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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스포츠 팬의 정체성

람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로스포츠 구단의 마 실무자들에게 팬

정체성 강화를 통한 구단의 수익창출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시사 을 제

공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상은 연고이 경험이 없는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들 에서 연고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팬들로 설정하 다.자료

수집은 2013년 7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롯데 자이언츠의 홈 경기장인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실시하 다.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지역 변경 시나

리오 100부, 상징 변경 시나리오 100부,지역 상징 모두 변경 시나리오

100부),이 26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수집된 자료는 SPSS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신뢰도분석,군집분석 혼합분산분석(Mixed

ANOVA)을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연고이 은 팬이 지닌 정체성

수 에 따라 람행동 변화에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연고

이 은 팬이 지닌 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 정체성 람행동 변화에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연고이 은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

유형에 따라 정체성 람행동 변화에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넷째,연고이 유형과(지역 변경, 상징 변경,지역 상징 변경)팬의

정체성 람행동 변화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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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비즈니스 시각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면서 로스포

츠 구단의 연고이 이 경 략의 하나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Mason과

Slack(1997)에 의하면,80년 반부터 연고이 을 경험한 북미 4 로스포츠

리그(NationalFootballLeague,MajorLeagueBaseball,NationalBasketball

Association,NationalHockeyLeague)의 은 12개가 넘었을 정도로 미국 로

스포츠 산업에서의 연고이 은 꾸 히 발생하고 있다(Foster& Hyatt,2007).

최근 들어 국내 로스포츠 산업에서도 구단의 연고이 이 심심치 않게 발

생하고 있으며,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연고이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

째,구단의 비즈니스 략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자발 이 과 둘째,연맹의 권

고 혹은 구단의 매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이 이 그것이다.

먼 구단의 비즈니스 략의 일환으로 발생한 자발 이 을 살펴보면,

1996년 완 지역연고제를 실시한 로축구의 경우 천안 일화 천마( 성남 일

화 천마),LG 치타스( FC서울),부천 SK( 제주 유나이티드 FC)등이 각각

성남,서울,제주로 연고이 을 하 다. 로야구의 경우 1985년 에서 서울로

연고를 이 한 OB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2000년 인천에서 서울로 연고이

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임시 연고지로 수원을 택한 유니콘스(2007년

해체)의 사례가 있었다. 로농구의 경우에는 1997년 출범 이후 지속 으로 립

지역으로 남겨두었던 서울에 2001년 삼성 썬더스와 SK 나이츠를 유치한 사례가

여겨 볼만하며,최근에는 1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구에서 고양으로 연고지를

이 한 동양 오리온스( 고양 오리온스)의 사례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연맹의 권고 혹은 구단의 매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이 을 살펴

보면, 로야구의 경우 구단의 매각으로 주에서 인천으로 이 한 SK와이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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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가 존재한다. 로농구의 경우 구단의 매각에 따라 모비스 피버스,KCC

이지스,KT 소닉붐 등이 각각 울산, 주,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하 다.여자

로농구의 경우에는 총 6개의 로구단 가운데 최 의 연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구단이 우리은행 한새 한 뿐일 정도로 연고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신한

은행 에스버드와 하나외한 여자농구단( 신세계 쿨캣)의 경우 구단의 매각

인수로 인해 연고지를 변경하 고,KB세이버스( KB스타즈)와 삼성생명 비

추미( 삼성생명 블루 스)의 경우 인기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내 이 으로

인해 연고지를 변경하 다. 한 KB스타즈의 경우 로배구 캐피탈의 경기

장 단독 사용 계약으로 인해 천안에서 청주로 이 해갔으며, 호생명 펠리컨(

KDB생명 스)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연고지를 변경하 다.2005년 출범한

로배구의 경우 드림식스 배구단이 2차례 연고이 을 실시하 으나,홈구장의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시 연고 변경 구단의 매각에 의한 이 이었다.반면 여

자 로배구의 경우에는 2009년 흥국생명 핑크 스 이더스가 여자 로배구 역

사상 최 의 정식 연고 계약을 맺었을 정도로 지역 연고가 확고히 정착하지 못

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로스포츠 구단들의 연고이 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

이 있다.첫째,2000년 에 들어서면서 로구단의 연고이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 로스포츠 리그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연고이 은 총 23건으로,이 가운데 구단의 매각 인수에 의한 이 을 제외하

면 모두 17건이다.국내 로스포츠 역사상 총 28건의 연고이 이 발생한 가운데

약 80%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로출범의 역사가 짧은 종목일수록 연고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국내 로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로야구의 경우 1981년 출범 이후

단 2건의 연고이 이(매각 인수에 의한 이 제외)있었다.1983년 출범한

로축구의 경우에는 총 7건의 연고이 이 있었으나,1996년 실시된 3건의 연고이

은(LG치타스,일화 천마,유공 코끼리)지방 축구 활성화 명목으로 연맹의 권

고에 의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로 외 이라 할 수 있다.이 듯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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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로야구와 로축구의 경우 단 2건과 4건의( 회 권고

에 의한 3건의 지방 이 사례 제외)연고이 이 있었을 뿐이나,1997년 출범한

로농구의 경우 남자 7건(매각 인수에 의한 연고이 3건 포함),여자 5건

(매각 인수에 의한 연고이 1건 포함),2005년 출범한 로배구의 경우 남자

2건,여자 3건이었을 정도로 로구단의 연고이 이 비교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셋째,여자 로농구,여자 로배구와 같이 상 으로 인기가 낮은 로스

포츠일수록 연고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1997년 총 6개 으로 출범한 여

자 로농구의 경우 단 한 구단만이 최 의 연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2005년

출범한 여자 로배구의 경우 총 6개 가운데 반이 모두 연고이 을 경험하

다.이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연고이 이 발생한 사례가 단 한차례 밖에 없

는 잉 랜드 로축구 1부 리그(EPL:EnglandPremirLeague)의 경우와 사뭇

조 이라 할 수 있다.

넷째,3 로스포츠인 남자 축구,야구,농구의 경우 2000년 발생한 총

12건의 연고이 가운데 무려 7건이 수도권으로 이 하 다.이러한 추세는 이천

오백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막 한 소비력,보다 나은 경기장 시설,지

자체의 극 유치 노력 지원,팬들의 경기장 근 용이성 등에 의해 발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연고이 이 향후에도 로스포츠 구단의 더 나은 수익창출을 한 안으로

서 지속될 것으로 견(Lewis,2001)되고 있는 가운데 로구단의 연고이 결정

에 한 팬들의 부정 인 반응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2005년 부천 SK가 갑작

스럽게 연고이 을 발표한 이후 부천 SK의 서포터즈인 헤르메스는 붉은악마와

함께 ‘SK연고지 이 반 비상 책 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표 경기 침묵

시 와 연고이 반 퍼포먼스,네거티 랜카드,연고이 반 성명 발표 등

극 인 반 움직임을 펼쳐왔다.비록 그들의 활동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탄생

과 함께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지만,2008년 ‘부천 FC1995'라는 이 창단되면

서 새로운 국면으로 어들게 되었다.부천 FC1995는 부천 SK의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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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창설된 으로,K리그 챌린 스(3부 리그)에서 시작해 2013년 K리그 챌

린지(2부 리그)로 승격하며 명실공이 국내최 팬에 의해 창설된 로 으로서

한국 로스포츠 역사에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 지난 2012년 10월

10일에는 안양시와 안양 FC 시민연 ,안양 FC 서포터즈 연합 등이 력하여

추진해온 안양시민 로축구단(안양 FC)의 창단 지원 조례안이 안양시 임시회

를 통해 승인됨으로써 안양 LG( FC서울)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지 10년여

만에 안양을 연고지로 하는 로축구 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듯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차 증가하면서 기존의 열성 인 팬

들로부터 격렬한 반 에 부딪히거나,남겨진 팬들에 의해 과거의 을 재건해보

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로스포츠 구단의 갑작스런 연고

이 이 팬들의 심리에 미치는 향에 한 학문 근은 제 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기존의 스포츠 소비자 행동 련 연구들은 스포츠 팬과 그들이 좋아하는

사의 계에 한 조명에 편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Funk & James,2001;

Funk& Pastore,2000;Sutton,McDonald,Milne,& Cimperman,1997). 한 스

포츠 팬에 한 연구들은 과 팬 사이의 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정 인 가정을 하고 있으며(Hyatt,2007), 이 실제로 운 되고 있을 때의 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에만 심을 가져왔을 뿐(Lewis,2001), 로구단의 연고이

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 팬 사이의 계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았

다.더욱이 팬과 사이의 부정 계를 단순히 팬이 응원하는 의 라이벌

에 한 부정 인 인식으로만 간주(Kolbe & James,2003;Wann,Culver,

Akanda,Daglar,DeDivitiis& Smith,2005)하는 등 이분법 인 사고로 과 팬

사이의 계를 조명해 왔다.그러나 부천 FC1995,안양 FC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 사라졌으나 에 한 팬들의 심리 애착이 여 히 지속되는

등 기존의 스포츠 소비자 행동 련 연구결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

하고 있다. 한 Hyatt(2007)에 의하면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으로 인해 아

로스포츠 자체에 한 심을 끊은 팬들도 존재함이 밝 졌다.연고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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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필요성은 언 되었으나 이는 연고이 이 단순히 해당 과 지역 차원

에서의 응이 아닌 리그차원에서의 범 한 비과정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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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스포츠 팬의 정체성

(team identification)과 람행동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즉, 로

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스포츠 팬의 정체성 람행동이라는 변인들에

미치는 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팬의 정체성 수 에 따라 람행동

에 다른 향을 미치는가?

둘째,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팬의 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 정체

성 람행동에 다른 향을 미치는가?

셋째,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라 정체성 람행동에 다른 향을 미치는가?

넷째,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유형에 따라 팬의 정체성 람

행동에 다른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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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체성

선행연구에서 정체성은 동일시나 일체성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 되어

왔으며,이들에 한 정의 한 연구자마다 상이하다.Funk와 James(2001)에 의

하면 정체성은 개인이 스포츠 에 하여 인지하는 심리 유 계 혹은

스포츠 을 응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에 기반하며,Furuhata등

(1981)은 정체성을 조직에 한 소속감 혹은 로열티로 정의하 다(Harada&

Matsuoka,1999).Mahony(1995)는 정체성을 스포츠 을 정의하는 특성과 동

일하게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Sutton,McDonal,Milne과

Climperman(1997)은 스포츠조직에 하여 개인이 헌신과 감정 여도를 보이

는 것이라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Sutton, McDonal, Milne과

Climperman(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를 사용한다.

2)지역정체성

지역정체성(regionalidentity)은 지역(region)과 정체성(identity)의 합성어로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동질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 됨의 체

험을 통하여 습득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이라

정의 할 수 있다(임화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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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람행동

람행동은 팬이 자신이 응원하는 의 경기를 람하기 해 다시 경기

장을 찾는 행 로 정의한다.

4) 상징에 한 애착

상징에 한 애착은 연고지역보다는 로구단 자체에 보다 강한 유 를

느끼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충성도(loyalty)를 의미한다(Lewis,2001).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란 구단의 로고,마스코트,색깔,선수 등 로구단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산을 일컫는다.

5) 지역에 한 애착

의 지역에 한 애착은 로구단이 지역의 주요한 자산이라 믿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충성도(loyalty)를 의미한다(Lewis,2001).

6)연고이

연고이 은 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지역 혹은 명칭을 변경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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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 정체성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team identification)은 스포츠조직에 하여 개인이 헌신과 감정

여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Suttonetal.,1997). 정체성은 스포츠 팬의 다

양한 소비행동과 람행동을 측하기 한 요소로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에 그 학문 근거를 두고 있다.

Tajfel과 Turner(1985)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으로,자신

이 구이며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한 것이다(Kwon& Armstrong,

2004).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개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

한 계를 맺으며,공통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의 일부이

다.그 기 때문에 자아(self)는 독립 인 존재로 개념화될 수 있으나 부분 으로

는 여러 자아들이 첩될 수 있다.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네트워크 수만큼 다양

한 사회 정체성을 가지며,각각의 계는 마다 다른 역할을 요구한다.이러

한 역할들을 내면화할 때 비로소 사회 정체성이 형성된다(박유진과 김재휘,

2002;Laverie&Arnette,2000;Stryker&Burke,2000).

Laverie와 Arnette(2000)는 왜 사람들이 다른 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체성과 련된 활동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체성 이론의 목

이라 주장하며,이러한 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체성 특출성(identity

salience)을 들었다.정체성 특출성이란 체 인 자아에서 차지하는 요성의 정

도를 의미한다(Stryker& Burke,2000).정체성 특출성은 유니폼 착용 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과 련된 제품의 사용이나 사회 유 (socialtie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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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화될 수 있다.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련된 제품을 타인에게 노출시킴으로

써 정체성 특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Laverie& Arnette,2000).

여가연구에서는 여가정체성 특출성이란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

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여가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이 개인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고 있다(박유진과 김재휘,2002;Jones,2000).박유

진과 김재휘(2002)에 따르면,개인의 자아를 구성하는 부분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것이 일반 이나(국가나 민족에 련된 정

체성,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여가정체성은 자발 으로 선택해서 자신

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에서 다른 정체성과 구별된다.스포츠 람을 이고 보편 인

여가활동의 하나로 본다면(여가백서,2008),이는 스포츠 의 일원으로서의 팬

정체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측면에서의 노력보다는 개인 인 차원에서의 노

력이 더욱 요구되고,따라서 연고이 이라는 부정 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인 상황에서보다 더 큰 노력이 요구됨을 유추할 수 있다.즉,기존에 계를

맺었던 네트워크의 환경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계 단 과 유지의 선택

에 놓이게 되고,변화된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에만

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이때 개인은 연고이 을 한 이 얼마나

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 계의 강도를 다르게 가지게 될

것이다.

박유진과 김재휘(2002)에 의하면,여가정체성 특출성에 따라 생활만족에 미

치는 향은 차이가 있다.즉,여가정체성 특출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더 이상 선호하는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정체성 특출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 심리 안정에

미치는 부정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환경에서 정체성은 보통 정체성(team identification)이나 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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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fanidentification)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체성은 동일시나 일체

성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 되기도 한다.이들에 한 정의 한 연구자마다

상이하다.Funk와 James(2001)에 의하면 정체성은 개인이 스포츠 에 하

여 인지하는 심리 유 계 혹은 스포츠 을 응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

는 마음에 기반하며,Furuhata등(1981)은 정체성을 조직에 한 소속감 혹은

로열티로 정의하 다(Harada& Matsuoka,1999).Mahony(1995)는 정체성을

스포츠 을 정의하는 특성과 동일하게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Matusoka,Chelladurai와 Harada(2003)에 의하면 정체성은 태도와 행동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수 있다.태도 정체성은 특정 에 한 내 심리차원

의 정체성(이 성,2008)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 정체성에 기반이 된다.태도

차원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당 의 팬이 되는 것의 요성 정도,자신이 해당

의 팬이라고 생각하는 정도,타인이 자신을 해당 의 팬으로 보는 정도 등으

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다.한편,행동 정체성은 심리 의사결정 과정,즉

태도 정체성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반복 인 구매행동으로,경기 람 정도,경

기 시청 정도, 련 라이센스 상품 구매 의도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

다.

2) 정체성과 스포츠

에 해 헌신 인 태도를 보이는 스포츠 팬이 의 재정 성공에 미치는

정 향(신규 팬 유치,라이센스 상품 구매, 정 구 , 과의 안정

계 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 지면서(김용만,2004;Harada& Matsuoka,

1999;Sutton,McDonal,Milne& Climperman,1997;Wann& Dolan,1994),스

포츠 팬의 소비행동과 다양한 람행동을 측하기 한 요인으로서 정체성

이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Sutton,McDonal,Milne과 Climperman(1997)은 팬 정체성(fan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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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팬 정체성의 수 ,동기 그리고 그것의 정 결과

로 구성된 개념 틀을 개발하여 이것을 팬 정체성 강화 략의 하나로서 제안

하 다.이들은 기술의 발 ,라이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가 차 탈

지역화되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스포츠 환경에서는 로스포츠 구단의 연

고이 움직임에 한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 움직임 등과 같이 탈지역화와 반

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이들은 팬들의 정체성은 모두

같은 수 이 아니며 각각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 후 각 단계에 맞

는 략을 구사해야 하며, 정체성은 팬들로 하여 가격민감도와 경기결과 혹

은 경기내용에 한 민감도를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 다.여러 학자

들의 연구결과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Funk와 James(2001)는 스포츠 과 팬 사이의 계를 심리 지속 모형(PCM:

PsychologicalContinuum Model)을 통해 인지(Awareness),유인(Attraction),애

착(Attachment),충성(Allegiance)의 네 단계로 설명하면서, 정체성은 유인과

애착 단계를 구분지어 주는 요 요인 의 하나라고 주장하 다.그러나 이 모

형은 스포츠 에 해 팬이 가지게 되는 심리 반응을 개념화한 기본 틀에 불

과할 뿐,어떻게 상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지에 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

고 있지는 못하다.이에 Funk와 James(2006)는 수정된 심리 지속 모형(R-PCM:

RevisedPsychologicalContinuum Model)을 발표하여,스포츠 팬의 충성도가 발

해가는 과정을 설명하 다.

J리그 팬을 상으로 한 Harada와 Matsuoka(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체성은 소비자의 랜드 환(brandswitching)행동에 부정 향을 미친다.

즉, 정체성이 낮은 팬일수록 새로운 으로의 환이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한 학생을 상으로 한 Laverie와 Arnette(2000)의 연구결과 스포츠 팬

의 경기 람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체성 특출성(identitysalience)은 만족도보다

더욱 요한 요인임이 밝 졌으며,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고 있다(Trail,Anderson & Fink,2005;Matsuoka,Chelladurai&

Harada,2003;Trail,Fink& Anderson,2003;Gladden& Funk,2001).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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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심리 지속 모형

(Funk&James,2001)

그림 2.수정된 심리 지속 모형

(Funk&James,2006)

성이 련 라이센스 상품 구매 등 팬들의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Kwon,Trail& James,2007;Trail,Anderson& Fink,

2005).

스포츠 팬의 행동 성향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으로는

BIRGing(Basking In Reflected Glory)과 CORFing(Cutting Off Reflected

Failure)과정이 있다.BIRGing은 의 승리를 의 다른 팬들과 공유하려는 성향

으로, 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미지

(self-image)와 사회 이미지(socialimage)를 강화시키려는 상을 말한다.반면

CORFing은 의 실패로부터 멀리하려는 경향으로, 의 패배를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패배하 다고 받아들여 의 패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

킴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상을 말한다(Campbell,Aiken &Kent,

2004;Cialdini,Borden,Walker,Freeman & Sloan,1976).최근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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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Ging과 CORFing 상이 정체성 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

졌다.Wann과 Dolan(1994)은 의 성공과 실패에 한 심리 편향(bias)이 특

정 에 한 정체성이 높은 팬일수록 더욱 잘 나타남을 밝 내었다.즉 정체

성 수 이 높은 팬일수록 성공에 한 BIRGing 상이 더욱 잘 나타나고,

실패에 한 CORFing 상은 덜 발생하다는 것이다. 이는 Wann과

Banscombe(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특정 을

응원하는 동일한 팬일지라도 정체성 수 에 따라 같은 경기내용에 해서

상이하게 받아들임을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Sutton,McDonal,Milne과

Climperman(199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스포츠 팬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팬들을 정체성 수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스포츠 팬과 그들이 좋아하는 사이의

계 조명에 편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Funk& Pastore,2005;Funk& James,

2001;Sutton,McDonald,Milne& Cimperman,1997). 한 다수의 연구들이

과 팬 사이의 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정 인 가정을 하고 있으며

(Hyatt,2007), 이 실제로 운 되고 있을 때의 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에만

심을 가져왔다(Lewis,2001).즉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로스포

츠 구단의 연고이 등과 같은 상황에서의 과 팬 사이의 계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한 팬과 사이의 부정 계를 단순히 팬이 응원하

는 의 라이벌 에 한 부정 인식으로만 간주(Wann,Culver,Akanda,

Daglar,DeDivitiis& Smith,2005;Kolbe& James,2003)하는 등 이분법 인

사고로 과 팬 사이의 계를 조명하면서 보다 다양한 팬과 사이의 계양

상에 한 조명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Foster& Hyat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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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임화자,2005)

2.지역정체성

1)지역정체성의 개념

지역은 시 상황을 반 하는 개념으로,단순히 지리 치나 수치로 설

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의식과 신념 등 주

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임병조와 류제 ,2007).정보통신 기술의 비약

발 으로 지리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계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정체성 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최재헌,

2005).

최재헌(2005)에 따르면,지역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부여한 정

체성을 표 하는 것으로 향토애라고 볼 수 있으며,동질성과 차별성에 기반하고

있다.동질성은 시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연속성과 지역에 한 소속감을 나

타내는 동질화의 과정으로 나 어지며,차별성은 타 지역과의 차별성 혹은 개별

성과 함께 우월성 혹은 분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윤성과 박억철,2012;최재

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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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자(2005)에 따르면 지역정체성은 시간성,사회성,그리고 공간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동질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 됨의 체험을 통하여 습득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임화자,2005).지역정체성은 <그림3>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2)지역정체성과 스포츠

로스포츠와 지역정체성의 계에 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이들의 연구는 서포터즈라고 불리는 로열티 높은 팬들의

행동양상을 조명하는 것이었다(황익주와 김기호,2004).

성남시의 로축구단인 일화천마축구단의 서포터즈 클럽을 상으로 한 황

익주와 김기호(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남을 연고지로 하는 로축구단의

도래로 말미암아 성남 구시가지의 주민들은 성남 시민으로서 자 심을 고취할

수 있었고,성남으로 이주해 오기 의 출신지역과 무 하게 성남이라는 통합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정체성을 탐색해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황익주와 김기

호,2004).

한 이용재(2008)는 지역사회정체성이 스포츠 팬의 정체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내었다.지역사회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에

한 자부심,지역출신사람들과의 범주화 그리고 지역출신사람들과 자신과의 정체

성을 일치시키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에 한 정체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윤설민,한승엽,김홍렬과 장윤정(2007)은 충성도 ‘행동 충성도’요인

과 ‘태도 충성도’요인이 지역애착도 ‘정체성’요인과 상호연 성이 있음을 밝

내었다.이는 로스포츠 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 이미지에

상징 인 의미로 정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로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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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구단과 해당 연고지역의 주민을 마 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이 요하다는

시사 을 밝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이 실제 운 되고 있을 때 지역정체성이 팬

의 정체성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만 주목하 을 뿐,연고이 과 같은

부정 인 상황 하에서 지역정체성이 팬의 심리 ·태도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심을 두지 못했다.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부정 인 상황 하에서 지역정체성의 향을 밝 내는 것

은 스포츠 팬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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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고이

1)해외 연고이 연구

연고이 이 기존 연고지의 팬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주로 스포

츠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James,2001;Lewis,2001;Mitrano,1999).

Mitrano(1999)는 NHL(NationalHockeyLeague)의 HartfordWhalers의 연고이

확정 발표가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 심리 향을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와 웹사

이트 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 다.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팬들은 공통 으

로 죽음과 이혼의 비유를 통해 상실에 한 감정을 표 하 다. 한 기존 연

고지의 팬들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을 도둑질로 인식하여 연고이 을 결

정한 구단주를 돈의 가치만을 쫓는 자,도둑,믿음을 버린 친구,살인자 등에

비유하는 경향을 보 다. 다수의 팬들이 공통 으로 로스포츠 구단을 가족,

친구 혹은 유산(legacy)으로 인식한다는 그의 연구결과는 연고이 이 단순히 물

건을 잃어버린 것과 같지 않은 높은 수 의 감정 손실을 유발한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하지만 Mitrano(1999)의 연구는 연고이 결정이 발표된 직후에 이

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연고이 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기존 연고지 팬들의

심리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더욱이 그의 연구는 지역

신물에 실린 팬들의 기고문,HartfordWhalers의 팬 사이트에 올라있는 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연구자의 자의 인

해석이 가능하고 과학 검증이 가능하지 않기에 객 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Lewis(2001)는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처음으로 연고이 을 경험한 4개

의 미국 로스포츠 구단(NFL:Houston Oilers,NHL:Hartford Whalers,

QuebecNordiques,WinnipegJets)팬들의 연고이 에 한 반응을 온라인 팬

사이트와 웹사이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하 다.그는 연고이 이 발생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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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고지의 팬들에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어

설명하 다.첫 번째 유형은 도시에 한 애착(allegiancetothecity)을 표 하는

팬으로서, 로구단이 지역의 주요한 자산이라 믿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로열

티이다.이러한 유형의 팬들은 이 도시를 떠나간 이후에도 소속의 선

수에 해서는 지속 인 응원의 태도를 보이나 자체에 한 지지는 감

소하고 오히려 새로운 을 응원하려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두

번째 유형은 스포츠 의 상징에 애착(allegiancetothefranchise'ssymbol)을

표 하는 팬으로서,연고지역보다는 로구단 자체에 보다 강한 유 를 느끼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로열티이다.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란 구단의 로고,마

스코트,색깔,선수 등 로구단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산을 일컫는다. 상징

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팬들은 구단이 연고이 을 실시하면서 구단의 이름이나

로고,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속 으로 해당 구단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그의 연구결과는 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이 을 하면서 명칭과 로고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구단을

응원하는 팬들의 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팬들의

존재는 Hyatt(2007)의 연구를 통해 이미 밝 진 바 있다.

최근 스포츠 경 학자들에 의해서도 팬에 한 연고이 의 향이 심을

받기 시작하 다(Foster& Hyatt,2007;Hyatt,2007).Foster와 Hyatt(2007)은 연

고이 후 연고지에 남겨진 팬들을 단순히 지속 으로 을 지지하는 존재

혹은 떠나간 을 원망하며 지지를 단하는 존재로 보는 기존의 이분법 시각

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며,남겨진 팬들이 떠나간 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 다.그들은 Elsbach(1999)의 확장된 조직 정

체성 모델(EMOI:ExpandedModelofOrganizationalIdentification)을 이용하여

NHL(NationalHockeyLeague)의 HartfordWhalers 이 연고이 을 한 후 남

겨진 팬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의 심리 상태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 20 -

그림 4.조직정체성 확장모델(Foster& Hyatt,2007)

동일시(identification); 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지속 으로 해당

을 응원하는 집단,비동일시(disidentification);더 이상 떠나간 을 응원하지

않는 집단,정체성분열(schizoidentification);여 히 의 일부에 해서는 애착

을 느끼지만( 소속이었던 선수 등)다른 부분에 해서는 불만족하는 집

단,정체성 립(neutralidentification); 과 새로 옮겨간 모두를 응원하

지 않는 집단,정체성 결여(nonidentification);과거 에 해 무 심한 집단.이

러한 연구결과는 팬과 간의 심리 계가 기존 연구에서 밝 진 것보다 다

양하고 역동 임을 내포하는 것으로서,팬에 한 다양한 시각으로의 연구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즉, 동일시(identification) 집단과 정체성 분열

(schizoidentification)집단의 존재는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유형과 팬이 구

단에 해 느끼는 애착의 상에 따라 연고이 후의 팬과 구단사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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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한 이들의 존재는 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이 을 실시한 후에도 구단의 수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열성 인 기

존 팬들 일부를 여 히 구단의 팬으로서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Hyatt(2007)은 1997년 연고이 을 한 NHL(NationalHockey League)의

HartfordWhalers의 팬들을 심층 면 을 통해 연고이 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

난 후의 기존 연고지의 로열티 높은 팬들에게 나타내는 심리 양상을 연구하

다.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많은 수의 팬들은 재 NHL(NationalHockey

League) 에 응원하는 이 하나도 없었으며,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을 극

도로 싫어하는 태도를 보 다. 한 몇몇은 새로운 을 응원하고 있었으나 과거

자신이 응원했던 HartfordWhalers만큼 열정 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을 여 히 응원하는 팬들도 아주 소수지만 존재하 다.여기

서 주목할 은, 이 다른 도시로 떠나 명칭까지 변경하여 수년을 운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들은 사라진 의 팬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이다.이러

한 결과는 애착의 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직에 한 심리 애착

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기존 팬 정체성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따라서

연고이 으로 인해 팬이 지지하는 로스포츠 구단의 소멸이라는 부정 인 상황

에서의 팬과 구단 사이의 심리 계에 한 학문 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Hyatt(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일부 팬들은 좋아하는 구단의 연고

이 으로 인해 아 로스포츠에 한 심을 끊고 지역 학 스포츠에 한

심을 가지게 되었으며,하키에 한 심이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이 을 실시할 경우,해당 과 지역뿐만 아니라 리그차

원에서의 범 한 비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더욱이 연고이 이 팬들

로 하여 다른 스포츠로의 흥미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연고이

이 단순한 지역 이동 그 이상임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로스포츠 체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연고이 에 한 체계 연구가 시 함을 말해 다.그러

나 Hyatt(2007)의 연구는 연고이 이 이루어진지 5년이나 지난 후에 진행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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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팬들의 감정이나 기억들이 상당부분 무뎌지거나 희미해져

연고이 발생 직후의 격렬한 감정 변화를 포착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한 미국과 한국의 로스포츠 산업의 문화 ,사회 차이로 인해

Hyatt(2007)의 연구결과는 국내 상황에 바로 용할 수 없는 제한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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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로스포츠 연고이 황

국내 로스포츠 가운데 역사가 가장 긴 로야구의 경우,1981년 출범 당시

3년 후에 서울로의 이 을 약속 받았던 OB베어스( 두산 베어스)의 연고이

을 제외하면 창기 연고이 은 무하 다.이는 출범 당시 사회·정치 인 상황

에 의해 철 하게 지방 연고제를 기반으로 로야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SK와이번즈와 유니콘스가 각각 주

에서 인천으로,인천에서 수원으로 연고이 을 하 다.SK 와이번즈의 경우

주에 연고를 둔 방울 이더스의 매각 인수에 의한 이 이었으며, 유

니콘스는 서울로의 연고이 을 추진하다 무산되어 임시연고지로 수원을 택한 경

우다.구단의 매각 인수에 의한 연고이 을 제외하면 30년이 넘는 역사에서

단 두 차례만의 연고이 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83년 출범한 로축구는 1996년부터 구단 완 지역 연고제를 시행하면서,

구단의 명칭에 지역명을 우선 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로축구연맹의

서울 공동화 정책에 의해 서울에 연고를 둔 일화 천마( 성남 일화 천마),LG

치타스( FC서울),유공 코끼리(부천 SK 신, 제주 유나이티드)등이 각각

천안,안양,부천으로 강제 이 을 당했다.하지만 완 지역 연고제를 시행하기

인 1990년 청주에서 서울로 이 한 럭키 성 황소(LG치타스 신, FC서

울)와 로축구연맹의 정책에 의해 강제 이 한 경우를 제외하면 80-90년 에

이행된 연고이 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총 3건의 연고이 이 발생하 다.낙후된 경

기장 시설을 사유로 천안에서 성남으로 이 한 성남 일화 천마( 천안 일화 천

마),그룹사 분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양에서 서울로 이 한 FC서울(

안양 LG),수도권 로 과 화 해결과 축구시장 확 를 주장하며 부천에서 제

주로 이 한 제주 유나이티드( 부천 SK)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가운데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연고이 은 축구팬들로부터 격렬한 반 에 부딪혔다.

경기 침묵시 ,연고이 반 퍼포먼스 등 극 인 반 움직임을 펼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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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야구 축구 농구

1981 로야구 출범

1983 로축구 출범

1985
<OB베어스>

→ 서울

1990
<럭키 성 황소>

청주 → 서울

1996
<LG치타스>

서울 → 안양

<일화 천마>

서울 → 천안

<유공 코끼리>

서울 → 부천

1997 로농구 출범

표 1.주요 로스포츠 연고이 황

들은 결국 2008년 당시 K리그 챌리 스(3부 리그) 인 부천 FC1995의 창단과

2012년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인 안양 FC의 창단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

시킨 바 있다.

1997년 출범한 로농구의 경우 총 7건의 연고이 이 발생하 는데,이 가운

데 구단의 매각 인수에 의한 이 이 3건으로 KCC 이지스,모비스 피버스,

KT 소닉붐 등이 해당한다.가장 에 띄는 연고이 은 SK 나이츠와 삼성 썬더

스의 경우로 이들은 출범 이후 곧 립지역으로 남겨두었던 서울 지역으로 이

해왔다. 한 최근에는 15년 동안 구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동양 오리

온스( 고양 오리온스)가 고양으로 이 해오면서 농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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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야구 축구 농구

2000
<SK와이번즈>

주 ⇒ 인천

<성남 일화 천마>

천안 → 성남

<골드뱅크 클리커스>

주 → 여수

< 유니콘스>

인천 → 수원

2001
<삼성 썬더스>

수원 → 서울

<SK나이츠>

청주 → 서울

<KCC이지스>

⇒ 주

<모비스 피버스>

부산 ⇒ 울산

2003
<KTF매직윙스>

여수 ⇒ 부산

2004
<FC서울>

안양 → 서울

2006
<제주 유나이티드>

부천 → 제주

2011
<고양 오리온스>

구 → 고양

→ 지역변경

⇒ 매각 인수에 의한 연고이

남자 로스포츠와 비교하여 상 으로 인기가 은 여자 로스포츠를 살

펴보면 연고이 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1997년 6개의 으로

출범한 여자 로농구의 경우는 우리은행 한새 한 만이 최 의 연고지를 유지

하고 있을 뿐이며,2005년 출범한 여자 로배구의 경우는 6개 가운데 반이

모두 연고이 을 경험하 다.그러나 연고이 횟수보다 더욱 길을 끄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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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이 사유이다.

구단의 매각 인수로 인한 이 을 경험한 신한은행 에스버드와 하나외한

여자농구단( 신세계 쿨캣)을 제외하면 총 4건의 연고이 이 여자 로농구에서

발생하 다.이 가운데 무려 3건은 인기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내 이 혹은

경기장 단독 사용 계약으로 인한 이 이었다.KB세이버스( KB스타즈)는

로축구 성남 일화 천마의 성남 이 으로 연고지를 성남에서 천안으로 이 하

고,삼성생명 비추미( 삼성생명 블루 스)의 경우 로야구 유니콘스의

수원 이 으로 연고지를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 하 다. 한 KB스타즈의 경우

에는 로배구 캐피탈의 경기장 단독 사용 계약으로 인해 천안에서 청주로

이 해갔다. 호생명 펠리컨( KDB생명 스)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인

천에서 구리로 연고지를 변경하 다.

여자 로배구의 경우는 2009년 흥국생명 핑크 스 이더스가 천안에서 인천

으로 이 해가면서 맺은 연고 계약이 여자 로배구 최 의 정식 연고 계약이었

을 정도로 아직까지 지역 연고가 확실히 정착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듯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연고이 의 증가와 더불어 스포츠 팬들의 연고이 반 의견도 커지

고 있으나 연고이 과 련한 학문 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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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연구모형

Ⅲ.연구모형 가설

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스포츠 팬이 지닌 지역정체성

과 애착 상의 구성유형에 따라 정체성에 다른 향을 미치며,스포츠 팬

이 지닌 정체성,지역정체성과 애착의 상 구성유형에 따라 람행동에

다른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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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구성하 으며,각 가설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체성 수 에 따른 람행동 변화의 차이

스포츠 팬의 소비행동과 다양한 람행동을 측하기 한 요인으로서

정체성은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J리그 팬을 상으로 한 Harada와

Matsuoka(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체성은 소비자의 랜드 환(brand

switching)행동에 부정 향을 미치며, 학생을 상으로 한 Laverie와

Arnett(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포츠 팬의 경기 람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

체성 특출성(identitysalience)은 만족도보다 더욱 요한 요인임이 밝 졌다.이

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Gladden& Funk,

2001;Matsuoka,Chelladurai& Harada,2003;Trail,Anderson& Fink,2005;

Trail,Fink& Anderson,2003).

Hyatt(2007)은 연고이 으로 인해 남겨진 팬들의 다수는 떠난 은 물론

해당 리그의 어느 도 응원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그들은 여

히 자신들을 의 팬이라 여기고 있었으나, 다시 연고이 의 아픔을 겪

을 것을 두려워해 어느 과도 과 같이 강한 감정 유 를 맺으려 하지 않

았다. 한 Foster와 Hyatt(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연고이 을 경험한 부

분의 팬들은 떠난 에 해 더 이상 심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 다.이상으로

볼 때,연고이 이 발생하게 되면 남겨진 팬들은 떠난 의 경기 람에 해 부

정 으로 단하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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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

게 나타날 것이다.

2)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이용재(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정체성은 스포츠 팬의 정체성

에 정 인 향을 미친다.지역사회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에 한 자부

심,지역출신사람들과의 범주화 그리고 지역출신사람들과 자신과의 정체성을 일

치시키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에

한 정체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내었다(이용재,2008).이는

충성도와 지역애착도 사이에 상호연 성이 존재하다는 윤설민 등(2007)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이상으로 볼 때,스포츠 팬이 지닌 지역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팬의 정체성 람행동 변화에 차이가 날 것이라 상

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a.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지역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H2b.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지역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

Lewis(2001)는 일반 으로 팬들은 에 한 두 가지 애착을 지니고 있으나,

연고이 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요한 로열티에 의해 하나를 선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팬이 에 해 지닌 애착은 지역에 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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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iancetothecity)과 상징에 한 애착(allegiancetothefranchise's

symbo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징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팬들은 구단이 연

고이 을 하면서 의 명칭이나 로고,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속 으로 해당 구단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 졌다.이상으로 볼

때,팬이 지닌 에 한 애착의 상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반응이 다를 것

이라 상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a.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애착 상 구성유형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H3b.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애착 상 구성유형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4)연고이 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Lewis(2001)는 연고이 을 경험한 미국의 4개 로 팬들을 연구한 결과

부분의 팬들은 여 히 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나,떠나간 에 한 팬들의 지

속 인 애착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 냈다.그는 떠간 에 해 남겨진 팬

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상을 도시(civic allegiance)와 상징(symbolic

allegianc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자는 로 이 지역의 주요한 자

산이라 믿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로열티이며,후자는 연고지역보다 자체에

보다 강한 유 를 느끼는 팬들에 의해 나타나는 로열티이다(Lewis,2001).따라

서 자는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소속 선수나 해당 에 한 지지

가 감소하게 된다.반면,후자의 경우 의 상징(로고,마스코트,이름 등)이 변하

지 않는 이상 계속 으로 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여기서 자는 을 지역

의 자산 즉,지역민이 지역에 있는 스포츠 에 어떤 이 더 자신을 표하는

인지를 인지하는 의 지역 표성(이용재,2008)으로 볼 수 있다.이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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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은 그 형태에 따라 남겨진 팬들에게 미치는 향

이 다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H4a.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연고이 유형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날 것이다.

H4b.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연고이 유형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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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방법

1.연구 상 조사 차

본 연구의 목 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해당지역 스포츠 팬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함이다.이에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경남 창원을 연고로 하는

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새롭게 창단되었으나,2013년부터 1군 리그에 참여하는

등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아 경남지역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 미치는 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되어 본 연구에 경남지역을 포함시켰다.

편의추출 표집(conveniencesampling)을 사용하여 롯데 자이언츠의 홈경기가

있는 2013년 7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총 30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으로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 다.회수된 281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된 자료를 제외한 26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최종분석에 사용된 262부

가운데 32부는 추가비교를 해 포함시킨 타 지역에 거주하는 상이다.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2>와 같다.

실험 상자들은 먼 정체성과 람행동,지역정체성, 애착의 상,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 응답한 후 실험 자극물에 노출되었다.실험 자극물은

연고이 유형에 따라 총 3가지 시나리오로 제공되었으며,실험 상자들에게 무

선 할당되었다. 상자들은 실험 자극물에 노출된 후 정체성과 람행동에

해 다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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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58 60.3

여자 104 39.7

연령

10 34 13.0

20 90 34.4

30 58 22.1

40 48 18.3

50 이상 32 12.2

직업

사무직 37 14.1

자 업 24 9.2

가정주부 29 11.1

학생( 학원생) 80 30.5

문직 20 7.6

리랜서 10 3.5

/고등학생 32 12.2

기타 30 11.5

거주지

부산 188 71.8

부산제외 경남지역 42 16.0

경남지역 외 32 12.2

고향

부산 145 55.3

부산제외 경남지역 74 28.2

경남지역 외 43 16.4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된 기간

1년미만 18 6.9

1년이상-5년미만 62 23.7

5년이상-10년미만 65 24.8

10년이상-15년미만 48 18.3

15년이상 69 26.3

롯데 자이언츠

경기 연간 람횟수

0-10회미만 117 44.7

10회이상-30회미만 78 29.8

30회이상 67 25.6

표 2.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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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자극물(stimulusmaterial)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자극물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유형에 따

라 지역만 변경하는 연고이 ,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상징만 변경하는 경우,

지역과 상징 모두를 변경하는 연고이 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제작하 다.

설문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락에 연고이 유형 고지,두 번째 단락에 연고이 승인 과정에 한 내용,

세 번째 단락에 구단의 인사 다시 한번 연고이 유형 고지,마지막 단락에

연고이 추진 과정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연고이 유형과 련한 실험 자극물의 조작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

기 하여 스포츠 경 공 교수 1인과 학원생 3명으로 이루어진 문가 회

의를 실시하 다.그리고 학원생 10명을 상으로 시나리오를 읽고 연고이

유형에 하여 객 식 주 식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확인결과 모든 상

자가 시나리오 속 제시된 연고이 유형에 해 정확하게 답하 다.

실험 자극물의 신뢰도 확보를 해 시나리오 각 단락의 구성,시나리오에 제

시된 정보량(3가지 시나리오에 삽입된 단어 수:329,322,332),어조를 최 한 동

일하게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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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정체성
사 정체성에 한 문항

사후 정체성에 한 문항
6

람행동
사 람행동에 한 문항

사후 람행동에 한 문항
6

애착의 상
상징에 한 애착

지역에 한 애착
6

지역 정체성 지역정체성에 한 문항 3

사회인구학 특성

성별,연령,직업,거주지,거주기간,

고향,롯데 자이언츠 팬이 된 기간,

2011년/2012년 경기 람 횟수

8

계 29

표 3.설문지 구성

3.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며,설문지에 포함된 측정 항목은

정체성(team identification),지역정체성(regionalidentification), 람행동,

애착의 상 등으로 나 수 있다.각 항목의 내용 문항 수는 <표3>과 같다.

본 조사 이 에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문가회의를 통하여 설문문항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제작하 다.설문지에 사용된 각각의 측정 척도들은 스포츠 경

공 교수1인과 박사과정 3인에게 문항구성의 합성,연구에서의 용가능성

내용타당도 등에 해 검증을 의뢰한 후 수정․보안하여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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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표3>과 같이 5개의 역으로 구분하 다. 정체성,지역정체성,

애착의 상, 람행동 측정은 7 척도(likertscale)를 사용하 다.연구 참여

자들은 먼 정체성,지역정체성, 애착의 상, 람행동에 한 질문에 응

답한 후 연고이 상황별 시나리오를 한 후 정체성과 람행동에 한 질

문에 다시 응답하 다.

정체성에 한 설문 문항은 Trail과 James(2001)가 개발한 Team Identity

Index(TII)를 번역하여 사용하 으며,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지역정체성에

한 문항은 박군석(2003)이 개발한 지역사회정체성 척도를 특정 지역 명을 연구

상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한 이용재(2008)의 항목을 사용하 다.척도는 집

단존 감 6문항,집단동일시 5문항,집단 범주화 2문항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문가회의를 통해 각 항목 당 1문항씩 총 3문항을 사용

하 다. 애착의 상에 한 문항은 이용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

목을 사용하 으며, 문가회의를 통해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되는 항목들을

추가하 다. 람행동에 한 문항은 Cronin,Brady와 Hult(2000)의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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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내용 분석기법

설문지 분석

신뢰도 분석 Cronbach'sα

타당도 분석 문가 회의

가설 검증 H1-H4 MixedANOVA

표 4.자료분석 방법

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s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구체 인 방

법은 <표4>와 같다.

1)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상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

(frequencyanalysis)를 실시하 고,수집된 자료의 기본 인 특징(평균,표 편차

등)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2)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신뢰도 분석을 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를 나타

내는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α를 산출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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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혼합분산분석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스포츠 팬의 정체성 람행동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기 해 혼합분산분석(MixedANOVA)기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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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사 정체성

pre_ti01 1 7 5.21 1.80

pre_ti02 1 7 5.12 1.76

pre_ti03 1 7 5.04 1.75

사후 정체성

post_ti01 1 7 2.97 1.82

post_ti01 1 7 3.05 1.79

post_ti01 1 7 3.09 1.88

사 람행동

pre_pi01 1 7 5.45 1.63

pre_pi02 1 7 5.47 1.66

pre_pi03 1 7 4.94 1.78

사후 람행동

post-pi01 1 7 3.46 1.93

post-pi02 1 7 3.21 1.92

post-pi03 1 7 3.49 1.93

상징에 한

애착

sa01 1 7 4.39 1.67

sa02 1 7 3.62 1.83

sa03 1 7 4.95 1.59

표 5.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Ⅴ.연구 결과

1.기술통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기본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는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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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지역에 한 애착

ra01 1 7 4.49 1.61

ra02 1 7 4.35 1.63

ra03 1 7 4.39 1.67

지역정체성

ri01 1 7 5.10 1.62

ri02 1 7 5.10 1.59

ri03 1 7 4.9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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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수 Cronbach'sα 

정체성

사 정체성 3 0.937

사후 정체성 3 0.966

람행동

사 람행동 3 0.875

사후 람행동 3 0.933

애착의 상

상징에 한 애착 3 0.625

지역에 한 애착 3 0.924

지역정체성 3 0.885

표 6.신뢰도 검증

2.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α 계

수를 산출하 다.Nunnally(1978)에 의하면 Cronbach'sα 계수가 0.70이상이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단할 수 있고,0.50를 신뢰도를 단하는 최소한의 기

으로 제시하 다(서인석과 김우 ,2009).산출된 결과는 <표6>과 같으며,

상징에 한 애착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Cronbach'sα 값이 최소 0.875에

서 최 0.966으로 나타나 문항들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단하 다. 상징

에 한 애착 변수의 경우 Cronbach'sα 값이 0.625로 일반 인 신뢰도 단 기

인 0.70에 미치지 못했으나,최소한의 기 이 충족된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

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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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정체성 높은 집단 정체성 낮은 집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사 람행동 230 6.60(.72) 4.08(1.32)

사후 람행동 230 2.56(1.88) 3.30(1.58)

표 7. 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변화

3.가설검증

1) 정체성 수 에 따른 람행동 변화의 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이다.연고이 으로 인한 팬의 람행

동 변화를 검증하기 해 부산 경남지역 거주자 표본만을 상으로 혼합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정체성 수 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SPSS의 기술통계 분

석을 이용하여 3집단으로 구분하 다. 정체성 수 을 기 으로 세 집단으로

나 후(각각 33.3%와 66.6%로 구분),최상 집단과 최하 집단의 평균값을 비

교하 다.<표7>에 따르면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에 있어

정체성이 높은 집단(평균차=4.04)이 정체성이 낮은 집단(평균차=3.3)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분산분석 결과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사후 람행동과 정체

성 수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6.186,df=1,

p<0.01).이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6>과 같다.<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체성 수 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변화는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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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자승값

사 -사후 람행동 1 206.186 .00 .585

사 -사후 람행동

* 정체성 수
1 94.556 .00 .393

표 8. 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혼합분산분석 결과

그림 6. 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변화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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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지역정체성 높은 집단 지역정체성 낮은 집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체성

사 230 5.96(1.46) 4.36(1.61)

사후 230 2.70(1.87) 3.02(1.68)

람행동
사 230 6.09(1.15) 4.48(1.53)

사후 230 3.22(1.96) 3.28(1.72)

표 9.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

2)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연구 가설2a는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지역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이며,연구 가설2b는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

동의 부정 변화는 지역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이다.지역정

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정체성과 람행동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SPSS의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3집단으로 구분하 다.지역정체성 수

을 기 으로 세 집단으로 나 후(각각 33.3%와 66.6%로 구분),최상 집단과

최하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 다.<표9>에 따르면 연고이 으로 인한 정

체성의 부정 변화에 있어 지역정체성이 높은 집단(평균차=3.26)이 지역정체성

이 낮은 집단(평균차=1.34)에 비하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 한 지역정체성이 높은 집단(평균차=2.87)이 지역

정체성이 낮은 집단(평균차=1.2)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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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자승값

정체성

사 -사후 정체성 1 170.195 .00 .496

사 -사후 정체성

*지역정체성 수
1 29.868 .00 .147

람행동

사 -사후 람행동 1 123.462 .00 .416

사 -사후 람행동

*지역정체성 수
1 20.942 .00 .108

표 10.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혼합분산분석

결과

그림 7.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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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분산분석 결과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사후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 수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9.868,df=1,

p<0.01),사 -사후 람행동과 지역정체성 수 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942,df=1,p<0.01).이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7>

과 같다.<그림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람행동의 변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

설2a와 가설2b는 모두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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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군집

낮은 애착 지역강조 애착 높은 애착

상징에 한 애착 3.36 3.34 5.50

지역에 한 애착 3.10 5.83 5.34

사례 수 106 42 82

표 11. 애착 상에 한 군집분석 결과

3)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

연구 가설 3a는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애착

상 구성유형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이며,가설

3b는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애착 상 구성유형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이다.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K평균 군집분석(K-meansclusteringanalysis)를 통해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 으며,결과는 <표11>과 같다.

군집 1은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상징에 한 애착과 지역에 한 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이기에 “낮은 애착 집단”으로,군집 2는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지

역에 한 애착이 상징에 한 애착보다 높은 집단이기에 “지역강조 애착 집

단”으로 명명하 다.마지막으로 군집 3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상징에 한

애착과 지역에 한 애착 모두가 높은 집단이기에 “높은 애착 집단”으로 명명하

다.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롯데 자이

언츠 팬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기 때문에 지역에 한 애착보다 상징

에 한 애착이 높은 집단인 “ 상징 강조 애착 집단”은 군집 분석에서 집단으

로 분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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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낮은 애착 106
사 4.47 1.73

사후 2.85 1.64

지역강조 애착 42
사 6.00 1.29

사후 2.25 1.64

높은 애착 82
사 5.63 1.43

사후 3.39 1.89

표 12.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변화

상황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낮은 애착 106
사 4.79 1.56

사후 3.35 1.68

지역강조 애착 42
사 5.95 1.29

사후 2.56 1.60

높은 애착 82
사 5.70 1.36

사후 3.63 1.99

표 13.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변화

<표12>에 따르면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에 있어 지역강조 애

착 집단(평균차=3.75)이 가장 큰 부정 변화의 폭을 보 으며,그 다음으로 높은

애착 집단(평균차=2.24),낮은 애착 집단(평균차=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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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자승값

정체성

사 -사후 정체성 1 211.182 .00 .482

사 -사후 정체성

* 애착 구성유형
2 11.211 .00 .090

람행동

사 -사후 람행동 1 174.228 .00 .434

사 -사후 람행동

* 애착 구성유형
2 9.680 .00 .079

표 14. 애착 구성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혼합분산분석 결과

<표13>에 의하면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변화 한 지역강조 애착

집단(평균차=3.39)이 가장 큰 부정 변화 폭을 보 으며,그 다음으로 높은 애착

집단(평균차=2.07),낮은 애착 집단(평균차=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혼합분산분석를 실시하 다.<표14>에서 확인할 있듯이

사 -사후 정체성과 애착 상 구성유형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F=11.211,df=2,p<0.01),사 -사후 람행동과 애착 상

구성유형 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680,df=2,p<0.01).

이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8>과 같다.<그림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착 상 구성유형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할수록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람행동의 부정 변화가 크게 나타나 가설 3a와 3b는 모두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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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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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지역 변경 80
사 5.35 1.46

사후 3.13 1.88

명칭 변경 80
사 5.05 1.86

사후 2.77 1.82

지역

명칭 변경
70

사 5.09 1.70

사후 2.90 1.60

표 15.연고이 유형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변화

4)연고이 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연구 가설 4a는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 변화는 연고이 유

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이며,가설 4b는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연고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이다.이를 검증하기

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표15>에 따르면 연고이 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있어서 지역 변경 집

단(평균차=2.22)과 명칭 변경 집단(평균차=2.28),지역 명칭 변경 집단

(평균차=2.19)이 모두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람행동 변화 한 지역 변경

집단(평균차=3.35)과 명칭 변경 집단(평균차=3.4),지역 명칭 변경 집단

(평균차=3.15)이 모두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연고이 유형에 따른 사 -사

후 람행동 평균 표 편차는 <표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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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지역 변경 80
사 5.58 1.34

사후 2.23 2.64

명칭 변경 80
사 5.42 1.54

사후 2.02 2.35

지역

명칭 변경
70

사 4.92 1.65

사후 1.77 2.65

표 16.연고이 유형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변화

Source df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자승값

정체성

사 -사후 정체성 1 171.755 .00 .431

사 -사후 정체성

*연고이 유형
2 .024 .98 .000

람행동

사 -사후 람행동 1 142.300 .00 .385

사 -사후 람행동

*연고이 유형
2 .604 .55 .005

표 17.연고이 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혼합분산분석 결과

<표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 -사후 정체성과 연고이 유형 간에

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024,df=2,p<0.01),사 -사후

람행동과 연고이 유형 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604,df=2,p<0.01).이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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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연고이 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혼합분산분석 결과 연고이 유형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람행동

의 변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a와 4b는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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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부산 188
사 5.21 1.65

사후 2.93 1.77

부산 외 경남 42
사 4.95 1.80

사후 2.96 1.83

기타 32
사 4.83 1.59

사후 3.77 1.58

표 18.거주지에 따른 사 -사후 정체성 변화

5)거주지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

추가 비교를 해 부산 경남지역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표본을 수집하여 정체성과 람행동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표18>에 따르면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에 있어 타 지역에 거주

하는 팬들이(평균차=1.06)가장 은 부정 변화의 폭을 보 으며,그 다음으로

부산 외 경남지역 거주 팬(평균차=1.99),부산 거주 팬(평균차=2.28)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19>에 따르면 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변화도 정체성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타 지역에 거주하는 팬들이(평균차=1.05)가장 은 부정

변화의 폭을 보 으며,그 다음으로 부산 외 경남지역 거주 팬(평균차=1.60),

부산 거주 팬(평균차=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55 -

거주지 사례 수 측정 시기 평균 표 편차

부산 188
사 5.39 1.47

사후 3.28 1.77

부산 외 경남 42
사 5.04 1.74

사후 3.44 2.02

기타 32
사 5.00 1.51

사후 3.95 1.66

표 19.거주지에 따른 사 -사후 람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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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논의

본 연구에서는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 해당지역 스포츠 팬의 정

체성 람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이를 해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사례를 심으로 스포츠 팬이 지닌 정체성 지역정체성 수 ,

애착 상 구성유형과 연고이 유형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스포츠 팬 상 연구에서 정체성의 요성

정체성 수 에 따라 연고이 후의 람행동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큰 부정 변화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팬의 소비행동을 측하기 한 주요 요인으로서 정체성을 강

조한 기존 연구와(김용만,2004;Harada& Matsuoka,1999;Sutton,McDonald

& Cimperman,1997;Wann& Dolan,1994)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

존 연구들이 과 팬 사이의 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정 가정을

바탕으로 팬과 사이의 계에 있어 정체성의 요성을 강조하 다면(Funk

& Pastore, 2005; Funk & James, 2001; Sutton, McDonald, Milne &

Cimperman,1997),본 연구에서는 과 팬 사이의 계가 단 되는 상황 하에서

정체성의 부정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역설 으로 정체성의 요성을 강

조하 다고 할 수 있다.즉,스포츠 팬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팬을 정체성

수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이라

는 부정 인 상황에서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뒷받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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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형성에 있어 지역정체성의 요성

스포츠 팬이 지닌 지역정체성 수 에 따른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지역정체성이 높은 팬일수록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과 람행동의 부정 변화의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팬이 지닌 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 자신이 응원하는 의 연고이 에 다르게 반

응함을 밝 낸 것이다.이는 스포츠 팬을 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서도 팬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스포츠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정

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징에 한 애착보다 지역에

한 애착이 높은 팬일수록 연고이 에 더욱 부정 으로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이러한 결과는 팬이 응원하는 에 해 가지는 애착의 상 가운데 지역이

라는 속성이 매우 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스포츠 구단이 과 팬 사

이의 계를 강화시키기 한 하나의 략으로서 지역 착 마 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이는 과 팬 사이에 있어 지

역정체성의 요성을 언 한 기존 연구들을(이용재와 강 호,2009;이용재,

2008;윤설민,한승엽,김홍렬,장윤정,2007;Heere& James,2007)뒷받침하는

것이다.특히 개인이 표된다고 인식되는 다른 외부 집단과 갖는 계에 의해

향을 받는 외부 집단 정체성(externalgroupidentity)의 한 종류로서 정체

성을 바라본 Heere과 James(2007)는 팬을 소비자로 보는 시각 신 과 팬 간의

독특한 심리 연결고리에 집 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팬에게 제공

가공한 부가 인 심리 연결고리의 하나로서 지역 착 경 을 제시한 바 있다

(Heere& James,2007).

애착 상의 세부 구성유형에 따라 연고이 으로 인한 변화의 차이를 살

펴보면, 상징에 한 애착보다 지역에 한 애착이 높은 팬들이 두 가지 애착

이 모두 높은 팬들보다 연고이 에 더욱 부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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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로스포츠 구단이 지역 착 마 활동과 동시에 상징을 활용한 커

뮤니 이션을 병행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즉,팬의 애착 상 가운데 지역

에 한 애착과 상징에 한 애착 모두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마 활동을

통해 연고이 과 같은 의 변화에도 여 히 을 지지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팬들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포츠 구단의 정체성(identity)형성의 요성

연고이 유형에 따른 스포츠 팬의 정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구단이

연고지역을 변경하든 명칭을 변경하든 팬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속성이 변

화한다는 에서 모두 부정 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즉,스

포츠 구단이 지닌 정체성(identity)이 지역변경과 명칭 변경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과 팬 사이의 심리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다.

추가 비교를 해 수집한 경남지역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표본을 살펴본 결과 롯데 자이언츠의 연고지역(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팬들이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팬들보다 연고이 에 보다 부정 으로 반응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팬들이 지닌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구단의 연

고지역과 명칭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구단의 연고지역에 거주하는 팬들은 기본 으로 해당 지역에 한 애착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정체성의 구성요소에서 연고지역이

차지하는 비 이 클 것이라 쉽게 상해볼 수 있다.그러나 연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팬들은 지역 특성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할 수 있는 구

단의 다른 속성에 의해 심리 애착 계를 형성하 을 것이고,그 기 때문에 연

고이 이라는 큰 변화의 상황에서 가장 은 부정 변화를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이는 스포츠 구단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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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집단 정체성(externalgroupidentity)이란 개념으로 스포츠 을 설명한

Heere과 James(2007)에 따르면 스포츠 은 두 개 이상의 이질 인 요소들이 모

여 구성된 하이 리드 정체성 조직(hybrididentificationorganization)으로 팬이

을 통해 특정 외부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비로소

정체성은 강화된다.다시 말해,연고지역과 명칭뿐만 아니라 랜차이즈

스타,구단의 이 스타일,홈구장,마 방향성 등 스포츠 구단의 색깔을 결

정짓는데 향을 미치는 다각 요소들을 활용하여 과 팬 사이의 심리 연결

고리 강화에 략 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다양한 정체성을 띠는 조직

일수록 조직에 한 구성원의 심리 애착 강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Foreman과 Whetten(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상통한다(Heere & Jam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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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제언

1.결론

기존의 스포츠 팬 련 연구들은 과 팬 사이의 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정 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Hyatt,2007), 이 실제로 운

되고 있을 때의 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에만 심을 가져왔다(Lewis,2001).그

러나 로스포츠 구단의 더 나은 수익창출을 한 안으로서 연고이 이 활용

되는 사례가 차 증가하게 되면서 연고이 에 따른 팬들의 다양한 반응에 한

학문 조명의 필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Foster& Hyatt,2007;Heere&

James,2007;Hyatt,2007;James,2001;Lewis,2001;Mitrano,1999).

본 연구의 목 은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이 에 따른 해당지역 스포츠 팬

의 정체성 람행동 변화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이를 해 3가지 연

고이 시나리오를(연고지역 변경, 상징 변경,연고지역과 상징 모두 변경)

바탕으로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의 연고이 ·후 정체성 람행동

변화 차이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고이 으로 인한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즉,팬이 지닌 정체성 수 에 따라 구단의 연고이 에 다

르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지역정체

성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즉,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역에 거주하는

팬들의 경우 지역정체성 수 에 따라 구단의 연고이 에 다르게 반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람행동의 부정 변화는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상징에 한 애착보다 지역

에 한 애착이 높은 팬들이 가장 큰 부정 변화를 보 으며,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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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과 지역에 한 애착이 모두 높은 팬들 그리고 두 애착이 모두 낮은 팬들의

순으로 부정 변화를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Lewis(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팬이 지닌 애착 상 구성 요소를 상징에 한 애착과 연고지역에 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넷째,연고이 유형에 따른 정체성 람행동의 부정 변화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이 은 연고지역만 변경

하는 경우와 연고지역과 함께 상징(구단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 팬들에게

미치는 향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단하 으나,연구결과 연고이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제언

본 연구는 진행 과정 도구의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지니고 있으며,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본 연구는 연고이 으로 인한 해당지역 팬들의 변화양상만을 규명하

을 뿐 이 새로 이 해가는 지역의 팬들의 변화양상에는 주목하지 않았다.연고

이 이 팬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다각 이해를 해서는 남겨지는 팬들뿐

만 아니라 이 해온 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팬들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구단의 연고이 으로 인해 기존 연고지에 남겨지는 팬들의 정체성 변화와 새

롭게 이 해 오는 구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팬들의 정체성 변화에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연고이 이 팬의 정체성에 미치는 향에 해 보다 깊은 통찰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의 상인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다수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일치하며,주로 지역 특징에 기인하여 로스포

츠 구단에 심리 애착을 보 다.그러나 인구의 반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매우 다양한 지역 기반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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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포츠 구단 한 종목별로 다양하게( 로야구 2개 , 로농구 2개 ,

로축구 1개 등)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로스포츠

구단을 응원하는 서울거주 스포츠 팬들은 지역 특징보다는 개인 성향(개성

표 , 상징에 한 애착 등)에 의해 자신이 응원하고자 하는 로스포츠 구단

을 선택했을 것이라 상해볼 수 있다.따라서 동일한 지역 기반을 지닌 팬들

의 연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변화와 상이한 지역 기반을 지닌 팬들의 연

고이 으로 인한 정체성 변화 비교를 통해 정체성에 한 새로운 측면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를 통해 기존 스포츠 팬 상 연구에 새

로운 시사 을 제공해 것이라 기 해볼 수 있다.

셋째,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팬들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 실 용에 있어 일부 제한 이 존재한다.다시 말해 본 연

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연고이 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팬들의 반응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실제 연고이 이 발생한 직후 팬들의 변화 양상에 한 연

구를 실시하여 가상의 상황에서의 팬들의 변화 양상과 비교한다면 연고이 이

팬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풍부한 이해와 다각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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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팬이라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만일 내가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는 것을 그만두어

야 한다면 나는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내가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매

우 요한 일이다
①─②─③─④─⑤─⑥─⑦

4
나는 롯데 자이언츠 자체보다는 의 특정선수에

일체감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5
내가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이유는 김시진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①─②─③─④─⑤─⑥─⑦

6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상징인 갈매기를 좋아한다. ①─②─③─④─⑤─⑥─⑦

7
내가 롯데 자이언츠의 팬인 이유는 이 지역의 상

을 높이기 때문이다.
①─②─③─④─⑤─⑥─⑦

8
내가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①─②─③─④─⑤─⑥─⑦

9
롯데 자이언츠가 지역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 의 팬이 되었다.
①─②─③─④─⑤─⑥─⑦

10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보기 하여 경기장에

다시 올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1
나는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람할 기회가 온

다면, 다시 람하기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2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롯데 자이언츠 경기의 람을 권

유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3 가 뭐라 해도 나는 야구 팬이라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Ⅰ.귀하가 응원하는 과의 계를 알아보기 한 문항입니다.“롯데 자이언츠 팬의

한사람으로서”귀하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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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야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5나는 가 출 하던 상 없이 야구 팬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6
나는 특정한 의 팬이 아니라 야구 팬이라 할 수 있

다
①─②─③─④─⑤─⑥─⑦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이 부산지역 사람답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군가 부산지역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나는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부산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①─②─③─④─⑤─⑥─⑦

Ⅱ.다음은 평소에 귀하가 “부산의 한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한

것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부산의 한사람으로서”귀하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가

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Ⅲ.다음은 귀하의 개인 특성에 한 문항들입니다.귀하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귀하의 연령 는?

①10 ②20 ③30 ④40 ⑤50 ⑥60 이상

3.귀하의 직업은?

①사무직 ②자 업 ③가정주부 ④ 학생( 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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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연고지를 옮긴다.

KBO는 2일 야구회 에서 2013년 이사회를 열어 롯데 로야구단의 연고이

안건을 심의,승인했다.이로써 지난 1983년 로야구 출범과 함께 부산을 연고

로 운 되어 왔던 롯데 자이언츠는 30년간의 ‘부산시 ＇를 마감하게 되었다.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표이사는 “그 동안 롯데 자이언츠에 큰 성원을 보내주

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앞으로도 지속 인 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지역을 떠나더라도 지속

으로 명칭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부 문가에 컨설 을 의뢰해 연고지 이 을 검토해 온 롯데는 지난

달 부터 련 사안에 해 본격 인 진행을 추진해왔다.롯데는 연고지 이

을 통해 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⑤ 문직 ⑥ 리랜서 ⑦ /고등학생 ⑧기타

4.귀하의 거주지는?

5.귀하께서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은?

6.귀하의 고향은?

7.귀하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된 기간은?

8.귀하는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보기 해 연간 몇 회 정도 경기장을 찾습

니까?

▫2011시즌 약 회 ▫2012시즌 약 회

다음의 본문을 읽고 귀하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해 주

십시오.

●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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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명칭을 변경한다.

KBO는 2일 야구회 에서 2013년 이사회를 열어 롯데 로야구단의 명칭

변경 안건을 심의,승인했다.이로써 지난 1983년 로야구 출범과 함께 롯데

자이언츠란 이름으로 운 되어 왔던 롯데 로야구단은 30년간의 ‘자이언츠 시

＇를 마감하게 되었다.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표이사는 “그 동안 롯데 자이언츠에 큰 성원을 보내주

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앞으로도 지속 인 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변경된 명칭은 다음달 3일 발표될 정이다.

지난해 외부 문가에 컨설 을 의뢰해 명칭 변경을 검토해 온 롯데는 지난

달 부터 련 사안에 해 본격 인 진행을 추진해왔다.롯데는 명칭 변

경을 통해 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연고지와 함께 명칭을 변경한다.

KBO는 2일 야구회 에서 2013년 이사회를 열어 롯데 로야구단의 연고이

과 명칭 변경 안건을 심의,승인했다.이로써 지난 1983년 로야구 출범과

함께 부산을 연고로 운 되어 왔던 롯데 자이언츠는 30년간의 ‘부산시 ＇를

마감하게 되었다.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표이사는 “그 동안 롯데 자이언츠에 큰 성원을 보내주

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앞으로도 지속 인 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롯데 자이언츠는 다음달 3일 변경된 명칭을

발표할 정이다.

지난해 외부 문가에 컨설 을 의뢰해 연고지 이 을 검토해 온 롯데는 지난

달 부터 련 사안에 해 본격 인 진행을 추진해왔다.롯데는 연고지 이

을 통해 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 유형2

● 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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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여

히 진정한 팬일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
나는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여

히 응원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3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내가 롯

데 자이언츠의 팬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요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4
나는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경

기를 보기 하여 경기장을 다시 찾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5
나는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주

변사람들에게 경기의 람을 권유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6

나는 롯데 자이언츠가 다른 지역으로 이 하더라도 앞

으로 람할 기회가 온다면, 다시 람하기로 결정

을 내릴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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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effectoffranchiserelocation

onregionalfans'team identificationandspectatorbehavior.Itisintendedto

provideimplicationstothemarketingpractitionersoftheprofessionalsport

teams forcreating the revenue through enhancing fan identification.The

participantsofthisstudyarefansofLotteGiant,Koreanprofessionalbaseball

team,wholivesinBusanandSouthGyeongsangprovincewheretheteam is

based.Theconveniencesampling methodwasusedfordatacollecting.In

total300casesweredistributed(100casesfortheregionalchangescenario,

100casesfortheteam symbolchangescenario,100casesfortheregional

andteam symbolchangescenario)onSeptember26and27atSajikBaseball

Stadium whereisthehomeofLotteGiantand262caseswereanalyzed.To



analyzethedata,conducted frequency analysis,reliability analysis,cluster

analysis,andmixedANOVAusingSPSS20.0program.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First,thedegreeofthespectator

behaviorchangecreatedbythefranchiserelocationdependsonthelevelof

team identification.Second,thedegreeoftheteam identification and the

spectatorbehaviorchangecreatedbythefranchiserelocationdependonthe

levelofregionalidentification.Third,thedegreesoftheteam identification

andthespectatorbehaviorchangecreatedbythefranchiserelocationdiffer

depending on thetypeoffanallegiancetotheteam.Lastly,thereisno

moderatingeffectofthetypeofthefranchiserelocation(changeoftheregion,

changeoftheteam symbol,changeoftheregionandtheteam symbolatthe

sametime)whichaffectstoregionalfan'steam identificationandspectato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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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Regional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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