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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은 효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 추구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스포츠 참여가 개

인 삶의 만족감,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가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여가 시간에 적극적 외부 활동 대신 TV시청 같은 휴식 활동을 하

며, 스포츠경기 관람이 희망 여가 활동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간접 참여 형태

인 프로스포츠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며 특히, 지역 연고의 프로스포

츠 구단 운영은 지역민들의 자존감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로 여겨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프로스포츠의 인기와 역할



이 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과 스포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스포츠 직접 참여

에 편중되어 있다.

프로스포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단들은 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

지 및 강화를 위한 관계마케팅 전략을 통해 충성도 높은 팬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은 관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질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개인의 행복과 프로스포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인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프로스포츠에서의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로 총 263부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을 제

외한 230부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 관계의 질 구성 요

소간의 높은 상관 등으로 인해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구성 요소

들과 삶의 만족도, 정적 및 부적 정서의 관계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

요소들의 상위 개념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독립 변수로, 삶의

만족도, 정적 및 부적 정서를 종속 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

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반면, 부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관계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적/부적 정서

학 번: 2012-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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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신체적, 정신

적 웰빙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여가 선용 및 신체 능력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포츠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

은 주목을 받았다. 스포츠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의 직/간접

참여가 개인의 삶의 만족감,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였

는데, 스포츠 참여는 은퇴한 노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정희재, 원영

신, 2010) 스포츠 활동 참여빈도는 자기만족, 대인관계, 능력과 잠재력, 가족

관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또한, 스포츠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

는데(이준원, 2008; 김영재, 차윤석, 2009; 남정훈, 2010; 정희재, 원영신, 2010;

구봉진, 남정훈, 2011; 이문숙, 안진규, 2011), 스포츠 참여는 총체적인 웰빙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고(임승현 외, 2006) 스포츠 참가 그 자체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오현옥,

김선일, 2008)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스포츠와 개인의 행복, 삶의 질, 웰빙

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고 대부분의 연구가 스포츠 직

접 참여 즉, 생활체육에 국한되어 있다.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여가 시간

에 적극적 외부 활동 대신 TV시청 같은 휴식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접 참

여 형태인 스포츠경기 관람은 희망 여가 활동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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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처럼 프로스포츠는 간접 참여 형태로 국민들이 즐기는 여가 활

동의 하나이고 특히, 지역 연고로 이루어지는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은 건전

한 여가 선용의 기회이자 지역민들의 자존감 및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여(황익주, 김기호, 2004; 최혜진, 2014) 지방자

치단체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와 국민의 여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활체

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연구의 범위는 개인의 행복한 삶에 프로스포츠가

기여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프로스포츠의 팬들은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를 응원하는 것과 같은 여가

생활적 측면의 소비 행동에서 더 나아가 특정 팀의 팬이 되고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는 등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Funk & James(2001)는 팬들이 스포츠를 소비하고 특정 팀과 관계

를 맺는 동기를 재미(entertainment), 도피(escape), 즐거움(excitement)의 추

구라고 설명하였다. 프로스포츠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응원하는 팀과 유대관

계를 맺는 가운데 반복적인 관람소비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정영남,

2003). 이러한 관람소비의 특성은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기존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관계마케팅에 주목하는 원인이기도 하

다. 관계마케팅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판매 관계(Smith & Barclay, 1997),

공급자-소비자 관계(Doney & Cannon, 1997), 소매상인-공급자 관계(Morgan

& Hunt, 1994), 서비스 관계(Berry, 1995), 브랜드 관계(McAlexander,

Schouten, & Koenig, 2002), 소비자-기업 관계(Garbarino & Johnson, 1999)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관

계마케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포츠 프로퍼티와 기존

혹은 잠재 기업 스폰서 관계의 전략적 관리에 관한 Cousens, Babiak, &

Bradish(2006)의 연구, 스포츠 시설과 시설 이용자 간의 성공적인 관계 향상

및 지속에 관한 Tower, Jago & Deery(2006)의 연구, 관계마케팅에 의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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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결과에 대한 사회 영향력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Bee &

Kahle(2006)의 연구,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 간 관계의 질에 대한 Kim

& Trail(2011)의 연구 등이 있다.

프로스포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충성도 높은 팬 확보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한 프로스포츠 조직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

는 관계마케팅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을 팬

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조직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스

포츠 조직의 마케팅 활동들이 조작적이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려하며 진정으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Mullin, Hardy, & Sutton, 2007) 팬

들이 많아지면서 스포츠 조직에 불만을 느끼고 심지어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부정적인 팬들이 생기고 있다(Kim et al., 2011). 이런 현상에 의해 효과적이

고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적인 스포츠 조직과 소비자

관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스포츠 조직과 소비자

관계의 질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의 강조로 이어졌다.

Kim & Trail(2011)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

비자 관계의 질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 관계의 질 구성 요소인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을 측정하는 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척도(Sports Consumer-Team Relationship Quality Scale: SCTRQS)를 개발

하였다. SCTRQS는 스포츠 조직과 소비자 관계의 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측정 결과는 관계마케팅의 기대 효과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은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으로 Diener & Lucas(1999)는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주관적 안녕감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로 개념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 중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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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널리 사용되는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을 측정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프로스포츠와 개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최종 소비자인 스포츠팬이 구단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인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개인의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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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은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Berry(1983)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후 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업의 경

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학자와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관계의 사전적 정의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

음. 여러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

처럼, 이와 같은 ‘관계’ 개념이 도입된 관계마케팅은 과거의 마케팅이 일회성

거래(transaction)나 교환(exchange)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거래 당사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나 교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고 당

사자 모두가 이익을 얻게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이유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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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판매극대화에 목표를 두었던 과거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단순한

판매의 대상으로만 보았으나 관계마케팅의 목적은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유

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객을 기업과 함께하

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Berry(1983)는 서비스 조직에 있어서의 관계마케팅은 신규고객 유치, 고

객 유지 그리고 관계의 제고라 하였으며, Morgan & Hunt(1994)는 관계마케

팅이란 성공적인 관계 교환의 확립, 향상, 지속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마

케팅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유재(1998)는 관계마케팅을 고객 등 이해관

계자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영삼(2008)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어적 마케팅 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극대화 시

키고자 하는 것이 관계마케팅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관계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지만(Shani & Chalasani, 1992;

Gronroos, 1994; Morgan & Hunt, 1994; Sheth & Parvatiyar, 2000; Rao &

Perry, 2002) 관계의 확립, 강화, 유지라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

해, 관계마케팅은 고객관계에 필수적인 요소를 고객중심으로 정리, 통합하여

고객과의 상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

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고, 고객에게는 질적인 서비스와 가치만

족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확보

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희, 이병화, 2003; 임영삼, 2008).

Gronroos(1990)는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관계마케팅의 실행

요인으로 장기고객지향성, 이용고객에 대한 약속 및 이행, 마케팅 활동에 있

어서 전 직원의 활용성, 마케팅 활동내의 상호작용수행, 이용고객유인 서비스

문화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최영진(2006)은 관계마케팅 실행요인을 고객지향

성, 유대,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시설, 가격으로 분류하였다(임영삼, 200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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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과 노동연(2005)은 이러한 관계마케팅의 실행요인(고객지향성, 커뮤니케

이션, 유대 및 물리적 시설)에 대해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이 신뢰와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

경녀(1998)는 호텔을 대상으로 관계마케팅 성과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고객의

신뢰에 관계마케팅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졌다.

관계마케팅의 효익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의 증가,

운영비 하락, 구전효과, 이직률 감소라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한 기업에 충성 고객이 되어 오랜 기간 머물면 그 고객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기업의 이익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이유재, 1998).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런 활동은 초기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 기업은 고객들과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운영비

는 하락하게 된다.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은 자신들이 만족한

또는 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전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은 이들의

구전으로 인한 무료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직원 이직률 감소는 관계마케

팅의 간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만족한 고객이 많을수록 직원들은 회사

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가지게 되어 쉽게 이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

히, 서비스 기업의 경우 직원은 고객과의 접점이 되므로 이들의 이직률 감소

는 고객과 직원 간의 더 깊은 친밀감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큰 장점이 된다

(이유재, 1998).

비록 관계마케팅이 기업들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되고

발전되었지만,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은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도 혜택을 누리

게 한다. <그림 2>는 관계마케팅의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고객 1인당 이익

증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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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래기간에 따른 고객 1인당 이익 변화(이유재, 1998)

고객 입장에서는 한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맺을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얻

게 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기업들은 고객을 단

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많은 기업들이 단골고객

을 위해 운영하는 로열티 프로그램(loyalty program)이 좋은 예이다. 또한, 장

기적 관계의 유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용 회사를 바꿀 때 뒤따르는 품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피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더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충성도 높은 장기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기

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스포츠 조직도 충성도 높은 팬을 확보함으로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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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 효과를 가지게 된다. Funk & James(2006)는 팀 충성도를 특정 팀에

대해 강하게 형성된 태도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충성도 높은 팬의 확보는

스포츠 조직의 생존과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Beech &

Chadwick, 2007; Desbordes, 2007; Buhler & Nufer, 2010) 이들은 팀의 승패

와 상관없이 그 팀을 선호하고 향후 관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욕구를 느끼

기 때문이다(Beatty, Kahle & Homer, 1988; Mano & Oliver, 1993). 팀 충성

도는 팀 동일시와 함께 재관람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기도

하고(신승엽, 2004), 팀 충성도가 높은 스포츠팬은 가격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기를 관람한다고 하였다(Sutton, McDonald, Milne, &

Cimperman, 1997). 팬의 충성도가 팀 관련 상품 구매(Gardner & Shuman,

1987; 김용만, 1997; 김홍설, 1999), 구전(word-of-mouth)의도(구자룡, 2007;

이치성, 2008)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었으며,

이로 인해 충성도가 높은 팬을 많이 거느린 팀은 스포츠 조직에게 가장 큰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스폰서와 미디어에게 더욱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포츠 조직에게 스포츠 소비자와 장기적 관계를 맺고

이들을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관계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

관계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관점의 관계마케팅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적 관점의 관계마케팅은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며, 주로 얼마나

팔렸는지 또는 소비자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Bee

& Kahle, 2006).

Dwyer, Schurr & Oh(1987)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단기 거래 관계에서 장

기 관계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는데, 단기 거래 관계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에 따르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부 요



10

인들에 영향을 받는 반면, 장기 관계는 관계 당사자 간의 가치 공유와 이것

에서 비롯된 협력이나 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프로스

포츠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단기 거래 관계인 경우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의

외부 요인들이 스포츠팬의 경기 관람이나 팀과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보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경우 스포츠팬의 소비 행동이 지

속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진다. 스포츠 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기 거래 관

계의 팬 보다는 장기 관계인 팬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단기

거래 관계는 팬들을 장기 관계로 발전시키는 첫 걸음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

츠 팀에게는 팬과의 단기 거래 관계 형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Morgan & Hunt(1994)는 관계의 성질을 열 가지 관계 당사자—① 상품

공급자, ② 서비스 제공자, ③ 경쟁자, ④ 비영리 조직, ⑤ 정부, ⑥ 최종 소비

자, ⑦ 중간단계 소비자, ⑧ 기능적 부서, ⑨ 직원, ⑩ 사업 단위—에 따라 분

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관계의 성질 분류(Morgan & Hun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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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소비자에 대한 관계마케팅

은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스포츠 소비자와의

관계를 확립, 강화,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Kim &

Trail(2011)의 정의를 채택하고, 스포츠 맥락에서의 최종 소비자 즉, 스포츠팬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

관계마케팅의 성공은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 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관계의 질

(Relationship quality)은 이러한 관계 당사자 간 관계 유지의 성공여부에 품

질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Crosby et al.(1990)에 의해 도입되었다. 관계의

질은 관계의 견고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관계에 존재하는 서

로 다르지만 관련 있는 면들을 표현하는 복합적 혹은 다차원적 요소들로 구

성된다(Palmatier et al., 2006; Kim & Trail, 2011).

Fournier(1998)는 밀접하고 정서적인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를 소비자 브

랜드 관계의 질(brand relationship quality)이라 정의하였고 브랜드 관계의 질

이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높은

브랜드 관계의 질은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보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브랜드 자산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Reichheld, 1996;

Smit, Bronner, & Tolbroom, 2007). Reichheld(1996)의 연구에서는 원만하게

오랜 관계를 지속해 온 소비자의 이탈을 5% 감소시켰더니 연간 이익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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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Blackston(1993)은 소비자 브랜드 관계를 두 사람과의 관계와 같이 상호

동등한 것으로 가정하고,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rand)와 브랜드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sumer)간의 상호

작용이 소비자 브랜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

람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듯이, 소비자들도

브랜드에 인격을 부여하여 마치 인간간의 관계처럼 브랜드와의 관계를 생활

속에서 진행시킨다는 것이다(안광호, 박운용, 김미진, 2006).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Morgan & Hunt(1994)는 관계의 질은 신뢰와 몰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이 밖에도 신뢰, 몰입, 만족으로 파악한 연구(Weun, 1997; Spake, 1999; 유영

진, 2000), 몰입을 제외하고 신뢰와 만족으로 파악 연구(Crosby, Evans, &

Cowles, 1990; 구문회, 1996) 등이 있으며 만족만으로 구성한 연구들도 있다

(Crosby & Stephen, 1987). 소비자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도 그 구성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Roberts, Varki & Brodie(2003)는 신뢰,

몰입, 감정적 충돌이 소비자 브랜드 관계의 질적 구성 개념이라 하였고

Fournier(1998)는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질을 정서적 및 사회 감정적 애착,

행동적 연관, 지원적/인지적 신념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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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및 사회 감정적 애착

(Affective and Socio-emotive

attachment)

사랑/열정

(Love/Passion)

자아 연관

(Self-connection)

행동적 유대

(Behavioral ties)

상호의존

(Interdepence)

몰입

(Commitment)

지원적/인지적 신념

(Supportive/cognitive beliefs)

친밀

(Intimacy)

브랜드파트너품질

(Brand partner quality)

표 1.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질 구성 요소(Fournier, 1998)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알고 효과적

인 마케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

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스포츠 분야에서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Kim & Trail(2011)의 것이 거

의 유일하다.

Kim & Trail(2011)은 Eisenhardt(1989)가 제시한 개념적 모형과 이론 구

축 방법에 근거하여 사전 문헌 연구, 상식, 경험 등을 종합하고 검토한 후,

<그림 4>의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 모형을 확립하였다.

Kim & Trail(2011)은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을 신뢰, 몰

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소비자들의 구전, 미디어 활용, 머천다이징 상품 구매, 경기 관

람을 포함하는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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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간 관계의 질 모형(Kim & Trail, 2011)

Kim & Trail(2011)에 따르면 관계의 질을 이해하는 것은 이전까지 스포

츠 분야에서 진행된 관계마케팅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⑴ 관계의 질은 관계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광범

위한 구성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Fournier, 1998). ⑵ 관계

의 질은 성공적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Smit,

Bronner & Tolboom, 2007). ⑶ 관계의 질에 대한 지식은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논의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Roberts, Varki & Brodie, 2003). ⑷ 관계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관계마케팅의 효과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스포츠 조직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질은 고객/

팀 충성도(De Wulf et al., 2001; Hennig-Thurau, Gwinner & Gremler,

2002), 구전(Hennig-Thurau, Gwinner & Gremler, 2002), 지속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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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정의 연구자

신뢰

(Trust)

상대방이 약속한 행위의 수행에

의해 자신의 요구가 만족될 것이

라는 관계 당사자의 믿음

Anderson &

Weitz(1989)

몰입

(Commitment)

상대방과의 현재 관계가 매우 중

요하다는 거래 당사자의 믿음이며

그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수

반함

Morgan &

Hunt(1984)

친밀

(Intimacy)

관계 당사자 간의 친숙함

(familiarity), 친근함(closeness), 개

방성(openness)

Fournier(1998)

자아 연관

(Self-connection)

브랜드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한

자아의 중요한 일부를 표현하는

정도. 즉, 소비자의 자아와 브랜드

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

Fournier(1998)

호혜성

(Reciprocity)

교환 관계에 존재하는 책임의 균

형에 대한 내재화된 믿음과 기대
Palmatier(2008)

(Crosby, Evans & Cowles, 1990; Doney & Cannon, 1997)등으로 대표되는

조직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주요 지표임이 밝혀진 바 있다. 김용만, 문성균,

이계석(2010)은 스포츠브랜드이미지가 관계의 질(브랜드신뢰, 브랜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만족은 브랜드 구매의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표 2.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관계의 질 구성 요소(Kim & Tra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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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Kim & Trail(2011)의 스포

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 모형을 채택하고 다섯 가지 구성 요

소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반적 특성과 스포츠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 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와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가지는 관계를 밝히고자 한

다. <표 2>는 Kim & Trail(2011)이 제시한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1) 신뢰

신뢰는 성공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주요소이다. 신뢰는 ‘믿고 의지함’이라

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는데, Anderson & Weitz(1989)는 신뢰를 ‘상대방이 약

속한 행위의 수행에 의해 자신의 요구가 만족될 것이라는 관계 당사자의 믿

음’이라고 정의하였다. Morgan & Hunt(1994)는 신뢰란 상대방의 말이나 약

속이 믿을만하고 교환관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거래 상대방이

서로 협력을 원하고 의무와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하였는데 즉, 관

계의 파트너가 정직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될 때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Ravald & Gronroos(1996)는 신뢰는 경험을 통하여 발전된다고 하였으며

Lewis & Weighert(1985)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Rousseau et al.(1998)는 신뢰

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자신의 취약성

(vulnerability)을 감수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Ganesen(1994)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상대에 대한 관찰, 과거 상호작

용의 경험 등에 의해 구축되며, 이는 기대감의 충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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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과 김성필(2007)은 고객신뢰가 높아지면 고객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영규(2002)는 신뢰를 통한 만족이

증대될 때 고객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서비스를 인지하고 계속 이용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verard & Galletta(2006)는 사람들이 구매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경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여러 정보단서를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신뢰가 소비자들에게 구

매상황에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하였

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 수 있다(김기범, 차영란, 허성호,

2006; 이애리,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에 대하여 만족감이 높은 구매 행동을 반복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

하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는 향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질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외부 환경 변화나 다른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

더라도 신뢰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과 소비자간 신뢰에 관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조직과 스포

츠 소비자인 팬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 소비자들은 개인과의

관계에서와 비슷한 형태로 스포츠 조직에게 신뢰를 보내는데(Ross, 2007), 스

포츠 조직을 신뢰하는 소비자는 그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의도가 높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

(Chen, 2006; Funk & James, 2006; Filo, Funk, & Alexandris, 2008; Kim, &

Tra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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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입

몰입은 신뢰와 함께 성공적인 관계의 주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Dwyer, et al., 1987; Morgan & Hunt, 1994; Garbarino & Johnson, 1999;

Palmatier et al., 2006). Morgan & Hunt(1994)는 몰입이란 상대방과의 현재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래 당사자의 믿음이며 그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

력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몰입은 동반자적인 관계와 기능적 관계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Levy & Weitz, 2004), 소

비자 만족을 통해 형성되는 몰입은 소속 집단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 동기로 인해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라고 정의되기도 하였다(Csikszentmihalyi, 1975；Staw, 1977; 임기태, 장

진, 이상호, 2009). Johnson(1973)은 몰입은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사용하던

브랜드의 구매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행동적 충성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

특정 브랜드에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이는 소비자는 그 브랜드와의 관계

를 지속하려는 방식으로 행동하며(Fournier, 1998), 다른 대안을 탐색하려는

노력에는 소극적이다(Johnson & Rusbult, 1989). 몰입은 타협과 협조적 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브랜드로 떠나려는 경향에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organ & Hunt, 1994), 이로 인해 소비

자의 몰입은 기업의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Doney & Cannon, 1997; Reynolds & Beatty, 1999; Palmatier et al., 2006).

스포츠 분야에서도 몰입은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성질

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Mahony, Madrigal & Howard, 2000; Wann & Pierce, 2003; Funk &

Pritchard, 2006). Ross, James & Vargas(2006)는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팀

연상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특정 프로스포츠 팀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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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몰입이라고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몰입은 팬들의 재관람

의도와 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과 여가 생활에 관하여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이란 일반적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상태로 이러

한 상태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될 수 있

으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활동이 문화적 여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의무감과 같은 내적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하고 추구하는 활

동이 여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김창대, 2002; 김두기, 김종식, 신종

훈, 2012; 권오성, 2013). 이는 Funk & James(2001)가 팬들이 스포츠를 소비

하고 특정 팀과 관계를 맺는 동기를 재미(entertainment), 도피(escape), 즐거

움(excitement)의 추구라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팬들은 스포츠 소

비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를 경험함으로써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Scanlan et al.(1993a)은 스포츠에 대

한 즐거움, 개인의 시간/비용 투자, 사회적 제약, 관여기회, 선택적 참여로 구

성된 스포츠 몰입(sport commitment) 모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스포츠에서의 몰입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스포츠 참여와 이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Zika & Chamberlain(1987)은 능동적인 여가활동 즉, 인지적 몰입과 행위

적 몰입 수준이 적극적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안

녕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Huges(1984)는 스포츠 활동이

나 신체적 활동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Ios-Ahola(1980)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에 빈번히 참가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는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키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므로 스포츠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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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호작용의 효과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3) 친밀

친밀감(Intimacy)이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많은 선

행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Fletcher, Simpson, & Thomas, 2000; Aaker,

Fournier & Brasel, 2004; MacMillan et al., 2005; Smit et al., 2007; Meng &

Elliott, 2008). 친밀감의 개념은 주로 성적인(sexual)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에

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성과 무관한(non-sexual)

친밀감의 차원들도 밝혀지고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친밀감의 개념은 대부

분의 관계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vine, 1991; McAdams, 2000; Hook et al., 2003).

Sternberg(1986)는 친밀감이란 지속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친근감, 연대

감 혹은 친숙함이며, 서로를 의지하고 동일한 감정을 나누는 감성적 공감대

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인은 서로에 대해 편안함 혹

은 따듯한 감정(warmth feeling)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Fournier(1998)는

이러한 친밀감의 개념을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맥락에 적용하여 관계 당사

자 간의 친숙함(familiarity), 친근함(closeness), 개방성(openness)을 친밀감

이라고 설명하였다. Shimp & Madden(1988)은 친밀감이 소비자와 기업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감정적 형태의 유대라고 하였고, 최영진(2006)은 유대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지속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요

소이며 이는 상호작용과 만족 등 고객성과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Yim et al.(2008)은 지속적인 소비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통합적인 감

성적 연대란 기업과 소비자의 감정적 유대라고 정의하였는데, 친밀감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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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대의 형성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며(Shimp & Madden, 1988; Bugel,

Verhoef, & Buunk, 2011) 소비자와 기업 간의 유대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정호원, 2012)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친밀감은 관계 당사자 서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하고(Murray, Holmes, & Griffin, 1996), 상대와의 관계에서 설득

적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해결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Stern, 1997).

그러므로 관계 당사자 사이의 높은 친밀감은 브랜드 관계를 성공적이게 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Fournier, 1998). Bugel et al.(2011)도 소비자와의 관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업과 소비자 간의 친밀감이 관계지속 여부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친숙함, 친근함, 개방성의 수준은 스포

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 관계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특성이며

(Harris & Ogbonna, 2008) 스포츠 소비자가 인식하는 친밀감은 브랜드와 소

비자 혹은 기업과 소비자 관계의 맥락에서 연구된 친밀감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Kim & Trail, 2011).

4) 자아 연관

자아 연관(Self-connection)은 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로 널리

인식되어왔다(Fournier, 1996; Smit, Bronner, & Tolboom, 2007;

Swaminathan, Page, & Gurhan-Canli, 2007). Fournier(1998)는 브랜드가 자

기 정체성과 관련한 자아의 중요한 일부를 표현하는 정도가 자아 연관이라

정의하였다. 높은 자아 연관은 소비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도 기존

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Lydon & Zanna, 1990), 소비자들에게 상대

방이 유일하며 거기에 의존하려는 방어적 감정을 크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Drigotas & Rusbul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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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자아 이미지의 연관은 소비자-브랜드 관계(consumer-brand

relationship), 브랜드동일시(brand identification) 개념의 근간이 된다. 동일

시(identification)란 특정 조직, 집단에 대해 개인이 강한 심리적 유대관계

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창원, 이상환, 2013) 그 대상을 특정 브랜드로

확장한 개념이 브랜드동일시(brand identification)이다. 박주영, 최인혁, 장

경숙(2001)은 브랜드동일시란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

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이유재와 라선아(2002)는 브랜드동일시란 자

아 이미지를 반영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일체감 또는

동일시하려는 정도라고 하였다.

브랜드동일시와 소비과정에서의 긍정적 감정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유

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유재와 이지영(2004)은 자신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치할수록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때 즐거움, 기쁨,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였고, 김수진과 정명선

(2006)도 소비자가 자아 이미지와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과정에서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창원과 이상환(2013)은 이러한 긍정적 감정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

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강한 감정적 애

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자아가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기반을 둔 브랜드동

일시는 스포츠 경영 관점에서의 팀 정체성/팀 동일시(Team identification)

개념과 유사하다. 두 개념은 정체성 이론(Stryker, 1968)이라는 동일한 이

론적 근거를 가지는데, Stryker(1968)는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다수의 정

체성을 가지며 이러한 정체성들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팀 동일시는 이벤트 경험과 결과(Trail, Fink & Anderson, 2003)에서부터, 가

격 민감성(Sutton et al., 1997), 관람 의도(Matsuoka, Chelladurai, & Harada,

2003), 실질적인 경기 관람(Laverie & Arnett, 2000)에 개인 삶의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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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n & Pierce, 2005)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Branscombe & Wann(1991)은 스포츠 팀 동일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두 개념 사이의 유효한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주관적 자존감 및 긍정적 감정과 팀 동일시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가지며 우

울, 소외 및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팀 동일시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팀 동일시에 대한 이 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동일시는 타인들 혹은 단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집단적 자존감과

도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Wann, 1994), 높은 수준의 팀 동일시는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져오며(Wann & Pierce, 2005), 특히, 지

역 팀과의 높은 동일시 수준은 팬들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Wann, 2006).

특히, 프로스포츠와 지역정체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서

포터즈’ 행동의 의미를 밝히려는 스포츠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Robinson & Trail(2005)는 팀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가 지

역정체성이라고 하였고 Tajfel & Turner(1979)는 프로스포츠 팬들이 정체성

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포츠 팀을 응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Green(2001)

은 사람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회정체성을 지속

시키기 위하여 소비하며, 특히 스포츠와 같은 이벤트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

회적 정체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하였다. 황익주와 김기호(2004)도 성남 일화와 성남시를 대한으로 한 사례연

구에서 시민의 지역정체성이 강할 때, 그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스포츠

팀에 대해 애착을 보이며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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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혜성

호혜성(Reciprocity)은 상대방의 노력으로 인해 다른 한 쪽이 혜택을 받거

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감정(feeling of indebtedness)을 말한다(Morales, 2005).

Gouldner(1960)는 호혜성이란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일반

화된 도덕규범이며 과거 행동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

다고 하였으며 Palmatier(2008)는 호혜성을 교환 관계에 존재하는 책임의

균형에 대한 내재화된 믿음과 기대라 정의하였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무언

가를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가지거나 빚을 진 상태라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관계, 거래, 교환은 책임이나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호혜성의 법칙은 인간의 문화와 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있고 필수적인 규범이다(Cialdini, 1998). 호혜성의 규범에서

교환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할 의무와 자

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교환의 성공여부는 상대방의 호혜적인 행위에 달려 있다(최종렬, 2004).

Gouldner(1960)도 한 쪽이 권리만을 지니고 다른 한 쪽은 의무만을 가질

경우, 그것은 호혜성이기 보다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호혜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쪽의 권리를 상대방이 자신

의 의무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호혜성은 교환 관계의 지속 기간과 안정성에 대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

으며(Larson, 1992), 관계 당사자들이 높은 호혜성을 인식하는 관계는 강하

고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Miller & Kean, 1997; De Wulf et al., 2001).

Bagozzi(1995)는 소비자 행동 영역에서의 호혜성은 마케팅 관계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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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조하며, 호혜성 원칙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고 하였다. 호혜성 지각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믿을만하다는 단서를

제공해주며, 나아가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예상하거나 제품에

대한 태도, 해당 기업에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ustafsson, 2005; 박종철, 오민정, 홍성준, 2010).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

나 상점과 호혜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경우, 불만족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

질에 대해 협력하거나 타협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

(Kaltcheva & Weitz, 1999). 레저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호혜성이 적

용됨이 밝혀졌는데, 여행객들은 서비스 제공자인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호

혜성을 인식할 때, 다른 대안이 제공되더라도 여행사를 바꾸지 않는 경향

을 보였다(Morais, Dorsch, & Backman, 2004).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 간 관계에도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Howard & Crompton(2004)은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의 관계는

관계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 균형 잡힌 호혜성이 존재한다고 느낄 때에만

지속된다고 하였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포츠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정신적 투자에 상응하는 감사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스포츠 조

직과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Couvelaere &

Richelieu, 2005; Mullin et al., 2007; Harris & Ogbonna, 2008).

호혜성은 기업의 CSR활동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나타났는데, Morales(2005)는 CSR활동의 수행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호혜성을 지각하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종철과 홍성준(2009)은 특정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호혜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박상윤, 문지운, 원용석(2012)은 프로야구구단의

CSR활동과 호혜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CSR활동에 대한 인식이 호혜

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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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안녕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은 행복 추구가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론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행복이란 삶의

영역과 사회에서 필요한 조건들에 의해 획득되는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도 하고(McCall, 1975; 이학준, 2001),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즐거움의 경험

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하였다(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그런데 행복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안녕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고,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문

제가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

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대체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Argyle, 2001),

주관적 안녕감이란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인 개인의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든 개념으로,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Diener & Lucas, 1999).

기존의 행복에 대한 이론에서는 행복이 기쁘거나 슬픈 경험의 합에 의해

도출된다고 보는 상향적 접근과 행복한 성격으로 인하여 경험을 보다 긍정적

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하향적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상향적 접근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순간적인 기쁨과 고통을 합하여 심리적 계산을 하

고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판단하게 된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이러한 이론들에서는 극적인 사건보다 일상적 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Ryff et al.(1996)가 전형적인 사건과 비전형적 사건

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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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경험들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지만, 이직이나 자녀의 이혼과 같은 비전형적인 사건의 경험은 행복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 2005; 권오성, 2013). 상향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Sauer, 1977;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연령(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결혼 여부(Andrews & Withey,

1976;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소득 수준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과 행복감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의 인구통

계학적 변인은 주관적 안녕감을 3%도 설명하지 못하고, 이들을 결합한다 해

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이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많은 연구에서 드

러난 상향적 접근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성격과 같은 개인의 내적 경향

성으로 행복을 설명하려는 하향적 접근 방식으로 연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

다.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전반적인 경향성

이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하향적 접근이

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하면, 동일한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

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성격, 자기존중감, 통제감과 같은 개

인의 내면적 요인에서 생겨난다(구재선, 2005). 여러 종단 연구들에서 생활만

족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의 시간적 안정성이 나타나(Costa & McCrae,

1988; Magnus et al., 1993; Suh, Diener & Fujita, 1996; Watson & Walker,

1996)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주장이 지지되었는데, 이

는 각 개인들이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한 행복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선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Headey &

Wearing(1989)의 역동적 균형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향적 접근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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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기존중감(Veenhoven, 1991; Diener & Diener, 1995; 국승희 2001), 내

적통제성(Wubbolding, 1990; Veenhoven, 1991; 조미환, 임정빈, 1991; 국승희,

2001), 인간관계(House, Landis, & Umberson, 1988; Wubbolding, 1990), 성격

(Coasta & McCrae, 1980; Emmons & Diener, 1985) 등에 주목하고 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이 상향적 접근 방식에서

하향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하며, 외적 환경과 개인의 내적 특

성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

식을 제안하며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도입하여 행복 연구를 본격화 하였

고 인간의 행복에는 객관적 기준보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

인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느끼는 만족에 대한 판단은 외부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행복

은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로, 이는 생활만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Diener, 1984; 남

인수, 남경완, 김종철, 2009). 행복에 대한 해석이론(construal theory of

happiness)을 제시하였던 Lyubomirsky(2001)는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사건들에 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개인의 인지적이고 동

기적인 과정들이 행복감에 대한 객관적 환경의 영향력을 중재한다고도 하였

다.

Andrews & Withey(1976)는 주관적 안녕감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에 대한 만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Diener et

al.(1985)은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 요소를 삶의 만족도로 나타

나는 인지적 평가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적 평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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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 요소

인지적 평가 삶의 만족도

정서적 평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표. 3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 요소(Diener et al., 1985)

Bradburn(1969)은 행복을 개인이 체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로 보았는데, 개인은 오랜 기간 동

안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Csikzentmihalyi(2004)는 의미 있는 삶

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추구하거나, 그 신념을 위해 자신

의 감정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다(김희정, 2009). 또한,

McGill(1967)은 행복이란 전체 욕구에 대한 만족의 비율이라 하였으며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

하는 정도가 주관적 안녕감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행복을 크게 전반적 개념

과 세부적 개념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 개념은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욕구충족(contentment), 기쁨수준(hedonic level)을 포함하는 것

이고, 세부적 개념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자기존중감(self-esteem), 통

제신념(control belief)을 말한다(박영선, 2006).

Seligman(2000)은 행복의 개념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행복은 긍정적 정서와 몰입으로 정의되고, 긍정적 정서는 즐거운 삶

과 관련되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이러한

감정의 강도와 기간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Seligman, Rashid & Parks, 2006; 권오성, 2013).

Szalai(1980)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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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안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이

라고 정의하였고, 주관적 안녕감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물리적 측면

의 객관적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 또는 행복감을 의미

하는 주관적 지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

통적인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는 것과(Andrews & Withey, 1976) 최소한 두 개의

일반적인 측면인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Diener, 1984; Veenhoven, 1991; Myers & Diener, 1995; 조성경, 김세준,

2012).

스포츠, 여가 활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여가활동 참여

가 생활만족과 높은 관련이 있고(최창호, 2010), 직장인의 여가활동은 심리적

행복감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송승훈, 2009)이 보고되었다. 또한,

여가생활은 안녕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채선애, 한성열, 2002; 박영희, 2008;

백수현, 2008)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김성희, 1996; 서수연,

2005)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보훈, 윤선아(2010)는 동호회 활동 참

여는 스포츠 활동과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실

제 활동을 통해 창의적 능력 발견에 의한 자기실현도 가능하므로 주관적 안

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서적 요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삶에 대한 긍정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적 정서(negative affect)를 의미하며, 이들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 하느냐에 초점을 둔다(Diener et al., 1985). 인지적 요인은 개

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 개념으로 설명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단순히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그것이 곧 행복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관적 안녕감의 판단을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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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정서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Diener, 1984; Diener & Lucas,

1999).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 요소를 인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으로 구별하였는데,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서로 밀접

한 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

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 Stock, Okun & Benin, 1986). 그리고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상호 간에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

혀졌다(Bradburn, 1969; Diener & Emmons, 1985). 다시 말해, 개인이 느끼는

긍정 정서의 빈도나 정도는 동일한 개인이 느끼는 부정 정서의 빈도와 정도

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적 정서 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 경험을 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Diener, 1995). Shin & Johnson(1978)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또는 영역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을 근거로 총체적으로 평

가한 자신의 삶의 질로서 인지적인 판단 과정이다(Andrews & Withey, 1976;

Shin & Johnson, 1978). 개인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는 자기 삶의 특정 영역이 전체적 삶의 질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는가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다(Shin & Johnson, 1978).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를 평가할 때 사람마다 기준으로 삼거나 사용하는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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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다르며,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Diener et al., 2002).

Diener et al.(2002)는 삶의 만족도를 판단할 때, 영역별 만족도뿐만 아니

라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들을 사용하는 비중에도 개

인차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문화 수준

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Diener & Diener,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 Oishi et al., 1999; 조명한, 차경호, 1998; 차경호, 2004), 개인

주의 문화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판단할 때 개인적 정서의 비중이 크지만, 집

합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근거한 판단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

다(Suh et al., 1998). 차경호(200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삶

의 목적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는 삶의 목적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따

라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측정에서 영역별 만족도와 구체적 정보들에 대한

값들을 다룰 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정서나 사건의 영향을 받지만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일시적, 상향적 영향에 비하면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변동의 폭이 적고 안정적인 특

징을 지닌다(Stubbe et al., 2005). 또한,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변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기질

이나 성격에 의한 만성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되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Headey & Wearing, 1989; Suh, Diener, & Fujita, 1996). 한편, 종단 연구

결과 개인의 삶에 중요한 변화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장기적이고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도 있

었다(Lucas et al., 2004; Heller, Watson, & Hies, 2004). 이런 사실들을 고려

할 때 삶의 만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동시에 삶의 결정

적인 변화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사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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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연구자

프랑스 1989 Blais, Vallersand, Pelletier, & Briere

포르투갈 1993 Neto

네덜란드 1999 Arrindell, Heesink, & Feij

체코 1999 Lewis, Shevlin, Smekal, & Dorahy

스페인 2000 Atienza, Pons, Balaguet & Garcia-Merita

대만 2006 Wu & Yao

러시아 2006 Tucker, Ozet, Lyubomirsky, & Boehm

스웨덴 2008 Hultell & Gustavsson

말레이시아 2008 Swami & Chamorro-Premuzic

브라질 2009 Gouveia, Milfont, Fonseca, & Coelho

터키 2010 Durak, Senol-Durak & Gencoz

노르웨이 2011 Clench-Aas, Nes, Dalgard & Arnø

Diener et al.(1985)은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문화 차이

와 상관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의 타당

화 작업을 거치며(Diener et al., 1985; Pavot et al., 1991; Pavot & Diener,

1993, 2008) 내적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연령 집단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검증되었으며(Diener et al., 1985),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가 시간적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모두 갖추었음이 밝혀졌다(Magnus et al., 1993).

표 4. 각 문화권에서 진행된 삶의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임영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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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삶의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임영

진, 2012)

대상 연도 연구자

아동
2000

Atienza, Pons, Balaguet &

Garcia-Merita

2003 Atienza, Balaguet & Garcia-Merita

청소년

1993 Neto

2000
Pons, Atienza, Balaguet &

Garcia-Merita

2001 Gilman & Huebner

대학생
1985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95 Shevlin & Bunting

일반 성인
1990 Blais, Vallersand, Pelletier, & Briere

1991 Arrindell, Meeuwesen, & Huyse

비(非)정신과

외래환자
1991 Arrindell, Meeuwesen, & Huyse

노인 2000
Pons, Atienza, Balaguet &

Garcia-Merita

임산부 2004
Martinez, Martinez, Garcia, Cortes,

Ferrer, & Herrero

이민자 2001 Neto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 척도는 심리측정적 특성을 갖추었고 다양한 연령

층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

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2010)은 Diener et

al.(1985)의 삶의 만족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낭연 등(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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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정서의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서가 크게 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적 정서(negative affect)의 두 요인으로 나뉜다고 하였다(Watson

& Tellegen, 1985; 안신호, 권오식, 이승혜, 1990; 강혜자, 한덕웅, 전겸구,

2000). 일반적으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독립

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atson & Clark, 1984).

긍정 정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며

(Folkman & Moskowitz, 2000),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확장적

인 사고를 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개인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

다(Fredrickson, 1998). Watson, Clark & Tellegen(1988)에 따르면, 정적 정서

는 사람이 열광적이고, 활동적이고, 민활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고, 사회적

활동, 만족감, 빈번한 즐거운 사건들과 관련된다(Bradburn, 1969; Beiser,

1974; Clark & Watson, 1986; Watson, 1988). 그러므로 높은 정적 정서는 높

은 에너지, 완전한 집중, 즐거운 일 등의 상태를 의미하고 낮은 정적 정서는

슬픔, 무기력의 상태를 의미한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반면, 부적 정서는 분노,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공포, 신경을 포함한 다

양한 혐오적인 정서 상태가 포함되며 주관적인 고통과 불쾌한 일의 일반적인

차원을 말한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부적 정서는 자기 보고된 스트

레스와 빈약한 대처(Kanner et al., 1981; Clark & Watson, 1986; Wills,

1986), 건강에 대한 불평(Bradburn, 1969; Beiser, 1974; Tessler & Mechanic,

1978), 빈번한 불쾌한 사건(Stone, 1981;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tson, Clark & Tellegen(1988)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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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

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Killgore, 2000; 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우리나라에서는 이유정(1994)이 번안

하여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고, 그 후에도 여러 분야의 정서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다만,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는 성별

과 나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부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성을 가지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적 정

서는 감소하고 부적 정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 Gohm,

2000). 아직까지 성별 및 나이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명

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혼 여부와 그에 따르

는 역할 책임,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서 경험이 영향을 받는

다는 의견은 있다(Lucas & Gohm,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

적 안녕감 측정을 위하여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Watson et

al.(1988)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사용할 것이고, 인구통계학적 변

인 중 성별과 나이, 결혼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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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

다.

첫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가?

그림 5. 연구 모형



38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한국 프로야구 팬을 대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연

구자는 2014년 7월 비확률 표집방법인 가용표집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용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쉽게

선정 가능하며 설문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

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8). 연구대상모집은 E-메일, 모바일 채팅프로그

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통적 설문조사보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적

게 들고 결시에 의한 면접 인원의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설문 참여의 편이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이계오, 2000; 이윤석, 이지

영, 이경택, 2008). 설문지 응답 시 익명과 자기 평가 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최종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263명이었고, 필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33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230부를 최

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작위 표집

(Random sampling)과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라는 전제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200명 이상이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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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내용 문항수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신뢰(3), 몰입(3), 친밀(3), 자아 연관(3),

호혜성(3)
15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5), 정적 정서(9),

부적 정서(11)
25

팀 선호도 응원하는 팀 1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소득,

건강상태
6

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현철, 2008). 본 연구는 230개의 표본

을 사용하였으므로 가설 검증을 위한 최소 조건을 만족시켰다 할 수 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검증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하여 자기 보고 형태인 Likert 7점 척도

를 따랐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반응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주요 변수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15개 문항, 주관적 안녕감 중 삶의 만족도 5개 문항, 정적/부적 정서 20개

문항과 통제 변인으로 설정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응원하는 팀에 관한 9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 주요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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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1)이 개발한 ‘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척도(Sports Consumer-Team Relationship Quality Scale: SCTRQS)’를 사용

하였다.

표 7. 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측정 항목

구분 설문 문항

신뢰

(Trust)

나는 이 팀을 신뢰한다.

이 팀은 믿을만하다.

나는 이 팀을 의지한다.

몰입

(Commitment)

나는 이 팀에 빠져있다.

나는 이 팀에 몰두해있다.

나는 이 팀에 열렬하다.

친밀

(Intimacy)

나는 이 팀이 매우 친숙하다.

나는 이 팀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나는 이 팀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자아 연관

(Self-connection)

이 팀은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킨다.

이 팀의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

서 유사하다.

이 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호혜성

(Reciprocity)

내가 팀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이 팀은 꼭

그것에 대해 보답한다.

이 팀은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준다.

내가 팀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이 팀은 지

속적으로 은혜를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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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척도는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

의 다섯 가지 관계의 질 구성 요소에 대해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신뢰 .945, 몰입 .945, 친밀 .932,

자아 연관 .941, 호혜성 .959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표 7>과 같다.

2)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2010)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측

정 도구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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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삶의 만족도 측정 항목

구분 설문 문항

삶의 만족도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나의 이상과 가깝다.

내 생활의 조건들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3)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정서적 요인 측정을 위하여 Watson &

Tellegen(1985)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를 Likert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민한

(alert)’ 항목의 공통성이 .406으로 그 값이 낮아 제외하고 정적 정서를 나타

내는 단어 9개와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정적 정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5, 부적 정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6으

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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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측정 항목

정적 정서 부적 정서

흥미진진한, 흥분된, 원기

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 깊은,

열정적인, 활기찬, 자랑스러운

과민한, 괴로운, 부끄러운,

마음이 상한, 신경질적인,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 나는, 두려운,

3.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0.0을 활용하여 다음의 분

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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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성별
남 144 62.6

여 86 37.4

연령

19세 이하 2 0.9

20∼29세 93 40.4

30∼39세 109 47.4

40∼49세 20 8.7

50∼59세 6 2.6

결혼여부
미혼 160 69.6

기혼 70 30.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 6.1

대학교 재학 46 20.0

대학교 졸업 117 50.9

대학원 재학 29 12.6

대학원 졸업 24 10.4

월 소득

없음 18 7.8

100만 원 미만 15 6.5

100∼199만 원 35 15.2

200∼299만 원 38 16.5

300∼399만 원 39 17.0

400만 원 이상 85 37.0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1 0.4

조금 나쁘다 18 7.8

보통이다 79 34.3

비교적 좋다 94 40.9

매우 좋다 38 16.5

종교
없음 140 60.9

있음 90 39.1

합계 2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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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요인적재치 KMO 자유도 유의확률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신뢰1 .848

.929 105 .000

신뢰2 .832

신뢰3 .713

몰입1 .755

몰입2 .739

몰입3 .679

친밀1 .873

친밀2 .796

친밀3 .794

자아 연관1 .801

자아 연관2 .774

자아 연관3 .564

호혜성1 .845

호혜성2 .825

호혜성3 .772

2)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각 요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여 요인적재치를 단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설정된 항목들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KMO(Kaiser-Meyer-Olkin)값을 구하였고, 모두 .70 이상으로 변수들의 선정

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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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요인적재치 KMO 자유도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1 .880

.868 10 .000

삶의만족도2 .870

삶의만족도3 .902

삶의만족도4 .862

삶의만족도5 .746

정적 정서

정적 정서1 .788

.886 171 .000

정적 정서2 .834

정적 정서3 .828

정적 정서4 .776

정적 정서5 .821

정적 정서6 .837

정적 정서7 .660

정적 정서8 .557

정적 정서9 .530

부적 정서

부적 정서1 .652

부적 정서2 .622

부적 정서3 .815

부적 정서4 .773

부적 정서5 .796

부적 정서6 .763

부적 정서7 .739

부적 정서8 .744

부적 정서9 .713

부적 정서10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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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

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

인 방법으로 설문 문항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이용한다(송지준, 2009). 각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70 이상일 때 신뢰도

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

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으며 모두 Cronbach’s α 값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2.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측정 항목수 Cronbach’s α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15 .966

삶의 만족도 5 .900

정적 정서 9 .895

부적 정서 1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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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신뢰1 1 7 4.90 1.567

신뢰2 1 7 4.82 1.629

신뢰3 1 7 4.50 1.629

몰입1 1 7 4.46 1.826

몰입2 1 7 4.30 1.844

몰입3 1 7 3.81 1.819

친밀1 1 7 5.34 1.572

친밀2 1 7 4.83 1.684

친밀3 1 7 4.68 1.672

자아 연관1 1 7 3.47 1.755

자아 연관2 1 7 3.67 1.749

자아 연관3 1 7 3.60 1.647

호혜성1 1 7 3.38 1.706

호혜성2 1 7 3.43 1.751

호혜성3 1 7 3.33 1.676

Ⅴ.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3>과 같다.

표 13.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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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1 1 7 4.52 1.352

삶의 만족도2 1 7 4.54 1.323

삶의 만족도3 1 7 4.80 1.426

삶의 만족도4 1 7 4.56 1.326

삶의 만족도5 1 7 4.00 1.704

정적 정서

정적 정서1 1 7 4.48 1.291

정적 정서2 1 7 4.33 1.314

정적 정서3 1 7 4.21 1.424

정적 정서4 1 7 4.18 1.495

정적 정서5 1 7 4.05 1.463

정적 정서6 1 7 4.56 1.384

정적 정서7 1 7 3.91 1.335

정적 정서8 1 7 3.68 1.487

정적 정서9 1 7 4.17 1.447

부적 정서

부적 정서1 1 7 3.04 1.274

부적 정서2 1 7 3.48 1.450

부적 정서3 1 7 2.63 1.429

부적 정서4 1 7 2.71 1.356

부적 정서5 1 7 2.72 1.412

부적 정서6 1 7 2.39 1.393

부적 정서7 1 7 3.22 1.582

부적 정서8 1 7 2.17 1.268

부적 정서9 1 7 2.24 1.451

부적 정서10 1 7 2.4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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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것과 같

다. 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

혜성 요소는 모두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적 정서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주요 변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 삶의

만족도

정
적
정
서

부
적
정
서

관
계
의

질

신뢰 1 　 　 　 　 　 　 　

몰입 .740** 1 　 　 　 　 　 　

친밀 .622** .760** 1 　 　 　 　 　

자아
연관 .643** .723** .666** 1 　 　 　 　

호혜성 .698** .672** .534** .805** 1 　 　 　

삶의
만족도 .142* .192** .192** .237** .224** 1 　 　

정적 정서 .199** .237** .214** .253** .245** .558** 1 　

부적 정서 -.002 .081 .018 .074 .028 -.238** .118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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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

의 상관계수 중 0.7 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관계의

질이라는 개념의 하위요인이므로 서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위하여 관계의 질 하위요인인 신

뢰, 몰입, 자아 연관, 호혜성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할 경우, 이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3. 결과 분석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표 15>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구성 요소인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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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삶

의

만

족

도

독
립
변
수

(상수) .692 .424 .672

신뢰 .081 -.137 -1.337 .182 .305 3.282

몰입 .076 .051 .471 .638 .268 3.733

친밀 .075 .100 1.059 .291 .355 2.820

자아
연관 .083 .211 1.889 .060 .255 3.928

호혜성 .079 .088 .820 .413 .280 3.573

통
제
변
수

팀
순위 .030 .054 .827 .409 .744 1.345

성별 .151 .248 4.098 .000 .872 1.147

연령 .117 -.142 -1.987 .048 .622 1.608

결혼
여부 .181 .091 1.322 .188 .671 1.491

학력 .071 .171 2.949 .004 .946 1.058

종교 .142 -.071 -1.229 .220 .969 1.032

소득 .047 .151 2.424 .016 .822 1.216

건강
상태 .084 .363 6.093 .000 .901 1.110

정적
정서

독
립
변
수

(상수) .616 2.764 .006

신뢰 .072 .081 .763 .446 .305 3.282

몰입 .068 .080 .703 .483 .268 3.733

친밀 .066 -.005 -.053 .958 .355 2.820

자아
연관 .074 .123 1.060 .290 .255 3.928

호혜성 .070 .048 .435 .664 .280 3.573

표 15. 다중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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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정적
정서

통
제
변
수

팀
순위 .027 .018 .263 .793 .744 1.345

성별 .135 -.079 -1.256 .210 .872 1.147

연령 .104 -.108 -1.456 .147 .622 1.608

결혼
여부 .161 .074 1.034 .302 .671 1.491

학력 .063 .098 1.619 .107 .946 1.058

종교 .127 -.087 -1.461 .145 .969 1.032

소득 .042 .222 3.428 .001 .822 1.216

건강
상태 .084 .363 6.093 .000 .901 1.110

부적
정서

독
립
변
수

(상수) .616 2.764 .006

신뢰 .072 .081 .763 .446 .305 3.282

몰입 .068 .080 .703 .483 .268 3.733

친밀 .066 -.005 -.053 .958 .355 2.820

자아
연관 .074 .123 1.060 .290 .255 3.928

호혜성 .070 .048 .435 .664 .280 3.573

통
제
변
수

팀
순위 .027 .018 .263 .793 .744 1.345

성별 .135 -.079 -1.256 .210 .872 1.147

연령 .104 -.108 -1.456 .147 .622 1.608

결혼
여부 .161 .074 1.034 .302 .671 1.491

학력 .063 .098 1.619 .107 .946 1.058

종교 .127 -.087 -1.461 .145 .969 1.032

소득 .042 .222 3.428 .001 .822 1.216

건강
상태 .084 .363 6.093 .000 .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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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다섯 가지 하위 요

소들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에 대해 유의한 설

명력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통제변수로 설정한 요인의 일부가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본 연구

의 종속변수인 개인의 행복 개념이 가지는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복은

개념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또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만큼 크게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비록 다섯 가지 하위요인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의미의 유사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상관관계도 0.7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은 기

본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

변수의 특성은 분석의 결과를 왜곡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설정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다중공선성은 꼭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만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이는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을 무시한

것이 되고 그 분석결과도 무의미하게 된다(송지준, 2009). 독립변수 간의 상

관관계 존재 여부는 공차한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값이 0.1

이하일 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며 0.5 이상일 경우 다중공

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치가

0.255 ∼ 0.346으로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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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분석의 실시 및 결과

도출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이 발견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인 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변수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변수는 응답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변수 재설정에 따라 하나의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단순회귀분석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앞선 연구에서와 동일한 인구통

계학적 변인과 팀 순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추가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추가 분석의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1

삶의 만족도 .229** 1 　 　

정적 정서 .266** .558** 1 　

부적 정서 .047 -.238** .118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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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위 개념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도 삶

의 만족도, 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 정서와는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추가 분석의 결과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β

=.286, p<.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인 분석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 분 표준
오차 β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053 .286 4.691 .000

통제
변수

팀 순위 .028 .005 .090 .928

성별 .149 .220 3.703 .000

연령 .115 -.122 -1.717 .087

결혼여부 .181 .089 1.292 .198

학력 .071 .172 2.942 .004

종교 .143 -.068 -1.190 .235

소득 .046 .161 2.599 .010

건강상태 .084 .369 6.17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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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독립변수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8>과 같다. 프로스포

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은 정적 정서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β=.287,

p<.01), 부적 정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관관

계 분석의 결과에서 예측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8.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
변수 구분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정적
정서

독립
변수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046 .287 4.577 .000

통제
변수

팀 순위 .025 .025 .403 .687

성별 .131 -.076 -1.250 .213

연령 .102 -.107 -1.467 .144

결혼여부 .159 .078 1.105 .270

학력 .062 .100 1.664 .098

종교 .125 -.088 -1.483 .139

소득 .041 .216 3.402 .001

건강상태 .074 .316 5.155 .000

부적
정서

독립
변수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050 .029 .421 .674

통제
변수

팀 순위 .027 -.017 -.248 .804

성별 .142 -.224 -3.325 .001

연령 .110 .036 .450 .653

결혼여부 .173 -.004 -.056 .956

학력 .068 -.050 -.762 .447

종교 .136 .043 .655 .513

소득 .044 .003 .042 .967

건강상태 .080 -.201 -2.969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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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개인 또는 커뮤니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안녕감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 직접 참여와 그에 따르는 신

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반면, 경기 관람, TV 시청 등 간

접 참여의 형태로 많은 대중들이 즐기는 대표적 여가 활동인 프로스포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최

종 소비자인 팬이 구단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이 팬

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적

정서를 느끼는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의 관계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소비자와

기업/브랜드와의 관계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동료와의 관계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혜숙(2004)의 연구, 한국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밝힌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놀이 여가활동과 삶의 행복은 직접적 관계를 가진다는 성영신 등(2013)의 선

행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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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세대별로 구분된 대상들에 대해 진행되었고 그 범위도 가정, 학교, 소

비생활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세대에 한정되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팬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관계

의 질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본 연구는 팬들이 프로스포츠 구단과 맺는 관계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

적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하는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 소비의 범주에 해당하

는 프로스포츠에서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으로써 스포츠와 행복에 대한 연구

의 범위를 넓힌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팬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장기적으로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선행되어야

할 현재의 관계에 대한 판단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관계마케팅의 효과 평가

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의 관계가 스포츠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존

재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오직 팬들의 팀 동일시 수준에만

주목하였다(Branscombe & Wann, 1991; Wann, 1994; Wann, 2006). 이런 상

황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팬을 동반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 요소로 구성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측정하

여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관계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

화 시키는데 기여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 구단과 호혜성을 인식하고 높은 질의 관계를 가지는

스포츠팬은 삶의 만족도도 높고 긍정 정서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호혜적 관계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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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협력 또는 타협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Kaltcheva & Weitz(1999)의 연구,

레저산업에서 호혜성을 인식한 소비자는 다른 대안이 제공되어도 기존 업체

를 고수한다는 Morais, Dorsch, & Backman(2004)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스

포츠 구단의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에 대해 매우 명확한 시사점을 가진다. 스

포츠 구단이 팬들과 호혜적 관계를 맺게 되면 팬들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행

복을 느끼게 된다. 행복한 팬들의 구단 선호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구단은 경기의 승패나 팀 순위에 영향을 적게 받는 충성도 높은 팬을 확보하

게 된다.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은 상품의 질과 연결되어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시선

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경기 결과의 영향력을 상쇄할 만한 다른 요소를 찾

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되는데, 본 연구 결과는 평소 팬들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마케팅의 실행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구성 요소인 자아 연관이 개인의 주관적 안

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뚜렷한 지역 연고를

가지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특히, 신생 구단들은

장기적인 지지층 확보를 위하여 구단 운영 초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할 부

분이다. 종목의 구별 없이 프로스포츠 구단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축해야하

며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자아 이미지를 가진 소비자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표적 집단으로 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여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팬들의 프로스포츠 소비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단순한 즐거

움과 재미의 추구 등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스포츠 소비자

와 구단의 관계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분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프로스포츠 팬들 중에는 대를 이어 한 팀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의 질이 친밀, 자아 연관과 같이 개인 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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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에서 느끼는 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

로 향후 프로스포츠 소비 행위를 개인의 일상과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과 스포츠의 관계가 스포츠 참여에만 제한되어 있

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가 생활로 즐기는 프로스포츠

의 범주에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각각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관계의 질 구성 요소들은 개념

적 정의를 보더라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특히, 신뢰와 호혜성, 친밀과 자아

연관, 몰입과 자아 연관 등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향후 합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룹화 하

거나 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요소별로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밝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 중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까지 가장 신뢰

도가 높은 척도로서 대부분의 정서 측정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

국어로 번안된 것만 해도 연구자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정서를 측정하는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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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적 정서의 항복 하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셋째, 행복은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개인별로 행복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영향을 받는 요인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모든 가외 변인

들을 통제하고 행복에 대한 특정 요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예상되는 가외 변인들을 모두 통제하려다 보니 독립 변수들의 설

명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향후 행복 관련 연구 결과 일반화를 위

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큰 모집단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이 프로스포츠 구단의 전략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스포츠 조직과 소비자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구단과 팬이 맺는

관계가 프로스포츠 팬들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스포츠 팬들은 신뢰, 몰입, 친밀, 자

아 연관, 호혜성으로 구성되는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 둘째,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은 정적 정서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적 정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프로스포츠 팬과 구단 관계

의 질이 높음으로 인하여 팬들이 열정, 활기 같은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

게 되지만 부적 정서의 경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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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나는 ○○팀의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일 내가 ○○팀의 팬이 되는 것을 그만두
어야 한다면 나는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팀의 팬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 매
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설문지

○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 설문입니다.

1. 직접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 경기를 얼마나 자주 관람하십니까?

① 연 1∼5회 ② 한 달에 1∼3회 ③ 일주일에 1∼3회 ④ 일주일에 4회 이상

2. 프로야구 경기 중계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연 1∼5회 ② 한 달에 1∼3회 ③ 일주일에 1∼3회 ④ 일주일에 4회 이상

3. 국내 프로야구팀 중에서 귀하가 가장 좋아하시는 팀(구단)은 어느 팀입니

까?

① 삼성 라이온즈 ② NC 다이노스 ③ 넥센 히어로즈 ④ 롯데 자이언츠

⑤ 두산 베어스 ⑥ 기아 타이거즈 ⑦ SK 와이번스 ⑧ LG 트윈스

⑨ 한화 이글스 ⑩ 없음

3-1. 그 팀을 응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연고 팀이어서 ② 응원문화가 좋아서 ③ 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④ 좋아하는 선수/감독이 있어서 ⑤ 팀의 역사/전통이 좋아서 ⑥ 우수한 성적

⑦ 우수한 팀 관련 상품(의류, 응원용품 등) ⑧ 편리한 구장 시설

⑨ 다양한 경기장 내/외 이벤트 ⑩ 기타( )

3-2. 그 팀의 팬이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년 이상

4. 팀 정체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7점 척도 상의 숫자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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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나는 이 팀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팀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을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에 빠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에 몰두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에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이 매우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이 팀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팀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팀과 나의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팀을 위해 추가로 무언가를 했을 때, 이
팀은 틀림없이 그에 대해 보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 팀은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팀을 위한 무언가를 했을 때, 이 팀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갚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스포츠 팀과 팬의 관계에 관한 설문입니다.
○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7점 척도 상의 숫자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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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없음①-항상느낌⑦ 문항 전혀없음①-항상느낌⑦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흥미진진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경질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민감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 바 심 이

나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기왕성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단호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겁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의 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마음이 상

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민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죄 책 감 이

드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끄러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설문입니다.
○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

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7점 척도 상의 숫자에 체크해주십시오.

○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

를 읽고,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7점 척도 상의 숫자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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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 사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4. 자녀: ① 무 ② 유

4-1. 자녀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5.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6. 직업:

① 관리/경영/사무직 ② 기술/전문직 ③ 자영업/판매/서비스직 ④ 농림어업직 ⑤ 단순노무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군인 ⑨ 무직 ⑩ 기타( )

7. 월 소득:

① 없음 ② 100만 원 미만 ③ 100∼199만 원 ④ 200∼299만 원 ⑤ 300∼399만 원

⑥ 400만 원 이상

8. 건강상태: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9. 종교: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유교 ⑥ 원불교 ⑦ 증산교 ⑧ 천도교

⑨ 기타( )

10.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3

Abstract

The Effect of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Professional Sport Team

and Fan on Subject Well-being:

Focused o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yo Jin E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increases in interest in the ultimate goal of human life,

“happiness”,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to reveal the elements of

happiness. Since the positiv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sport on

personal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health has been proved by previous

researches, the society encourages people to participate activities. However,

the result of the ‘2012 National Leisure Activity Research’ unveils that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take a rest in their spare time instead of

doing outdoor activities. In the same research, watching sports games that

is indirect forms of participation was selected as one of the favourite

activities for the leisure time. Sometimes local governments compete to

attract sports teams because having professional sports tea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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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sidered as an excellent way to enhance community’s dignity and a

good leisure. In spite of the enormous popularity and significant role of

professional sport, previous studies about happy life and sports are

concentrated in direct sports participation.

As the competition becomes fierce in the professional sports market,

teams try their best to secure loyal fans through relationship marketing. It

is well known that the success of relationship market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quality which enables judgement and

evaluation of relationship.

So a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happiness and

professional sports, this study conducted for the baseball which is the

most popular professional sport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professional

sport team and fa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lationship marketing in the professional sport.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utilized 230 out of 263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carried

out the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mponents of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professional sport team and fan do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as there are so many extraneous variables that can influence on one’s

happiness. High correlation among the components of the relationship

quality also has connection with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dditional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mpact of relationship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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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professional sport team and fan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components on subjective well-being i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study shows that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professional sports team and fan has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while it has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negative

affect.

Key Words: Relationship quality,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Positive/Negative affect.

Student Number: 2012-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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