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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스포츠 산업은 그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이 스포츠 후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업은 

스포츠 후원을 통해 이미지 제고, 전이, 기업 태도 향상 등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후원활동의 어떤 요인이 브랜드 가치 상승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이 후원활동

을 통해 그 가치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귀인이론

을 바탕으로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 속성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후원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후원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구  수  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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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전략적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용표집방법(Availabl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모

집,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38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30부를 제

외한 35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아디다스의 K리그

와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 후원을 시나리오로 제공하여 각각의   참가자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

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IBM SPSS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

였다. 

스포츠 후원 성과 모형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진정성

(Authenticity)과 친밀성(Rapport), 차별성(Differentiation)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후

원태도를 매개변인으로, 기업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먼저, 후원 속성 중 진정성과 친밀성은 후원태도에 정(+)의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별성의 경우 후원태도에 음(-)의 직접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원태도는 기업태도

에 정(+)의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가지 후원속성 중 진

정성과 친밀성은 후원태도를 경유하여 기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후원 속성 중 친밀성과 진정성은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

한 소비자의 태도와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 모두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후원태도는 스포츠 후원 속성과 기업태도 사이에서 매

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스포츠 스폰서십, 후원,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 귀인 

학   번 : 2012-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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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지역, 시대, 산업, 국가 등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끊

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공교육의 확산과 함께 학교 체육(School-Driven)

을 중심으로 신체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스포츠가 보급되고 

발전되었다면,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및 급격한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국

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스포츠가 활용되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정부

(Government-Driven)의 집중적인 투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소위 스포츠 과

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스포츠 본연의 기능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 발전하

게 되었으며, 온 국민의 관심이 스포츠 스타의 우수한 스포츠 수행 능력과 그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한 국위선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이후 스포츠의 인기, 

시장규모의 확대, 미디어의 발달, 세계화와 같은 또 한번의 변화에 힘입어 스포츠는 

제 3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스포츠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시장자본(Market-Driven)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스포츠 컨텐츠의 가

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디어, 스포츠가 가진 미디어 친화적 가치를 원하는 기업, 

스포츠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력을 원하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건강 증진, 여

가 선용이라는, 어쩌면 스포츠 본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복지 문화적 가치를 원

하는 일반대중, 마지막으로 이런 이해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스포츠가 거대한 가

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를 형성하고 자본과 결합하며 스포츠의 산업화를 촉진시

키고 있다(강준호, 2004).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건전한 놀거리에 대한 수요 

증대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프로 스포츠, 관람 스포츠뿐만 아니라 참여스포츠의 발

전을 부채질 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소수

를 위한 엘리트 스포츠에 있던 무게중심이 다수 중심의 참여스포츠로 옮겨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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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제가 되었다. 두 번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부산물로 발생한 수익금과 스포츠 시

설 등의 레거시는 그대로 국민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에 투자되었고, 그 결과물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과 함께, 참여 스포츠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기 시작하였다. 1990년 생활체육 동호회는 각 종목별 연합회를 조직하여 전국의 각 

시·도·군·구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었다(김경숙, 

김선희 & 허현미, 2006). 참여 스포츠의 발전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끔 돕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일생을 보내게 하는 기능적 효용성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

여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박태섭, 2001). 

현재 스포츠는 엘리트 중심의 프로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관람스포츠와 일반시

민들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참여 스포츠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

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세상의 자본이 이곳 스포츠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

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스포츠 자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본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시장이 보유한 자본을 끌어당길만한 매력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

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투자와 지원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집중되기 때문

이다. 기업들은 높은 가치를 지닌 대상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모든 스포츠 자산은 

그러한 가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무한경쟁시장 속에서 살아남아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강준호, 2004). 

앞서 언급한 ‘자본의 투입’은 스포츠 현장에서 곧 후원을 의미한다. 후원 활동

(sponsorship)이란 후원 기업에 의해 정의되어 스폰서가 상업적 잠재성을 가지고 스

포츠나 문화활동에 관련된 개인, 조직, 이벤트에 재무적 보상에 대한 교환을 근거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Cornwell & Coote, 2005; Olson, 2010). 사회공여적 의미

가 포함된 스포츠 후원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구성원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Lantos, 2001)가 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태도

(Roy & Cornwell, 2003; Simmons & Becker-Olsen, 2006; Speed & Thompson, 2000)와 함께, 

브랜드 자산인 기업 인지도와 이미지(Alexandris, Tsaousi & James, 2007; Cornwell, 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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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 2001; Grohs, Wagner & Vsetecka, 2004; K. P. Gwinner & Eaton, 1999; Javalgi, Traylor, 

Gross & Lampman, 1994)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기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

의 매출을 향상(Madrigal, 2001; Pope & Voges, 1999)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내 기

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1998년 National Supporter로서 IOC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국

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계

기로 최고 수준의 후원 프로그램인 TOP(The Olympic Partners)의 일원이 되어 그 권

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또 다른 국내 굴지의 기업인 현대 ∙ 기아자동차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FIFA 파트너로서 월드컵 후원을 시작하였으며 월드컵 후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 노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두 기업은 이미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그 무대를 넓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세계

적인 권위의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 중 하나인 포브스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브랜드가치는 9위, 현대자동차의 경우 81위로 전세계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브랜드 파워를 갖추게 되었다(이재윤, 2013). 그 밖에도 수많은 기업이 

국내외 스포츠 자산을 상대로 후원활동을 벌이는 등 스포츠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며(J. A. Meenaghan, 1983), 이에 따라 후원 규모도 천문

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후원의 붐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와 달리 후

원 활동은 기업에게 이기적인 이윤추구의 이미지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

시에, 내재된 상업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감추고 선의(goodwill)를 포함한 기업의 사

회적 기여 측면을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J. A. Meenaghan, 1983). 또한, 스포츠 후원 

활동은 최근 소비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에 주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인지도, 수익을 증가시키는 효

과도 가지고 있다(Hoek, Gendall & West, 1990).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스포츠 후원 활동은 계속해서 양적 성장을 해 나가고 있

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포츠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스포츠 

후원은 주로 인기 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스포츠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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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으며, 골프 붐에 힘입어 프로골프와 같은 종목에도 기업 후원의 참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인기 스포츠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

으며 따라서 후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선점할 경우 후원활동을 통한 상업적 이익

은 막대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스포츠 후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후원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후원 평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후원사 주식 가격의 이벤트 후원 기

간 및 전후 평가, 뉴스클리핑, 미디어 노출량, 노출 빈도, 시청률 등에 대한 평가, 후

원 실행의 관리 활동 파악 등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Cornwell & Coote, 2005; 

Cornwell et al., 2001; T. Meenaghan, 2001) . 하지만 이러한 단순 양적 평가가 후원효과

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노출량이 많다

는 것 자체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와 긍정적 기업평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과도한 브랜드 노출이 해당 기업에 대한 긍

정적인 이미지를 반감시키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Crimmins & Horn, 1996; Javalgi et al., 1994; Sandler & Shani, 1989). 이러한 정량

적 접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후원 기업에 대한 인식을 직접 확인함으로

써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후원활동에 대

한 다양한 소비자 평가 평가를 기준으로 후원 활동이 해당 기업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이벤트와 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전이, 일치성, 브랜드 평가 

등의 연구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활동과 이를 통한 마케팅 

믹스가 소비자 개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d'Astous & Bitz, 1995; K. P. Gwinner & Eaton, 1999; Javalgi et al., 

1994; McDaniel, 1999; Stotlar & Johnson, 1989). 하지만 후원활동을 통해 기업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후원의 상황과 환경, 기업 평판, 스포츠 자산에 

대한 평판 등 후원활동 이외의 통제해야 할 변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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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의 변화가 후원 효과를 단정한다고 이야기 하기에도 제한점이 따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활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검증

하기 위한 연구는 기업의 스포츠 후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 후원에 따른 기업 태도 변화.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분석해 나감으로써 스포츠 공급자와 스포츠 후원자, 그리고 스포츠 소

비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스포츠 후원 관련 연구는 주로 단순 브랜드 노출, 스포츠 후원

활동과 구매행동 또는 기업 태도 등에 관한 일차원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김용만, 김지훈 & 허진, 2010; 김용만, 정정희 & 이계석, 2008; 박찬규, 

2009). 하지만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스포츠 후원활동 및 후원 기업 태도의 변화 과

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인지 변화 과정은 간과되었기 때문에 ‘왜(why) 변화하였는

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후원을 

했기 때문에 기업 태도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아닌 후원의 어떤 특성이 소비자의 인

지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 단순히 

‘후원활동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뿐 만 아니

라, 어떻게 후원활동을 해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스포츠 후원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기업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활동의 측면에서 어떤 요인

이 후원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그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스포츠 후원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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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스포츠 후원의 효과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후원속성인 친밀성, 차별성, 진정성은 오래 전부터 심리학, 사회학, 

마케팅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며, 후원 분야에서도 그 중

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되고 있다(Beckman, Colwell & Cunningham, 2009; 

O’Connor, Shumate & Meister, 2008; Varadarajan & Menon, 1988; 김재휘, 신상화 & 김수

정, 2005). 따라서 앞서 언급한 후원속성이 포함된 스포츠 후원이라는 인식이 스포츠 

후원 활동 대한 인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 후원 태도라는 매개변인이 스포츠 후원 활동의 성과를 보다 정확

하게 예측하여 기업의 스포츠 후원 성과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후원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후원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후원 속성 세 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

고, 스포츠 후원활동 태도가 세 후원속성과 후원 성과의 지표 중 하나인 기업 태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진정성과 차별성, 그리고 친밀성이라는 선행변인을 도입한 스포츠 후원

의 성과모형은 후원 활동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후원이라는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

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임원 및 실무진이 기업 이미지를 효과적

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후원활동 속성과 기업 후원에 대한 태도, 기업 태도변인은 어떤 관

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2: 기업 후원에 대한 태도는 후원활동 속성과 기업 태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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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후원활동 속성, 진정성, 차별성, 친밀성, 후

원 태도, 기업 태도이며,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후원활동 속성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에 대해 해당 스포츠 참가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속성

으로 진정성, 차별성, 친밀성으로 나누어 진다.  

2) 진정성 

기업에서 수행하는 후원 활동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라는 인식의 정도로 정

의한다.  

3) 차별성 

기업에서 수행하는 스포츠 후원 활동이 다른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원 활

동과 차이가 있다고 인식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4) 친밀성 

후원 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즐거운 상호작용과 긴밀한 유대감을 인식하

는 정도로 정의한다.  

5) 후원 태도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에 대해 스포츠 소비자가 지각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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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태도 

스포츠 후원 활동을 전개한 기업에 대해 스포츠 소비자가 지각하는 태도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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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기업의 스포츠 후원 활동의 인지된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이 후원 

활동 및 후원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아래 기술된 이론적 배경을 그 근거로 한다. 

1. 스포츠 이벤트 

1) 스포츠 이벤트의 개념 

20세기 이후 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업 발달로 인해 물질중심주의,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역기능적인 부

분이 있었지만, 노동시간 단축, 전반적인 경제적 여유와 같은 순기능적인 면이 중요

한 변화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의 결과로 이

벤트가 발전하게 되었고, 스포츠 본연의 가치인 경쟁, 재미 건강함, 신선함 등이 이

벤트라는 오락의 장을 만나 스포츠 이벤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김도균, 2008). 

스포츠 이벤트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로, 이벤트의 성립 조건을 만족

시키되, 스포츠라는 요소가 중점적으로 포함된 행사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규모

의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과 같이 작은 규모 뿐만 

아니라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큰 규모의 차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기간 측면에

서 하루 이내의 단기 이벤트에서 한달 가까이 진행되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

다고 하였다(강순화 & 김공, 2009).  

윤영원 (2006)은 스포츠 이벤트는 주최자에 의해 열리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이벤트이며, 이벤트의 고객인 참가자가 개최자에 호응하는 등 교감함으로써 주최자

의 목적을 참여자가 공유해야 스포츠 이벤트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

히 스포츠 이벤트는 스포츠의 주요 특징인 건강함, 명랑성, 아름다움과 역동성이라

는 감각이 단순 명쾌한 이미지 속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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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는 스포츠의 가치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이며, 스포츠 종목 특성에 따라 도시 규모와 경관, 자연 환경 

등이 적절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특성이 있다. 즉, 스포츠 이벤트는 여타 이벤트와 

다르게 도시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개최될 수 있으며, 스포

츠 이벤트의 개최는 결국 그 지역 또는 도시가 보유한 환경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오휘영, 2002; 유용상, 2008). 

2) 스포츠 이벤트의 유형 

스포츠이벤트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의 차이를 기준으로 관람스포츠(See-Sports)와 참여스포츠(Do-Sport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람스포츠의 경우 기업, 스포츠 구단, 협회, 미디어, 광고 대행사 등이 제작에 

관여하며, 대중이 경기를 관람하는 형태로 해당 스포츠 이벤트를 소비한다. 한편 참

여스포츠의 경우 공공 및 사설 단체 등의 이벤트 주관 조직이 직접 또는 스포츠 이

벤트 대행사의 주최에 의해 열리며, 대중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당 스포츠 

이벤트를 소비한다(김도균, 2008).  

관람 스포츠 이벤트는 해당 이벤트가 열리는 경기장 등의 장소에서 경기를 직

접 관람하는 ‘직접관람’과 TV중계, 라디오 중계, 그리고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커

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관람하는 ‘간접관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스포츠를 관람하는 직접관람은 다

양한 매체를 통해 원거리에서 관람하는 간접관람에 비해 관람 인원의 규모나 상업

적 가치, 효과 면에서 훨씬 작지만, 직접관람객의 관중규모, 응원열기, 서포터 활동

과 같은 관람객 요소 역시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요 관람스포츠 이벤트의 형태는 올림픽, 월드컵, 세

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가 대항 스포츠 이벤트뿐 만 아니라, 프로스포츠리그, 전

국체전 등의 스포츠 대회를 아우른다. 관람스포츠의 경우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

해 거실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이벤트를 접할 수 있는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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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으며, 그 접근성과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김도균, 2008). 

참여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의 조직이 조직의 응집

력, 조직의식의 강화, 조직 충성도 제고, 활력과 같은 조직 관계 강화 차원이나, 건

강, 재미, 스트레스 해소 등 참가자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

이다. 사회교류와 행복 증진과 같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며 일반 대중이 직접 참가

하는 체험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참여스포츠 이벤트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지역 주민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각 시⋅도별 자치단체가 주최

하는 각종 스포츠행사, 기업 및 조직 단체가 주관하는 사내 체육대회, 학교 체육대

회 등 시민들이 직접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한다. 산

업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와 금전적 여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참여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김도균, 2008). 

2. 스포츠 후원 

1) 후원의 정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

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소득의 증대, 이에 따른 개인의 여

가생활에 대한 수요증대라는 사회적 상황,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의 결핍에 따른 

스포츠에 대한 욕구와 감각적 즐거움을 쫓는 개인적 상황,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령

화에 따른 사회비용을 스포츠를 통해 감소시키려는 정치적 상황이 결부되어 스포츠

가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은 기대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는 계

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스포츠 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후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Sandler와 Shani (1989) 는 후원을 “기업이나 조직이 특정이벤트 또는 활동에 

금전적⋅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해당 조직은 그들의 사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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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활동, 홍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휴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leight (1989)는 후원을 “특정 기업 및 개인이 현금 또는 현물을 제

공, 투자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개인이 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는, 각 조직 간의 사업적 관계” 로 정의하였다.  

또한 T. Meenaghan (1991)은 후원을 “특정 이벤트에 대한 투자 및 그에 대한 대

가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부여 받는 행위” 라고 규정

함으로써 후원에 대한 실무적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토대로 Derbaix, Gérard와 

Lardinoit (1994)는 후원을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특정 이벤트를 조직⋅지원함으로써 

이벤트 자체뿐만 아니라 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

표를 달성하려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으며, Ukman (1995)는 후원을 “기업이 상업적

으로 가치 있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물을 지불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박현종 (1996)은 스포츠 후원에 대해 “기업이 스포츠 프로퍼티에 현금, 현물, 각

종 노하우나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동선수나 팀, 연맹, 협회, 각종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 조직, 실행, 통제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강준호(2001; 이용재, 2003에서 재인용)는 스포츠 후원을 “기업이 경제적으

로 가치 있는 반대급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스포츠 협회, 팀, 선수, 이벤트와 같은 스

포츠 자산(Sport property)에 재원, 물품, 노하우 및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라고 정의 하였다. 이때 반대급부란 스포츠 자산이 보유한 믿음, 신념, 가치 등을 포

함하며, 기업은 스포츠 자산이 가진 가치를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등

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며 이를 토대로 매출 증대와 같은 기업의 목적을 달

성한다고 하였으며, 기업은 스포츠 이벤트 등의 후원을 통해 해당 스포츠 자산이 지

닌 긍정적인 가치와 이미지를 기업 또는 제품에 투영시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

쳐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원 활동을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쟁

사와는 차별화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와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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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서 나가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원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스폰서 조직이 특정 대상(개인, 조직, 이벤

트 등)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익 또

는 수혜 대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 또는 사회공헌활동과는 구분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후원의 정의 선행연구 

2) 스포츠 후원의 유형 

스포츠 후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이벤트의 규모와 형태

에 따라 후원의 형태 역시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부분 <표2>의 분류 범위 내에서 후

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원은 크게 타이틀 후원, 공식명칭 사용권, 송후원 등

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A보드 광고, 셔츠 후원, 경기장 주변 상업부스, 제품 내 스

포츠 자산 관련 로고 삽입, 판촉행사, 자막 및 가상광고, 매체광고 권리, 마케팅 권

리 등이 있다. 

학자(연도) 후원의 정의 

Sandler and 

Shani  

(1989) 

기업이나 조직이 특정이벤트 또는 활동에 금전적⋅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해당 조직은 그들의 사업, 마케팅활동, 

홍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휴를 활용 

Sleight  

(1989) 

특정 기업 및 개인이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 투자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개인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각 조직 간의 사업적 관계 

T. Meenaghan  

(1991) 

특정 이벤트에 대한 투자와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부여받는 행위 

Derbaix et al.  

(1994)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특정 이벤트를 조직⋅지원함으로서 이벤트 

자체뿐만 아니라 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 

Ukman  

(1995) 

기업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하여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강준호 

(2001) 

기업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 협회, 팀, 선수, 이벤트 등 스포츠 자산(Sport property)에 

재원, 물품, 노하우 및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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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포츠 후원의 유형 분류 

3) 스포츠 후원의 목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올림픽게임, 월드컵, 

아시안 게임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후원사 권리를 얻기 위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Kuzma, Shanklin & McCally, 1993). 이

러한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앞다투어 스포츠 이벤트에 후원기업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첫째,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향상(브랜드  이미지 인식, 미디어 

노출 및 제품 홍보), 둘째,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강화(제품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기존 제품 이미지 강화 또는 조정, 브랜드 부정적 이미지 탈피), 셋째, 스포츠 이벤

트에서 제품 사용을 통한 노출 또는 판매 기회 제공(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

품 체험 프로모션, 현장 커머셜 부스 내 판매 기회 마련, 다양한 촉진을 통한 추가적

인 매출 유도), 넷째, 고객, 거래처 및 기업 내부 구성원 접대 기회(주요 고객·딜러

·거래처·기업 내부 구성원 유대 강화, 사내 인센티브 기회 제공)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Mullin, Hardy & Sutton, 2000). 이처럼 기

대분류 소분류 내용 

타이틀 

후원 

입간판 및 펜스 광고 경기장 내,외 광고판 설치 

유니폼 광고 선수 착용 유니폼에 로고 부착 

번호표(Bib), 출발/결승점 테이프 

광고 
마라톤, 육상대회 등 

안내 프로그램 및 입장권, 깃발 광고 
스포츠이벤트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에 광고 문안 기입 

공식명칭 

사용권 

기자회견장 백드롭 광고 뒷벽에 광고물 부착 

제품배치 이벤트 현장 주변에 제품배치 

판촉행사 스포츠스타 팬사인회 등 

라이센싱 / 머천다이징 마스코트, 앰블럼, 로고 등 활용 

방송후원 
자막광고 경기중계 시 스폰시 기업 광고 

매체광고 권리 스포츠스타 등장시키는 매체광고 

출처 : 이원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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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스포츠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은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처해있는 외적 환경, 그리고 다루어야 할 내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며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또한 다르다. <표 3>은 김종완 

(2010)이 Sims (2005)의 저서‘Sports Sponsorship: Getting your share’에서 발췌⋅인용한 

스포츠 후원의 목적이다. 

스포츠 후원은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스포츠를 

대상으로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길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부합된 대상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Brand 

Awareness)와 접대(Hospitality)는 스포츠에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이 후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특정 목적 하나 혹은 두 가지의 이

유만으로 후원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

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원활동을 실시하게 된다(Sims, 2005). 

표 3 스포츠 후원의 목적 

스포츠 후원의 목적 

브랜드 인지(Brand awareness) 

기업 접대(Hospitality) 

이미지 전이(Image transfer) 

PR(Public Relations) 

프로모션(Promotions) 

지역사회 관여(Community involvement)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development) 

B2B 기회 (Business to business opportunities) 

세일즈 인센티브(Sales incentives) 

개인적 출현/만남(Personal appearances) 

광고와 통합(Integration with advertising) 

상품화(Merchandising) 

상품 샘플링(Product sampling) 

인력채용(Recruitment) 

출처: Sims (2005; 김종완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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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후원의 효과측정 선행연구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스포츠 후원의 규모와 액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스포츠 후원을 통해 얻는 효용과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분석을 위한 틀의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Irwin, 1995;O'Reilly & 

Madill, 2009;Pope & Voges, 1999). 이로 인해 후원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은 

그 후원 상황과 관점, 대상의 종류, 세부적인 후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이 

적용 및 발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방법론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O'Reilly & Madill, 2009).  

먼저 후원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은 후원의 

정확하고 타당도 높은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많은 학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를 원한다(Mullin et al., 2000). 물론 자신이 결정한 투자가 어떤 결

과를 산출해 내었으며, 이것이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의 여부는 투자

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하고 알아야 하는 것 임에 틀림없지만, 후원에 있어서 가

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은 후원의 결과 나타나는 무형의 효과를 눈에 보이는 비교 

가능한 유형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Harvey, 2001), 후원 기업

들이 후원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Cornwell & Maignan, 1998). 

후원 평가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측정 

의도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는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후원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후원 효과를 수치화 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다.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특정 기업의 후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비자 평가 도구는 정량적 설문, 

정성적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원 효과의 

수치화는 학술 차원, 기업 차원, 정부 차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

의 후원활동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측정을 위한 기준치를 정교하게 설

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명확한 측정 가능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O'Reilly & Madil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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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스포츠 후원 평가의 요구와 연구 흐름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수행되고 있는 평가에 관한 연구를 

되짚어 보면, 후원 기간 및 전후 기간 동안 후원기업의 주식 가격 변화에 대한 연구

(Cornwell & Coote, 2005), 뉴스 및 보도자료 노출량, 기업 태도에 대한 객관적 계량화

에 의한 평가 연구(Cornwell et al., 2001), 관련 컨텐츠에 대한 미디어 시청률, 미디어 

노출빈도, 홈페이지 등의 방문 기록과 같은 수치화 가능한 미디어 노출량에 관한 연

구(T. Meenaghan, 2001), 스포츠 자산에 대해 후원사가 실행할 수 있는 후원 권리사항 

및 권리사용 활동(T. Meenaghan, 2001) 등을 꼽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원 평가 척도는 결국 기업이 후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포함하

고 있으며,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증적인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가치는 크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로 구분된다(Ludwig & Karabetsos, 1999). 유형적 가치는 소비자 조사, 미디어 매

체 광고 노출량, TV 방송을 통한 노출량, 티켓 판매, 스포츠 현장(A-board, 상업적 부

스 등) 등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며, 무형적 가치의 경우 스포츠 

소비자의 충성도, 소비자의 해당 기업 브랜드, 로고 및 상품 등 기업 관련 자산 인지 

수준, 기업의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표 4>는 후원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및 모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다양한 맥락과 차원에서 진행된 스포츠 후원 효과 연구 중 브랜드와 관련된 많

은 연구에서 스포츠 후원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품 판매량,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인지도 향상(Ludwig & Karabetsos, 1999)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기업의 스포츠 자산 후원 효과 요인 및 효과 정도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자산의 타이틀 후원 활동은 브랜드의 인지도 및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었으며(박세혁, 2005), 기업의 후원활동

이 기업 이미지, 해당 제품 구매 의도, 해당 스포츠 관람 의도 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정용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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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원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모델 

Cornwell, Pruitt, & 

Clark (2005) 

후원기업의 주식가치 

측면에서 북미 프로구단 후원 

효과 

미국 5대 프로리그의 후원 

발표에 따른 후원기업 주가 변화 

연구 

Cornwell & Coote 

(2005) 
개개인의 구매의도 유방암 예방 후원 모임원 설문 

Grohs, Wagner, & 

Vsetecka (2004) 

스포츠 후원 인지도, 이미지 

저해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01 오스트리아 알파인 

스키대회 후원기업 인지도, 

유명도, 노출, 스폰서 & 이벤트 

이미지 

Pitts와 Slattery 

(2004) 
후원 인지에 따른 시간 효과 

NCAA 풋볼 시즌티켓 회원 

이메일 조사. 시간대에 따른 후원 

인지효과  

Farrelly와 

Quester (2003) 
후원을 통한 경쟁 우위모델 후원 경쟁우위모델에 문헌조사 

K. Gwinner와 

Swanson (2003) 
팬 확인 모델링 

NCAA 디비전1 관중 대상  

후원 인지도, 태도, 지지도. 

만족도 선행요인과 성과요인 조사 

Irwin, Lachowetz, 

Cornwell, & 

Clark (2003) 

사회공헌측면에서의 스포츠 

후원 활동에 대한 후원 평가 

골프대회 기간 설문지 조사 

후원기업 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후원 영향력 분석 

Meenaghan(2002) 
파트너십을 통한 후원 발전 

과정 

기네스 헐링대회, 파트너십 영향 

요인 분석 

Ludwig & 

Karabetos(1999) 

이벤트 후원 효과 평가를 

위한 중요 요소 확인 

96 올림픽. 접대, 세일즈, 미디어, 

이미지와 인식, 태도, 인지도 등 

McDaniel (1999) 

스포츠 후원 광고의 소비자 

스키마로부터 매치업 효과 

(match-up effects)조사 

이벤트(올림픽, 수퍼볼, 프로볼링) 

에 대한 프린트 광고물소비자 

반응 테스트 

Gwinner & 

Eaton(1999) 
이벤트 후원의 이미지 전이 

이벤트-후원기업 조합 

(이미지 전이 측정) 

D'Astous & 

Bitz(1995) 

후원에 관한 4 요소 효과평가 

후원의 성격, 오리진, 빈도, 

일치성 

가상 후원 시나리오에 의한 반응 

측정 

Javalgi,Traylor, 

Gross, & 

Lampman(1994) 

조직과 이미지에 대한 태도 

측면의 후원 효과조사 

스폰서와 스폰서 이미지에 관한 

태도 조사 

Abratt & 

Grobler(1989) 
미디어 후원평가 광고물에 대한 텔레비전 스크리닝 

Stotlar & 

Johnson(1989) 

경기장 광고에 대한 재인, 

회상 인지조사 
온사이트 조사(관중 대상) 

* 자료: O'Reilly와 Madill (2009) 

- 18 -



지금까지 스포츠 후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지각된 품질, 후원 인지, 이벤트 기여, 브랜드 인지 등의 변수가 활용되

었다. 그 밖에 후원 활동 자체가 해당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이벤트와 후원 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전이 등이 주된 연구의 흐름이었다

(강동원, 김찬호 & 이정학, 2003; 고동우 & 김용만, 2003; 김용만, 2001; 박세혁, 2005; 

최은용, 2007). 이를 통해 기업이 스포츠 후원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끔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기업의 스

포츠 후원활동 자체가 기업 이미지 및 태도에 미치는 일차원적인 관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후원=효과’라는 등식은 연구 결과를 통해

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관계로 뒷받침이 되었지만 그 등식 사이에 위치한 메커니즘, 

즉 후원이 왜 기업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변하기 여려운 측

면이 있다. 최근에 기업-스포츠 자산 사이의 이미지 일치성이라는 후원 속성 개념에 

대한 연구 등이 등장하였으나(김기탁, 2009; 김용만 & 김세윤, 2010; 이상일, 이현정 

& 황인선, 2010), 연구의 범위와 깊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후원과 효과 사이의 영

향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 후원이 어떤 심리

적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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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인이론과 후원 활동 속성 

소비자들은 기업의 후원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접할 경우 일반적인 제품 광고를 

접할 때와는 다른 평가 프로세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원 활동은 기업이 

수행하는 다른 마케팅 활동과는 다르게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활동 외에 사회적 대

의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후원활동을 하는 기업의 본심이 무엇

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추론과정을 거치게 된다(윤각 & 조재수, 2007). 귀인이론은 

이렇게 인간이 정보를 접하고 원인을 찾아 나가는 추론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

업의 스포츠 후원활동 정보를 접한 소비자의 귀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원활동의 

속성을 토대로 기업의 후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귀인이론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태동 및 발전하였으며 인간이 받은 자극물에 

대한 사회적 지각의 과정을 설명하며, 그 결과 나타나는 행동, 즉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귀인이란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를 규명하는, 혹은 사람이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론하는 과

정이다. 우리는 귀인이론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특정 정보나 행위, 

사건, 사회현상 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잠재 소비자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상품과 브랜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그 원인을 추론하고 해당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결

정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Kelley, 1973). 

마케팅의 영역에서 소비자가 대상에 대한 심리적 특성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은 

크게 개인이 특정 사건 또는 결과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Heider, 2013; Weiner, 2000)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과 관련이 있다. 즉 소비자는 기업의 후원 활동이 내포하

고 있는 사회 공여적인 특성으로 인해 광고, POP(Point of Purchase) 등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구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후원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전혀 다른 의미추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윤각 & 조재수, 

2007).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업은 영리 추구 집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이 수행하는 후원활동의 경우 기업이 기존에 수행하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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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행위와 다른 공익적 목적이 주가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정보 처리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후원활동을 바라보는 소

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후원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원인 추론

을 하게 되는 것이다.  

후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추론 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다른 요인은 차별성과 

친밀성이다. 김재휘 et al. (2005)는 기업 공익 활동 맥락에서  Kelley (1973)의 공변 이

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공익 활동의 목적을 판단 및 해석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

로 실시되는 기업의 후원활동과 그 속성이 특정한 기업에서만 관찰되는 활동 특성

인지의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 다시 말해 후원활동에 대한 원인을 귀인

하여 그 목적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정한 후원 속성 탐색을 통해 후원 활동의 평가에 대한 선행변인을 밝

혀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업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그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행

위에 대한 동기 요소 이외에 행동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Kelley & Michela, 

1980). 후원 활동의 효과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기업의 후원 활동이 다른 기업의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얼마나 구분되는지를 연구한 차별성(김재휘 et al., 2005), 

후원 활동과 소비자와의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연구한 친밀성(Drumwright, 1996; 

Ross, Patterson & Stutts, 1992; Varadarajan & Menon, 1988)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속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원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후원 활동의 성

격을 의미하는 세 가지 변인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 각각의 변인이 

후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1) 차별성(Differentiation)  

사람들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반복적 행

동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해 행위의 일정한 패턴을 학습한다. 이러한 관찰 학습을 

통해 얻는 비교적 객관적 정보는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 이를 토대

로 특정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차별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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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특정성, 이러한 행동이 일관되게 관찰되는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타인의 행동을 판단한다고 가정하였다(Kelley, 1973). 차재호와 나

은영 (1986)은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대해 귀인할 경우 언급한 세가지 차원의 행동 

중에서 차별성 행동에 대해 더 자주 귀인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별성 귀인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정 활동

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김재휘 et al. (2005)은 기업의 후원 활동 패턴 중 

차별성은 기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는 기업이 공공

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이러한 활동이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는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여길수록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비교적 긍정적 기업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재휘 et al., 2005).  

하지만 실제 수행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의 후원 활동에서 차별성은 크게 고려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후원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

과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후원 활동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나 기타 

특성과 관련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동종업계 또는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기업의 후원활동과는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은섭, 2008).  

제품,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차별화는 서비스 중심 시대에서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전략이다. 비록 공익적인 요

소를 염두에 두고 후원활동을 하지만, 수많은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현 시대에서 

차별성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임이 분명하며, 차별화된 후원을 통한 차별화된 커뮤

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특별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

다. 

하지만 스포츠 후원 영역에서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스포츠 자산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

데, 중요한 속성 요소인 차별성의 영향력을 밝혀내는 것은 스포츠 후원에 대한 가치

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

구 중 공익활동의 차별성 속성이 소비자의 기업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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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었지만,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김

재휘 et al., 2005). 

그러므로 기존 공익활동에 대한 차별성을 다룬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에서 실제로 벌

어지고 있는 기업의 후원활동을 토대로 차별성 귀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친밀성(Rapport) 

Tickle-Degnen와 Rosenthal (1990)은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

지거나 특정 주제나 상황에서 의기투합 할 경우 서로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을 친

밀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관계 내에서 접촉과 의사소통은 인간이 소통하

는 기본적인 교류도구로, 친밀성은 이러한 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적 속성이다. 친밀성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통함’, ’속내를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음’, ‘충분히 이해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Tickle-Degnen & Rosenthal, 1990).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의 관계를 연구한 Dell (1991)은 친밀성이란 고객과 서비

스 제공자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관계 속

에서 공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친밀성을 서비스 상

황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서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밀접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Weitz, Castleberry & Tanner, 2004). 한편 LaBahn 

(1996)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가적으로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가 유쾌함을 발산하여 고객이 이를 지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

구의 정의를 토대로 친밀성을 분석한 결과 공감, 조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관계

가 친밀성 속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판단되며, 친밀성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즐거운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친밀성의 개념은 의료 상황에서의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교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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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의 관계, 룸메이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심리상

담가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인인 분야에

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Carey, Stanley, Werring & Yarbrough, 1988; Gfeller, Lynn & 

Pribble, 1987; 이은주, 2009; 지성구, 양범선 & 김성호, 2010). 

마케팅 분야에서도 역시 친밀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마케

팅 분야에서 친밀성은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황에서 주로 연구되었다(Weitz et 

al., 2004).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친밀성은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

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mler와 

Gwinner (2000)는 친밀성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는 즐거운 상호작용과 유대감이 고

객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과 긍정적 구전활동(Word of Mouth),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

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DeWitt와 Brady (2003)는 소비

자가 기업에 대해 친밀성을 높게 느낄 경우 기업이 고객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인

지한 상황에서 부정적 구전활동과 불평을 감소시켜 재구매 의도의 감소를 방지한다

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단순히 소비자와의 교환관계를 통한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단기적 관

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어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 소비자와의 관계는 판매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

며, 특히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느끼는 친밀성이라는 감정은 후원활동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밀성은 기업의 후

원활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후원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정성(Authenticity) 

진정성은 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진짜(original)’라는 

의미에서 ‘꾸며진(staged)’ 이나 ‘허구의(fabricated)’와 구분되며(MacCannell, 1973) 재

현(reproduction)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iconic)이며 역사의 흐름을 

통해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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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cal)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Grayson & Martinec, 2004). 뿐만 아니라 진정성은 

개체의 자아개념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외연이 일치하는 것(Harter, 2002)을 뜻하며 

반대로 비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자아와 내면을 감추고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Snyder, 1979).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이 소비자의 기

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가 후원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기업윤리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진정성과 기업 

명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ombrun & Van Riel, 2004). 

또한 기업위기상황에서 기업의 명성을 구축 ∙ 유지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할 수 있는 중점적인 요소이자 기업가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Greyser, 2009; Urde, Greyser & Balmer, 2007), 후원 활동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Beckman et al., 2009)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진정성은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

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업 정체성을 설명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Aaker, 1997; Kapferer, 1997; Keller, 1993). 브랜드 연구분야에서 진정성은 소비자

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 소비자 문화와 기업 사이의 의사

소통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Beverland, 2005),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

성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Gilmore & Pine, 2007). 또한 최근의 

소비자 연구에서도 소비자가 지각한 진정성의 차이에 따라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태도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Ewing, Allen & Ewing, 2012; Grayson & Martinec, 2004; 

Grayson & Shulman, 2000). 

한편 마케팅의 영역에서 소비자가 진정성을 추론하는 과정은 크게 소비자가 어

떤 특정한 사건 또는 결과가 일어난 이유를 탐색하는(Heider, 2013; Weiner, 2000) 귀인

이론과 관련이 있다. 즉 소비자는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후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이러한 기업의 행동이 대의명분과 기업의 내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비

롯된 행동인지, 아니면 기업의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외적 의미를 달성하고자 하

는 행동인지를 추론한다. 이에 따라 후원 활동의 이유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로 구분하며, 결과적으로 이타적 동기로 인식할 경우 스폰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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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 시킨다는 선행연구가 있다(Moore, Mowen & Reardon, 1994; Piliavin & Charng, 

1990; Rifon, Choi, Trimble & Li, 2004).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는 진정성의 정

의는 Beverland (2006)가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sincerity)이라거나 순수함(purity)과 

가깝다. 즉 ‘상업적 동기가 주 목적이 아닌, 소비자와 후원 대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이면서 이는 영리적 기업에 의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적 목적성을 포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Alexander, 2009). 이러한 진정성의 정의는 결국 현혹적인 상

술을 경계하는 소비자 회의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후원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후원이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일정 부분 숨긴 사회 공여적 활동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진정

성 인식이란 결국 ‘기업의 특정 행위를 단순히 의무감 또는 책임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발현된 행동이라고 지각하는 

것’(Price, Arnould & Deibler, 1995)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하여 결국 고객이 인식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결과(김상희, 2009)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과도 일맥상

통 할 것이다. 

후원과 진정성의 관계를 탐색한 d'Astous와 Bitz (199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후

원 목적을 상업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인도적 차원으로 인지될 경

우 기업 이미지의 개선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rmstrong 

(1988)은 기업이 비상업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 노출 범위가 비교적 작을지라도 상업

적인 후원에 비해 기업 이미지 개선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후원 기

업과 해당기업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택와 이민

덕 (2006)은 그들의 연구에서 후원의 상업성 유무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기업 이

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후원 목적이 비상업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영란와 허성호 (2008)는 그들의 연구에서 후원 목적이 인도적일 경우 후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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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도적, 

비상업적이라고 여겨지는 후원일 수록, 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호감

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에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진정성은 기업 윤리와 같은 추

상적 영역에서부터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후원 진정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후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모

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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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스포츠 후원 활동의 맥락에서 후원 활동의 속성이 후원 

활동에 대한 태도와 나아가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후원의 진정성, 차별성 친

밀성이라는 심리적 지각 속성을 통해 규명하고,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가 앞서 언급

한 선행변인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

형을 설정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변인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스포츠 후원활동 영역에서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의 개념

이 제대로 측정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변인 간의 경로 

계수 측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잠재변인과 이를 설명

하기 위한 관측변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을 함께 측정하

는 동시에 변인 간 인과관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고자 

본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토대로 살펴보면, 후원 활동에 대한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은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후원 태도는 다시 기업

그림 1 후원 성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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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후원의 3속성은 

소비자의 후원 태도를 매개하여 기업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차별성은 후원 활동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면에

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제대로 밝혀

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후원 활동의 차별성 변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후원 활동의 차별성에 대한 영향력은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친밀성은 긴밀한 유대감과 즐거운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연구모형에 선행 변

인으로 포함시켰다. 친밀성 속성은 최근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고, 이러한 가치 판단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주

관적 판단에 의해 판단하는 데 그 중요함이 있다. 소비자가 얻는 정보는 중요한 판

단의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긴밀한 유대감

을 느끼고, 기업 활동에 대해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면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밀한 유대감과 즐거운 상호

작용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가치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진정성은 스포츠 후원이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원 대상자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진정성 평가가 후원 활동에 대한 소비

자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

성의 역할 역시 다양한 맥락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활동 진정

성의 영향력을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한 성

과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독립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선행변인인 

외부변인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변인의 영향을 받는 내부변인, 즉 종속변

인이 1개 있으며, 이 변인이 다시 외부변인이 되어 다른 1개의 내부변인에 영향을 

주는 2단계의 인과관계를 도식화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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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 후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인으로는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소비자와의 친밀성, 기업 후원의 진정성을 설정하였다. 즉 해당기업의 후원 활동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소비자와의 친밀성을 높게 평가할 경

우,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후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기업 후원에 대한 태도는 기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라고 설

정하였다. 즉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후원 활동 속성 변인을 매개

하여 기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서 설명한 연

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관람스포츠 후원과 참여스포츠이벤트 후원을 대상으로 하

는 후원 활동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후원 성과모형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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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에 따른 지각 속성과 후원활동 태도 

및 기업태도의 관계와 진정성의 매개효과를 참여스포츠와 관람스포츠의 맥락에서 

각각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관람스포츠와 참여스

포츠의 큰 틀로 스포츠 후원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여 관람스포츠의 경우 한국프로

축구연맹(K리그)의 팬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참여스포츠의 경우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참가자 및 팬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기

사 형식의 실험 자극물을 제공 후 이에 따른 피험자의 반응을 설문 문항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비확률 표집방법에 해당하는 가용

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용표집방법은 설문조

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연구자가 모집하기 용이한 사람들을 표본

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7). 연구대상모집은 K리그의 경우 K리그 소속 

구단의 홈페이지 및 팬클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온

라인 설문을 통해서 질문에 응답하였다. S리그의 경우 S리그 운영 게시판 및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모집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통적

인 방식의 설문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감소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가 응답하기를 원하는 시간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chillewaert, Langerak & Duhamel, 1998; 이계오, 2000; 이윤

석, 이지영 & 이경택, 2008). 

연구 대상은 참여 스포츠의 경우 S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S대학교 구성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람 스포츠의 경우 K리그에 소속된 각 구단의 

홈페이지 및 팬클럽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참여

스포츠의 경우 16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9부를 제외한 155부를, 관람스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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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2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 25부를 제외한 196부를 합하여 총 385부 중 

35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20대 남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수집된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참 여 관 람 전 체 비 율(%) 

성 별 
남성 152 170 322 91.7 

여성 3 26 29 8.3 

연 령 

20세 미만 1 12 13 4 

20~29세 146 80 226 64.4 

30~39세 8 72 80 22.8 

40세 이상 - 22 22 6.3 

직 업 

학생 143 63 206 58.7 

사무직 2 59 61 17.4 

연구/개발직 4 16 20 5.7 

전문직 1 23 24 6.8 

자영업 - 13 13 3.7 

기타 5 22 27 7.7 

참여 

(관람)  

빈도 

없음 8 12 20 5.7 

1~2회 3 6 9 2.6 

3~4회 15 19 34 9.7 

5~6회 9 14 23 6.6 

7~8회 22 24 46 13.1 

9~10회 22 24 46 13.1 

11회 이상 76 97 173 49.3 

합   계 155 196 3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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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실험 조작  

실험은 가상의 후원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험을 위한 가상의 스포츠 대상 

및 후원기업으로는 관람스포츠의 경우 아디다스의 K-League 후원을 선정하였으며, 

참여스포츠의 경우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의 S대학교 교내 축구리그 후원을 선정하

여 후원 활동을 조작하였다.  

스포츠 후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디다스는 2012년부터 K-

League(관람스포츠)/S대학교 교내 축구리그인 S-League(참여스포츠)의 공식 후원사

가 되었으며, 2013년 현재 4년 간 물품, 현금 후원 등 총 30억원 규모 / 1,000만원 규

모의 후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디다스는 K-League(관람스포츠)/S대학교 교내 축

구리그인 S-League(참여스포츠)와 관련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라는 내용

의 기사를 피험자에게 노출시켰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인들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항목별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성 

차별성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스포츠 후원 활동이 다른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

는 후원 활동과 차이가 있다고 인식 하는 정도’로 정의했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김

재휘 et al. (200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으며, 구

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포

츠 후원 활동과 차이가 있다’,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동종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 활동과 다르다고 느껴진다’,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스포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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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동으로 느껴진다’ 라는 3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6 차별성 측정도구 

잠재변인 관측변인 문 항 연구활용 

차별성 

(4문항) 

DIF1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다른기업에서 수

행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차이가 있다. 
x 

DIF2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동종업계에서 실

시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다르다. 
○ 

DIF3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새로운 후원활동

으로 느껴진다. 
○ 

DIF4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후원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진다. 
○ 

(2) 친밀성 

표 7 친밀성 측정도구 

 친밀성은 라포(Rapport)라는 용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라포는 상호간의 결

속을 강화하는 요인(Gremler & Brown, 1998)이며,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친밀감 또는 교감(이소선, 2007)으로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는 친밀성

을 Gremler와 Gwinner (2000)가 사용한 친밀성의 하위개념인 긴밀한 유대감과 즐거

운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최근 후원 활동은 단순 노

출을 넘어 수혜 대상이 구체화되고, 스폰서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즐거운 상호작용이, 후원 활동이 각 개인과 관계 맺음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유대감이 친밀성

의 요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개 념을 ‘후원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즐거운 상호작용 인식과 긴밀한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잠재변인 관측변인 문 항 연구활용 

친밀성 

(4문항) 

RAP1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흥미롭고 재미있

게 느껴진다. 
○ 

RAP2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편안한 느낌이 든

다. 
○ 

RAP3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나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 같다. 
x 

RAP4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따뜻한 감정을 느

끼게 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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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문항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참여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후원 활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이다. 

(3) 진정성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진정성은 내면 상태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진실성과 연관되어 있다(Boyle, 2003; Harter, 2002; C. Taylor, 1991; J. P. 

Taylor, 2001). 이 연구에서는 진정성을 ‘기업에서 수행하는 후원활동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 수행 되어지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

러나는 행위라는 인식’ 으로 정의했다(Price et al., 1995). 측정은 Price et al. (1995), 김상

희 (2009), 임명서와 박경배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심에서 우러난 후원을 한

다고 느껴졌다’, ‘후원은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다’, ‘기업의 진정한 내면이 드러나 보

이는 후원을 전개한다’ 등의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표 8 진정성 측정도구 

잠재변인 관측변인 문 항 연구활용 

진정성 

(4문항) 

AUT1 
아디다스의S리그/K리그 후원은 진심에서 우러난 활동

이라고 느껴진다. 
○ 

AUT2 
아디다스는S리그/K리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x 

AUT3 
아디다스의 후원활동은 S리그/K리그의 발전을 위한다

는 믿음이 생긴다. 
○ 

AUT4 
아디다스의 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리그 구성원을 진

정으로 배려해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 

(4) 후원에 대한 태도 

이 연구에서는 후원에 대한 태도는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에 대해 스포츠 참

가자가 지각하는 태도’ 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Bruner, Hensel와 James 

(2001)의 연구를 기초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후원 활동에 맞도록 보완하여 총 3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마음에 든다’, 

‘이 기업의 후원 활동은 좋은 것 같다’, ‘이 회사의 후원 활동에 만족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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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9 후원 태도 측정도구 

잠재변인 관측변인 문 항 연구활용 

후원 

태도 

(4문항) 

SPO1 아디다스의 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마음에 든다. ○ 

SPO2 아디다스의 S리그/K리그 후원활동은 좋은 것 같다. ○ 

SPO3 아디다스의 S리그/K리그 후원활동에 만족할 수 있다. x 

SPO4 
아디다스의 S리그/K리그 후원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5) 기업 태도  

 표 10 기업태도 측정도구 

기업 태도는 ‘스포츠 후원 활동을 전개한 기업에 대해 스포츠 참가자가 지각하

는 태도’를 의미한다. Speed와 Thompson (2000)의 연구 문항을 반영하여 총 3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이 기업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이 기업은 

호감이 가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신뢰감이 간다’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요약해 보면 <표 10>과 같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출처는 <표 11>과 같다. 

표 11 변인별 측정도구 

변 인 측정도구 문항수 

차별성 김재휘 et al. (2005) 3 

친밀성 Gremler and Gwinner (2000) 3 

진정성 Price et al. (1995) 3 

후원 태도 Meenaghan (2001) 3 

기업태도 Speed and Thompson (2000) 3 

잠재변인 관측변인 문 항 연구활용 

기업태도 

(4문항) 

ADI1 아디다스는기분좋은 느낌이 든다. X 

ADI2 아디다스는 호감이 가는 기업이다. ○ 

ADI3 아디다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 

ADI4 아디다스는 신뢰감이 드는 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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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변량 정규성⋅다중공선성 검토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 모형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과 다중 공선성을 각각 검토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각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 간 상관

관계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여 다중 공선성 위배 여

부를 확인하였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측정 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후

원 활동의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 후원 활동에 대한 태도, 후원 기업에 대한 태도 

설문 문항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수

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과거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여러 

하위변인의 일관성(Consistency), 적합도(Goodness of Fit) 및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을 바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수렴타당도가 높게 나타나면 모형 적합도가 

기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스러울 것이고,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 간 차이가 있는 정도를 의미하

며,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면 이를 위해 상관계수를 사용 가능

하다. 요인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두 요인이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

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판별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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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검사는 신뢰도 측정 계수 중 하나로, 단일개념을 물어보기 

위하여 복수 문항이 포함된 척도를 활용할 때 검사한 문항 사이의 동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평가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과 잠재변인 사이의 경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이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기초 모형와 제안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는 도구인 증분적합

지수(Incremental Fit Index), 모델의 간명도를 의미하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등으로 나뉜다.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χ2, NCP, GFI, SRMR, RMSEA, ECVI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χ2, 

GFI, SRMR, RMSEA를 활용하였다. χ2에 의한 적합도 판단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 

하나로 모델의 자유도에 비해 χ2값이 큰 모델은 수집된 자료가 모집단의 자료를 잘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기 때

문에 이 값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적합

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분적합지수는 관측변수 사이에 공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독

립모형과 연구모형을 비교하는 지수이다. TLI, NFI, RNI, CFI 등이 증분적합지수에 해

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TLI, NFI, CFI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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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는 적합도가 지나치게 많은 추정계수에 의해 과대적

합(over-fitting)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AGFI, AIC, PGFI, normed χ2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normed χ2를 이용하였다.  

종합하면 χ2, normed χ2, GFI, NFI, TLI, CFI, SRMR, RMSEA 값을 살펴보았으며 지

수의 선택과 적합성은 Hair, Black, Babin, Anderson와 Tatham (2006)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2)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후원 활동의 차별성, 친밀성, 순수성, 진정성, 태도, 기업

태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기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설을 바탕으

로 수립된 연구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모델에 포함되는 관측변수와 잠재변

수 사이의 관계, 두 개 이상의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방향성 등을 도출하

게 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토대로 연구모델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수집

한 자료가 해당 연구 모델을 지지하는가를 검정하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

한 연구의 주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검증하고자 하는 잠재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여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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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후원 성과모형 

1) 기술 통계값과 분포의 정규성 

설문조사는 포털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도구

를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넷 설문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결측값 등의 기초통계량과 왜도⋅첨도를 산출하여 발생 가능

한 자료의 입력오류 및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등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은 <표 12>과 같

다. 

각 변인 별 최대값 및 최소값을 확인결과 측정치를 벗어나는 값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S리그의 측정변인들의 평균값의 경우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최소 

3.361에서 최대 6.026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

도(kurtosis)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값을 확

인한 결과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1.6705과 

3.924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쓰이는 정규성 분포의 일반적인 

기준인 왜도 절대값 2미만과 첨도 절대값 7미만(배병렬, 2009)의 범위 내에서 분포하

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측정변인은 정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

다. 

 

 

 

 

 

- 40 -

http://www.google.com)을


표 12 주요변인 기술통계 결과와 분포 정규성 

변인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축구관여1 1 7 6.23 1.04 -1.67 0.13 3.47 .0.26 

축구관여2 1 7 6.43 .891 -2.34 0.13 7.85 .0.26 

축구관여3 1 7 5.79 1.47 -1.24 0.13 0.98 .0.26 

축구관여4 1 7 6.49 .91 -2.77 0.13 10.78 .0.26 

리그관여1 1 7 5.75 1.44 -1.16 0.13 0.89 .0.26 

리그관여2 1 7 5.88 1.34 -1.44 0.13 2.18 .0.26 

리그관여3 1 7 5.12 1.74 -0.68 0.13 -0.49 .0.26 

리그관여4 1 7 5.78 1.40 -1.26 0.13 1.27 .0.26 

기업이미지1 1 7 5.43 1.23 -0.81 0.13 0.93 .0.26 

기업이미지2 1 7 5.37 1.21 -0.52 0.13 0.15 .0.26 

기업이미지3 1 7 5.20 1.23 -0.42 0.13 0.02 .0.26 

기업이미지4 1 7 4.67 1.20 .204 0.13 0.20 .0.26 

차별성1 1 7 4.70 1.41 -0.53 0.13 0.12 .0.26 

차별성2 1 7 4.57 1.53 -0.44 0.13 -0.24 .0.26 

차별성3 1 7 4.65 1.65 -0.37 0.13 -0.61 .0.26 

차별성4 1 7 4.68 1.66 -0.50 0.13 -0.52 .0.26 

친밀성1 1 7 5.07 1.52 -0.66 0.13 -0.08 .0.26 

친밀성2 1 7 4.84 1.49 -0.36 0.13 -0.35 .0.26 

친밀성3 1 7 4.16 1.87 -0.11 0.13 -1.07 .0.26 

친밀성4 1 7 4.46 1.75 -0.26 0.13 -0.79 .0.26 

진정성1 1 7 3.95 1.63 .027 0.13 -0.74 .0.26 

진정성2 1 7 4.08 1.71 -0.11 0.13 -0.81 .0.26 

진정성3 1 7 4.53 1.67 -0.30 0.13 -0.62 .0.26 

진정성4 1 7 4.22 1.62 -0.11 0.13 -0.65 .0.26 

후원태도1 1 7 5.31 1.48 -0.82 0.13 0.11 .0.26 

후원태도2 1 7 5.43 1.40 -1.00 0.13 0.81 .0.26 

후원태도3 1 7 5.12 1.53 -0.68 0.13 -0.11 .0.26 

후원태도4 1 7 5.54 1.43 -1.13 0.13 1.07 .0.26 

기업태도1 1 7 5.40 1.31 -0.81 0.13 0.65 .0.26 

기업태도2 1 7 5.50 1.28 -0.98 0.13 1.23 .0.26 

기업태도3 1 7 5.44 1.28 -0.84 0.13 0.79 .0.26 

기업태도4 1 7 5.46 1.31 -0.87 0.13 0.91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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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공선성 

연구모형이 다루고 있는 주요변인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S리그의 

변인간 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각각 검토하였다.  

측정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14>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성3과 차별성4, 친밀성1과 친밀성2, 순수성2와 순수성3, 진정성 간의 상관, 스폰

서활동 태도간의 상관, 기업태도간의 상관 값이 0.814에서 0.901의 분포를 보였으나, 

각 요인들은 하나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이므로 다중 공선성을 일으킬만한 요

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친밀성1과 차별성2, 차별성3의 관계에서, 친밀

성3과 차별성2의 관계에서, 순수성2, 순수성3과 친밀성1, 친밀성2, 친밀성3, 순수성2, 

순수성3과 진정성1, 진정성2, 진정성3의 관계에서, 후원태도1과 진정성3에서, 친밀

성1과 진정성3의 관계에서 0.7을 상회하는 상관관계 값을 보였으나, 0.85를 넘는 높

은 상관관계는 아니며, 두 변인은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변인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변량 차원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측정변인를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측정변인는 독립변인로 설정하여 다중상관자승(R2)을 계

산하고, 허용 값(Tolerance)과 분산팽창계수를 산출하였다. 판단기준은 R2값이 0.9 이

상, 허용 값은 0.1미만,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

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R2값이 0.520, 허용값은 0.135 이상, 분산팽창계수는 

7.431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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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AUT_1 AUT_3 AUT_4 DIF_2 DIF_3 DIF_4 RAP_1 RAP_2 RAP_4 SPO_1 SPO_2 SPO_4 ADI_2 ADI_3 ADI_4 

AUT_1 1 .738** .828** .506** .540** .525** .498** .527** .622** .537** .513** .483** .449** .501** .510** 

AUT_3 .738** 1 .844** .523** .548** .529** .596** .601** .610** .662** .642** .623** .581** .626** .609** 

AUT_4 .828** .844** 1 .541** .597** .565** .581** .576** .668** .624** .611** .578** .538** .601** .583** 

DIF_2 .506** .523** .541** 1 .712** .625** .611** .543** .615** .480** .481** .444** .480** .515** .535** 

DIF_3 .540** .548** .597** .712** 1 .831** .708** .548** .714** .546** .536** .521** .480** .517** .524** 

DIF_4 .525** .529** .565** .625** .831** 1 .719** .579** .647** .528** .531** .501** .427** .505** .514** 

RAP_1 .498** .596** .581** .611** .708** .719** 1 .769** .716** .695** .668** .672** .555** .619** .586** 

RAP_2 .527** .601** .576** .543** .548** .579** .769** 1 .742** .662** .653** .643** .504** .564** .531** 

RAP_4 .622** .610** .668** .615** .714** .647** .716** .742** 1 .619** .603** .572** .470** .539** .505** 

SPO_1 .537** .662** .624** .480** .546** .528** .695** .662** .619** 1 .905** .856** .589** .644** .617** 

SPO_2 .513** .642** .611** .481** .536** .531** .668** .653** .603** .905** 1 .885** .615** .667** .637** 

SPO_4 .483** .623** .578** .444** .521** .501** .672** .643** .572** .856** .885** 1 .613** .654** .640** 

ADI_2 .449** .581** .538** .480** .480** .427** .555** .504** .470** .589** .615** .613** 1 .888** .790** 

ADI_3 .501** .626** .601** .515** .517** .505** .619** .564** .539** .644** .667** .654** .888** 1 .877** 

ADI_4 .510** .609** .583** .535** .524** .514** .586** .531** .505** .617** .637** .640** .790** .877**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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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모형 적합도 

연구에 포함된 관측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2=225.495, 

df=120, p<0.001으로 χ2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모형과 분석자료가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집단 사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이순

목, 1990)는 사실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활용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였다. 

 표 14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Hair et al., 2006) 

적합도 지수는 GFI(Good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기본으로 상대적 적

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

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

표 중에서 위의 지수들을 사용한 것은 연구에 활용되는 샘플 수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는 연구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둘 다 고려하기 때문

이다(홍세희,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합도 지수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 중 Hair et al. 

(2006)이 제안하는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은 <표 14>와 같다. 표에서 m은 측정변인

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량 
N<250 N>250 

m<12 12≤m≤30 m≥30 m<12 12≤m≤30 m≥30 

χ2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유의적인 

p값이 생길 

수 있음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CFI, TLI 0.97 이상 0.95 이상 0.92 이상 0.95 이상 0.92 이상 0.90 이상 

SRMR 
다른지수 

참고 
0.08 이하 

(CFI.95이상) 
0.09 이하 

(CFI.92이상) 
다른 지수 

참고 
0.08 이하 

(CFI.92이상) 
0.08 이하 
(CFI.92이상 

RMSEA <0.08 
<0.08 

(CFI.95이상) 
<0.08 

(CFI.92이상) 
<0.07 

(CFI.97이상) 
<0.07 

(CFI.92이상) 
<0.07 

(CFI.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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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5>과 같이 나왔으며, 본 설문의 응답자 수가 총 351명

이며, 관측변인의 수가 15개라는 점에서 적합도 지수Hair et al. (2006)이 제시한 기준

값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값이 표본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Schumacker & 

Lomax, 1996)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구 분 Χ2/ DF Normed χ2 TLI CFI SRMR RMSEA 

적합도지수 255.821* / 80 3.198 0.959 0.969 0.0379 0.079 

* P<0.001 

(2) 요인적재량 

측정모형이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본 모형을 통해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요인적재량을 통해 알아보았다. 측정모

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통상 하나의 잠재

변인에 하나의 준거변인(Reference Variable)을 설정하여 제시된 람다값을 통해 요인

적재량 값을 확인하게 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측변인들 중 하나를 선택, 해

당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에 준거값인 ‘1’을 부여하는데, 이때 이 변인을 준거

변인이라고 한다(최현철, 2007). 

측정모형의 람다값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총 15개의 측정변인은 5개의 잠

재변인으로 묶여졌다. 모든 개별 관측변인들과 개별 잠재변인의 관계는 0.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차별성이라는 잠재변인은 ‘동종업계 차별성’, ‘새로움’, ‘후원 새로운 시도’

라는 3개의 관측변인으로 측정하였고, ‘후원 새로운 시도’ 변인을 준거 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동종업계 차별성’과 ‘새로움’ 변인의 람다값은 각각 0.81, 1.097로 나타나 3

개의 관측변인이 차별성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문항이라고 판단하

였다.  

친밀성이라는 잠재변인은 ‘편안한 느낌’과 ‘밀접한 관련’, ‘따뜻한 감정’이라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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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관측변인으로 측정하였고, ‘따뜻한 감정’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편안한 

느낌’과 ‘밀접한 관련’ 변인의 람다값은 각각 0.77, 1.006으로 나타나 3개의 관측변인

이 친밀성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성이라는 잠재변인은 ‘진심에서 우러난’과 ‘S리그/K리그 발전을 위함’, ‘리

그 구성원 배려’ 라는 3개의 관측변인으로 측정하였고, ‘리그 구성원 배려’ 를 준거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심에서 우러난’과 ‘S리그/K리그 발전을 위함’ 변인의 람다

값은 각각 0.960, 0.913으로 나타나 3개의 관측변인이 진정성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

하는데 적합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후원 태도라는 잠재변인은 ‘후원활동 마음에 듦’과 ‘후원활동 좋음’, ‘후원활동 

긍정적’ 라는 3개의 관측변인으로 측정하였고, ‘후원활동 긍정적’를 준거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후원활동 마음에 듦’과 ‘후원활동 좋음’ 변인의 람다값은 각각 1.186, 1.089

로 나타나 3개의 관측변인이 후원 태도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변인이

라고 판단하였다. 

기업 태도라는 잠재변인은 ‘아디다스 기분좋은 느낌’과 ‘아디다스 호감’, ‘아디

다스 긍정적’ 라는 3개의 관측변인으로 측정하였고, ;아디다스 긍정적’ 을 준거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아디다스 기분좋은 느낌’ 과 ‘아디다스 호감’ 변인의 람다값은 각

각 0.913, 1.018로 나타나 3개의 관측변인이 후원 태도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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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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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도과 신뢰도 

적정한 수준의 적합성을 확보한 측정모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념 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살

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이면 요인들의 타당

도가 있다고 한다(우종필, 2012).  

표 16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신뢰성 검증결과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신뢰도 값은 차별성이 0.948, 친밀성이 0.962, 진

정성이 0.967, 후원 활동 태도 0.989, 기업태도 0.988로 모든 개념 신뢰도 값이 0.7 이

상으로 나타나 적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분산 추출값은 차별성

이 0.861, 친밀성이 0.895, 진정성이 0.907, 후원 태도 0.967, 기업태도 0.966로 모두 

0.5 이상이라는 적정기준을 충족하여 측정값은 모두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 검증(Cronbach’s 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차별성이 

0.85, 친밀성이 0.898, 순수성이 0.912, 진정성이 0.911, 후원 활동 태도 0.94, 기업태도 

잠재변인 관측변인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t통계량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Cronbach’s-α 

진정성 

진정성1 0.854 0.036 25.324*** 

0.977 0.935 0.924 진정성3 0.886 0.034 27.896*** 

진정성4 0.957 ** ** 

친밀성 

친밀성1 0.891 0.042 21.607*** 

0.972 0.919 0.896 친밀성2 0.841 0.043 19.639*** 

친밀성4 0.847 ** ** 

차별성 

차별성2 0.758 0.045 17.554*** 

0.970 0.914 0.887 차별성3 0.931 0.042 24.973*** 

차별성4 0.883 ** ** 

후원 

태도 

후원태도1 0.941 0.033 32.119*** 

0.990 0.970 0.957 후원태도2 0.961 0.03 34.279*** 

후원태도4 0.918 ** ** 

기업태도 

기업태도2 0.9  0.038 26.224*** 

0.990 0.969 0.945 기업태도3 0.984 0.033 32.257*** 

기업태도4 0.891   

*: 표준화 회귀계수, **: 준거변인,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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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8로 모든 개념이 0.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에 대한 기준은 연구

자 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Nunnally (1978)가 제시한 0.7을 기준으로 신뢰도

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계속 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인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표17>

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Hair et al. (2006)이 제시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분석  

본 연구모형의 유의도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확인 결과 측정모델의 카이 제곱값은 χ2=225.495, df=120, 

p<0.001로 기각되었으나, 카이 제곱값은 사례수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

른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표 17 측정모형 적합도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 NFI, TLI, CFI, SRMR, 

RMSEA값 중심으로 기준 값이 대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구조모형이 적합하다

는 판단에,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구 분 Χ2/ DF Normed χ2 TLI CFI SRMR RMSEA 

적합도지수 255.821* / 80 3.198 0.959 0.969 0.0379 0.079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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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원활동 성과 모형 

후원 특징인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 변인이 기업태도에 정(+)의 직접효과가 존

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해당 모형의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 값(β)과 C.R.값을 산

출하였다. 가설검증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18>

과 같다. 

표 18 변인 간 양향관계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검증 결과를 해석하면 후원 특성의 각 영역인 친밀성, 진정성의 경로계수는 각

각 0.243, 0.807로 나타나 P<0.01 유의수준에서 후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성의 경로계수는 -0.229로 나타나 P<0.05 유의수준에서 

경 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후원 태도 <--- 진정성 .243 .052 3.931 ** 

후원 태도 <--- 친밀성 .807 .094 7.562 ** 

후원 태도 <--- 차별성 -.229 .080 -2.562 .010 

기업 태도 <--- 후원 태도 .409 .067 5.434 ** 

기업 태도 <--- 차별성 .077 .074 .840 .401 

기업 태도 <--- 친밀성 .124 .100 .974 .330 

기업 태도 <--- 진정성 .227 .048 3.581 ** 

*: 표준화 계수,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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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진정성과 후원 태도는 기업 태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성과 친밀성은 기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종모형 검증 

 

최종 모형을 토대로 각 변인간의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표 19 측정모형 매개효과 확인 

①  후원 속성과 후원 태도의 관계 

아디다스의 후원 활동에 대해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별성과 진정성, 

친밀성은 모두 후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리그와 K리그의 참가

자 및 팬들은 아디다스의 후원 활동이 진정성 있다고 생각할수록 아디다스의 후원 

태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243, P<0.001). 또한 아디다스의 후원 활동이 

친밀하다고 느낄 때 역시 그 기업의 후원 태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07, 

P<0.001). 반면에 후원활동이 차별화 되어 있다고 여길수록 아디다스의 후원 활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어진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227, P<0.05). 

차별성과 진정성, 친밀성이 진정성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보

면, 친밀성이 후원 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진정성과 차별성의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변인 외부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후원 태도 

← 진정성 0.243*** - 0.243* 

← 차별성 -0.229*** - -0.229* 

← 친밀성 0.807*** - 0.807* 

기업태도 

← 진정성 0.227*** 0.099* 0.326* 

← 차별성 0.077 -0.094* -0.016 

← 친밀성 0.124 0.330* 0.454* 

← 후원 태도 0.409*** - 0.409* 

효과계수: 표준화 계수,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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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원 속성과 기업 태도의 관계 

차별성, 친밀성, 진정성이 후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진

정성(β=0.227, p<0.001)은 후원 태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차별성과 친밀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후원 특성과 후원 태도, 기업 태도의 관계 

친밀성 변인은 기업태도에 정(+)의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330, p<0.05). 진정성 변인 역시 기업 태도에 정(+)의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99, p<0.05). 그러나 후원의 다

른 속성인 차별성의 경우 기업 태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간접효과는 

약하게 나마 있는 것으로 나타나(β=-0.094, p<0.05) 후원태도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진정성과 친밀성은 후원 태도를 경유하여 기업 태도에 정(+)의 매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속성이 후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후원 활동이 후원 태도를 좋게 만들수록 스포츠 참가자는 기업에 대해 좋은 태

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52 -



VI. 논의 및 결론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와 지

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스

포츠 후원활동 자체가 기업 마케팅 활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충족될 때 해당 활동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후원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가치를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후원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필

요한 성과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후원활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속

성을 선행변인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변인으로 지목된 속성과 

기업 태도 사이에서 후원활동 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핌으로써 각 속성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후원활동 관계모형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차별성

(Differentiation), 친밀성(Rapport), 진정성(Authenticity)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후원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기업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후원활동의 성과 모형

을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의 팬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

그인 S리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

하기 위해 실제 기업인 아디다스와 실제 스포츠 참여 대상인 K리그와 S리그를 활

용한 시나리오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실제 존재하는 

한국프로축구리그(K리그)와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 스포츠 자산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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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속성과 후원 태도, 기업 태도의 관계 

먼저 지각된 후원활동의 속성 중 진정성 지각이 높아질수록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Price et al. (1995), 김상희 (2009), 임명서와 박경배 

(2012)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기업이 스포츠 자산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

을 가지고 후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면 해당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

자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업이 진정성 없이 영

리적 목적과 같은 기업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할 경우 기업의 후원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스포츠 자산을 대상으로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후원 대상에 접

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덧붙여 후원활동의 진정성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 후원활동이 아닌, 후원 대상을 진정으로 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후원활동의 사회 공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

히 후원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대한 측면과 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활동 내용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업 후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후원활동 속성인 친밀성 지각이 높을수록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가 좋

아진다는 결과는 Gremler와 Gwinner (2000), 윤만희, 김정섭와 김주현 (2010)의 가설

을 지지한다. 이는 기업이 후원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후원

활동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자

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는 친밀감이라는 감정을 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경로

계수 값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친밀성: 0.807, 진정성: 0.243, 차별성: -

0.229) 이러한 결과는 후원활동을 통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친밀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 후원의 맥락에서 친밀성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 연결망의 발전에 따른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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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실제 사회 관계 접촉의 결핍 속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그 관계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또한 SNS, 인터넷 기반 네

트워크 환경 속에서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에 접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급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고객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의 후원활동과 고객 사이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후원

활동이 효과적이라는(Drumwright, 1996; Ross et al., 1992)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스포츠

의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차별성 속성의 경우 오히려 후원활동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성과 태도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한 이미영와 최

현철 (2012)의 연구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선정한 K리그와 S리그의 

팬이 해당 스포츠 자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차별화된 후원활동이 오히려 이면의 목적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

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맥락에서 지나치게 차별화된 후원활

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진정성이 친밀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기업의 존재 자체가 결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후원활동

에 대해 진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엄연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친

밀성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가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이는 후원활동 태도와 기업 태도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미영, 2011). 결국 기업에 대한 태도는 

그 기업이 행한 행동에 의해 평가된다. 기업이 행한 행동인 스포츠 자산의 후원활동

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기업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반대로,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좋은 태도를 지닌다면,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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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2. 후원 태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후원 속성 세가지 변인과 기업 태도 변인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

인으로서 후원 태도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 후원 태도는 친밀성과 기업태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스포츠 분야에서 후원 속성과 후원 태도, 그리고 기업 

태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 변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친밀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후원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원의 다른 속성인 진정성과 차별성 지각의 경우 비록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후원 태도의 매개효과가 그리 크지 않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 스포츠 후원활동을 계획

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강화시켜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자산에 후원을 하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이를 위하여 전

략적인 접근 및 실행을 하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후원

의 상황에서 스포츠 참가자가 느끼는 후원 속성과 후원 태도의 관계를 밝혀 냄에 

따라 기업이 후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특히 기업이 스포츠 자산에 대한 진정성 없는 후원활동을 할 경우 기업의 이면

의 동기. 즉 기업의 영리를 위해 스포츠 자산을 이용하겠다는 후원의도를 드러내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임명서 & 박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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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따라서 기업은 스포츠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후

원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태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스포츠 후원활동을 통해 소비자 및 스포츠 참가자와의 심리적 애

착관계를 형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 후원을 통한 친밀

한 관계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기업 후원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해 후원활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후원활

동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기업이 후원활동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스포츠 후원활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한 스포츠 자산에 동

일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후원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원활동의 성격이 사람

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면 기업은 결코 후원활동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 자산에 후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

업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후원활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

을지, 어떻게 하면 친밀성을 높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스포츠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후원활동을 보고 지각하

는 후원활동의 속성은 본 연구에서 다룬 진정성, 차별성, 친밀성 이외에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치성, 적합성, 순수성과 같은 후원 속성은 스포츠 후원뿐만 아니라 소

비자 행동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영향력 

측정 연구 역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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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후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

용된 아디다스라는 기업은 이미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기업

으로, 본 속성연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

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스포

츠기업과 비 스포츠 기업, 유명한 기업과 덜 유명한 기업 사이에는 연구 결과의 차

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발전된 연

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축구라는 특정 스포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

른 스포츠 상황에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비록 한국에서 축구가 갖는 

보편성은 상당한 수준이나 축구 이외의 종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스포츠의 형태에 따른 구분을 통해 영향력 검증을 각각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참여스포츠와 관람스포츠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두 형태의 스포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만, 스포츠를 소비하는 경로, 방식, 목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

일한 집단이라고 가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두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집단간 경로 차이 비교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스포츠 후원활동을 중심으로 스포츠 참가자가 느끼는 후원활

동의 특성이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와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활동의 특징 중 진정성과 친

밀성은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후원

활동에 대한 태도는 기업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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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특징 중 차별성은 기업의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둘째, 후원활동의 특징 중 진정성과 친밀성은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

여 기업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후원활동의 특

징 중 차별성은 후원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기업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기업은 스포츠 후원활동을 하는 동안 스포츠 참가자가 기업

의 후원활동에 대해 진정성과 친밀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스포츠 참가자로 하여금 기업이 스포츠를 후원하는 행동이 진정 스포츠

를 위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였을 때, 또한 후원활동이 친근감 있게 느끼게 할 경

우에 스포츠 참가자는 기업의 후원활동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아울러 이

는 기업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미지의 제고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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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활동 속성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K리그 팬 대상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활동 속성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록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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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1.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고생 2) 대학(원)생  3) 연구/개발직 4) 영업/마케팅 5) 사무직 

6) 전문직 7) 프리랜서 8) 자영업 9) 기타(          ) 

 

1.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1.5. 귀하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1.6.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서울 2) 경기 3) 강원 4) 충남 5) 충북 6) 경남 7) 경북 

8) 전남 9) 전북 10) 제주 11) 인천 12) 대전 13) 대구 14) 부산 

15) 울산 17) 광주 18) 세종     

 

1.7. 귀하는 작년 한해 얼마나 자주 K리그 경기를 “경기장”에서 

관람하셨습니까? 
1) 없음 2) 1~2회 3) 3~4회 4) 5~6회 

5) 7~8회 6) 9~10회 7) 11회 이상  

 

1.8 귀하는 작년 한해 얼마나 자주 K리그 경기를 “미디어 매체 

중계(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관람하셨습니까? 
1) 없음 2) 1~2회 3) 3~4회 4) 5~6회 

5) 7~8회 6) 9~10회 7) 11회 이상  

 

1.9 귀하는 얼마나 자주 K리그 관련 기사를 검색하십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3~4회 

5) 주 5~6회 6) 일 1~2회 7) 일 3회 이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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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축구 관여도 

2.1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축구라는 종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K리그 관여도 

3.1 K리그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K리그는 종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K리그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K리그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후원기업 관여도 

4.1 Adidas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Adidas는 기업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Adidas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Adidas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디다스, K리그와 3년 후원계약 체결 

세계 최고의 축구 브랜드 아디다스가 K리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아디다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K리그)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K리그 - 

아디다스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앞으로 3시즌 동안 K리그에 물품, 현금 후원등 총액 

30억 원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디다스는 성인 축구와 더불어 U-12캠프 및 U-18 챌린지리그 

지원 등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쓸 뿐만 아니라, K리그와 함께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아디다스 코리아 지온 암스트롱 대표이사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리그인 K리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아디다스는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축구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등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보 ○○○기자 

축구 및 후원기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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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 기사에서 K리그는 어느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었습니까? 

1) 나이키 2) 아디다스 3) 퓨마 4) 프로스펙스 

 

5.2. 위 기사에서 후원계약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1) 10억원 2) 20억원 3) 30억원 4) 40억원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차별성  

6.1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2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동종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다르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3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새롭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4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스폰서십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밀성 

7.1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편안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3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4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정성 

8.1 
Adidas의 K리그 후원은 진심에서 우러난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2 
Adidas는 K리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3 
Adidas의 후원활동은 K리그의 발전을 위한다는 

믿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4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리그 구성원을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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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K리그 후원활동 태도 

9.1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2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은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3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에 만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4 
Adidas의 K리그 후원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업태도 

10.1 Adidas는 기분좋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6 Adidas는 호감이 가는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7 Adidas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8 Adidas는 신뢰감이 드는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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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활동 속성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S리그 참여자 대상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기업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활동 속성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록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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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1.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고생 2) 대학(원)생  3) 연구/개발직 4) 영업/마케팅 5) 사무직 

6) 전문직 7) 프리랜서 8) 자영업 9) 기타(          ) 

 

1.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1.5. 귀하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1.6. 귀하께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1.7. 귀하는 작년 한해 얼마나 자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 경기에 

“참가”하셨습니까? 
1) 없음 2) 1~2회 3) 3~4회 4) 5~6회 

5) 7~8회 6) 9~10회 7) 11회 이상  

 

1.8 귀하는 작년 한해 얼마나 자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 경기를 

“관람”하셨습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3~4회 

5) 주 5~6회 6) 일 1~2회 7) 일 3회 이상  

 

1.9 귀하는 올 한해 얼마나 자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 경기에 

“참가”할 예정입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3~4회 

5) 주 5~6회 6) 일 1~2회 7) 일 3회 이상  

 

1.10 귀하는 올 한해 얼마나 자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3~4회 

5) 주 5~6회 6) 일 1~2회 7) 일 3회 이상  

 

1.8 귀하는 최근 얼마나 자주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S리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십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3~4회 

5) 주 5~6회 6) 일 1~2회 7) 일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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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축구 관여도 

2.1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축구라는 종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축구라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S리그 관여도 

3.1 S리그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S리그는 종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S리그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S리그는 종목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후원기업 관여도 

4.1 Adidas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Adidas는 기업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Adidas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Adidas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디다스, 서울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와 후원계약 체결 

세계 최고의 축구 브랜드 아디다스가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이하 S리그)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아디다스는 S리그와 18일 오전 S대학교 

학생회관에서 “S리그 - 아디다스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올 한해 동안 S리그에 

공인구, 상금, 장학금 등 총액 1000만원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S리그는 2011년도에 창설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첫 해 학기별 리그로 

시작),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18개 동아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승자를 가린다. 아디다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의 엘리트축구 

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축구리그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디다스 코리아 홍보팀 OOO 과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 S대학교 동아리 

축구리그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아디다스는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생활체육 축구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등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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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 기사에서 S리그는 어느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었습니까? 

1) 나이키 2) 아디다스 3) 퓨마 4) 프로스펙스 

 

5.2. 위 기사에서 후원계약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1) 10억원 2) 20억원 3) 30억원 4) 40억원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차별성  

6.1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2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동종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활동과 다르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3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새롭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4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스폰서십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밀성 

7.1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편안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3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4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정성 

8.1 
Adidas의 S리그 후원은 진심에서 우러난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2 
Adidas는 S리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3 
Adidas의 후원활동은 S리그의 발전을 위한다는 

믿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4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리그 구성원을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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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K리그 후원활동 태도 

9.1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2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은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3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에 만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4 
Adidas의 S리그 후원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업태도 

10.1 Adidas는 기분좋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6 Adidas는 호감이 가는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7 Adidas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8 Adidas는 신뢰감이 드는 기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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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ports Event 

Sponsorship’s Attribution on the 

Attitude toward Corporation  

 

 

 

 

The sports industry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the paradigm of capitalism, as the large 

scale of capital investment goes on by the name of sports sponsorship. Although many 

corporations sponsor sports events as an effort to enhance their brand value such as image 

promotion, image transfer, attitude toward corporation, there exists shortage of study on the key 

factors of the sponsorship that affect the elevation of brand value. For such a reason, many 

corporations cannot make the best of the sponsorship to improve their own value, or sometimes, 

they even experience negative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he sports event sponsorship’s attribution 

on the public attitude toward corporation, using the attribution theory explaining psycholog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human being. Besid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or effect of 

the public attitude toward sponsorship as well.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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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sponsorship, suggesting the direction on the attribution of sponsorship that corporations 

should pursuit.  

Available Sampling Method is applied to recruit research objects, and 355 responses to 

online survey a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epting 30 unreliable reponses out of 385 in total.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e articles about Adidas’s sponsorship for K-League and S 

university students’ soccer league are provided to each group(K-League spectators and S 

University soccer league participants) of research object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re conducted by using IBM SPSS Statistics 21.0, as 

well a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IBM SPSS 

AMOS 18.0.  

The sports sponsorship performance model consists of authenticity, rapport, and 

differentiation,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as a 

mediator, and the attitude toward corpor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reveal that authenticity and rapport have positive and 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However, differentiation has negative and 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which is again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Besides, th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is investigated to affect the attitude toward corporation positively and directly. Finally, 

among three attributions of sponsorship, authenticity and rapport showed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corporation mediating th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whereas differentiation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effect. 

The study explored that authenticity and rapport hav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both 

the public attitude toward sponsorship and corporation. Furthermore, attitude toward sponsorship 

is verified to have a mediator effect between two attribution of sports event sponsorship and the 

attitude toward corporation. 

 

Keywords: sports sponsorship, differentiation, rapport,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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