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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특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이  수  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긍

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공정성이론을 이용하여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구매 후 행동으로서 재구매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입장료 

인상 상황을 3가지(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인상 상황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비자 특성(거래 익숙도, 거래 이해도)의 중재역

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성

인 남녀로써, 총 263명을 설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회수된 자료

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ii 

 

였으며 AMO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한 후 연구문제의 검증

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입장료 인상 원인(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장료 인상 원인(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은 경기장 상황, 경기 상황, 구단 상황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고 나타났

다. 

 

 

주요어 : 입장료, 가격공정성 지각, 재구매의도, 소비자특성, 프로스포츠 

학  번 : 201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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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초 국내에 프로스포츠가 소개되면서 스포츠는 기존의 제

조업 관점에서 벗어나 스포츠 그 자체로 스포츠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

지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역시 세계의 경향에 맞춰 전체 산업구조 속에

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였고 2009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간 33조 4,439억 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작은 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

는 전년도의 26조 3,614억 원보다 약 26.9% 증가한 규모이다(문화체

육관광부, 2011). 하지만 스포츠파생시장의 하위산업영역(방송중계권시

장, 스폰서십시장, 라이센싱시장, 선수이적시장, 선수양성시장, 스타선수

시장, 스포츠시설운영시장, 스포츠시설개발시장, 스포츠용품/설비시장, 

스포츠정보시장, 스포츠관광시장, 사업지원서비스시장 등)(강준호, 

2012) 각각에 대한 소비통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

포츠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용품/설비시장으로, 

2007년 전체 스포츠소비의 23.8%나 차지했던 반면,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된 관람료는 연평균 1,000원으로 0.00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관광시장의 시장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 되

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고객을 활용한 시장 확대를 꾀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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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존 고객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과 

시장 세분화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서 공략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이는 모두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연장으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의 관계

를 구축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과정(Kohli et al., 2001)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람스포츠산업의 경우 신규 고객 획득과 기존 고객 유지, 나아가 구단

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

객 행동을 이해하는 고객관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

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무리한 입장료 인상 정책은 

오히려 고객관계관리에 반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프로야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출범 30여년 만

에 년 관중 7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 8개 구단이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약 14.6%인데 반하여 입장객 수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은 

약 10.5%에 그쳤다(한국야구위원회, 2012). 각 구단의 매년 계속되는 

입장료 인상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관람스포츠산업

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하면서도 입장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구매자의 부담

이 늘어 오히려 최근 야구 경기의 흥행 몰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프로야구 입장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단이 입장료를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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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급 관계의 변동

에 따라 가격 또한 등락하게 되는 일반 상품과 달리 프로야구 입장료는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가 경기 입장료로 500원

이라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면서부터 입장료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

다. 또한 2003년 입장권 가격을 자율화한 후부터는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은 한국야구위원회에서 각 구단으로 위임됐고 그때부터 야구팬들은 

급격한 입장료 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독점적 영업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하여 각 구단들은 다양한 이유를 빌미로 입장

료를 꾸준히 인상하였고, 오늘날 프로야구 입장료는 일반석 7,000원부

터 스카이박스의 경우 70만원에 이른다. 이렇듯 무분별한 가격 인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이러한 독점적 영업이익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프로야구 산업의 현실이다.  

이렇듯 프로야구 구단들이 가격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격 전략은 상품전략, 프로모션 전략, 유통 전략 등 다른 

모든 전략과 달리 직접적으로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상

품과 달리 야구 경기의 경우 관중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많이 생산(경

기 수를 늘리고)하고 적게 팔린다고 해서 재고로 쌓아둘 수도 없다. 따

라서 각 구단은 관중이 많으면 가격을 높이고 관중이 적으면 가격을 내

리는 가격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즉 가격 전략은 야구 경기의 수요와 

공급을 중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김화섭, 2004). 

최근 4년 연속 관중 동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

언츠 구단이 2012년 시즌 입장료를 각 좌석에 따라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20%까지 대폭 인상했다(뉴시스). 관중이 증가함에 따라 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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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인상 조치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이었지만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에는 가격 중재에 대한 소비자 태도인 가격공정성(price fairness) 

지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Cox, 2001). 가격공정성을 지각할 때

에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가격이 책정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고려하여 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 소비자간 지

각하게 되는 가격공정성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Bolton, Warlop, & 

Alba, 2003). 이러한 차이는 결국 판매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특정 상품을 소비할 때 가격 면에서 불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불만족, 불평, 교환이나 환불의 요

구, 거래중단, 부정적 구전 등의 구매 후 행동을 하고 이러한 불공정성 

인지는 구매에 부정적인 단서가 되어 재구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Xia, Monroe, & Cox, 2004). 국내 프로스포츠 소비자들은 한없이 인상

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편없는 서비스, 낙후된 

경기장 시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경기 입장

권 구매 자체에 대하여 불만족, 불평, 교환이나 환불의 요구, 거래중단, 

부정적 구전 등 부정적 행동을 취하며 추후 이것이 부정적 단서가 되어 

재관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가격공정성은 가격에 대한 소비

자의 반응(Garbarino & Lee, 2003)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이다(Campbell, 1999a). 그렇다면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각 구단들은 가격 인상을 무조건 최소화해야 하는 것일까.  

기존 연구를 볼 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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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고객만족을 높

이는 것이며(Anderson, 1996), 또 다른 하나는 가격 인상에 대하여 공

정성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Campbell, 1999a). 그리고 소비자의 가

격공정성 지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격 인상의 빈도나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 변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알도록 기업이 협조하여 가

격의 차별이나 변동에 대하여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

격공정성과 관련한 많은 견해 가운데 가격 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

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Kahneman, Knetsch, & Thaler, 

1986b)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인상 상황에 있

어서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고객만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후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프로스포츠 

시장 환경 속에서 경기 입장권 판매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서는 소비자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 변동 요인을 탐색하여 입장

료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높이고 재구

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과 관련하여 구매 

동기, 구매 특성 등과 같이 스포츠 파생 상품의 구매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상황에 있어서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 관련 연구는 부족하였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입

장료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입장료 인상

에 대한 인식을 점검함으로써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을 유도할 연구가 시

도되어야 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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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프로스포츠에 있어 입장권 구매자들의 가격공정성 지각

은 그들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들어 소

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기업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Xia et al., 2004). 특히, 최근에서야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따른 재구매의도에 대한 단편

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마저도 스포츠산업이 아닌 주로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항공업, 그리고 숙박업에서의 가격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구매 후 행동으로서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소비자 특성이 어떠한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

응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격공정성이론을 이용하여 한국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구매 후 행동으로서 재구

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 나아가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소비자 특성(거래 익숙도, 거래 이해도) 요인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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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특성 변수들이 소

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중재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Xia et al. (2004)이 가격공정성 연구에 있어 기업과 소비자간

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아직까지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관계가 가격공정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특성이라는 여

러 중재적 요인들을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관계 발전에 따라 소비

자의 가격공정성이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

은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구매자들을 이해하는 과

정으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단이 발견함으로써, 입장권 재구매와 구단의 장기적 고객 확보 

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구단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적 측면에 기여하

는 것이 이 논문의 실무적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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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가격공정성 

 

가. 가격공정성의 정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변동의 효과는 다른 어떤 마케팅 

믹스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Kotler, 2000). 특

히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

한 가격이 인상되면 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인

하되면 수요는 증대하게 된다. 또한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 역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격공정

성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

로 밝혀져 왔다(Campbell, 1999a). Okun (1981)이 처음으로 공정성의 

개념을 구매자 시장에 적용하였고, Huppertz, Arenson, and Evans 

(1978)은 서비스와 가격의 분야에 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의 연구를 확장하여 가격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연구하였다. 

최근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격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를 

검증하는 연구(Bolton & Alba, 2006; Campbell, 1999b, 2007; 

Gielissen, Dutilh, & Graafland, 2008; Vaidyanathan & Aggar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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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에 따른 구매 후 행동 등 

구매 후 소비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Daskalopoulou & Petrou, 2006; 

Lii & Sy, 2009; Oh, 2003; Xia et al., 2004)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

양한 가격결정 환경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공정성이 어떠한지에 대

하여 검증하고 나아가 판매자의 가격결정 전략에 따라 소비자의 대응 태

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Bolton et al., 2003; 

Choi & Mattile, 2009; Herrmann, Xia, Monroe, & Huber, 2007; 

Homburg, Hoyer, & Koschate,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

게 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 개념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조소현, 

이원제, & 이성근, 2009). Bruce and Oliver (1996)는 가격공정성을 

‘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에 (Ordonez, 

Connolly, & Coughlan, 2000)은 공정성이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는 있

으나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olton et al. (2003)은 

‘가격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합리적이다, 만족스럽다, 정당하다는 소

비자의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Xia et al. (2004)은 공정성을 

‘어떤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처리 과정이나 성과가 이유가 있는지, 받

아들일만한지, 혹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한 것을 바탕

으로 가격공정성을 ‘구매자에게 제시된 가격과 그 가격 설정 과정이 이

유가 있는지, 받아들일만한지, 혹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

하였다. 하지만 조소현 et al. (2009)은 가격공정성이 인지적인 관점뿐

만 아니라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과, 사회적 비교 이론에 근거하

여 공정성이 제시된 가격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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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가격공정성을 ‘구매자가 

제시 받은 가격과 다른 준거점 즉, 다른 구매자, 이전의 구매경험, 혹은 

다른 거래 참가자와의 가격 차이가 이유가 있거나, 받아 들일만 하거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구매자의 인지적인 판단과 그에 관련된 감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가 제시 받은 가격과 이전의 

구매경험과의 가격 차이가 이유가 있거나, 받아 들일만 하거나, 합리적

인지에 대한 구매자의 인지적인 판단과 그에 관련된 감정’이라고 가격

공정성 지각을 정의하고자 한다.  

 

나. 가격공정성에 대한 주요 연구 

 

조소현 et al. (2009)은 소비자가 가격공정성을 지각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Herrmann et al. 

(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제시 받은 가격과 제품의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준거점과의 가격 비교에 따른 가

격의 차이를 통하여 가격공정성을 지각한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가격공

정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혹은 준거거래와 

현재거래 간에 제시된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조소현 et al., 2009).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

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가격공정성에 대한 주요 연구를 살

펴보자. 

Kahneman, Knetsch, and Thaler (1986a)는 조소현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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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공정성 지각을 위한 2가지 요소를 준거거래와의 가격 비교와 판

매자와 소비자의 이익 배분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한 후 본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하여 

준거거래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한다. 또한, 거래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가격공정성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데, 이는 독점적인 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소비자는 특별히 선택을 할 필

요가 없어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소인 판

매자와 소비자의 이익 배분은, 구매 후 소비자는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그 이익이 판매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고려한다. 가격 

인상의 원인이 판매자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소비자의 불공

정성 지각은 낮아지지만, 수익 추구로 인한 것이었다면 소비자의 불공정

성 지각은 높아진다. 즉, 소비자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익 배분을 

중요기준으로 삼고 있다.  

Kahneman et al. (1986a)의 연구 이후 오랜 기간 가격공정성 개념

과 가격불공정성 개념은 단순히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Xia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가격공정성과 불공정성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Xia et al. (2004)는 가격불공정성이 공정성 

개념보다 더 명확(clear)하고 강렬(sharp)하고 구체적(concrete)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가격불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첫

째, 소비자는 가격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비교  거래와 얼마나 유사한지가 불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거래와의 비교에 있어서 가격 이외의 여러 특성이 유사하

다면, 그 유사성이 클수록 소비자는 본인이 지출한 가격의 차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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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크게 느끼고 결국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 둘째, 판매자의 가

격에 대한 정보가 불공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비자가 판매자의 

가격변동 원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가격변동에 대하여 더 불공정하

다고 지각한다. 또한, 가격변동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더라고 그 원인이 

비용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닌 수익 추구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의 과거 구매경험, 즉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불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상품에 대하여 잘 알고, 

판매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변동에 대하여 합

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불공정성을 적게 지

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이 잦은 것이 정당화 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할 경우 소비자는 가격변동에 대하여 덜 불공정하다고 지

각한다. 황희중 (2008)은 이런 상황의 예로 호텔이나 여행사, 항공사 

등이 성수기에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들으며, 이들의 경우 사회

적으로 용인이 되므로 소비자의 불공정이 덜하다고 소개했다. 

Campbell (1999a)은 판매자의 능력과 명성을 다양화한 구매 상황

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는 시나리오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가격 인상 

원인에 대한 소비자의 추론과 판매자의 명성이 가격공정성 지각과 구매 

후 행동으로 미래 쇼핑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로 가격변동 원인에 대한 소비자의 추론과 소비자의 이익은 가격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재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판매자의 명성이 높을 경우 소비자는 가격 인상 원인을 긍

정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따른 재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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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ampbell (2007)은 인적-비인적 수단에 의한 가격정보와 가

격변동이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데, 이를 통하여 인적 수단에 의한 정보가 비인적 수단을 통하여 전달 

받은 정보보다 가격인상에 대하여 더 불공정하게 인지하도록 중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가격 인상의 경우에는 다른 정보 제공 수단이 차단

된 상태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경우 소비자는 가격이 더 공

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lton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준거점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인지한 후의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여 소비자는 정확한 수익-비용 인지

를 가지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 상승에 의한 가격 인상

이 정당하더라도 소비자는 가격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품질차이

에 의한 가격 차별의 경우 가장 공정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밝혀냈다. 

Darke and Dahl (2003)은 가격 할인율을 변동하면서 소비자의 반

응을 살피는 시나리오 실험을 통하여 가격공정성 지각이 거래량 및 만족

도의 관계를 중재하며, 소비자가 가격공정성을 지각할 경우 해당 거래의 

가치가 더 높다고 느낀다는 결과는 도출하였다. 

Xia et al. (2004)은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반응을 개념화함으로써 가격 불공정성이 비

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지적, 감정적 판단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구매 후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의 연구에서는 높은 유

사성을 가진 거래를 비교할수록 가격 불공정성은 더욱 잘 인지되며, 판

매자에 대한 신뢰는 불공정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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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아가 가격 불공정성을 지각한 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발생한 부

정적 감정과 금전적 희생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적 구매 후 행동을 한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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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매의도 

 

가. 재구매의도의 정의 

 

R. L. Oliver (1980)는 일반적으로 만족 경험의 결과로 재구매의도

가 인식되며, 고객 만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긍정

적 태도는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고객의 만족이 구매 후 행동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가 특정제품의 과거 

구매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차 구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소

비자가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이라고 말하였다

(MacKenzie & Lutz, 1989). 백종은 (2006)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서는 고객이 현재 이용 중인 특정 기업의 서비스 및 상품을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재구매의도로 정의하였고, 부

찬희 (2007)의 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

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며, 실제적인 재구매 행동 및 

고객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제품의 과거 구매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차 구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소비자가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을 재구매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재구매의도에 대한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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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에서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소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밝혔다. Bristor (1990)는 이러

한 만족 또는 불만족 요인은 소비자가 지각한 가격과 제공받은 상품 또

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감정이 재구매

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R. L. Oliver (1980)

는 소비자의 만족 지각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증명

하였고, 불만족한 고객의 경우 만족을 지각한 고개보다 재구매 할 가능

성이 적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렇듯 구매 후 소비자가 지각하는 만족 또는 불만족은 구매 이후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시장을 확대함에 있어 신규 고객을 공략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관

점에서, 재구매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과 가격공정성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 전략은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Kotler, 2000). 또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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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보다는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가격 인상 상황에

서는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수용 가능성 및 공정성 지각의 관리가 중요

하다(Bolton & Alba, 2006; Folkes, 1988; Kahneman et al., 1986b; 

Vaidyanathan & Aggarwal, 2003). 하지만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은 단순히 가격이 인상됐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즉, 가격이 공정하다는 

의미는 판매자가 가격 인상을 무조건 최소화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

려 소비자가 가격의 변동이나 인상에 대하여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소비자가 예측 가 

능하게 한다면 소비자의 불공정성 지각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은 내야 일반석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평균 약 15% 정도의 입장료 인상을 진행해왔다. 2012 시즌에는 전년도 

대폭 인상을 시행했던 넥센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의 입장료 동결을 

제외하고 적게는 12.5%, 많게는 50% 정도의 입장료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공정성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입장료 인상 

<표 2-1> 2011-2012 프로야구단 별 입장료 인상률 

구분 구단 명 2011 2012 인상률 

내야 일반석 

입장료(주중) 

기아 타이거즈 8,000 9,000 12.5% 

넥센 히어로즈 10,000 10,000 0.0% 

두산 베어스 8,000 9,000 12.5% 

롯데 자이언츠 8,000 10,000 25.0% 

삼성 라이온즈 8,000 9,000 12.5% 

엘지 트윈스 8,000 9,000 12.5% 

한화 이글스 7,000 8,000 14.3% 

SK 와이번스 10,000 1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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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책정 과정은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귀인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원인을 찾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발생한 원이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지적감정적 반응을 달

라지게 된다(Weiner, 1992). 실제로 가격 인상 시 추론된 원인 및 동기

는 소비자들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mpbell, 1999a; Homburg et al., 2005). 이를 통하여 프로야구 입장

료 인상에 대한 입장권 구매자들의 공정성 지각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인

상하게 된 원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ishe and Mondello (2004)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 간 발

행된 메이저리그(이하 MLB) 구단들의 구단 마케팅 보고서(Team 

Marketing Reports)를 바탕으로 각 구단의 입장료를 비교하여 입장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때 일반 입장권에 대한 가

격과 시즌권에 대한 가격을 구분하여 입장권 구매자의 소비 특성을 고려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MLB 구단들은 일반 

입장권에 대하여 최신 경기장일수록, 선수들의 총 연봉이 높을수록, 연

고지역민이 많을수록, 평균 관중이 많을수록 순으로 많게는 33.69%에서 

적게는 1.2%까지 평균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즌권에 대하여서는 최신 경기장일수록,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수록, 평균 관중이 많을수록, 선수들의 총 연봉이 많을수록 순으로 많게

는 50.7%에서 적게는 0.61%까지 평균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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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장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정성 지각 정도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she and Mondello (2004)의 연구를 바탕

으로 국내의 프로야구에 적용 가능한 입장료 인상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입장권 구매자들의 공정성 지각이 정도를 검증하고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한다. 아래는 각각의 입

장료 인상 원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가.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경기 내용 자체에 주목한 개념으로 

선수 및 팀의 성적, 라이벌전 여부, 승리 가능성, 호감 선수 출전 등에 

의한 입장료 인상을 말한다. 경기 상황은 소비자가 경기 관람을 결정하

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선

수 영입과 전년도 한국시리즈 우승, 타 구단과의 새로운 라이벌 관계 형

성으로 인한 재미 요소 제공, 역대 최다 안타 및 최다 홈런 기록 경신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입장권 구매자들이 경기를 관람

함에 있어 경기장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혼잡성, 청결성과 관련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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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일어나는 입장료 인상을 말한다. 경기장 상

황은 주요 경기 관람 결정 요인으로 접근성은 지리적 혹은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함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O'Sullivan, 1991). 경기장의 지리적 위치, 교통, 주차 시설, 출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리성은 편리한 경기장 이용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적절한 안내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Bitner, 1992; Book, 

Garling, & Lindberg, 1986; Wener, 1985), 경기장 내 화장실, 구내 매

점, 매표소 등의 편리한 이용이 이에 해당한다. 혼잡성은 타인이 자신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의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Eroglu & Machleit, 1990). 혼잡성에는 경기장 내의 효율적인 이동동

선 확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청결성은 경기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청결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좌석 교체에 의한 편리성, 주차 공간 확대와 대

중 교통 증회 운행에 의한 접근성, 화장실 및 구내매점의 공간 확보에 

의한 혼잡성에 대한 정보를 설문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구단이 야구단

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기장 임대료, 팬 사은품 행사, 경기 전 

이벤트, 기타 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전반적인 구단 운영비 인상에 의한 입장료 인상을 의미한다.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구단이 관중 몰이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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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비용 및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 임대료 인상, 경기 침체로 인한 구

단 운영비 조달 등의 원인으로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정보를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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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연구 모형 및 가설 도출 

 

한국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

황)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가설 1-1, 1-2, 1-3)이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비자 특성(거래 익숙도, 거래 이해도)에 따라 재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의 

중재효과(가설 2-1, 2-2, 3-1, 3-2, 4-1, 4-2)와 입장료 인상 자체

에 대한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의 중재

효과(가설 5-1, 5-2)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를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각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과 소비자의 재구매의

도에 관한 가설 

 

H1-1 :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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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인상 원인 별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 

 

많은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의 경기관람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Borland & 

MacDonald, 2003; Boyd & Boyd, 1998; Kahane & Shmanske, 1997; 

Matheson, 2006; Morse, Shapiro, McEvoy, & Rascher, 2008). 또한 

각자의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가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를 관람하

기로 결정하는 것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장

권을 구매하기까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

시하였다. 이렇게 밝혀진 주요 경기관람결정요인들은 실제로 Qcue 또는 

Digonex와 같이 경기 입장료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수용되어 

입장료를 책정하는데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Migala (2004)와 Reese and Mittelstaedt (2001)은 각각

의 연구를 통하여 구단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는 팬의 경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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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도가 아닌 구단의 수익 요구(Revenue Needs)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좌석 구분(Seat Location)이 

유일하게 가격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좌

석 구분에 의해 좋은 좌석의 입장료가 그렇지 못한 좌석의 입장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하여 입장권 구매자들은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Kahneman et al., 1986a, 1986b). 

실제로 소비자는 가격의 공정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가격이 공정

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Kahneman et al., 1986a, 1986b). 

또 나아가 Campbell (1999a)은 인지된 가격불공정성은 소비자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불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인지된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증가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좌석 구분뿐만 아니라 

입장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가격공정성

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나.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에 관한 가설 

 

H2-1, 3-1, 4-1 : 입장료 인상 원인(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

황)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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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거래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H2-2, 3-2, 4-2 : 입장료 인상 원인(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

황)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은 거래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림 2> 인상 원인 별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소비자 특성) 

 

입장권 구매자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장료 인상 상

황에 대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특성이 어떠한 중재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특성은 거래 익숙도와 거래 이해도의 하위 요소

로 구성하였다. 거래 익숙도는 일시적 거래보다 거래의 지속성을 의미하

는 거래 빈도와 보다 장기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거래 기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거래 이해도는 소비자가 평소 입장료 책정에 대하여 얼마

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료 책정 이해도와 입장료 인상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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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의 인상 원인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가 지각한 정도인 구단의 원인 

설명 인지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거래 빈도는 거래 기간과 비교하여 거래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일시적 거래보다 거래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지속성은 거래관

계가 안정적이며 정기적인지 여부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거래경험이 많

다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친밀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만, 거래 빈도는 다른 거래 관련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사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황희중, 2008). 이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어서 소비자가 굳이 

다른 판매자를 찾아 나설 필요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Dyer & Chu, 2000, 2003).  

즉 프로스포츠 입장권 거래 상황에 있어 거래 빈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하여 여러 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빈도가 적

은 소비자에 비해 가격 인상에 대하여 비교적 익숙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Binmore (2006)는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감사와 협상을 경험함으로써 구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힌바 있는데, 입장료 인상 상황에 대하여 높은 가격공정성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경우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구단에 대한 감사와 협상

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구단에 대한 익숙도를 더욱 높여 긍정적인 

구매 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을 검증하기 위

하여 거래 익숙도 중 거래 빈도를 월 평균 프로야구 입장권 구매 횟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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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위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불

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장기적인 이익을 공유하

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Dyer & Chu, 2000, 2003). 또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간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Dyer & Chu, 2000, 2003; 

Xia et al., 2004). 즉,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Xia et al., 2004) 재구매의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 기간이 길수록 거래에 대한 평가를 자주함으로써 

이전의 거래가 다음 거래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황희중, 2008). 또한 거래 기간이 길수록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판매자

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Xia et al., 2004). 판

매자에 대한 이러한 신뢰의 형성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하여 재구매의도

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을 검증하기 위

하여 거래 익숙도 중 거래 기간을 프로야구 입장권을 처음 구매한 시점

부터의 년도 수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특성 중 거래 이해도는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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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높으면서 입장료 책정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입장료 책정에 대하여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다 합리적인 가격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입장료 책

정에 대하여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높더라도, 이는 가격 민감도, 준거 가격, 경쟁자 가격, 점포 이미

지, 점포 유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공정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입장료 책정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입장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통해 순수하게 가격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가격공정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 중 거래 이해도의 중재역할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입장료 책정 이해도를 소비자가 평소 프로야구 입장

료 책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 정도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래 이해도의 구단 원인 설명 인지도의 경우 다음과 같

은 까닭에 가설로 도출하게 되었다. 가격 인상의 원인에 대하여 판매자

가 상세히 설명해준다면,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의 손실이 판매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Xia et al. (2004)의 

비용 상승-수익추구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Bolton et al. (2003)은 가

격 인상의 원인 정보에 대하여 기업이 충분히 설명해 줄 경우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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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격 불공정성에 대하여 덜 인지하게 되고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격의 인상 원인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 소식을 접

하게 어 부정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입장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지각했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인지하여 긍정적 구매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입장료 인상 원인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가 제공되었을 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발

생하여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래 이해도 중 구단의 원인 설명 인지도를 소비자가 평소 프로

야구 입장료 인상에 대한 구단의 원인 설명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인지하

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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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과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37명의 입장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경

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재구매의도, 경기장 상황

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재구매의도, 구단 상황에 의한 입

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재구매의도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

격공정성의 경우 6문항, 재구매의도의 경우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입장권 구매자들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 익

숙도와 거래 이해도에 관련한 4문항을 추가적으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입장권 구매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력, 

수입, 경기관람결정요인의 4문항을 추가하였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포츠경영 박사 및 박사

과정생의 전문가 회의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문항들의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국내 최대의 

관람스포츠산업인 한국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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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써, 총 263명을 설문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야구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것과 인터넷

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작성된 설문지를 합하여 총263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263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답변이 된 설문

지 26부를 제외한 후, 총 237부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

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입장권 구매자의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각 변인은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6

<표 4-1> 설문지 구성 내용 

설문 문항 및 요인 문항 수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가격공정성 6 

재구매의도 3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

료 인상 

가격공정성 6 

재구매의도 3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가격공정성 6 

재구매의도 3 

소비자 특성 
거래 익숙도 2 

거래 이해도 2 

인구통계학적 변인 4 

총 문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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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 3문항, 경기장 상황

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6문항,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 3문항,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

성 6문항,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 3문항, 소비자 

특성 4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4문항으로 총 35문항을 측정하였으며, 

가격공정성 및 재구매의도에 관한 설문 문항은 비율척도로서 측정의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입장료 인상 원인에 대한 자극은 신문 기사 형식으로 제작되었

다. 프로야구 입장료 인상 원인은 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에 

<표 4-2> 실험 자극 

입장료 

인상 

원인 

공통 
한국 프로야구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 구장의 올해 평균 입

장료를 작년 대비 약 1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상

황 

○○구단 관계자는 “작년 ○○구단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어냈다. 또한 구단과 새로운 라이벌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 요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

고 있다. 특히, ○○구단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의 역대 최다 안

타 및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며 팬들에게 양질의 경기를 제공했

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언급했다. 

경기장 

상황 

○○구단 관계자는 “올해 홈 구장의 경우 낡은 좌석을 교체했을 뿐 

아니라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경기가 

있는 시간대의 경우 대중 교통을 증회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장

의 화장실 및 구내매점의 공간을 확대하여 팬들이 기존에 느끼던 편

리성과 혼잡성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했다.”라고 언급했다. 

구단 상

황 

○○구단 관계자는 “구단이 관중몰이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의 

마케팅 비용 및 지자체 소유인 구장 임대료가 적지 않아 매년 적자

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구단 운영비 또한 부

족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은 구단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결정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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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인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인상 정도는 프로야구 8개 구단의 내야 

일반석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상 정도의 평균인 약 15% 정도의 인상

을 제시하였다. 위 <표 4-2>는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라 제공된 실험 

자극이다. 

구매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Darke and 

Dahl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개 항목(공정하다, 의심스럽다, 정당

하다, 정직하다, 불공정하다,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다)을 이용하였다. 이

때 설문 참여자의 불성실한 응답을 가려내기 위한 추가된 ‘의심스럽다, 

불공정하다,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다’ 3개 문항에 대해서는 자료 코딩 

단계에서 역코딩을 수행하였다. 가격공정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용된 6개 항목의 신뢰도는 α=.919로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매의도는 입장료 인상 이후 해당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표 4-3> 측정 도구 

측정 항목 측정 문항 출처 
Cronbach’s 

α 

가격공정성 

입장료 인상은 공정하다. 

Darke and Dahl 

(2003) 
.919 

입장료 인상은 의심스럽다.* 

입장료 인상은 정당하다. 

입장료 인상은 정직하다. 

입장료 인상은 불공정하다.* 

입장료 인상은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

다.* 

재구매의도 

입장권을 구매할 것이다. Stafford, Stafford, 

and Chowdhury 

(1996) 

.904 입장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입장권을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 Reverse Coding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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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Stafford, Stafford, and Chowdhury (1996)가 개발하여 사용

한 3개 문항(구매할 것이다,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구매할 것이

다)을 이용하였다. 재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된 3개 항목의 신

뢰도는 α=.904로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응답 내용 중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 자료를 SPSS 

Statistic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과 SPSS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기법은 아래 <표 4-4>와 

같다.  

 

설문에 사용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α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표 4-4> 자료 분석 방법 

구분 분석 내용 분석 기법 

설문지 분석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타당도 분석 
전문가 회의 

확인적 요인분석 

가설 검증 
H1 

H2-H4 

다중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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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가설1의 검증은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의 검증

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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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력, 수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85명(78.1%), 여자 52명(21.9%)으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변인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85 78.1 

여자 52 21.9 

합계 237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9 3.8 

대학교 재학 160 67.5 

대학교 졸업 53 22.4 

대학원 재학 11 4.6 

대학원 졸업 4 1.7 

합계 237 100 

수입 

100만원 미만 161 67.9 

100만원~200만원 미만 35 14.9 

200만원~300만원 미만 29 12.2 

300만원~400만원 미만 2 0.8 

400만원 이상 10 4.2 

합계 237 100 

경기 관람 결정 요인 

경기 상황 168 70.9 

경기장 상황 58 24.5 

구단 상황 11 4.6 

합계 2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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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대학교 재학 160명(67.5%), 대학교 졸업 53명(22.4%), 대학원 

재학 11명(4.6%), 고등학교 졸업 9명(3.8%), 대학원 졸업 4명(1.7%)

으로 대학교 재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100만원 미

만 161명(67.9%), 100만원~200만원 미만 35명(14.9%), 200만원

~300만원 미만 29명(12.2%), 400만원 이상 10명(4.2%), 300만원

~400만원 미만 2명(0.8%)으로 100만원 미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경기 관람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 상

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168명(70.9%), 경기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응

답이 58명(24.5%), 구단 상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11명(4.6%)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가.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2>와 같

다.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α의 값이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분

야의 경우 0.6,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0.8,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 이

상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Nunnally, 1978). 

따라서 아래의 <표 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ronbach’s 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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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경기장 상황에 의한 

<표 5-2> 설문 문항 신뢰도 

측정 항목 측정 문항 
항목이 제거된 

Cronbach’s α 
Cronbach’s α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경기 상황 공정성 1 .904 

.921 

경기 상황 공정성 2 .908 

경기 상황 공정성3 .909 

경기 상황 공정성 4 .906 

경기 상황 공정성 5 .905 

경기 상황 공정성 6 .907 

경기장 상황에 의

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경기장 상황 공정성 1 .925 

.935 

경기장 상황 공정성 2 .923 

경기장 상황 공정성3 .924 

경기장 상황 공정성 4 .924 

경기장 상황 공정성 5 .921 

경기장 상황 공정성 6 .924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구단 상황 공정성 1 .889 

.904 

구단 상황 공정성 2 .888 

구단 상황 공정성3 .886 

구단 상황 공정성 4 .889 

구단 상황 공정성 5 .882 

구단 상황 공정성 6 .886 

재구매의도 

경기 상황 재구매의도1 .895 

.904 

경기 상황 재구매의도2 .897 

경기 상황 재구매의도3 .892 

경기장 상황 재구매의도1 .887 

경기장 상황 재구매의도2 .892 

경기장 상황 재구매의도3 .888 

구단 상황 재구매의도1 .891 

구단 상황 재구매의도2 .902 

구단 상황 재구매의도3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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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

성, 재구매의도의 항목들이 각각 0.921, 0.935, 0.904, 0.904로  나타나 

본 설문 문항이 입장권 구매자의 각각의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과 

재구매의도를 비교적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타당도 검사 

 

각 변인들의 설문 문항들에 대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는 

스포츠경영 박사 및 박사과정 생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검증하

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요인들의 상관행렬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요인분석 결과 

각 변인의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표 5-3>과 같이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을 측정하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0.50에서 0.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0.12에서 0.4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측정변인들

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75에서 0.87로 나타나 수렴타

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 요인들의 각각의 하위 요인 상관계수(factor correlation)가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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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62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격공정성 

지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50.112(df=132, p<.001), χ

2/df=4.925, SRMR=0.043, RMSEA=0.129, CFI=0.949로 나타나 

RMSEA를 제외하면 Hu and Bentler (1999)가 제시한 기준에 어느 정

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비교적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3> 가격공정성 지각의 확인적 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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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인상 원인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의 신뢰도 및 

내용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앞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설문문항들은 입장권 구매자들에게 각 인상 원인에 따

른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측정하는데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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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가격공정성 하위요소의 상관행렬표 

 경기1 경기2 경기3 경기4 경기5 경기6 경기장1 경기장2 경기장3 경기장4 경기장5 경기장6 구단1 구단2 구단3 구단4 구단5 구단6 

경기1 1.000  
 

               

경기2 .657 1.000                

경기3 .756 .564 1.000                

경기4 .760 .592 .728 1.000               

경기5 .608 .720 .579 .666 1.000              

경기6 .599 .727 .609 .601 .772 1.000             

경기장1 .381 .328 .370 .343 .303 .329 1.000            

경기장2 .244 .291 .261 .250 .281 .302 .723 1.000           

경기장3 .257 .234 .353 .341 .254 .285 .734 .647 1.000          

경기장4 .327 .280 .402 .440 .369 .344 .729 .678 .763 1.000         

경기장5 .181 .251 .301 .294 .315 .338 .676 .759 .721 .699 1.000        

경기장6 .214 .292 .356 .283 .353 .382 .654 .756 .684 .670 .779 1.000       

구단1 .371 .262 .250 .286 .271 .223 .276 .247 .165 .266 .180 .223 1.000      

구단2 .142 .296 .124 .156 .241 .183 .190 .302 .155 .261 .214 .247 .564 1.000     

구단3 .294 .239 .336 .319 .256 .256 .295 .366 .322 .401 .333 .391 .730 .537 1.000    

구단4 .333 .257 .336 .362 .293 .309 .212 .256 .257 .359 .282 .256 .723 .499 .703 1.000   

구단5 .187 .264 .187 .254 .234 .279 .170 .255 .233 .281 .296 .286 .509 .741 .551 .559 1.000  

구단6 .149 .247 .203 .214 .289 .305 .218 .322 .258 .303 .344 .368 .492 .663 .570 .53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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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재구매의도 요인분석 결과 

각 변인의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5-4>과 같이 경기 상

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를 측정하

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0.68에서 0.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며, 다른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0.25에서 0.5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 4>와 같이 측정

변인들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78에서 0.95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인상 원인에 따른 재구매

의도 요인들의 각각의 하위 요인 상관계수(factor correlation)가 0.46

에서 0.65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재구매의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07.631(df=24, p<.001), χ2/df=4.485, 

SRMR=0.058, RMSEA=0.122, CFI=0.951로 나타나 RMSEA를 제외

하면 Hu and Bentler (1999)가 제시한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표 5-4> 재구매의도 하위요소의 상관행렬표 

 경기1 경기2 경기3 경기장1 경기장2 경기장3 구단1 구단2 구단3 

경기1 1.000         

경기2 .721 1.000        

경기3 .766 .686 1.000       

경기장1 .538 .447 .553 1.000      

경기장2 .474 .523 .501 .741 1.000     

경기장3 .475 .456 .555 .852 .720 1.000    

구단1 .402 .320 .428 .555 .415 .499 1.000   

구단2 .255 .293 .260 .353 .413 .356 .746 1.000  

구단3 .337 .317 .401 .497 .399 .538 .863 .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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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 비교적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각각의 인상 원인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재구매의도의 신뢰도 및 

내용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앞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설문문항들은 입장권 구매자들에게 각 인상 원인에 따

른 재구매의도 정도를 측정하는데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것으

로 판단하였다. 

 

 

<그림 4> 재구매의도의 확인적 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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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및 해석 

 

가.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과 소비자의 재구매의

도에 관한 가설 

H1-1 :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3개의 가설은 채택된다.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

하는 가격공정성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1, 1-2, 1-3의 검정 결과 아래 <표 5-5>와 같이 나타났다. 경기 상황

<표 5-5>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재구매의도 

상수 .202 - 4.197 .000  

경기 상황 

가격공정성 
.041 .243 5.027 <.001** .775 

경기장 상황 

가격공정성 
.045 .522 10.735 <.001** .768 

구단 상황 

가격공정성 
.046 .184 3.887 <.001** .807 

R=.760, R2=.577, 수정된 R2=.571, 

F=105.889, p=.001, Durbin-Watson=2.124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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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

이 5.027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

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0.735로 

가설 1-2가 채택되었으며,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

성 역시 t값이 3.887로 가설 1-3도 채택되었다. 즉, 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모두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105.88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577로 57.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

Watson은 그 수치가 0 또는 4와 가까울 경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함을 나타내고 그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본 검증의 경우 2.12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인 베타(β)값의 절대

치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의 재구매의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

정성(β=.522)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

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

성(β=.243)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구

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β=.184)이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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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에 관한 가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1에는 독립변수, 모형2에는 독립

변수, 중재변수, 모형3에는 독립변수, 중재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X중

재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재효과 분석의 모형1, 모

형2, 모형3 과정에서 마지막 모형3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X중재변수)

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2)이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면 중재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H2.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에 관한 가설 

 

H2-1 :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6>을 보면, R2이 모형1은 27.9%, 모형

2는 72.0%, 모형3은 72.8%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0.8% 증가

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F변화량은 0.009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p<0.05)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

래 익숙도는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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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경기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익숙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279 .276 .279 91.130 1 235 <.001** 

2 .720 .718 .441 368.532 1 234 <.001** 

3 .728 .725 .008 6.962 1 233 .009** 

*p<0.05, **p<0.01 

 

 
<그림 5> 경기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익숙도의 상호작용효과 

 

H2-2 :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7>을 보면, R2이 모형1은 27.9%, 모형

2는 80.0%, 모형3은 81.4%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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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F변화량은 유의수준(p<0.05) 하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

래 이해도는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자의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7> 경기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이해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279 .276 .279 91.130 1 235 <.001** 

2 .800 .798 .520 607.270 1 234 <.001** 

3 .814 .811 .014 17.794 1 233 <.001** 

*p<0.05, **p<0.01 

 

 

<그림 6> 경기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이해도의 상호작용효과 

 

H3.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에 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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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

대될 것이다.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8>를 보면, R2이 모형1은 48.0%, 모형

2는 77.5%, 모형3은 79.9%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2.6% 증가

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변화량은 유의수준(p<0.05)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익숙도는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자의 재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경기장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익숙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480 .478 .480 217.048 1 235 <.001** 

2 .775 .773 .295 306.998 1 234 <.001** 

3 .799 .796 .024 27.365 1 233 <.0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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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장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익숙도의 상호작용효과 

 

H3-2 :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

대될 것이다.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9>를 보면, R2이 모형1은 48.0%, 모

형2는 83.1%, 모형3은 86.2%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3.1%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변화량은 유의수준(p<0.05) 하

<표 5-9> 경기장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이해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480 .478 .480 217.048 1 235 <.001** 

2 .831 .829 .351 485.405 1 234 <.001** 

3 .862 .860 .031 51.684 1 233 <.0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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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이해도는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자

의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경기장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이해도의 상호작용효과 

 

H4.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의 중재역할에 관한 가설 

 

H4-1 :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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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단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익숙도의 상호작용효과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10>을 보면, R2이 모형1은 22.0%, 모

형2는 72.4%, 모형3은 73.2%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0.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F변화량은 유의수준(p<0.05)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거래 익숙도는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

자의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0> 구단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익숙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220 .217 .220 66.380 1 235 <.001** 

2 .724 .722 .504 427.929 1 234 <.001** 

3 .732 .729 .008 6.766 1 233 .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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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2 :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다. 

 

위 가설은 채택된다. <표 5-11>을 보면, R2이 모형1은 22.0%, 모

형2는 79.9%, 모형3은 80.9%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1.0%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3단계인 모형3의 F변화량은 유의수준(p<0.05)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거래 이해도는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과 소비

자의 재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구단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재구매의도(거래 이해도) 

모형 R 제곱 
수정된 

R 제곱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F 변화량 

1 .220 .217 .220 66.380 1 235 <.001** 

2 .799 .797 .578 672.409 1 234 <.001** 

3 .809 .807 .010 13.111 1 233 <.0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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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단 상황 가격공정성 지각과 거래 이해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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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관람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프로스포

츠 입장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격공정성 이론을 이용

하여 한국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장료 인상 상황에 따른 입장

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구매 후 행동으로서 재구매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나아가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비

자 특성(거래 익숙도, 거래 이해도) 요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소비자의 가격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낮은 가격공정성 지각이 구매

의사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Kahneman et al., 1986a, 1986b), 인지된 

가격불공정성이 소비자의 저항으로 나타나 판매자와의 거래 중단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연구 (Campbell, 1999a)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제

공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가 재구매와 직접적인 인과관

계가 있다는 연구(Bristor, 1990), 소비자의 만족 지각이 구매 후 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Oliver & Swan, 1989a, 1989b) 등이 진행 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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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1-1, 가설1-2, 가설1-3

은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가 지각하

는 가격공정성은 재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던 

가설1-1, 1-2, 1-3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Campbell (1999a)이 밝

힌 가격변동 원인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 것과, Xia et al. (2004)이 밝힌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지각

한 소비자는 부정적 감정과 금전적 희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적 구매 

후 행동, 즉 재구매와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따르는 것으

로, 가격인상원인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 상황, 경기장 상황, 구단 상황에 따른 입장료 인상에 대

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경우, 경기장 상황, 경기 상황, 구단 상황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놓인 구매 상황을 설명

하기 위하여 소비자 특성 중재요인인 거래 익숙도(거래 빈도, 거래 기

간)와 거래 이해도(입장료 책정 이해도, 구단 원인 설명 인지도)를 검토

하였다. 

가설2-1, 3-1, 4-1은 각각의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입장료 인

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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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특성 중 거래 익숙도가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거래 

빈도와 거래 기간으로 이루어진 거래 익숙도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이 확인되어 가

설2-1, 3-1, 4-1은 모두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특성 중 입장료 책정 이해도와 구단 원인 설명 

인지도로 구성된 거래 이해도 역시 가설2-2, 3-2, 4-2를 통하여 입장

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인상 원인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거래 익숙도와 거래 이해도

는 모두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여 거래 익숙

도와 거래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을 알 수 있었다. 

 

2. 실무적 시사점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에 따른 소비

자들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입장권 구매자들을 이해하고, 입장료 인상에 

대한 호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구단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가지 상황(경기, 경기장, 구단)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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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3가

지 상황 모두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가격이 공정하다고 판단될수록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인 높은 재구매의도를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가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함에 있어 가격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 재구매

로 이어지지 않고 프로스포츠 관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활동 등 여러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스포

츠 구단들이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할 필요성을 감지할 때, 입장료 인상 

원인이 경기, 경기장, 구단 상황 등 구분 없이 어떤 것이든 간에 소비자

들이 가격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입장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인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입장료 인상의 원인으로 제시된 3가지 상황, 경기 상황, 경기

장 상황, 마지막으로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시 가격공정성 지각

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경기장 상황, 경기 상황, 구단 

상황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입장료를 

인상함에 있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를 최대한 높게 지각시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경기장 상황에 의한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입

장료 인상이 불가피할 때,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이나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보다 경기장 상황으로 인하여 입장료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가격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면 다른 상황에 비하여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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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 익숙도를 거래 빈도와 거래 기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래 빈도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와 특정 프로스포츠 구단간

에 친밀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다른 대안 활동, 예

를 들어 경기 관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여가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거래 빈도가 많은 소비자

가 가격에 대하여 높은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는 경우, 거래관계에 있어

서 구단과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어 

이러한 만족스러운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인 재구

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거래 기간이 긴 소비자의 경우 장

기간 거래에 의한 구단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변

동인 입장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 시킴과 동시에 입장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재구매의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높임으로써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거래 익숙도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넷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 이해도를 입장료 책정 이해도와 구단의 원인 설명 인지

도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격 인상 원인에 대하여 구단의 설

명이 충분하다면,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의 손실이 구단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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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소

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긍정적 구매 후 

행동인 재구매로 이어진다. 또한 입장료 책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

비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소비자보다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갖추었을 가

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은 입장료 책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

탕으로 가격공정성을 지각하게 된 경우 본인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인지

하여 재구매로 이어진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구단은 소비자들이 입장료 

책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면,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가격공정성 지

각 정도를 높임과 동시에 재구매로 이어지게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제한점 및 이를 반영한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야구 8개 구단의 내야 일반석 기준으로 최

근 1년간 인상 정도의 평균인 약 15% 정도의 인상 상황을 제시하였다. 

가격 인상 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상 원인에 따라 가격 인상 폭

을 달리 했을 때 나타나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의 관

계를 통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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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단의 가격 인상 원인을 신문기사 형식의 시나리오로 제공하

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며, 피험자에게 불공정한 응

답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

인 방법을 통하여 구단의 가격 인상 상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단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 정도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한 거

래 익숙도와 이해도 이외의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다. 구단의 가격 인상에 대한 가격공정성 지각은 소비자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의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다른 변

인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입장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상황 3가지를 바탕으로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재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구매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가격공정성 지각 이외의 변인들에 대하여 후

속 연구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였고, 소비자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구단의 향후 가격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뿐 아니

라 구단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구단이 

가격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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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특성이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높을

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진다. 즉,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게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영향

력은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 순으로 나타난다. 

둘째,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익숙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 즉, 

거래 빈도가 많고 거래 기간이 긴 소비자일수록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

매의도의 정적인 관계가 강화된다. 

셋째, 프로스포츠 입장료 인상 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이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래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증대된다. 즉, 

입장료 책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단의 입장료 인상 원인에 대한 설

명을 많이 인지한 소비자일수록 가격공정성 지각과 재구매의도의 정적인 

관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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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전공 강준호 교수님의 지도하에 한국프로스포츠 입

장료 인상 원인에 따른 가격공정성 지각 및 재구매의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

행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

에 답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강준호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수지 

  연락처: 010-8776-7999 

   이메일: nnarru.sj@gmail.com 

 

  귀하의 입장권 구매 특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프로야구 입장권 거래 빈도는?(월 평균) 

 ○1  1~2회   ○2  3~5회   ○3  5회 이상 
 

2. 귀하의 프로야구 입장권 거래 기간은?(처음 구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몇 년) 

 ○1  1~3년   ○2  4~6년   ○3  7년 이상 
 

3. 귀하는 평소 프로야구 입장료 책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 ○2  ---------- ○3  ---------- ○4  ---------- ○5  

전혀 모른다  보통이다 매우 잘 안다 
 

4. 귀하는 평소 프로야구 입장료 인상에 대한 구단의 원인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1  ---------- ○2  ---------- ○3  ---------- ○4  ---------- ○5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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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홈 구장의 올해 평균 입장료를 작년 대비 약 1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작년 ○○구단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어냈

다. 또한 구단과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 요소를 제공했다

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구단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의 역대 최다 안타 및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며 팬들에게 양질의 경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새롭게 영입된 선수

들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가격 공정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

도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공정하다. ○1  ○2  ○3  ○4  ○5  ○6  ○7  

2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3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당하다. ○1  ○2  ○3  ○4  ○5  ○6  ○7  

4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직하다. ○1  ○2  ○3  ○4  ○5  ○6  ○7  

5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불공정하다. ○1  ○2  ○3  ○4  ○5  ○6  ○7  

6 경기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다. ○1  ○2  ○3  ○4  ○5  ○6  ○7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구매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

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경기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2 
경기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6  ○7  

3 
경기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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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홈 구장의 올해 평균 입장료를 작년 대비 약 1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올해 홈 구장의 경우 낡은 좌석을 교체했을 뿐 아니라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경기가 있는 시간대의 경우 대중 교통을 증회 운행하기로 했다. 또

한 경기장의 화장실 및 구내매점의 공간을 확대하여 팬들이 기존에 느끼던 편리성과 혼잡성에 대

한 불편함을 해소했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가격 공정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

도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공정하다. ○1  ○2  ○3  ○4  ○5  ○6  ○7  

2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3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당하다. ○1  ○2  ○3  ○4  ○5  ○6  ○7  

4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직하다. ○1  ○2  ○3  ○4  ○5  ○6  ○7  

5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불공정하다. ○1  ○2  ○3  ○4  ○5  ○6  ○7  

6 경기장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다. ○1  ○2  ○3  ○4  ○5  ○6  ○7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구매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

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경기장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2 
경기장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6  ○7  

3 
경기장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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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홈 구장의 올해 평균 입장료를 작년 대비 약 1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구단이 관중몰이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의 마케팅 비용 및 지자체 소유

인 구장 임대료가 적지 않아 매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구단 운영

비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은 구단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가격 공정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

도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공정하다. ○1  ○2  ○3  ○4  ○5  ○6  ○7  

2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3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당하다. ○1  ○2  ○3  ○4  ○5  ○6  ○7  

4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정직하다. ○1  ○2  ○3  ○4  ○5  ○6  ○7  

5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불공정하다. ○1  ○2  ○3  ○4  ○5  ○6  ○7  

6 구단 상황에 의한 입장료 인상은 소비자를 갈취하려 한다. ○1  ○2  ○3  ○4  ○5  ○6  ○7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구매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

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구단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2 
구단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6  ○7  

3 
구단 상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입장권을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1  ○2  ○3  ○4  ○5  ○6  ○7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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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B. 귀하의 최종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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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귀하의 월 수입은?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200만원 미만   ○3  200만원~300만원 미만 

○4  300만원~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D. 귀하는 평소 프로야구 입장권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경기 상황(선수 및 팀의 성적, 라이벌전 여부, 승리 가능성, 호감 선수 출전 등) 

○2  경기장 상황(접근성, 편리성, 혼잡성, 청결성 등) 

○3  구단 상황(팬 사은품 행사, 경기 이벤트,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마케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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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rice Fairness Perception 

Increasing Pro-sports Ticket Price on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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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rice 

fairness perception for increasing pro-sports ticket price on 

consumer’s repurchasing intention. Three types of ticket price 

increase situations (match, stadium, office) were prepared.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familiarity of purchase, understanding of purchase) were examined. 

The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263 

samples of Kore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icket holde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s using SPSS 20.0 and AMOS 2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umer’s price fairness perception in all 3 types of ticket 

price increase situations (match, stadium, office) affected 

repurchasing intention. The effect of the situation was in the order 

of stadium, match and offic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familiarity of purchase, understanding of purchase) reinforced the 

influence between price fairness percep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Key Words: Ticket Price, Price Fairness Perception, Repurchase 

Intention, Consumer Characteristic, Professional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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