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논문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의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백 지 연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의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유 겸

이 논문을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백 지 연

백지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이 충 근 (인)

부위원장 문 효 열 (인)

위 원 김 유 겸 (인)



- i -

국 문 초 록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의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 지 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들의 감정과 행동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서비스 실패와 이로 인한 부정적 감정 간

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프로스포츠 구단

의 특정 서비스 실패 상황인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

한 팬의 인지 정도가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배신감이 관계단절

행동(불평, 전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가지의 특정 서비

스 실패 상황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경험이 있는 10대 이

상의 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De Wulf 등

(2001), Grégoire와 Fisher (2006), Hess 등(2003)의 연구를 포함한 16개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변형하여 서비스 실패 8문항, 지각

된 배신감 6문항, 관계단절 행동 15문항, 관계품질 15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242명의 자료를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해 최종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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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서비스 실패와 지각된 배신감과의 관계에서 인지

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 모두 지각된 배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과

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신감은 관계단절 행동의 하위차원인 각각의 불평,

전환, 회피 행동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서비스 실패와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 모두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품질의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조절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상황을 조명하였으며,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구체적 부정적 감정인 배신

감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배신감을 유발하는 특정 서비스

실패 상황을 규명하고 배신감으로 인한 행동 반응인 관계단절 행동 간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관람 스포츠 서비스 실패 연구에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은 실패 발생 후 팬의 부

정적 감정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과 서비스 실패와 그에 따

른 팬의 부정적 후속 행동인 관계단절 행동에 있어 배신감이 중요한 매

개역할을 한다는 점은 일선의 마케터들에게 서비스 실패 발생 시 발생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구단의 통제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팬

들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 배신감을 유발하지 않음에 효과적일 수 있으

며, 구단 통제하에 있는 여러 경기 외적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

가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 실패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서비스 실패, 배신감, 관계단절 행동, 관계품질, 프로스포츠

구단

학 번 : 2018-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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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국내 프로스포츠는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의 탄생을 시

작으로 현재 야구, 축구, 배구, 농구의 4개 프로리그를 중심으로 소비되

고 있다. 4대 프로스포츠의 총 관람 인원은 매년 1,000만 명을 넘고 있으

며,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프로야구는 2016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7), 900만

관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장 약세를 보였던 프로배구도 올 시즌

(2019-2020시즌) 남녀부 개막전이 V-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두 만

원 관중을 기록하며(오해원, 2019) 열렬한 팬들의 지지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리는 등 어엿한 겨울철 대표적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러

한 프로스포츠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팬의 욕구는 점차 다

양화되고 감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이 현대인들에게 중요 화두

로 떠오르면서 여가에 관한 관심과 여가활동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문체부의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평일과 휴일 여

가 시간은 각각 3.3시간,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월

평균 여가비용이 역시 15만 1천원으로 2016년에 비해 1만 5천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휴식 활동이 취미·오락 활동보다 적

게 조사되어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동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다양하고

색다른 여가활동들이 생겨나면서 프로스포츠는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다

른 여가활동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프로스포츠라

는 상품이 대중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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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경우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등의 특성을 보

이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에 맞는 무결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문신희, 김정희, 2014). 프로스포츠 구단도 요식업, 호텔

업 등의 일반 서비스 기업과 같은 하나의 서비스 기업으로서 팬의 욕구

에 맞는 완벽한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며, 팬

들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의 서비스 실패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의 서비스 접점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되는 서비스 관련 실수 혹은

문제점(Magnini & Ford, 2004)을 의미한다. 고객은 서비스 실패의 상황

등으로 분노, 후회, 실망, 배신감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칫 가치 있는 고객들을 ‘적’(Grégoire & Fisher, 2006)으로

돌아서게 한다.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의 분노,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규명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최근 단순히 고객의 만

족과 불만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느낀 고객의 행동을 설명 혹은 예측함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연구

자와 실무자로부터 조명받지 못했던 배신감, 복수심과 같은 감정에 주목

하기 시작했다(김모란, 안광호, 2012).

배신감은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였으나 그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 기업의 안정적인 성과 유지를 위해서

는 기존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유지가 필수적인데, 서비스 실패는 관계단

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배신감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기업에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게 되며 경쟁사로 전

환하는 등의 관계단절 행동을 보이게 된다(Koehler & Gershoff, 2003).

즉,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은 배

신감을 유발하고 이는 고객들을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단절 행동

으로 강하게 이끌게 된다(서문식, 서용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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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고객은 보통의 고객과 비교해 프리미엄 가격대의 제품 혹은 서비

스를 기꺼이 구매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에 핵심적 역할(Grégoire

& Fisher, 2006)을 하기에 고객층 유지 즉,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구축은

서비스 기업의 최우선적 과제로 여겨진다. 프로스포츠 구단도 이와 마찬

가지로, 지속적인 티켓 구매와 경기장 방문 그리고 높은 구단 관련 물품

소비 등 장기적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팬의 존재

가 구단의 존속을 좌우한다. 양질의 관계는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

질에 투영되어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서 관계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에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를(De Wulf et al., 2001; Fournier, 1998) 의미한다. 서비스 마케

팅 분야에서는 관계품질이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미치는 상

반된 영향으로서 관계품질의 완화 혹은 악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Ahluwalia, 2000; Berry, 1995; Goodman et al., 1995; Grégoire &

Fisher, 2008; Santos & Basso, 2012; Tsai et al., 2014). 관계품질이 높

은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깊은 신뢰감과 애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고객을 특히 더 당

황스럽고 상처받게 할 수 있으며(Grégoire & Fisher, 2008) 최소한의 믿

음과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을 더 크게 유

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축구의 경우 팬을 열두 번째 선수라 부르

는 것과 같이 팬은 스포츠 상황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해 있으며 일

반적인 소비자와 비교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단 혹은 선수와 보

다 더 깊은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동일시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맥

락에서 높은 관계품질을 가지고 있는 팬은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낮은 관계품질을

가진 팬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구단과 팬 간의 관계품질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실패가 지각된 배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에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

되, 구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던 팬을 한순간에 적으로 만드는 악화

효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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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는 팬과의 비연속적 관계

로 인한 애호도 구축 실패로 이어지고 팬들의 관계단절 행동으로 가치

있는 팬들을 잃게 되는 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외식업 혹은 호

텔업 등 일반적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실패의 선행요인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과 행동 반응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져 왔다(Ahluwalia, 2000; Berry, 1995; Goodman et al., 1995;

Grégoire & Fisher, 2008; Santos & Basso, 2012; Tsai et al., 2014). 스

포츠 상황에서는 스포츠시설의 서비스 실패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실패

에 따른 부정적 감정 및 행동 반응 연구(강종구, 2016)와 서비스 실패 회

복 과정에 대한 연구(권웅, 김석규, 2011; 김정설, 조현민, 2010) 그리고

스포츠시설 서비스의 공정성과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둔 연구(서희정, 정

정희, 2006; 황지현, 2007; 허진 등, 2011)가 대부분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서비스를 중심으로는 구단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김수현, 2011; 김용만 등, 2004; 박두용, 2012)와

구단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김운숙, 2014; 김하연, 김종백, 2013)가 주를 이룬다.

프로스포츠 구단도 하나의 서비스 기업으로서 무결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팬들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 실

패 또한 불가피하다. 구단은 장기적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높은 충성도

를 보이는 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서비스 실패로 인해 실망, 분노, 배신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 팬은

구단과 관계를 단절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실패가

팬들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상황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에 주목하여 서비스 실패 상황을 규명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팬들의 배신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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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행동 반응인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서비스

실패와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서비스 실패로 인한 배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유발할 수 있

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관리로서 관계품질에 따른

집단 간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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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지각한 심각

성과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배신감으로

인한 행동 반응인 관계단절 행동(불평, 전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지각된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 그리고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들의 배신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서비스 실패의

영향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팬이 지각하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 통제 가능성이 서비스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팬의 부정적 감정

인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단순히 만족, 불만족에 초점을 맞

춘 대응 전략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 고객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함에

한계를 드러냈지만, 현재까지 고객의 불만족 그리고 분노와 중요한 차이

를 보이는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둘째, 구단의 서비스 실패 시 팬의 지각된 배신감이 불평, 전환, 회피

의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불만

족과 분노보다 더한 인지 상태를 의미하는 배신감의 지각은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인 관계단절 행동을 유발하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가 분노, 실

망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셋째,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지각하는 서비스 실패의 심각

성, 통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각된 배신감의 정도에 구단과 팬의 관계

품질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배신감은 관계품질의 악화 효

과인 “사랑이 증오로 뒤바뀌는(love becomes hate)” 현상을 가장 적절하

게 설명해 주는 개념(Grégoire & Fisher, 2006)으로서 높은 관계품질을

가지고 있는 팬은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낮은 관계품질을 가진 팬보다 더 큰 배신

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구단과 높은 관계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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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팬일수록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팬의 지각된 배신감을 심화시

키는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종목의 프로스포츠 구단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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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서비스 실패

1. 서비스 실패

‘서비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할인 서비스’, ‘세차 서비

스’,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정신’ 등 어떤 경우에는 할인이나 무료를,

또 어떤 경우에는 종업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서비스는 매우 다의

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개념과 인식이

경제나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채종대, 김현수,

2018). 이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각각의 관점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으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비스는 1940년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가 1940년 산업을 1차

원시산업·2차 가공산업·3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최초로 정의되었

으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가 되기 시작하였다(채종대, 김현수, 2018). 이후, 많은 학자

가 서비스 개념을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 의미를 체계화하

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Kotler와 Armstrong (1989)은 서비스는 개인

또는 조직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

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무형재화로 보

았다. Gronroos (1990)는 고객과 종업원 간 혹은 물적 자원 내지 재화와

의 사이에 있어 행해지는 무형 성질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Kotler와

Gronroos의 정의를 묶어 Gemmel 등(2003)은 서비스는 무형의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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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도 했다. Svensson (2003)은 서비스하는 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

간의 쌍방향성에 주목하며 서비스의 본질은 관계성으로, 관계를 통해 서

비스의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채종대와 김현수(2018)는 앞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는데,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 주체와 서비스 수요 주체의 관계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상

호작용을 전제에 둔 행위로 보았다. 현재까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논

의가 지속되는 상태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 한계가 있으나,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 주체와 수요 주체의 관점에

서 상호작용에 의해 가치를 제공하는 무형 성질의 활동이자 행위로 이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경우 유형재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무형

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비분리성), 같은 서비스를 반복

제공하거나 구매할 수도 없고(이질성), 소비하는 순간 사라지는(소멸성)

등의 특성(Zeithaml et al., 1985)을 보임으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문신희, 김정희, 2014).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실패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서

비스 실패가 고객들의 분노, 불만족, 불평 행동 등 서비스 조직에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Hess, 2008).

Schlesinger와 Heskett (1991)는 성공한 서비스는 고객과의 연속적 관계

를 통해 고객 애호도를 구축하게 되며 높은 만족도와 낮은 전환의 이상

적 구조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서비스는 고객과의 비연속적

관계로 인한 애호도 구축 실패로 이어져 낮은 만족도와 높은 전환을 보

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비스 실패로 인한 고객의 부정적인 감정

은 자칫 가치 있는 고객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기에 서비스 실패가 고

객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Grégoire & Fisher, 2006).

경영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족을 일으키는 서비스 실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Hess, 2008; Mattila, 2004; Smith et al.,

1999; Weun et al., 2008).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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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실패의 개념은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서비스 실패는 단순 제품에서의 손실에서부터 심리적 에너지,

시간 등 무형의 손실까지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교환과정

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Maxham (2001)은 서

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상호작용 경험 측면에서 기업과의 경험 중 발생

하는 서비스 관련 사고 또는 (실제 혹은 인지된) 문제를 서비스 실패라

정의하였다.

한편, 서비스 실패에 기대-불일치 패러다임 적용에 있어 신현희(2008)

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고객은 기존 경험 또는 다양한 원천을 바탕으

로 해당 서비스가 자신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대와 실제 서비스 성과 간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를 서비스 실패로 보았다. Weun 등(2008)은 서비스 실패는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제품 혹은 제공

자로부터 유발된 고객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Mattila (2008)는 고객이 예상한 서비스보다 부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의 한정된 인내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며,

서비스 실패는 고객의 인내 영역을 좁히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Zeithaml et al., 1993). Gronroos (1988)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그 서비스가 기대된 성과나 효용을 제공하

지 못하는 경우를 서비스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다룬 Hess (2008)는 고객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성과를 서비스 실패라 정의하였고, 서비스 실패는 심각성, 반복

성, 시기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종업원의

부적절한 태도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행위 또

한, 서비스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진다(Bitner et al., 1994). Smith 등

(1999)은 서비스 실패 유형을 결과적 실패와 과정적 실패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결과적 실패는 기업이 기본 서비스에 대한 필요나 핵심 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과정적 실패는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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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서비스 실패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

자와의 서비스 접점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되는 서비스 관련 실수 혹

은 문제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Magnini & Ford, 2004). 서비스 실패는

모든 서비스 조직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바(Hess, 2008), 프로스포츠 구

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비스에 만족한 팬은 지속적인 경기장 방문으

로 구단과 유대감을 쌓아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높은 구단 관련 물품 소비 빈도를 보임과 동시에 프리미엄 가격대의 좌

석 혹은 물품 소비에도 관여하며 구단의 수익에 핵심적인 역할을

(Grégoire & Fisher, 2006) 하는 등 높은 충성도를 보이지만, 서비스에

불만족한 팬은 분노, 실망, 후회, 배신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구단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실패하게 됨으로서 구단과의 관계를 지속

하려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박상규, 원구현, 강상진, 2001).

2.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은 고객이 서비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각하

는 손실의 크기(Hess, 2008) 혹은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문제의 정도

(Weun et al., 2004)로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 실패는 고객이 사소한 것

이라 느끼는 수준부터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하나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가 일부

고객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다른 고객에게는 사소한 문제로

여겨져, 서비스 수행 결과가 같더라도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Hess et al., 2003). 서비스 실패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의 정도는 고객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실패의 강도

가 높을수록 고객이 지각하는 자신의 손실 또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실

패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고객의 불편한 감정이 가중되고 서비스 회복 과

정에서도 회복 과정에서의 노력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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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 성향을 나타나게 된다(Weun et al., 2004). 고객의 인내 영역은 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Zeithaml et al., 1993), 서비스 실패는 고객

의 인내 영역을 좁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서비스

실패일수록 고객의 인내 영역을 좁게 만들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은 고객 만족과 회복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서비스 실패 회복 후의 신뢰, 몰입, 구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eithaml et al., 1993). Brown

과 Beltrmnini (1989)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따라 고객

이 지각하는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지각

된 부정적 감정 모두 불평 행동으로서의 구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은 사소한 것이라 느끼

는 수준부터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실패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문제에 대한 물적·심적

손실 정도(Weun et al., 2004)로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이 높을수록 고객의 불편한 감정이 가중(Oliver, 1997)되는바 불만족보다

더한 인지 상태를 의미하는 배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성

귀인이론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과추론보다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패에 대한 인과추론 및 구매 후 만족과 불평 행동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Folkes, 1984; Hess, 2008). 특정 사건이나 상황 혹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사회 심리학에

서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평가된다(Weiner, 1980). Weiner (1980)는 귀

인의 소재, 통제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의 3가지 측면으로 귀인을 설명하

였다.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먼저, 소재 귀인은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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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자신(내부)에게서 찾는가 혹은 서비스 제공자(외부)에게서 찾는가에

대한 고객의 판단을 의미하며, 안정성 귀인은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일

시적인가 혹은 지속적인가에 대한 고객의 믿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 가능성 귀인은 서비스 실패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방지될 수 있

었을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Folkes, 1984; Weiner,

1990). 소재의 귀인은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지

만, 다수의 고객은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원인 추론 시 실패가 고객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인지하기 때문에, 소재의 귀인이 모호해지는 등 다수의 상황에서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몇몇 선행연구에서 이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

하기도 하였다(Hess et al., 2003; Smith et al., 1999). 스포츠 상황에서도

일반 서비스 실패 상황과 동일하게 서비스 실패 시 그 원인이 외부에,

즉 구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도 팬의 관점에서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두고 있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고객 반응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는바 소재 귀인은 제외하였다.

귀인이론에서는 사람을 이성적인 정보 처리자로 보고, 그 사람의 행동

은 인과관계에 영향을 받아 취하게 된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고객들은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나름의 상황 유발 원인을 찾게 되고, 추론된 바에

따라 서비스 실패에 반응하게 된다(Folkes, 1984). 즉, 고객들은 서비스

실패 발생 이유에 관한 인과추론에 따라 그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통제 가능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실패 원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Hess, 2008). Folkes (1984)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실패에 대

한 통제 가능 여부와 서비스 실패 발생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비난하는

정도에 대한 고객의 판단을 통제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를

평가할 때 특정 원인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그 원인을

통제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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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Swanson & Kelley, 2001). Folkes (1984)는 지연을 경험한 항공사

승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 지연을 항공사가 충분히 통제

할 수 있었다고 믿을 때, 승객들이 더욱 큰 부정적 감정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항공기 지연이라는 항공사의 서비스 실패를 항공

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 믿는다면 고객들의 분노가

가중되는 것처럼, 고객이 서비스 실패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가

능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그 실패는 고객들의 분노를 유발하며, 직간접적

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혜선, 고재윤, 2008).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

성을 서비스 실패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

이라는 고객의 믿음의 정도(Hess, 2008)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스포

츠 상황에서의 고객인 팬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할수록 불만족이나 화의 감정과의 차이를 보이는

배신의 감정이 증가할 것이며, 후속 행동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5 -

제 2 절 관계품질

1. 관계품질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의미의 ‘관계마케팅’은

기존의 고객 ‘확보’ 중심 마케팅과는 달리 고객 ‘유지’에 초점을 둔 마케

팅이다(Berry, 1995).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접점에서, 관계의 깊이와

유지 기간 등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고객들 모두 서비스 제

공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관계마케팅 측면에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

은 관계유지와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관계 형성은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관계의 유지 및 강화의 결과로서의 깊고 장기

적인 관계는 자연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며, 상호 간의 노력으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단기적인 관계는 발전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이 소요되기에 장기적인 관계 즉, 고객층 유지를 위한 마케팅은 서

비스 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Gronroos, 1990). 양질의 관

계는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에 투영되어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가능

케 하는데, 여기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품질을 관계품질이라 한다

(Gummesson, 1987).

관계품질은 관계의 강도를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된, 관계의 수준을 전

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Crosby et al., 1990; De Wulf et al.,

2001)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에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De Wulf et al., 2001; Fournier, 1998).

Crosby 등(1990)은 관계품질을 구매자에게 있어서 판매원에 대한 높은

만족과 신뢰가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Anderson과 Weitz (1989)는

단편적인 현재의 이익과 비용의 긍정적인 평가 그 이상의 장기지향성을

의미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단기적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이자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을 관계품질이라 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고객에 대한 관계품질 형성을 성공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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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지만, 관계품질을 구성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김모란, 안광호, 2012; Crosby et al., 1990). Crosby 등

(1990)은 고객 만족과 신뢰를 관계품질의 고차원적 구성 지표로 보았으

며, Morgan과 Hunt (1994)는 관계마케팅의 신뢰-몰입이론에 따라 신뢰

와 몰입을 관계품질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보고 관계유지를 위한 이 2가

지의 개념의 중요도를 강조하였다. Dorsch 등(1998)은 만족과 신뢰에 관

계 강도의 질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몰입을 추가로 제

시하였다. Grégoire와 Fisher (2008)도 관계품질 구성의 핵심요인으로 신

뢰와 만족 그리고 몰입을 제안하였다. 신뢰는 의지할만하며 기댈 수 있

는 곳이라는 고객의 믿음을 의미하며, 만족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관

계의 모든 면을 평가한 결과로 형성된 고객의 정서 상태로, 몰입은 관계

를 지속하고, 기꺼이 유지하려는 고객의 욕구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관계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에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하며(De Wulf et al., 2001;

Fournier, 1998) 관계품질의 중요한 지표로서 신뢰, 몰입, 만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높은 신뢰도, 만족도, 몰입도를 보이는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높은 관계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

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De Wulf 등(2001)의 견해에 따라 관계품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관계 강도의 질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계품질

을 신뢰, 만족, 몰입의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 3가지 차원으로 구축된 관

계품질의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사이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관계품질의 구성요소

1)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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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관계의 한 참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실성, 확

실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Morgan & Hunt, 1994). 신뢰는 서비스 제

공자가 의지할만하고 진실성 있다고 믿는 고객의 확신을 의미하며(De

Wulf et al., 2001), Anderson과 Weitz (1989)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취한 행동으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Moorman 등(1993)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신뢰로 정의하였다.

상호 관계의 확신을 바탕으로 쌓인 깊은 신뢰의 감정은 고객에게 재방문

및 재구매를 하게 하며 그 제품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구

전을 전달하게 된다(김정숙, 2016). 스포츠 팬들에게는 특정 프로스포츠

구단이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 대상자로서 구단에 신뢰가 쌓여갈수록 팬

들은 팀과 하나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의지할만하고 진실성 있다고 믿

는 고객의 확신으로(De Wulf et al., 2001), 관계구축과 더불어 그 관계

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

뢰를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만족

고객 만족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의 목표로 마케팅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김모란, 안광호, 2012). 고객 만족의 정의와 측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하나의 관점은 개별거래에 대한 성

과를 기대와 비교함으로써 판단되는 거래-특유적 만족이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에 대해 고객이 지각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인 만족 또는 불만족을 의미하며, 고객이 제품 혹은 서비스

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후 느끼는 감정

적 결과로 본다(김정숙, 2016).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관점은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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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만족으로서 개별거래 각각에 대한 경험들이 모여서 서비스 제공

자 혹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귀결되는 만족이다. 후

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업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다 근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송윤헌, 심진보, 2004) 총

체적인 기대 충족도로서의 만족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족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비롯되는

고객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De Wulf et al., 2001). Oliver (1980)는

만족을 기대수준과 불일치 지각의 함수인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을 제안

하고, 만족을 고객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서비스 경험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불일치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현된 종합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고객은 제품 구매 전, 제품의 성능에 대해 형성된 사전 기대

를 제품의 사용 후와 비교하여 실제 성과를 파악한다. 만약, 구매 전의

사전 기대와 사용 후의 실제 성과 비교 시 실제 성과가 기대보다 높다면

만족을 유발하지만, 실제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 불일치가 발

생하여 불만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바라본 만족은 특정 서비스 기업에 대한 경험과

모든 서비스 접점에 근거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평가를 의

미하며, 고객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한 판단의 반응을

(Oliver, 1997)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불일치 패러

다임에 입각한 누적적 만족으로서 만족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기대 충족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몰입

몰입은 마케팅에 있어 주로 기업 간 관계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고객

과의 장기적 관계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Berry &

Parasuraman, 1991; Morgan & Hunt, 1994). Anderson과 Weitz (1992)

는 몰입을 안정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로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Morg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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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 (1994)는 몰입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기꺼이 최대

의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리고 성공적인 관계마케팅 활동에서의 중요한 변수로 신뢰와 몰입을 제

시하였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몰입이 형성된 관계는 협력적 행위의

증대로 이어져 갈등과 충돌 그리고 기업 이탈 경향이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몰입은 교환관계 내에서 관계 파트너가 의지할만하고, 진정성이 높

아 갈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이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

매, 수익,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같은 마케팅 효과를 이끄는 변인으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Morgan & Hunt, 1994). 스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단과 팬 간 관계몰입의 형성은 구단과 팬을 하나로 묶고 그 관계를 미

래에까지 지속시키는 힘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몰입은 단기적 고객과 반복거래 지향적

고객을 구분 짓는 중요한 개념(Berry, 1995)이자 현재의 관계가 미래까

지 이어질 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몰입을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지속을 위한 고객의 노력 의지이

자 다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관계품질이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응

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많은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Berry, 1995;

Goodman et al., 1995; Mattila, 2004). 관계품질이 서비스 실패 발생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불만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들과(Ahluwalia, 2000; Berry, 1995; Santos & Basso, 2012; Tsai et al.,

2014) 이와는 상반된, 관계품질이 오히려 서비스 실패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악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Goodman et al.,

1995; Grégoire & Fisher, 2008). 전자의 경우, Berry (1995)는 고객들은

서비스의 개인화와 고객화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호의적인 관계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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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실패에 대해 더 큰 관용을 보인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Goodman

등(1995)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관계품질이 낮은 고객보다 높은 고

객들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앞선 연구들 모두 서비스 실패와 회복 과정에서의 관계품질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 서비스 실패의 부정적 영

향을 관계품질이 완화하는지 혹은 악화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아

직 제시되지 않았다(Hess et al., 2003). 연구자에 따라 서비스 실패 후

부정적 감정에 대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보

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통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품질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을 말하고 있다.

Grégoire와 Fisher (2008)는 고객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고객을 특히 더 당황스럽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높은 관계품질을 가진 고객들의 자기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신감은 서비스 제공자를 신

뢰하였으나 그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Feinberg et al.,

2002)하므로,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감과 애정이 있을 때 야기

되는 감정이라 볼 수 있다(김모란, 안광호, 2012).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진 높은 관계품질을 보이는 고객이 그렇

지 못한 고객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배신감은 충성 고객이 왜 그들의 적으로 돌아서는가에 대한 정신적 메커

니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régoire & Fisher,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Ahluwalia,

2000; Santos & Basso, 2012; Tsai et al., 2014)에서 높은 관계품질이 서

비스 실패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받게 될 악영향을 높은 관계품질이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과 달리 정반대로 높은 관계품질이 오

히려 서비스 제공자가 받을 악영향을 가중할 것이라는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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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구단은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 유발을 사전 예방하고,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관리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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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각된 배신감

비즈니스 관점에서 신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뤄져 왔으며, 연

구자들에게도 조직력, 리더십 등의 조직 활동 범위에서의 핵심 요소로

여겨져 왔다(Elangovan & Shapiro, 1998; Morris & Moberg, 1994). 비

록 가까운 파트너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하지만, 부

정적인 상호작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며, 양립 불가능한 선호 혹은 외

부적 유혹 및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Finkel et al., 2002). 이러한 관계 규범 위반과 이기적 사고로

인한 신뢰와 충성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배신은 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결 또한 쉽지 않아 외적인 경쟁사보다도 현

대의 조직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Elangovan & Shapiro, 1998;

Finkel et al., 2002). 이는 한 조직 내에서의 관계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의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에도 유효하

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관계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기란 불가능

하고, ‘서비스 실패’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은 고객의 배신감을 유발

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고객은 서비스 실패 상황 등으로 불만족, 분노, 후회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고객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중 배신감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문신희, 김정희, 2014).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구전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경험한 서비스 제공자들

은 단순히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에 초점을 맞춘 전략만으로는 서비스 실

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느낀 고객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함에 한계

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

했던 배신감, 복수심과 같은 한층 더 구체적인 부정적 감정에 주의를 기

울이기 시작했다(김모란, 안광호, 2012). 배신의 개념은 불만족이나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데(Smith et al., 1999), 배신

은 관계성과 연관이 있지만, 화와 불만족은 그 어떤 관계적 맥락에서 연

관성 없이 경험될 수 있다. 배신은 어떠한 관계에서 개개인의 기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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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성된 상호 관계를 전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Elangovan & Shapiro, 1998).

Elangovan과 Shapiro (1998)는 배신을 신뢰자의 기대 중심축을 알고

있음에도 신뢰받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신뢰자의 안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위반행위로 보았다. 배신은 불만족과 달리 규범

적 기준의 위반이나 침해에 의존하며(Elangovan & Shapiro, 1998), 기대

불일치보다 더한 인지 상태를 수반한다(Oliver, 1997). 배신감은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였으나 그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Feinberg et al., 2002). Koehler와 Gershoff (2003)는 배신감을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위반하였다는 고객의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였거나 혹은 고객들을 이용하려 했다고 믿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배신감이 유발된다(Elangovan & Shapiro, 1998). 보상요구만을

고집하는 불만족한 고객과는 달리, 배신감을 느낀 고객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보복행위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Grégoire & Fisher, 2008). 또한, Koehler와 Gershoff (2003)는 배신이

곧 분노로 이어질 것 같지만, 각각의 인지적·감정적 성격 때문에 이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배신감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기업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게 되며 기존에 누리던 혜택보다 더 줄어든 혜택을 받

더라도 경쟁사로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Koehler &

Gershoff, 2003). 고객이 배신감을 느낀 이상 쉽게 용서되지 않으며, 배신

감으로부터 이어진 행동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확인

되기도 하였다. 고객의 지각된 배신감은 불만족을 지각한 고객과 비교했

을 때, 강한 보복 행동이나 집요한 보상요구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Grégoire & Fisher, 2008). 김모란과 안광호(2012)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의 실패라는 이중적 실패를 경험한 고객이 느끼는 강

한 부정적 감정을 배신감이라 정의하면서, 지각된 배신감은 분노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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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등의 공격적인 보복행위를 유발함을 밝혀낸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신감을 서비스 제공자의 신

뢰 위반행위에 대해 지각된 고객의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배신감은 팬과 구단 간에 형성된 유대 관계와 서비스 제공 후 팬의 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감정 반응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구단의 서

비스 실패 상황 변수인 심각성, 통제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팬이 느끼는

구체적인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이 특정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배신은 “사랑이 증오로 뒤바뀌는” 현상을 설명하

는 개념으로써(Grégoire & Fisher, 2006), 기존에 형성된 구단과 팬 간의

관계품질에 따라 서비스 실패 후 팬이 느끼는 배신감 정도의 차이를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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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계단절 행동

1. 관계단절 행동

우리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며 불평과 항의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

을 때,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불평과 항의와 같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고객의 불평, 불만은 매

우 다양하게 표출되며, 서비스 제공 전후 상황에 걸쳐 광범위하게 복합

적으로 나타난다(문신희, 김정희, 2014). 즉,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고

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함으로써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 제

공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서문식, 서용

한, 2004). 여기서,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 간의 유대 관계가 더는 존재하

지 않는 것을 ‘관계단절’이라 하며, 협상 또는 일방적 철회를 통한 관계

종료 혹은 영구적 단절을 의미한다(Perrin-Martinenq, 2004). Michalski

(2002)는 관계단절을 기존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한 고객의 체류 혹은

이탈 결정 프로세스 결과, 고객으로부터의 기업과의 모든 계약 및 상호

작용의 종료라 정의하였다. 신현희(2008)는 관계단절을 교환과정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상호 간의 관계가 소멸될 가능성을 포함하는 확장된 관계

로의 단계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두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지는 관계 형성과 달리 관계단절은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만으로도 발

생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관계구축 과정과 비교해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

어진다(Baxter, 1983).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의 깊이와 관계유지 기간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Baxter, 1983; Hocutt, 1998;

Keavency, 1995)에서 일반적으로 관계문제의 서비스 실패를 겪은 고객

은 이를 유발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단절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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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

객이 열악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고객은 그 서비스 제공자와의 왕래

를 줄이거나 제공자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행동을 보일 가

능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Richins, 1983). 이는 관계 당사자 간 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반응 행동인 관계단절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서문식, 서용한, 2004). Hirshman (1972)은 서비스에 불만족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유대 관계를 종료하려는 관계단절 행동으로써 경제학

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탈, 표현, 충성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경쟁상황의 시장에서는 불만족한 고객의 이탈 행동 가능성이

크지만, 독점상황에서는 이탈 행동보다는 불만족 표현 행동의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Richins (1983)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불만족한

고객은 무반응, 상표전환, 상표 충성도 감소, 판매자 혹은 제3자에 불평

등의 관계단절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Ping (1993)은 충성도, 표현

행동, 태만, 이탈, 기회주의 행동으로 구분하여 관계단절 행동 유형을 설

명하였다. 불평, 상표전환, 부정구전 등의 관계단절 행동들은 서비스 제

공자와의 문제의 정도가 심할수록, 문제의 원인이 고객 혹은 우연에 있

지 않고 제공자에 있는 경우 증가하게 된다(Folkes, 1984; Richins,

1983).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계단절은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 간의

유대 관계가 소멸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단절 행동은 관계 당사

자 간 관계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유대 관계를 종료하려는 고객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관계단절 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이탈, 표현 행동, 태만, 무반

응, 불평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각의 행

동들은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의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진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도 팬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특히, 구단과 높은 수준의 관계품질을 보이는 팬

의 경우 단순 분노 혹은 불만족보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의 배

신감은 쉽게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팬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 즉, 두꺼운

팬층 확보를 위한 구단의 노력에도 기존 유대 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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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패의 경험은 팬들에게 해당 구단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관계단절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고정 팬을 잃게 되는 것이며, 수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단절 행동을 불평 행

동, 전환 행동, 회피 행동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관계단절 행동 유형

1) 불평 행동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먼저 고객은 문제를 인식한 후 정보탐색과 탐

색한 정보들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한 결과에 고객들이 만족한다면 이는 재구매로 반영된

다(유소이, 2002). 그러나 서비스 혹은 제품의 성능이 고객의 기대에 미

치지 못했을 때의 부정적인 기대 불일치로 인한 불만족은 고객을 불평

행동으로 이끈다. 불평은 고통, 불만족 혹은 분함의 표현으로, 불평 행동

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야기된 고객의 행동이나

(Mowen, 1990) 고객이 지각하는 불만족을 초래한 원인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고객이 행동 및 의사소통으로 나타내는 불만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Landon, 1980). 박대환과 박진우(2012)는 불만족한 고객이 해당 기

업이나 제3의 기관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불평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Bougie 등(2003)은 불평 행동을 특정 시장 거래의 문제

에 대한 구제나 보상을 얻기 위해 소비자가 시작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으로 보았으며, Fornell과 Westbrook (1979)은 불공정한 판매 관행

에 직면하거나 기업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 때 고객의 감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 표현하였다.

불평 행동은 구매중단, 부정적 구전, 보상 추구, 제3단체를 통한 불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Blodgett & Grandois, 1992), Grégoir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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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2008)는 불평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면서 불만족의 원

인을 제공한 기업에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보복 행동과 보상요구 행동

등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고객 불평 행동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불만족

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불만족에 대한 제한된 반응이 아닌 전반

적인 반응을(Singh, 1988) 의미하므로 실망, 분노, 배신감 등에 대한 반

응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불평은 고통, 불만족 혹은 분함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제공된 서비스 혹은 제품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의 기대 불일치로 인한 불만족은 서비스 제공자를 향한 직접적인 불

평부터 주변 사람들 혹은 제3자에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표출하는

등의 불만 혹은 분노 표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환 행동

전환은 변경, 교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지의 반대개념으로서

그동안의 방향이나 상황을 바꾸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철우, 2004). Stewart와 Kate (1998)는 전환을

소비자가 관계를 종료할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상황으로 보았다. 이는 고객의 관점에서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

서는 고객의 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장기 고객의 이탈을 의미한다(박성

희, 이선명, 2019). 고객의 전환 행동에는 반드시 기존 관계의 종료가 수

반됨으로, 전환을 서비스 제공자와의 실제적인 관계단절로 보기도 한다

(Zeithmal, 1996).

여러 연구자에 의해 고객의 전환 행동에 대한 원인 규명 노력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객 관점에

서의 전환 행동 이해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Hocutt (1998)는 전

환 행동 원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고객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결정에 의한 전환을 말한다. 고객의 자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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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전환 행동의 경우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자발

적 결정에 의한 전환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환이 발생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변화로 발생한 서

비스 제공자의 결정으로 인한 전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 행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Zeithmal 등(1993)은 서비스 실패와 같은 개인적 불만족, 가격 혹은 경쟁

과 같은 시장 관련 문제 그리고 자발적인 전환 결정이라는 이상의 3가지

원인에 의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Keaveney (1995)는 중요사건

기법을 이용하여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서비스 전환 행동의 원인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8가지 유형의 전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

다. 8가지의 유형은 차례대로 가격, 불편함, 핵심 서비스의 실패, 서비스

접점 실패,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 경쟁, 윤리적 문제, 비자발적 전환

으로 구분된다([표 2-1] 참조).

범주 내용

가격 높은 가격, 가격 인상 등

불편함 입지 및 시간, 서비스 지연 등

핵심 서비스 실패 잘못된 서비스, 청구 관련 오류 등

서비스 접점 실패 무신경함, 무례함 등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 부정적 반응, 무반응 등

경쟁 더 좋은 서비스 발견

윤리적 문제 속임, 강압적 판매 등

비자발적 전환 고객 이사, 서비스 제공자의 이전

서용한(2004); Keaveney (1995)

[표 2-1]

Keaveney(1995)의 고객 전환 행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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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 중에서 핵심 서비스 실패가 서비스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접점 실패와 높은 가격도 고객의 서비

스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서비스 전환의 이유로 핵심 서비스 실패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전환의

이유로 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실패가 고객의

서비스 전환 행동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실패경험으로 인한 고객의 전환 행동은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효

율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장기 고객의 이탈을 초래하게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환 행동은 기본 관계의 중단이자 새로

운 관계로의 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통

고객은 개인의 합리적 이유에 의해 서비스 전환을 하지만, 서비스 경험

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측면과 같

은 변수들에 의해서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Keavency, 1995;

Zeithmal et al., 1993)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팬의 전환 행동은 결과적

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팬’을 잃는 동시에 전보

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고

정팬층으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구단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회피 행동

서비스 실패 경험으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만족한 감정을

갖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불평, 상표전환, 부정구전, 회피 등의 관계단절 행동 등으로 이어지

는데(Folkes, 1984; Richins, 1983), 여기서 회피 행동은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니즈로 정의된다

(McCullough et al., 1998). 서비스 실패를 겪은 후 부정적인 감정을 느

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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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항의나

보복 행동 혹은 회피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Grégoire et al., 2009).

보복 행동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동

인 반면, 회피 행동은 미래에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려고 취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Grégoire et al., 2009). 다시 말

해, 팬의 회피 행동으로 구단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동은 구단에 대한 지지 및 관심을 약화해 자신이 응원해오던 구단과는

다른 구단을 선택하도록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피 행동을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니즈(McCullough et al.,

1998)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은 기존 서

비스 제공자와 관계단절을 내포하는 회피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고

객이 회피 행동의 욕구를 갖게 되고 그 감정이 지속될수록 자신이 경험

한 서비스 실패를 쉽게 잊거나 놓지 못하게 된다. 때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 해결 시도를 무시하기도 하며(Rusbelt et al., 1982), 관계

증진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Ping, 1993). 스포츠 상황에

서 자신의 서비스 실패 경험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방

문횟수를 줄이거나, 관련 정보 검색 및 중계 시청 횟수를 줄이는 등의

회피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배신감 혹은 분노를 느낀 팬들

은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완전

한 관계단절로써 구단을 “떠나는” 간접적인 보복 행동으로 회피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Grégoire et al., 2008; Zourri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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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지각

한 심각성,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배신

감으로 인한 행동 반응인 관계단절 행동(불평, 전환, 회피)과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

다.

본 연구의 모형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팬의 지각된 심각성과 통제 가

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구단과 팬 간의 관계품질을 조절변수,

지각된 배신감을 매개변수, 그리고 관계단절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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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1.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의

관계

서비스의 여러 특성상 서비스 실패는 불가피한 일이지만(문신희, 김정

희, 2014), 많은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가 고객들의 분노, 불만족, 불평 행

동 등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ess, 2008; Mattila, 2004; Smith et al., 1999; Weun et al., 2008). 서비

스 실패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 접점에서 경험하거나 인식

하게 되는 서비스 관련 실수 혹은 문제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Magnini & Ford, 2004), 서비스 실패는 프로스포츠 구단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조직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Hess, 2008). 서비스에 만족한 팬은

지속적인 경기장 방문으로 구단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구

단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에 불만족한 팬은 분노,

실망, 후회, 배신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구단과의 장기적인 유

대 관계 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며,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은 심각성, 반복성, 시기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다

(Hess, 2008).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은 서비스 문제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물적·심

적 손실 정도로(Hess, 2008; Weun et al., 2004),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에 따라 고객이 지각하는 부정적 감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 Beltrmnini, 1989). 즉,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고

객의 불편한 감정이 증대되며 이는 불만족보다 더한 인지 상태를 의미하

는 배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Oliver, 1997).

한편, 고객들은 서비스 실패 발생 이유에 관한 인과추론에 따라 그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통제 가능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실패 원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Hess, 2008). 다수의 연구에서 실패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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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고객의 분노, 불만족, 서비스 회복 기대와 같은 중요한 정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nter, 1990; Brown &

Beltrmnini, 1989; Hess, 2008). Folkes (1984)의 연구에서도 지연을 경험

한 항공사 승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 지연이 항공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을 때 승객들이 더욱 큰 부정적 감정을 느

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객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서비스 제

공자의 통제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할수록 불만족이나 화의 감정과의 차이

를 보이는 배신의 감정이 증가할 것이라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다.

H2.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다.

2.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 간의 관계

고객은 서비스 실패 상황 등으로 불만족, 분노, 후회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배신의 개념은 불만족이나 화와 같은 부

정적 정서와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Smith et al., 1999). 배신은 관계성

과 연관이 있지만, 화와 불만족은 그 어떤 관계적인 맥락에서 연관성 없

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langovan과 Shapiro (1998)는 배신감을

신뢰자의 기대 중심축을 알고 있음에도 신뢰받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신뢰자의 안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위반행위로 보았

고, Koehler와 Gershoff (2003)는 배신감을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규

범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위반하였다는 고객의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

다.

배신감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기업에 대해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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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감정이 생기게 되며 기존에 누리던 혜택보다 더 줄어든 혜택을 받

더라도 경쟁사로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Koehler &

Gershoff, 2003). 또한, 고객이 배신감을 느낀 이상 쉽게 용서되지 않으

며, 배신감으로부터 이어진 행동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신감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와 서비스 제공 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 역할

을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만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실패를 제공

한 기업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eavency, 1995; Oliver, 1997).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도 팬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두꺼운 팬층

확보를 위한 구단의 다양한 노력에도 팬이 경험한 서비스 실패가 구단의

신뢰 위반행위로 인식될 경우 유발된 배신감은 팬들에게 해당 구단을 떠

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관계단절 행동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실패로 인해 유발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은 여러 가지

관계단절 행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단절 행동

을 불평, 전환, 회피의 3가지 관계단절 행동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실패로 인해 지각된 배신감이 이 3가지 관계단절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관계단절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H3-1.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평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H3-2.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전환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H3-3.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회피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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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과의

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관계품질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응

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Berry, 1995;

Goodman et al., 1995; Mattila, 2004). 관계품질이 서비스 실패 발생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불만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들과(Ahluwalia, 2000; Berry, 1995; Santos & Basso, 2012; Tsai et al.,

2014) 이와는 상반된, 관계품질이 오히려 서비스 실패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악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Goodman et al.,

1995; Grégoire & Fisher, 2008). 연구자에 따라 서비스 실패 후 부정적

감정에 대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

이 사실이지만, 공통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품질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하

고 있다.

Grégoire와 Fisher (2008)는 고객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고객을 특히 더 당황스럽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높은 관계품질을 가진 고객들의 자기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신감은 서비스 제공자를 신

뢰하였으나 그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Feinberg et al.,

2002)하므로,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감과 애정이 있을 때 야기

되는 감정이라 볼 수 있다(김모란, 안광호, 2012). 축구의 경우 팬을 열두

번째 선수라 부르는 것처럼 팬은 스포츠 상황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해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자와 비교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단 혹

은 선수와 보다 더 깊은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동일시된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관계품질을 가지고 있는 팬은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낮은 관계품질을 가진 팬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추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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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진 높은 관계품

질을 보이는 고객이 그렇지 못한 고객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것으로

추론하고 높은 관계품질이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가 받을 악영향을 심화

할 것이라는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4. 관계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H5. 관계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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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팬이 접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 서비스를 대상으

로 서비스 실패 상황을 가정하였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팬의 지각된 심

각성과 통제 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고 지각된 배신감을 매개변

수, 그리고 관계단절 행동을 선행연구에 따라 불평, 전환, 회피 행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조절변

수로는 구단과 팬 사이의 관계품질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실패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발생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행위 등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지며(Bitner et al., 1994) 심각성,

반복성, 시기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다(Hess, 2008).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팬이 지각한 구단의 서

비스 관련 실수 또는 문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러 서비스 실패의 상황

변수 중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 지각 정도에 따라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1)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을 서비스 문제에 대해 팬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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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물적·심적 손실 정도로 정의한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측정 항목은 Huang (2008), Smith 등(1999),

Weun 등(2004)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이 실패한 서비스는 나에게 중

요한 것이었다.’,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는 나에게 심각한 것이었다.’, ‘00

구단의 서비스 실패로 화가 났다.’ 등 4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

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성을 서비스 문제 발생을 구

단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팬의 판단 정도로 정의한다.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성 측정 항목은 Hess 등(2003), Maxham과

Netemeyer (2002), Grégoire와 Fisher (2006)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은

사전에 서비스 실패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

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책임이 있다.’, ‘00

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잘못이 있다.’ 등 4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

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

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관계품질

관계품질은 단편적인 현재의 이익과 비용의 긍정적인 평가 그 이상의

장기지향성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 및 발전

시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이자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의미한다(Anderson & Weitz, 1989). 본 연구에서는 관

계품질을 구단과 팬 간에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질로 정

의하고 관계품질을 신뢰, 만족, 몰입의 3가지 하위차원의 구성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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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

1) 신뢰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구단이 팬의 기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

라는 믿음 또는 확신으로 정의한다.

관계품질의 신뢰 측정 항목은 박동진 등(2007), Kim과 Trail (2011),

De Wulf 등(2001)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은 팬에게 최선을 다한다.’,

‘00구단은 팬과의 약속을 지킨다.’, ‘00구단은 팬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

각한다.’, ‘00구단이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00구단은

신뢰할만하다.’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만족

본 연구에서는 만족을 구단에 대한 팬의 전반적인 기대 충족 정도로

정의한다.

관계품질의 만족 측정 항목은 Crosby 등(1990), De Wulf 등(2001),

Grégoire와 Fisher (2006)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은 나의 기대치를 충

족시켰다.’, ‘00구단이 팬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만족한다.’, ‘00구단을

응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00구단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대체로

00구단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몰입

본 연구에서는 몰입을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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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팬의 의지 또는 다짐으로 정의한

다.

관계품질의 몰입 측정 항목은 Kim과 Trail (2011), De Wulf 등(2001),

Morgan과 Hunt (1994)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과의 관계유지는 중요하

다.’, ‘00구단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00구단과의 관

계유지에 내 모든 노력을 쏟을 만하다.’, ‘00구단에 충성심을 느꼈다.’, ‘영

원히 00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지각된 배신감

고객은 서비스 실패의 경험으로 불만족, 분노, 후회와 같은 다양한 부

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배신감은 불만족과 달리 규범적 기준의 위

반이나 침해에 의존하며(Elangovan & Shapiro, 1998), 기대 불일치 보다

더한 인지 상태를 수반(Oliver, 1997)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배신감을 구단의 신뢰 위반행위에 대해 팬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한다.

지각된 배신감 측정 항목은 김모란과 안광호(2012), Grégoire와 Fisher

(2008)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듯한 느낌

이 들었다.’, ‘00구단이 그들의 이익만을 취하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의 믿

음을 악용하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등 6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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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단절 행동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불만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실패를 제공한 기업과

의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이처럼 관계를 형성

한 당사자 간의 더 이상의 유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관계단절’이

라 한다(서용한, 2004). 관계단절 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불평 행동, 보복

행동, 회피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는데, 근본적으로 각각의 행동

들은 서비스 실패에 따라 야기된 소비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단절 행동을 구단과의 유대 관계를

종료하려는 팬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관계단절 행동을 불평, 전환, 회피

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불평 행동

본 연구에서는 불평 행동을 팬의 불만 혹은 분노 표현 행동으로 정의

한다.

불평 행동 측정 항목은 Bougie 등(2003), Swan과 Oliver (1989),

Zeithaml 등(1996)의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불평

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해결책을 찾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00구단에 대해 불평

하였다.’, ‘00구단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다.’ 등 5개의 측정 항

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2) 전환 행동

본 연구에서는 전환 행동을 관계를 맺고 있던 특정 구단과의 관계종

료이자 관계 대상자의 교체 행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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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행동 측정 항목은 서문식과 서용한(2004), Ping (1993), Zeithmal

등(1996)의 연구를 토대로 ‘00구단 경기를 전보다 적게 보러 갔다.’, ‘00구

단을 대신해 새롭게 관계를 맺을 구단을 생각해보았다.’, ‘00구단과의 관

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다.’, ‘00구단과는 다른 구단과의 관계 형성을

고려해 보았다.’, ‘00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회피 행동

본 연구에서는 회피 행동을 팬이 구단과 거리를 두며 관계를 종료하

려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회피 행동 측정 항목은 McCullough 등(1998), Grégoire 등(2009)의 연

구를 토대로 ‘00구단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다.’, ‘00구단 경기 방

문을 피하게 될 것 같았다.’, ‘00구단 경기 방문을 자주 하지 않을 것 같

았다.’, ‘00구단을 전처럼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00구단과의 관계

를 단절하고 싶었다.’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 항

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

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연구개념에 대한 설문지의 측정 항목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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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념 측정 항목

서비스 실패

심각성

00구단이 실패한 서비스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는 나에게 심각한 것이었다.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로 불쾌했다.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로 화가 났다.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

00구단은 사전에 서비스 실패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책임이 있다.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잘못이 있다.

지각된 배신감

00구단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그들의 이익만을 취하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00구단이 나의 믿음을 악용하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관계

단절

행동

불평

행동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불평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해결책을 찾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00구단에 대해 불평하였다.

00구단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다.

전환

행동

00구단 경기를 전보다 적게 보러 갔다.

00구단을 대신해 새롭게 관계를 맺을 구단을 생각해보았다.

00구단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다.

00구단과는 다른 구단과의 관계 형성을 고려해 보았다.

00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회피

행동

00구단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다.

00구단 경기 방문을 피하게 될 것 같았다.

00구단 경기 방문을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았다.

00구단을 전처럼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00구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다.

[표 4-1]

연구개념에 대한 측정 항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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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념 측정 항목

관계

품질

신뢰

00구단은 팬에게 최선을 다한다.

00구단은 팬과의 약속을 지킨다.

00구단은 팬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0구단이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00구단은 신뢰할만하다.

만족

00구단은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00구단이 팬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만족한다.

00구단을 응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00구단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대체로 00구단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몰입

00구단과의 관계유지는 중요하다.

00구단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00구단과의 관계유지에 내 모든 노력을 쏟을 만하다.

00구단에 충성심을 느꼈다.

영원히 00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표 4-2]

연구개념에 대한 측정 항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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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표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설문

항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의 서비스 실패 경험이 있는 팬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경험을 회상하는

기억회상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구글 설문지

포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경험

이 있는 10대 이상의 남녀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

한 후 최종적으로 242부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 설문 구성

다양한 고객 반응 측정을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

법을 주로 사용해왔다(Hess et al., 2003; Mattila, 2008; Weun et al.,

2004). 시나리오 기법의 사용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상

황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시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Bitner, 1990). 그러나 실제 경험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토

대로 이루어지므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적인 감정적

경험을 온전히 끌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Grégoire & Fisher, 2006)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지적 과정 검증에는 시나리오 기법이 유용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은 매우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

에 시나리오 기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김인

신, 2012).

서비스 실패는 고객에 의해 쉽게 회상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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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Grégoire & Fisher, 2006), 다수의 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과는 대조

적으로 현실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억회상법을 사용하기도 한

다(Grégoire & Fisher, 2006; Huang, 2008). 기억회상법 이용 시, 응답자

의 기억 조작 또는 합리화로 인한 응답 편향의 증가 우려를 완전하게 배

제할 수는 없으나(Smith et al., 1999), 응답자들이 당시의 경험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감정을 보다 선명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자세

한 설명과 설문 항목 구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Tax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팬들을

대상으로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기억회상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실패의 경험이 응답자에 미친 감정적·심리적 영향과 이

에 따른 응답자들의 후속 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다음의 [표 4-3]과 같이 서비스 실패 심각성 4문항, 통제 가능

성 4문항, 지각된 배신감 6문항, 관계단절 행동의 불평, 전환 회피 각각

5문항, 관계품질의 신뢰, 만족, 몰입 각각 4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

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5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진행은 응답자들에

게 먼저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상호작용 경험 중 “개개인이 인지한, 불만

족을 일으켰던 서비스 문제”에 대해 회상하며 어떤 종목에서의 서비스

실패였는지 답하도록 했다. 그리고 평소 해당 구단과의 관계품질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이후, 다시 한번 서비스 실패 경험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자세히 회상하며 그 당시 느꼈던 서비스 실패의 강도와

감정 반응에 답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실패 경험 후 취한 행동에 대

해 답하도록 했으며 성별, 나이, 학력, 해당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 지속

기간, 1년 동안의 경기장 방문빈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관한 응답

을 끝으로 설문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개개인의 서비스 실패 경험 상

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회상법의 오류를 잡기 위해 최근 경험

을 상기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설문으로 별도의 시간 제약 없이 여유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Dasu & Ra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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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변인
문항

수
출처

독립변인

서비스 실패

심각성
4

Huang (2008),

Smith 등(1999),

Weun 등(2004)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
4

Hess 등,

Maxham과 Netemeyer(2002),

Grégoire와 Fisher(2008)

매개변인
지각된

배신감
6

김모란과 안광호(2012),

Grégoire와 Fisher(2006)

종속변인

관계

단절

행동

불평

행동
5

Bougie 등(2003),

Swan과 Oliver (1989),

Zeithaml 등(1996)

전환

행동
5

서문식과 서용한(2004),

Ping (1993), Zeithmal 등(1996)

회피

행동
5

McCullough 등(1998),

Grégoire 등(2009)

조절변인
관계

품질

신뢰 5

박동진 등(2007),

De Wulf 등(2001),

Kim과 Trail(2011)

만족 5

Crosby 등(1990),

De Wulf 등(2001),

Grégoire와 Fisher(2006)

몰입 5

De Wulf 등(2001),

Kim과 Trail(2011),

Morgan과 Hunt (1994)

인구통계학적 특성 5

계 49

[표 4-3]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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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통계 처리는 사회과학분야 통계

패키지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PSS 25.0과 구조방정식 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프로그램인 AMOS 25.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정하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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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자료의 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총 유효 표본은 242명이며, 자료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88명(3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10대가 72명(29.8%), 30대가 32명(13.2%), 40대가 27명(11.2%), 50

대가 21명(8.7%), 60대 이상이 2명(0.8%)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50명

(62%), 여성이 92명(38%)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실패 경험 종목으로는 야구가 110명(45.5%)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는데, 현재 프로야구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종목에 비해 한 시즌 내 치르는 경기 수가 훨씬 많다. 그만큼 시즌 내

구단과 팬 사이의 서비스 접점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서비스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하

나의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축구는 69명(28.5%), 배구가 35명

(14.5%), 기타 종목 18명(7.4%), 농구가 1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서

비스 실패를 경험한 구단을 응원한 기간은 1년 미만이 44명(18.2%), 1

년~3년 미만이 58명(24%), 3년~6년 미만이 51명(21.1%), 6년~9년 미만이

24명(9.9%), 9년~12년 미만이 21명(8.7%), 마지막으로 12년 이상이 44명

(18.2%)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의 경기장 방문횟수는 1~2회가 81명

(33.5%), 3~4회가 61명(25.2%), 5~6회가 38명(15.7%), 7~8회가 15명

(6.2%), 9~10회가 15명(6.2%), 마지막으로 11회 이상이 32명(13.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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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50 62

여자 92 38

연령대

10대 72 29.8

20대 88 36.4

30대 32 13.2

40대 27 11.2

50대 21 8.7

60대 이상 2 0.8

최종학력

고졸 이하 81 33.5

대학교 재학 42 17.4

대학교 졸업 83 34.3

대학원 재학 23 9.5

대학원 졸업 13 5.4

종목

야구 110 45.5

축구 69 28.5

배구 35 14.5

농구 10 4.1

기타 18 7.4

응원기간

1년 미만 44 18.2

1년~3년 미만 58 24

3년~6년 미만 51 21.1

6년~9년 미만 24 9.9

9년~12년 미만 21 8.7

12년 이상 44 18.2

방문빈도

1회~2회 81 33.5

3회~4회 61 25.2

5회~6회 38 15.7

7회~8회 15 6.2

9회~10회 15 6.2

11회 이상 32 13.2

합계 242 100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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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에 이용된 구성개념들과 측정 항목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제안된 모형 검정에 앞서 사용된 척도가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는 측정한 다변량 변수 간의 일관된 정도를 말한다. 즉,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

하며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김계수, 2010).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 값은 0에서 1 사이

의 값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계수가 .7 이상일 때 측정 항

목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 산출 결

과, 서비스 실패 심각성 .89,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 .90, 지각된 배신

감 .94, 불평 행동 .91, 전환 행동 .89, 회피 행동 .91, 신뢰 .92, 만족 .91,

몰입 .91로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의 신뢰도 지수는 .8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 분석 결과

는 [표 5-2]와 같다.



- 53 -

구성변수 구성개념
문항

수

Cronbach's 

계수

서비스실패

심각성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정도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불쾌 정도

서비스 실패에 대한 화남 정도

3 .89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

서비스 실패 발생 원인 제공

서비스 실패 발생에 대한 책임

서비스 실패 발생에 대한 잘못

3 .90

지각된

배신감

구단에 속았다는 느낌

구단에 배신당했다는 느낌

구단이 거짓말을 한 듯한 느낌

믿음을 저버렸다는 느낌

4 .94

관계

단절

행동

불평

행동

구단에 불평

구단에 주의 당부

구단에 해결책 요구

3 .91

전환

행동

관계 지속 거부 의사

타 구단과의 관계 형성 고려

타 구단 응원

3 .89

회피

행동

구단과의 거리 유지

경기 방문 꺼림

이전처럼 응원하기 어려움

3 .91

관계

품질

신뢰

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

팬과의 약속 지킨다는 믿음

구단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3 .92

만족

노력하는 모습에 만족

응원할 팀으로 선택함에 만족

구단과 좋은 관계에 만족

대체로 구단과의 관계에 만족

3 .91

몰입

관계유지 중요성

관계유지 노력 의지

관계유지 노력 의사

3 .91

[표 5-2]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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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된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 검

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 탐색적

요인분석과 달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특정 모수의 요인 적재량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어 측정 모

델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높은 적합도 생성을 위해 각 항목의 요인부하량과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

로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기준을 고려해 심각성1, 통제가능성1,

지각된 배신감4, 지각된 배신감6 그리고 불평행동4, 불평행동5, 전환행동

1, 전환행동2, 회피행동3, 회피행동5, 마지막으로 만족1, 만족2, 몰입4, 몰

입5, 신뢰3, 신뢰4를 제거하였다. 이에 따른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

과는 [표 5-3]과 같이 9개 요인의 측정모형과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적합도 지표 값들

에서 모두 기준치인 .9 이상을 초과하였으며, RMSEA 또한 기준치인 .08

이하의 권장수준을 만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수용할만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Byrne, 1998; Byrne, 2001; Hair et al., 2010). 모든 측정 항목

의 요인적재량은 [표 5-4]와 같이 .50 이상으로 .76에서 .95 사이의 값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 TLI CFI RMSEA SRMR

측정

모형
714.30 .000 2.27 .93 .94 .07 .05

[표 5-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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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분석

1) 집중 타당도

집중 타당성은 각 항목의 요인적재량과 평균분산추출량(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기준으로 검토되었다. 측정 항목의 요

인적재량은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50 이상이며, 모든 구성

개념의 AVE값은 .50에서 .61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 값도 .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의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구성

개념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평균

분산

추출

개념

신뢰도

심각성

서비스실패는 나에게 심각한 것이었다 .76

.50 .75서비스실패로 불쾌했다 .90

서비스실패로 화가 났다 .90

통제

가능성

구단은 서비스실패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 .84

.61 .82구단은 서비스실패 발생 책임이 있다 .87

구단은 서비스실패 발생에 잘못이 있다 .89

지각된

배신감

구단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89

.56 .86
구단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94

구단이 거짓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91

구단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87

불평

행동

서비스실패에 대해 불평하였다 .79

.52 .76서비스실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95

서비스실패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했다 .91

전환

행동

구단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89

.50 .71다른 구단과의 관계 형성을 고려해보았다 .80

현재와는 다른 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86

[표 5-4]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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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 타당도

측정 변수 간의 판별 타당성은 두 구성개념 간 각각의 AVE 값과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변수 간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변수 간 상관

이 높은 쌍을 선택해 대표적으로 검증하게 된다(우종필, 2012). 본 연구

에서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만족’과 ‘몰입’ 간 상관관계의 제곱값은

.53이고, ‘만족’의 AVE 값은 .54, ‘몰입’의 AVE 값은 .55으로 두 개념 간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5]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요인들

은 수용할 만한 수준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피

행동

구단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다 .90

.52 .76경기 방문을 피하게 될 것 같았다 .87

구단을 전처럼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 .85

신뢰

구단은 팬에게 최선을 다한다 .90

.52 .76구단은 팬과의 약속을 지킨다 .90

구단은 신뢰할만하다 .87

만족

구단을 응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91

.54 .78구단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89

대체로 구단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93

몰입

구단과의 관계유지는 중요하다 .89

.55 .78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92

관계유지에 모든 노력을 쏟을 만하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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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1 2 3 4 5 6 7 8 9

심각성 1

통제

가능성

.67

***
1

지각된

배신감

.70

***

.68

***
1

불평

행동

.58

***

.52

***

.62

***
1

전환

행동

.33

***

.30

***

.56

***

.47

***
1

회피

행동

.42

***

.38

***

.63

***

.48

***

.71

***
1

신뢰
-.40

***

-.45

***

-.42

***

-.27

***

-.19

***

-.27

***
1

만족
-.25

***

-.31

***

-.35

***

-.18

***

-.38

***

-.42

***

.72

***
1

몰입
-.05

***

-.13

***

-.16

***

-.07

***

-.31

***

-.28

***

.61

***

.73

***
1

***<.001

[표 5-5]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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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분석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지수로 /(3 이하면 수용 가능),

TLI(Tuker-Lewis Index:. 9 이상 바람직), NFI의 단점을 보완한 적합도

로서 모델의 복잡성에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9 이상

바람직),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량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림 5-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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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하면 수용 가능), 측정척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RMR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RMR을 표준화한 수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08 이하면 수용 가능), 에 대한 유의확률인 값(>.05)

등을 이용하였다(김계수, 2010).

[표 5-6]은 전체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나타

낸 것으로 관계품질에 따른 조절 효과를 제외한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구

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275.32, /=1.98, TLI=.96, CFI=.96,

RMSEA=.06, SRMR=.04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는 불일치 정도

로써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은 1.98로 적합도를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합

도 지수인 TLI, CFI 등의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RMSEA도 .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SRMR도 .04로 수용 가능한 수

치를 나타내는 등 기준치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은 대체로 만족스러

운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따른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는 다음의 [표 5-7]

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1로 제시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지각

된 배신감이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냈으며(H1: =.42, <.001), 가설 2

인 서비스 실패의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이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

타냈다(H2: =.43, <.001). 그리고 가설 3인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의 불평 행동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으며(H3-1: =.60, <.001),

전환 행동과의 관계도 유의하였으며(H3-2: =.61, <.001), 회피 행동과

도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다(H3-3: =.68, <.001).

모형   / TLI CFI RMSEA SRMR

연구

모형
275.32 .000 1.98 .96 .96 .06 .04

[표 5-6]

전체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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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각각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

감 사이에서 관계품질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

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군집 분석을 통해 두 개의 관계품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총 242명의 표

본에 대한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군집 분석 결과, 관계품질이 높은 집단

117명, 낮은 집단은 125명으로 분리되었다.

집단 분리 후, 관계품질의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이 설정한 모형에서 서

로 다른 영향 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Free로 하는 ‘자유모형’을 분석

하고 두 번째로 잠재요인 간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한

‘제약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위해 자유모

형과 제약모형 간 자유도에 따른 카이스퀘어 변화량을 조사하였으며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42 .43 .09 4.76 <.001***

서비스실패

통제 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43 .36 .11 3.96 <.001***

지각된 배신감 → 불평 행동 .60 .64 .06 9.82 <.001***

지각된 배신감 → 전환 행동 .61 .57 .07 8.94 <.001***

지각된 배신감 → 회피 행동 .68 .64 .07 10.45 <.001***

***<.001

[표 5-7]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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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 Gerbing, 1988),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의 검정결과는 [표

5-8]과 같다.

먼저, 서비스 실패 심각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H4). 일반적으로, .05의 유의수준에서 자유도가

1일 때의 카이스퀘어 임계치인 3.84보다 자유모형의 카이스퀘어 값의 감

소분이 더 크다면 자유모형을 제약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다(이학식, 김지훈, 2008). 분석 결과, 카이스퀘어 변화량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0.07 < (1)=3.84, =1) 자유모형

의 간명도가 1만큼 떨어짐에도 모형의 적합도가 이를 상쇄할 만큼 좋아

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모형을 제약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에

가설 경로 자유모형 제약모형 Δ 검정

H4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26)=97.16 (27)=97.23

Δ(1)=0.07

>.05 (insig.)

H5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26)=97.68 (27)=97.77

Δ(1)=0.09

>.05 (insig.)

[표 5-8]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검정결과

가설 경로
관계

품질

경로

계수
C.R

표준화

계수


H4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높음 .63 6.62 .60 <.001***

낮음 .66 9.42 .64 <.001***

H5
서비스실패

통제 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높음 .80 7.49 .66 <.001***

낮음 .78 7.34 .64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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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계품질의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

에 대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H5). 그 결과, 카이스퀘어

변화량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0.09 < (1)=3.84,

=1)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는 팬과

구단 간의 관계품질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

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에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관계품질은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팬의 배신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이 팬들의 지각된 배신감,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 통제 가능

성과 지각된 배신감의 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총

7개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5개는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이며, 나머지 2개의 가설은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로 분류되며 전체적인

가설 검증 결과는 [표 5-9]와 같다.

가설 가설의 주요 변수 관계 결과

H1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채택

H2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채택

[표 5-9]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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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의 관계

[ H1 ] :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1에서는 팬이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

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0]과

같이 인지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2, <.001)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높

게 지각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즉, 서비스 실패의 강도가 높을수록 팬이 지각하는 서비스 문제에 대

H3-1 지각된 배신감 → 불평 행동 채택

H3-2 지각된 배신감 → 전환 행동 채택

H3-3 지각된 배신감 → 회피 행동 채택

H4 서비스실패 심각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 조절 효과 기각

H5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 조절 효과 기각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H1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42 .09 4.76 <.001*** 채택

***<.001

[표 5-10]

연구가설 1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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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적·심적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서 팬의 부정적인 감정인 배신감이

가중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성, 시기 등 다양한 서

비스 실패 상황 변수(Hess, 2008) 중에서도 서비스 실패의 강도가 높을

수록 고객이 지각하는 자신의 손실 또한 증가해 고객의 불편한 감정이

가중된다는 Weun 등(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Zeithaml 등

(1993)의 연구에서도 고객이 심각한 서비스 실패라 인지할수록 고객의

인내 영역을 좁게 만들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따라 고객이 지각하는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다는

Brown과 Beltrmnini (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2)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의 관계

[ H2 ] :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2에서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팬이 높게 인

지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1]과 같이 인지된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3, <.001)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컸다고 인지할수록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H2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43 .11 3.96 <.001*** 채택

***<.001

[표 5-11]

연구가설 2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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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은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이성적인 정보 처리자로서 서비스 실패

발생의 이유를 찾게 되고, 저마다 추론된 이유에 따라 서비스 실패상황

에 반응하게 된다(Folkes, 1984), 이때, 팬이 경기장 내 시설 문제 혹은

경기장 좌석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미제공, 구단 상품 종류의 한정 등

의 경우처럼 구단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

을 문제라고 지각할수록 그 실패에 대한 허용범위가 줄어들면서 팬의 부

정적인 감정인 배신감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Swanson과

Kelley (2001)의 연구에서도 고객은 특정 원인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대상이 그 원인을 통제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대상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써 서비스 실패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가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항공사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Folkes (1984)의

연구도 그 지연이 항공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을 때 승객들

이 더욱 큰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 간의 관계

가설3에서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의 지각된 배신감이 클수

록 관계단절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각된 배

신감과 각각의 관계단절 행동의 하위차원인 불평 행동, 전환 행동, 회피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차례로 확인하였다.

[ H3-1 ] :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불평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먼저, 가설3-1에서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배신감을 높게

인지할수록 팬의 불평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2]와 같이 지각된 배신감은 불평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60, <.001) 서비스 실패로 인해 구단에 배신감을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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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수록 팬의 불평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즉, 서비스 실패로 구단에 깊은 배신감을 느낄수록 고통 및 분함의 표

현으로의 불평 행동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구단을 향한 직접적인 불평부

터 주변인 혹은 제3자를 통한 불평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은 불만족을 초래한 원인

이 있는 기업을 향한 불평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Mowen (199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불만족한 고객은 판

매자 혹은 제3자에 불평하는 등의 관계단절 행동을 보인다는 Richins

(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 H3-2 ] :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전환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3-2에서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지각하는

배신감이 클수록 전환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3]과 같이 지각된 배신감은 전환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61, <.001) 팬이 서비스 실패로 인해 구단에 배신감을 크

게 느낄수록 전환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H3-1
지각된

배신감
→

불평

행동
.60 .06 9.82 <.001*** 채택

***<.001

[표 5-12]

연구가설 3-1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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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비스 실패로 구단에 깊은 배신감을 느낄수록 팬의 자발적 결정

에 의한 전환 행동의 증가로 구단은 장기 고객을 잃게 되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팬들로 채워야 하며, 그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이

유에 의해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경험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해 심리적 변수에

의해서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Keavency (1995)의 연구와 부합하

는 결과이다. 더불어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 서비스 제공

자와의 실제적인 관계단절을 불러오는 전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Zeithmal 등(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 H3-3 ] :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배신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회피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3-3에서는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팬이 지각하는

배신감이 클수록 회피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4]와 같이 지각된 배신감은 회피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68, <.001) 서비스 실패로 인해 구단에 배신감을 크게 느

낄수록 팬의 회피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H3-2
지각된

배신감
→

전환

행동
.61 .07 8.94 <.001*** 채택

***<.001

[표 5-13]

연구가설 3-2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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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비스 실패로 팬이 구단에 배신감을 크게 느낄수록 구단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는 회피 행동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팬의 이러한

행동은 구단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나, 구단에 대한 지지 및

관심을 약화해 자신이 응원해오던 구단과는 다른 구단을 선택하도록 이

끌어 결과적으로 충성도 높은 팬을 잃음으로써 구단은 손실을 입게 된

다. 이는 서비스 실패를 겪은 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회피 행동이 표출된다는

Grégoire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배신감 혹은 분노를 느

낀 고객은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

로 구단을 떠나는 간접적인 보복 행동으로써 회피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는 Zourrig 등(2009)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행연구(Baxter, 1983; Hocutt, 1998; Keavency,

1995)와 같이 서비스 실패로 유발된 배신감은 이를 유발한 서비스 제공

자와의 유대 관계를 종료하려는 고객의 불평, 전환, 회피 행동으로 이어

짐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는, 구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팬이

서비스 실패로 인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감정을 쉽게 놓지 못하

게 되어 해당 구단과의 유대 관계를 종료하려는 관계단절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서비스 실패 심각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H3-3
지각된

배신감
→

회피

행동
.68 .07 10.45 <.001*** 채택

***<.001

[표 5-14]

연구가설 3-3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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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 : 관계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4는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로, 관계품질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5]와 같

이 관계품질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단과의 관계품질

이 높은 팬일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해 더 큰 배신

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주목한

여러 연구 중 관계품질이 서비스 실패 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악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모란, 안광호, 2012; Goodman et

al., 1995; Grégoire & Fisher, 2008). Grégoire와 Fisher (2008)는 고객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고객을 특

히 더 당황스럽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과 높은 관계품질을

보이는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신의 감정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감과 애정이 있을 때 야기

되는 감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 경험 시 구단과 끈끈한 유

대 관계를 보이는 팬이 그렇지 못한 팬보다 더 강한 정도의 배신감을 느

가설 경로 Δ 검정
경로계수()

결과
높은 집단 낮은 집단

H4
서비스실패

심각성
→

지각된

배신감
Insignificant

.60

(<.001***)

.64

(<.001***)
기각

***<.001

[표 5-15]

연구가설 4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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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관계품질이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에게

더 큰 손실로 인지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관계품질이

높은 팬일수록 팬이 인지하는 서비스 문제에 대한 손실을 증가시켜 부정

적인 감정인 배신감이 가중되는 관계품질의 악화 효과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 H5 ] : 관계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5는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로, 관계품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5-16]

과 같이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품질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단과의 관계

품질이 높은 팬일수록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크게 인지해

더 큰 배신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5는 기각되었다.

Goodman 등(1995)은 서비스 제공자와 높은 관계품질을 보이는 고객

은 그만큼 서비스 제공자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결과로, 서

가설 경로 Δ 검정
경로계수()

결과
높은 집단 낮은 집단

H5
서비스실패

통제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Insignificant

.66

(<.001***)

.64

(<.001***)
기각

***<.001

[표 5-16]

연구가설 5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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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실패에 대한 불만족은 관계품질이 낮은 고객보다 높은 고객들에 있

어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관계 대상자에 대

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에 둘 때 야기될 수 있는 감정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 실패 경험 시 구단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팬이 그렇지 못한

팬보다 더 강한 정도의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서비

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에 관계품질 수준

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관계품질이 팬의 배신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악화 효과 또한, 가설 4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다.

6) 매개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배신감의 간접효과(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 → 지각된 배신감 → 관계단절 행동)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집단으

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추출을 통해 표

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데

이터를 바탕으로 모수의 분포를 생성시킨 후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우종필, 2012).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추정치의 편향 및 표준오차를

제공하며, 모수의 신뢰구간과 경로의 값 등을 제공한다(우종필, 2012).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서비스 실패

에 대한 심각성이 지각된 배신감을 경유하여 각각의 관계단절 행동인 불

평, 전환, 회피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서비스 실패 심각성 → 불평

행동’ .001, ‘서비스 실패 심각성 → 전환 행동’ .002, ‘서비스 실패 심각성

→ 회피 행동’ .002로 p값이 모두 .05보다 작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을 경유하여

각각의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

성 → 불평 행동’ .004, ‘서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 → 전환 행동’ .004, ‘서

비스 실패 통제 가능성 → 회피 행동’ .005로 값이 모두 .05보다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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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을 팬들

이 높게 인식할수록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단절 행

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

성으로 인한 관계단절 행동 유발에 있어, 지각된 배신감이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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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시 팬이 인지한 심각성, 통

제 가능성이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배신감으로 인한 행

동 반응인 관계단절 행동(불평, 전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고객이 지각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 그리고

지각된 배신감 간 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

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팬의 배신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서비스

실패 상황 변수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서비스 실패의 심각

성과 통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황 변수 모두 팬의 지각된 배신감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실패의 강도가

높을수록 고객이 지각하는 자신의 손실 또한 증가해 고객의 불편한 감정

이 가중된다는 연구들(Brown & Beltrmnini, 1989; Weun et al., 2004;

Zeithaml et al., 1993)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통제 가능성

변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팬이 경기장 내 시설 문제 혹은 경기장 좌석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미제공, 구단 상품 종류의 한정 등의 경우처럼 자

신이 경험한 서비스 실패가 구단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각할수록, 그 실패에 대한 허용범위가 줄어

들면서 팬의 부정적인 감정인 배신감이 가중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 실패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써 서비스 실패가 발생한 경우 서비

스 실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가중된다는 연구들(Folkes, 1984;

Swanson & Kelley, 200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실패의 반복성 혹은 시기 등 여러 서비스 실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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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수 중에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은 실패 발생 후 팬

의 부정적 감정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구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팬의 관계단절 행동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팬의 지각된

배신감은 관계단절 행동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한 각각의 불평, 전환, 회피

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실패

로 유발된 배신의 감정이 클수록 유대 관계를 지속해오던 구단과의 관계

를 단절하려는 팬의 관계단절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들(Richins, 1983;

Zeithmal et al., 1993; Zourrig et al., 2009)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특정 서비스 실패 상황 변수(심각성, 통제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 실패 경험 이후의 팬의 부정적 후속 행동(불평,

전환, 회피)에 있어 배신의 감정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배신

의 감정을 느낀 팬이 해당 구단을 용서하거나 배신감으로부터 이어진 행

동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배신감은 서비

스 실패 경험 후 팬을 관계단절 행동으로 이끄는 강력한 요인임을 밝혀

내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팬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인과

기제에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

스 실패 후 팬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관계품질의 완화 혹은 악화 효과

중 관계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실패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관계품

질 수준이 낮은 팬보다 높은 팬이 더 큰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관

계품질의 악화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관계품질이 구단의 서비스 실

패가 팬에게 더 큰 손실로 인지되지 않음과 동시에 구단을 서비스 실패

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관계품질

의 악화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계품질 수준에 따른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

가능성과 지각된 배신감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는 입증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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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로스포츠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팬의 욕구는 다

양화되고 감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여가활동의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연구가 미진한 프

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스포츠상황에서

의 서비스 관련 연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의 분노,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Bougie

et al., 2003; Zeelenberg & Pieter, 2004), 최근 단순히 고객의 만족과 불

만족에 초점을 맞춘 전략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김모란, 안광호,

2012).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 지각

에 따른 구체적 부정적 감정인 배신감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

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향후 프로스포츠 팬 행

동 분석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이 팬의 배신감 지각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팬들의 배신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서비스 실

패 상황 변수를 밝혀내었다.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과 통제 가능성은 실

패 발생 후 팬의 부정적 감정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는

바 서비스 실패 발생 시 발생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구단의 통제 가능성

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팬들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 팬들의 배신

감 지각의 정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근본적

으로, 구단은 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단 통제하에 있는 여러 경기

외적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로 최소한 심각성, 통제 가능성이라

는 두 상황 변수로 인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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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와 그에 따른 후속 행동 연구에서 이용된

회상적 기법을 사용하였다(McCullough et al., 1998; Singh, 1988; Tax

et al., 1998). 회상기법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서비스 실패 경험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실패 발생 당시의 명확한 상황

과 감정이 설문에 그대로 투영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억 오류

혹은 편향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 실패 상황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사

용한다면 회상기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

구는 관계품질 항목 측정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관계품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성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표본 내에서는 관계

품질 수준이 높은 팬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들 모두가 실제로 높은 관계

품질 수준을 가진 팬은 아닐 수 있으므로 기존에 형성된 강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는 악화 효과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이용한 회상기법의 한계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민감도나 파급력이 악화 효과를 일으킬 만큼의 충분한 부정

적 경험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실제 스포츠상황에 맞는 서비스 실패 상황을 토대로 한 시

나리오 구성을 위해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유형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팬들이 구단에 대한 건의 혹은

불평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전에 종목별 혹은 구단

별 서비스 실패 사례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 빈도가 높은 서비스 실패 유형 혹은 민감도가 높거나 가장 개선되

었으면 하는 서비스 유형 등을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상세한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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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구성이 가능하며, 나아가 구단이 각각의 서비스 실패 유형을 고려한

예방 및 대응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심각성, 통제 가능성이

라는 서비스 실패 상황 변수 이외에 팬들의 부정적 감정을 가중할 수 있

는 서비스 실패의 빈도 혹은 안정성 등 여러 상황 변수를 추가해 연구를

확장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품질은 서비스 실패와 실패 발생 후 고객의 감정 간 관계에

서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관계품질의 조절 효과

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랑이 증오로 뒤바뀌는” 현상인 관계품

질의 악화 효과에 집중하여 구단과 팬 간의 관계품질의 정도에 따라 서

비스 실패가 지각된 배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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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의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가 팬의 지각된 배신감과

관계단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조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걸쳐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해주신 이 설문의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참여자의 개인적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지도교수 : 김유겸

연구자 : 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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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경험하신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관한 문항입

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실패란?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서비스 실수 또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예) 무성의한 팬서비스, 경기장 불청결, 경기장 좌석 유형(응원석, 테이블석

등)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부족, 한정된 구단 상품 종류 등

1. 귀하는 어느 종목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① 야구 ② 축구 ② 배구 ② 농구 ② 기타

Ⅱ. 다음은 평소 귀하가 해당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속 ‘00구단’은 귀하가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구단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이

다

→
매우

그렇다

1. 00구단은 팬에게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2. 00구단은 팬과의 약속을 지킨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3. 00구단은 팬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4. 00구단이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5. 00구단은 신뢰할만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6. 00구단은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7. 00구단을 응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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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경험하신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에 관한 문항입

니다. 서비스 실패 경험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회상하며 다음 문항에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00구단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9. 대체로 00구단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1. 00구단과의 관계유지는 중요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2. 00구단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3. 00구단과의관계유지에내모든노력을쏟을만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4. 00구단에 충성심을 느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5. 영원히 00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이

다

→
매우

그렇다

1.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2.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는 나에게 심각한 것이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3.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로 불쾌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4. 00구단의 서비스 실패로 화가 났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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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통제 가능성에 관한 항목

입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가능성 :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서비스 실패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 정도

3.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경험 당시의 감정에 관한 항목입

니다.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회상하며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이

다

→
매우

그렇다

1. 00구단은 사전에 서비스 실패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2.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3.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책임이 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4. 00구단은 서비스 실패 발생에 잘못이 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이

다

→
매우

그렇다

1. 00구단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2. 00구단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3. 00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4. 00구단이그들의이익만을취하려했다는느낌이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5. 00구단이 나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6. 00구단이 나의 믿음을 악용하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 93 -

4.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서비스 실패 경험 이후, 귀하가 취한 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번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이

다

→
매우

그렇다

1.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0구단에 불평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2.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주의를 당부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3. 서비스 실패에 대해 00구단에 해결책을 찾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4. 주변 사람들에게 00구단에 대해 불평하였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5. 00구단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6. 00구단 경기를 전보다 적게 보러 갔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7. 00구단을대신해새롭게관계를맺을구단을생각해보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8. 00구단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9. 00구단과는 다른 구단과의 관계 형성을 고려해 보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0. 00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을 응원할 것이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1. 00구단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2. 00구단 경기 방문을 피하게 될 것 같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3. 00구단 경기 방문을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4. 00구단을 전처럼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15. 00구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다. ① ② ➂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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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통계적 분류만을 위한

항목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➂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 재학 ➂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는 00구단을 응원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➂ 3년-6년 미만 ④ 6년-9년 미만

⑤ 9년-12년 미만 ➅ 12년 이상

5. 귀하는 1년 동안 경기장 방문을 평균 몇 회 정도 하십니까?

① 1~2회 ② 3~4회 ➂ 5~6회 ④ 7~8회 ⑤ 9~10회 ➅ 1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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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service failure

on the fan’s perceived betrayal

and dissolu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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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impact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service failures on fan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and to observ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in the relationship of

service failure and negative emotion caused by service failure.

Therefore, not only verified the effect of service failure severity and

controllability in a specific service failure contexts on the perceived

betrayal, but also identified the impact of perceived betrayal on

dissolution behaviors(complaint, switching, avoidance) and examined

moderating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service

failure(severity, controllability) and perceived betra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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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study,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target

population was the sports fans who have experienced a domestic

professional sports team’s service failure. Measures for Service

Failure(8 items), Perceived Betrayal(6 items), Dissolution Behavior(15

items), Relationship Quality(15 items) were used after being modifi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se items were originally taken

from De Wulf et al. (2001), Grégoire and Fisher (2006), Hess et al.

(2003). A total of 242 respons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and

analyzed through SPSS 25.0 and AMO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of service

failure and perceived betrayal, both of service failure severity and

controllability had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betrayal. Second, i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betrayal and dissolution behaviors, perceived

betrayal had positive effect on each complaint, switching, avoidance

behavior. Lastly, there is no moderating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failure(severity, controllability) and

perceived betrayal.

This study can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for future study of

spectator sports’ service failures, since it not only attempted a new

approach focused on betrayal, but also verified a process of specific

service failure contexts to betrayal and dissolution behaviors which

are still lack of research in the sports context.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at service failure severity and controllability are the

key variables that determines the degree of negative emotion after

service failure and betrayal is a key motivational force that leads

fans to dissolution behavior as a negative behavioral reaction.

Consequently, it indicates that a thorough pre-management of

various services under the control of the team is required to every

professional sports team as the basic preventative method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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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Keywords : service failure, betrayal, dissolution behavior, relationship

quality, professional sports team

Student Number : 2018-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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