기범(2009)

역시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직·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에 대한 태

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

에 대한 인식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

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상업적이 아닌 인도적으로 비춰질 때 후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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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김기범, 2009; 차영란, 2007; Speed & Thompson, 2000;

Armstring, 1987; Stipp & Schiavone, 1996; Burke & Edell, 1989)에서

도 나타났듯이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제3금융권기업 러

시앤캐시의 경우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

모두의 경우에서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 이

미지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II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

업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연구 결과 상관관계의 경우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에 대한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 모두 후원기업 이미지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

행에 대한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모든 하위변인의 경우 후원기업 이

미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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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

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 이미지의 관계를 보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

다. 가설 II-1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d’Astous

& Bitz(1995)는 사람들이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매력을 느끼고 흥미

롭게 지각한다면 후원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또한 특정 스포츠를 선호하거나 좋아한다면, 이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매력 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후원하는 기업의 인지

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Greenstein

& Marcum, 1981; Shcofield, 1983; 김용만, 1998). 앞서 상관관계 분석

에서 나타났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후원기업 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어 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

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는 후원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설 II-2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3금

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

기의 위상 모두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허성호(2005)는 경기대회의 위상과 기업의

입장에서의 적합성이 맞는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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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경기대회의 위상만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홍준기(2004)도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기업과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만 기

업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상관관계 분

석에서 제시하였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후

원기업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

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

다.

가설 I-3은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

기업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스포츠 스폰서

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모두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요한(2009)은 기업이 어떠한 목적

으로 후원하는 지에 대한 판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후원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한다고 시사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이타적으로 인식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고(Drumwright, 1996;

Folse, Niedrich, & Grau, 2010), 김기범(2009)은 신생기업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이나 개선을 추구하려면 기업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경기나 대회에 인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후원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

십 목적에 대한 인식과 후원기업 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회귀분석 결과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후원기업 이미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업 뿐만 아

니라 타 업종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상업적이



- 51 -

아닌 인도적으로 비춰질 때 후원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 이

미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선

행 연구(김요한, 2009; 김기범, 2009; 김용만, 1998; Greenstein &

Marcum, 1981; Shcofield, 1983; d’Astous & Bitz, 1995; Drumwright,

1996; Folse, Niedrich, & Grau, 2010)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듯이 스포

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

와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해의 경우 후원기업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성호(2005)와 홍준기(2004)의 연구에서 유

사하게 묘사 되었듯이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와 제1금융권기업 국

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은 후원기업 이미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대상, 배경변인, 측정도구 등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사

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시·도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만큼,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든 일반인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즉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시·도민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변인 이외의 가외변인 또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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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관

련된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가계수입을 설정하였다. 그

러나 이외에도 기업 인지도, 기업에 대한 기대, 친밀성, 호감성, 구매의도

등이 스폰서십 지각과 소비자의 인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

다.

셋째, 관계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금융기업의 스폰서십 지각과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전반적인 상황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설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에

기초하여 스폰서십 지각과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 연구에서 각각 제시된

변인들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본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험하여 연구를 실시하

였다. 국민은행과 러시앤캐시는 실제로 스포츠 스폰서십을 진행하고 있

지만 후원하는 스포츠 종목은 가상으로 설정, 실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즉, 다른 프로 스포츠 종목을 일반화시켜 연구 결과를 해석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타 프

로 스포츠 종목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

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집단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시·도

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

른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행정구역에 거주하

는 시·도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제1금융권기업인 국민은행과 제3금

융권기업인 러시앤캐시를 설정한 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 53 -

무리가 따른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제1금융

권기업들과 러시앤캐시를 제외한 다른 제3금융권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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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결론

본 연구는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

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 즉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

도,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후원기업 이미지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규명

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권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1금

융권과 제3금융권 기업 중 최근 가장 활발한 스포츠 스폰서십을 진행하

고 있는 국민은행과 러시앤캐시의 사례를 비교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즉,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지

각의 하위변인 중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의 위상과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고, 제1금융권

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

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다.

둘째, 금융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은 후원기업 이미지와 관계

가 있다. 즉, 제3금융권기업 러시앤캐시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의

하위변인인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스포츠 스폰서십 목

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제1금융권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 경기에 대한 선호도와 스포츠 스폰서

십 목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후원기업 이미지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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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

밀이 보장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관계에 관한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과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

식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설문문항에 대한 답

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어 보시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계 프로

그램으로 일괄 처리 되므로 모든 응답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

립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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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강봉수(지도교수 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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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➀ 제3금융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 ‚ ƒ „ … †

➁ 제3금융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 ‚ ƒ „ … †

➂ 제3금융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 ‚ ƒ „ … †

➃ 제3금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 ‚ ƒ „ … †

⑤ 러시앤캐시는 좋아하는 금융회사이다 � ‚ ƒ „ … †

⑥ 러시앤캐시는 향후 거래하고 싶은 회사이다 � ‚ ƒ „ … †

⑦ 러시앤캐시와 거래 하고 있거나 한 번 쯤은 거래하고 싶다 � ‚ ƒ „ … †

⑧ 나는 러시앤캐시를 믿는다 � ‚ ƒ „ … †

⑨ 나는 러시앤캐시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 � ‚ ƒ „ … †

⑩ 나는 러시앤캐시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 ‚ ƒ „ … †

* 다음은 제3금융(러시앤캐시)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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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러시앤캐시의 스포츠 스폰서십(후원)에 관한 가상의 뉴스 기사입니다. 편안

한 마음으로 기사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앤캐시가 프로골프 채리티클래식에 이어

2014년도 한국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획득하였다. 공식 타이틀 명칭을 ‘2014 러시앤

캐시 프로야구’로 확정하였다. 러시앤캐시는 타

이틀 스폰서의 대가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

(KBO)에 70억원의 후원금을 지불하였다. 이번

후원으로 러시앤캐시는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2014년 4월부터 11월 한국시리즈까지 약 7개월

간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얻게 되었고, 9개

구단 경기장 내 광고권과 제작물 등을 통해서

도 러시앤캐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었다. 러시앤캐시는 2014년도 시즌 동안 프로

야구와 더불어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한국프로야구위원회와 함께 마

케팅을 공동 진행 할 예정이며, 매 경기를 통

해 얻게 되는 수익금은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후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스포츠부 ***기자

* 러시앤캐시는 일본계 금융회사로서 제3금융권이며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리이자는 연 최고 34.9%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1999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60개 지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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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① 나는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에 흥미를 느낀다 � ‚ ƒ „ … †

② 나는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ƒ „ … †

③ 나는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의 관전을 원한다 � ‚ ƒ „ … †

④ 나는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즐겨볼 것이다 � ‚ ƒ „ … †

⑤ 나에게 있어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 ‚ ƒ „ … †

⑥
나에게 있어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는 의미 있는 스포츠 

이벤트이다
� ‚ ƒ „ … †

⑦
‘2014 러시앤캐시 프로야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요한 

이벤트이다
� ‚ ƒ „ … †

⑧
러시앤캐시이 2014 프로야구를 후원하는 주된 이유는 프로야

구위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 ƒ „ … †

⑨
러시앤캐시의 프로야구 후원은 프로야구에 대한 순수한 의도

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 ‚ ƒ „ … †

⑩ 러시앤캐시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야구경기를 지원했을 것이다 � ‚ ƒ „ … †

번

호
문항내용 1 2 3 4 5 6

➀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국민은행에 호의적이 � ‚ ƒ „ … †

* 다음은 귀하의 스포츠 스폰서십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

하는 번호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후원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

하는 번호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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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➁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국민은행에 대한 인

식이 좋아졌다
� ‚ ƒ „ … †

③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국민은행에 주목하게 

되었다
� ‚ ƒ „ … †

④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국민은행 광고에 주

목하게 되었다
� ‚ ƒ „ … †

⑤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러시앤캐시을 평소에 

생각하게 되었다
� ‚ ƒ „ … †

⑥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니 러시앤캐시이 성공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 ‚ ƒ „ … †

⑦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니 러시앤캐시은 사회적

으로 활동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 ‚ ƒ „ … †

⑧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러시앤캐시에 긍정이

미지를 갖게 되었다
� ‚ ƒ „ … †

⑨
나는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고 러시앤캐시에 친근감

을 갖게 되었다
� ‚ ƒ „ … †

⑩
러시앤캐시의 야구 스폰서십을 보니 러시앤캐시이 기업홍보를 

잘 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ƒ „ … †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일치하는 번호에 ‘O’표 하시

거나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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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자영업  ④ 회사원  ⑤ 전문직  

⑥ 기타(                          )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석사  ⑥ 박사

5. 귀하의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이상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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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rts Sponsorship

and the Perspective of Consumer:

Focusing on the Case of Financial Companies

Kang, Bong 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erspective of

consumer on the perception of financial company’s sports sponsorship.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is study stratified different tiers of

financial companies from 1 to 3. Bank that was categorized as 1 was

most credible, while bank categorized as 3 is notability the least

credible. after categorizing bank’s credibility from 1 to 3, this research

compared the consumer’s perspectiv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ersonal liking for the event, status of the event, and goal of

sponsoring. out of the three categorizes.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ttitude

towards the sponsor, and image of the sponsor.

The number of subjects of this research was 300 in tota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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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distinct groups of virtual scenario.

Forty six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excluded from the result due

to the lack of their sincerity and fabrication of the research. The data

collected from 254 subjects were analyzed through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displayed that perspective of financial company’s sports

sponsorship is heavily effected. For example, the 3rd category company

Rush and Cash, the attitude of the consumer increased in congruence

with the company’s status and goal. For the 1st category bank

Kookmin Bank,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of

sponsoring event, higher the image and relationship of the sponsor’s

image. The image for 3rd category bank Rush and Cash improved

with perspective of objective of the sponsorship. For 1st category

Koookmin Bank, image of the sponsorship increases in congruenc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ponsorship and the goal and event of the

sponsorship.

Key Word: Financial Company, Sport Sponsorship, Perception,

Sponsor, Recognition, Personal Liking, Status, Attitude,

Image

Student Number: 2011-2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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