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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폰서십은 단지 회사의 기부로서의 개념으로만 취급되었던 과거
와 달리 현재에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많은 기
업들은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여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구단의 모기업 혹은 메인스폰서의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들
여 구단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미지 제고, 긍정적 전이, 기업
태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기업은 종종
구단 스폰서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는 주의
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채 마케팅전략을 펼침으로써, 스폰서십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역
효과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이 한 구단의 모기업 혹은 메인스폰서의 입장에
서 성공적인 구단 스폰서십을 위해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인 스폰서십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팬과 프로야구 구단의 관계의 질(신뢰성, 몰입
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호혜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메인스폰서의 구단스폰서십에 대하여 팬들이 지각한 진정
성이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귀인이론에 바탕 하여 규명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프로야구 9개 구단의 팬으로 하였고, 편의표집방법을 활
용하여 연구대상을 모집,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502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78부를 제외한 4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IBM SPSS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관계의 질 구성요인인 신뢰성,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
성, 호혜성 중, 신뢰성과 호혜성만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지
각된 진정성에 의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단과 팬이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구
단을 후원하는 메인스폰서의 입장에서 가장 큰 스폰서십 효과를 얻을 수 있으
며, 추후에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은 이를 인식하여 구단이 팬들과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호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주요어: 관계의 질, 스폰서 태도, 지각된 진정성, 귀인이론
학 번: 201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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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단지 회사의 기부로서의 개념으로 취급되었
던 과거부터 시장 내에서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경쟁력 있
는 위치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기 까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다(Henseler, Wilson, & Westberg,
2011).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폰서십 활
동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매출증대를 이끌어내며, 긍정
적 이미지 등을 형성하여,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발판
을 만들어내었다(Mulin, Hardy, & Sutton, 2000; McDaniel, 1997).
기업들의 스폰서십 활동은 스포츠 시장에서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12년도 IEG(International Events Group)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스폰서십 시장은 약 500억($48.6 billion) 규모로
추산되었으며, 대략 68%에 달하는 시장에 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 스폰서십 시장에 참여하고 있
는 이유는, 스포츠 구단이 연고지를 바탕으로 자기 고유의 팬 층을 보유하
고 있으며, 시즌 내내 장기간 동안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스폰서십의 노출
빈도가 높고, 프로모션 활동을 촉진시켜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Madrigal, 2001).
따라서, 지역연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스포츠구단들의 특성상 구단
을 대상으로 스폰서십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게는 구장 방문객
과 팬에서 부터 연고 지역의 거주민들까지도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
1

회를 갖기 때문에,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
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단의 메인스폰서인 경우, 구단을 통해 최대한 많이 자사의 제품
을 노출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에 호
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스폰서십에 대한 필요성과 다르게 구단의 입장에서도 기업
의 구단 스폰서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 이유는 기업의 스폰서
십은 구단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Buhler,
Hefferman, & Hewson, 2007).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다수의 프로스포츠
팀들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모기업 혹은 메인스폰서로부터 스폰서십의 형태
로 지원받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단을 스폰서십하며 기업 홍보와
동시에 구단의 운영자금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은 크게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
구의 4대 스포츠 시장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국내 프로스포츠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는 프로야구산업으
로, 많은 기업들이 프로야구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스폰서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프로야구는 9개 구단 체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9개의 기
업인 기아, 넥센, 두산, 롯데, 삼성, 엘지, 한화, NC, SK이 각 구단의 메인스
폰서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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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야구

4,409,239

5,636,191

6,347,547

6,236,626

7,154,378

7,533,408

6,744,030

축구

2,746,749

2,945,400

2,811,561

2,703,323

3,030,586

2,419,143

2,293,957

농구(남)

1,104,503

1,160,113

1,228,855

1,133,841

1,154,948

1,333,787

1,227,644

농구(여)

106,999

172,736

156,788

91,584

166,227

150,752

139,753

배구(남여)

227,954

234,308

278,106

317,945

372,592

427,222

383,327

합계

8,595,444

10,148,748

10,822,857

10,483,319

11,878,731

11,864,312

10,788,7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답게 메인스폰서의 구단 후원 액수 단위도 타 프
로스포츠산업에 비해 큰 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삼성
계열사로부터 246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으며, 계열사의 연회비 등을 통한
사업 수익도 52억 원을 기록 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 당해 올린 448억
원의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을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기록했으며, LG
트윈스는 46억 5천만 원을 LG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LG 계열사의
광고 협찬 규모도 130억 원을 넘어섰다. SK 와이번스의 경우 SK 텔레콤으로
부터 40억 원을 후원받았으며, 두산 베어스의 경우 모기업 계열사와의 거래
규모가 156억 원 정도였으며, 기아 타이거즈도 모기업으로부터 전체 매출의
6~70% 정도를 후원 받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며, 2013년
부터 프로야구 정규시즌에 합류한 NC다이노스는 모기업인 엔씨 소프트로부
터 280 억 원을 후원받아 팀을 운영하게 되었다(유희석, 2013).
이와 같이 프로야구구단을 운영/스폰서 하는 기업들은 매우 큰 액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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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해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팬 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켜, 스폰서로서 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충성도 높은 팬들을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서희정, 김용만, & 이계
석, 2008; 신정신, 김민철, & 김두기, 2009; 김용만, & 김세윤, 2012).
이러한 효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을 성장시켜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오랜 기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
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 큰 투자를 하는 모기업 혹은 메인
스폰서의 입장에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십 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는 학술적 연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4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는 팬들 스스로가 지닌 자아 정체성을 팀
에 동일시 시켰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는데(Lynch & Schuler, 1994), 그 이
유는, 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호의적 태도가 해당 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식 스폰서에 긍정적 전이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후 이러한
호의적 감정 전이가 스폰서 이미지상승과 소비행동 그리고 구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황익주 & 김기호, 2004; 박세혁, 김용만, 전호문,
& 서희정, 2007; 최희동, 홍명보 & 강현민, 2008; 홍성찬, 황인창, 라광진,
& 황윤용, 2011). 즉, 팀과 팬의 관계는 기업의 스폰서십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폰서십의 효과성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메인스폰서의 진정성이 없는 구단 경영
태도나, 팀 경기력에 대한 강한 부정적 연상들이 이에 해당한다(박대성, 김
은지 & 김재휘, 2011). 즉, 경우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팀과 팬 간
의 관계가 깊을수록 스폰서 태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단을 운영하고 후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팬들로부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물을 얻어 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구단 운영과 스폰서십으로 인해 발생
하는 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 창출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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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단 스폰서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
다수를 이루는 학계에서 구단과 팬 간의 관계가 깊고 얕음에 따라 어떠한
자극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
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단과 팬 사이의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팬들이 기업의 구단 스폰서십
에 보이는 진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구단 스폰서십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
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프로야구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프로야구 팀
을 메인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해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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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
1) 관계의 질의 개념
Blackston(1993)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소비자와 브랜드가 동등한
당사자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브랜드를 거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관계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생각한 것이다(김유경 & 허웅,
2003). 그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소비
자에 대한 브랜드의 태도 간의 상호작용” 이라고 정의 하여, 개인 간의 관계
에서처럼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 발생하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과정의
복합체라 하였다.
한편, Fournier(1998)는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개념을 소비자와 브랜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파트너로써 공헌하고,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된
연대라고 하였다. Fournier(1998)는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
를 정리하였는데, 연구는 대인관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브랜드 관계
가 소비자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관계의 유형과 차원을 포함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는 브랜드를 의인화
하여 브랜드를 관계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종합적으
로 보면 소비자-브랜드 관계는 동등한 당사자인 소비자와 브랜드가 서로의
파트너로 상호작용하여 생성되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김유경, 2002).
관계의 질은 조직과 고객 간에 형성된 관계의 깊이와 견고성에 대한 총체
적인 평가이다(De Wulf, Odekerken-Schroder, & Iacobucci, 2001; Fou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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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Palmatier, Dant, Grewal, & Evans, 2006).
관계의 질은 마케팅에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개념이지만 연구에 따라 구성하는 차원에 대해 학자들 간의 명확하게 일치하
지 않고 있다(이영남, 이유양, 박홍현, & 박선희, 2007). 현재까지 진행된 연
구에 의하면, 고객지향과 윤리의식(Dorsh, Swanson, & Kelly, 1998), 공정성
(Boles, Johnson, & Barksdale, 2000; Kumar, Scheer, & Steenkamp, 1995),
몰입(Kumar, Scheer, & Steenkamp, 1995), 신뢰(Anderson & Weitz, 1989),
만족(Bejou, Wray, & Ingram, 1996)등이 관계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Fournier(1999)는 관계의 질 구성요소를 6가지 범주(사랑과 열정, 자아 연
결, 상호의존성, 몰입성, 친밀성, 브랜드 파트너 품질)의 소비자-브랜드 관계
의 질적 차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종류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종류

범주

정서적 & 사회 감정적 애착
(Affective & Socio-emotive
attachment)

사랑과 열정(Love and Passion)

행동적 유대
(Behavioral ties)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몰입성(Commitment)
친밀성(Intimacy)
브랜드 파트너 품질
(Brand partner quality)

자아 연관성(Self-connection)

지원적/인지적 믿음
(Supportive/cognitive beliefs)
출처: Fourni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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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팬-구단 관계의 질 선행연구
구단과 팬 소비자 간 관계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알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
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스포츠 분야에서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대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Kim & Trail(2011)의 것이 거의 유일하다.
Kim & Trail(2011)은 Eisenhardt(1989)가 제시한 개념적 모형과 이론 구
축 방법에 근거하여 사전 문헌 연구, 상식, 경험 등을 종합하고 검토한 후, 스
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계의 질 모형을 확립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Kim & Trail(2011)은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소비자 간 관
계의 질을 신뢰, 몰입, 친밀, 자아 연관, 호혜성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 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소비자들의 구전, 미디어 활용, 머천다이
징 상품 구매, 경기 관람을 포함하는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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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의 질 모형(Kim&Trail, 2011)

Kim & Trail(2011)이 제시한 스포츠소비자-조직 간의 관계의 질 모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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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im & Trail(2011)의 관계의 질 모형 구성 변인
구성 변인

정의

신뢰성(Trust)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취한 행동에 의해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Anderson &Weitz, 1989)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몰입성(Commitment) 느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Morgan &
Hunt, 1994)
자아연관성
어떠한 브랜드나 팀에 의해 자신의 자아정체성이 강력하
(Self-connection) 게 표현되는 정도(Fournier, 1998)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익숙함, 친근함 그리
친밀성(Intimacy) 고 솔직함의 정도(Fournier, 1998)
호혜성(Reciprocity) 교환 관계 내에서 상호간의 의무가 균형 있게 유지될 것
에 대한 내재화된 믿음 및 기대(Palmatier, 2008)
출처: Kim & Trail, 2011

a. 신뢰성(Trust)
신뢰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변인으로 간주된다(Dwyer,
Schurr, & Oh, 1987; Garbarino & Johnson, 1999; Morgan & Hunt, 1994;
Palmatier, Dant, Grewal, & Evans, 2006; Kim & Trail, 2011). Anderson &
Weitz(1989)는 신뢰성의 정의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취한 행동에
의해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고, Moorman,
Deshpande, & Zaltman(1993)은 교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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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Morgan & Hunt(1994)는 관계 파트너가 교
환관계 내에서 의지할 만하고, 진정성이 높아 갈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
태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매, 수익,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같은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변인으로 설명되었다(Doney
& Cannon, 1997; Palmatier et al., 2006; Reynolds & Beatty, 1999; Kim &
Trail, 2011).
몇몇 연구자들은 신뢰가 직장 상사-직원이나(Robinson, 1996; Zhang,
Tsui Song, Li, & Jia, 2008), 판매원-고객(Palmatier, Scheer, Houston,
Evans, & Gopalakrishna, 2007; Powers & Reagan, 2007)과 같은 대인 관계
에서 그 맥락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신뢰는 대인관계
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Kim & Trail, 2011).
조직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Kim & Trail, 2011). 이는 스포츠
조직과 고객 간의 관계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소비자는 대인관계
에서 보이는 신뢰와 같이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형태의 신뢰를 보인다
(Ross, 2007). 게다가 스포츠 조직에 신뢰를 보내는 소비자는 추후에 높은 값
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조직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Chen, 2006;
Filo, Funk, & Alexandris, 2008; Funk & James, 2006).
b. 몰입성(Commitment)
몰입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낄 정
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로 대게 정의된다(Morgan & Hunt, 1994).
또한, 몰입은 파트너와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 즉, 관계를
유지하고자 단기간의 손실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확신으로 정의된다(Anderson & Weitz, 1992). 또한 몰입은 단기적 고객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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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래 지향적 고객 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개념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인으
로 작용한다(Berry, 1995; Webster, 1992; Levy & Weitz, 2004).
몰입은 계속해서 관계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의지와(Moorman,
Deshpande, & Zaltman, 1993),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강력
한 브랜드 관계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로 자아와 밀접히 연결시키거나
대용물을 비난함으로써 안정성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몰입은 소비자의
탐색 노력을 줄이고(Johnson & Rusbult, 1989), 관계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방
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몰입은 강력한 브랜드 관계에서
발견된다(Fournier, 1998). 즉, 몰입은 협력적 행동과 타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관계에서 멀어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rgan & Hunt,
1994). Ross, James, & Vargas(2006)는 스포츠 조직 혹은 팀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관계가 몰입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스포츠 조직에의 몰입은 고객과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데 중심이 되는 변인이다(Funk &
Pritchard, 2006; Mahony, Madrigal & Howard, 2000; Wann & Pierce, 2003).
c. 자아연관성(Self-Connection)
자아연관성은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다(Fournier,
1998; Smit, Bronner, & Tolboom, 2007; Swaminathan, Page, &
Gurhan-Canli, 2007) 자아연관성은 어떠한 브랜드나 팀에 의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강력하게 표현되는 정도(Fournier, 1998)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강한 자아와의 연관성은 소비자-브랜드 관계가 지속되
도록 해준다(Fournier, 1998). Escalas(1996)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
그 브랜드의 고객 성향을 고려하며, 그 중에서 자신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성향을 지닌 고객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는 원형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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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rotype matching)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아 개념과 브랜드 간의 연결 관
계에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스포츠에서 자아연관은 동일시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서
팬이 특정 팀에 심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팀 동일시(team
identification)라고 정의하는데(Wann, Ensor, & Bilyeu, 2001), 이를 보면 자
아연관성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시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nts & Wenner(1995)는 스포츠팬의 입장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에 몰입
하여 특정 스포츠 팀과 일체감을 느낄 때 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
과의 일체감도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되어진 모기업에 대한 일체감은 곧 특
정 스포츠 구단의 모기업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소비자들은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과 연관성이 있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그 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
며, 조직에 대한 동일시는 조직을 후원하는 특정기업에까지 전이되어 지속적
인 제품구매와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Bhattacharya, Rao & Glynn, 1995; 최
낙환, 2005; 임범규 & 조광민, 2010; 문병일 & 김백윤, 2012).
팀 동일시는 스포츠 관람객들의 소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높
은 팀 동일시 수준을 보이는 스포츠팬들은 낮은 팀 동일시 수준을 보이는 스
포츠 팬보다 선호하는 팀의 경기를 더 많이 관람하고, 해당 팀의 시즌 티켓,
라이센싱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며, 경기장 입장료의 가격변화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Fisher & Wakerfield, 1998; Trail, Anderson, & Fink, 2000;
Mahony, Madrigal & Howard, 2000; Gwinner & Swanson, 2003).
Fisher, & Wakerfield(1998)는 동일시가 높은 스포츠팬일수록 팀 성적에
상관없이 팀에 대한 지속적인 동일시 경향성을 보이며, 이와 같은 심리적 애
착의 결과로 선호 팀의 라이센싱 제품을 구입하여 응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다. Kwon, Trail, Anderson & Lee(2004)의 연구 또한 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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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포츠팬의 선호 팀의 라이센싱 제품 구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d. 친밀성(Intimacy)
몇몇 연구자들은 친밀성을 관계의 질의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Aaker, Fournier, & Brasel, 2004; Fletcher, Simpson, & Thomas, 2000;
Meng & Elliott, 2008; Smit et al., 2007).
Fournier(1998)는 친밀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익숙함,
친근함 또는 솔직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Sternberg(1986)는 친밀성을 지
속적인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친숙함 또는 연대감이며, 관계 내에서 동일한
감정을 나누는 감성적 공감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himp & Madden(1988)
은 소비자와 조직 사이에서 형성 될 수 있는 감정적인 형태의 연계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공적인 관계는 관계 파트너 간의 높은 친밀감으로부터 구축된다
(Fournier, 1998). 친밀성은 관계 파트너에 대한 지각을 높여주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Murray, Holmes, & Griffin, 1996), 상호간의 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한다(Stern, 1997).
소비자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브랜드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기억, 별명, 의식이 혼합된(Bell, Daly, & Gonzalez, 1987) 정교한 지식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 다른 브
랜드보다 특별히 친밀하다고 느낀다(Fournier,1998).
고객과 스포츠 조직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스포츠 소비 행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분류되며(Harris & Ogbonna, 2008;
McDonald & Milne, 1997), 친숙성, 친근감, 개방성의 정도가 스포츠 조직과
고객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스포츠 조직의 긍정적인 마케팅 활동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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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중요 요소로 제시된다(Harris & Ogbonna, 2008)
e. 호혜성(Reciprocity)
관계 파트너 간의 지각된 호혜성의 정도는 성공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형
성하는 주요 요소이다(Miller & Kean, 1997; De Wulf et al., 2001).
Palmatier(2008)은 호혜성을 사람들 사이의 교환 관계 내에서 상호간의 의무
가 균형 있게 유지될 것에 대한 내재화된 믿음 또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대게 호혜성은 교환관계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예상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
되었다(Larson, 1992).
소비행동학에서 호혜성은 마케팅 관계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호
혜성의 원칙이 고객-기업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Bagozzi, 1995). 소비자가 브랜드나 점포와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
각할 때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불만족을 느꼈음에도 스스로 타협하려는 자세
를 보인다(Kaltcheva & Weitz, 1999) Miller & Kean(1997)은 농촌사회에서
호혜성은 지역 소매업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요인이라고 밝혔
다.
호혜성은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교환이론
에 따르면,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조직간의 관계는 상호간의 지각된 호혜
성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된다고 한다(Howard & Crompton, 2004). 만약 스
포츠 조직이나 고객이 호혜관계에 있어 평등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을 경우,
이는 충성도 저하와 관계를 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Kim & Trail,
2011).
Kim & Trail(2011)에 따르면 관계의 질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① 관계의 질은 관계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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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성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Fournier, 1998). ② 관계
의 질은 성공적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Smit,
Bronner & Tolboom, 2007). ③ 관계의 질에 대한 지식은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논의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Roberts, Varki & Brodie, 2003). ④ 관계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관계마케팅의 효과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스포
츠 조직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질은 고객/팀 충성도(De Wulf et al., 2001;
Hennig-Thurau, Gwinner & Gremeler, 2002), 구전(Hennig-Thurau,
Gwinner & Gremeler, 2002), 지속에 대한 기대(Crosby, Evans & Cowles,
1990; Doney & Cannon, 1997)등으로 대표되는 조직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주
요 지표임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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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Authenticity)
1) 진정성의 개념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라틴어의 ‘Authenticus’와 그리스어인
‘Authentiko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그 의미는 ‘수용할 가치가 있으
며’(worthy of acceptiance), ’권위있고’(authoritative), ‘허구가 아니며’(not
imaginary), ‘가짜나 모방이 아닌’(not falso or imitation), ‘본질 그 자체를 따
르는 것’(conforming to an original)을 뜻한다(Cappannelli & Cappannelli,
2004).
경영학 연구에서, 진정성은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는데(Beverland,
2005). 주로, 진정성은 개념은 진짜(genuineness), 실제(reality) 혹은 진실
(truth)를 나타내며(Kennick, 1985), 진정성은 또한, 진실성(sincerity), 순수성
(innocence), 그리고 독창성(originality)의 의미로 정의되며(Fine, 2003), 본연
(natural), 정직(honest), 단순함(simple)의 개념과 상통한다(Boyle, 2003).
진정성의 반대개념은 비진정성으로, 비진정성은 주로 주관적이며, 사회 혹
은 개인에 의해 구성된 개념(Grayson & Martinec, 2004; Leigh et al., 2006)
이다. 비진정성은 주로 자기서술적(Wild, 1965), 그리고 자기결정적(Deci &
Ryan, 1991)인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즉, 진정성이 진정한 자아 그 자체
를 뜻하는 반면에, 비진정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아를 감추고
거짓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Snyder, 1979).
보다 브랜드와 관련된 관점에서의 진정성이 나타내는 개념을 살펴보면,
브랜드 진정성은 ‘옳음’과 ‘그름’에 관한 것으로(Gilmore & Pine, 2007), 상대
방과 약속된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Dickinson, 2006), 상업적 동기보다
소비자에 대한 가치지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적으로
봤을 때,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질의 하나(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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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0)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본질적 의무이자 책임을 수행하는
것(박성현, 2012)으로도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여러 다른 환경,
또는 상황에서 진정성을 다르게 지각하며, 관심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수
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 단서를 이용해 관심 대상의 진정성을 평가
하려고 한다(Grazian, 2003).
<표 4> 진정성의 개념
연구자
Snyder(1979)
Harter(2002)
Dickinson(2006)
Gilmore & Pine(2007)
Beverland(2005)

개념
진정한 자아 그 자체
자신의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옳음’과 ‘그름’에 관한 것
약속된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상업적 동기보다 소비자에 대한 가치지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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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 선행연구
진정성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Gilmore & Pine(2007)은 브랜드 진정성을 나타내
는데 인적 서비스의 특별함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강조하였고,
Alexander(2009)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진정성을 인지하는데 촉진은 매
우 주요한 차원이고 촉진은 판매인을 통한 인적 서비스 관리를 통해 성공으
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everland, Lindgren & Vink(2008)는 판매
인들에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진정성으로서 도덕적 진정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진정성이 서비스 품질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었고(윤만회, 2003), 최근 간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CRM) 분야에서도 소비자
의 진정성 지각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오만덕, 2009).
진정성이 관계맥락에서 어떤 긍정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 최근 연구결과들
은 진정성이 관계만족도와 호감 그리고 효과적인관계와 신뢰를 높이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Lopez & Rice(2006)의 연구에서 진정성이 높은 사람이 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rnis & Goldman(2006)의 연구에서
도 진정성은 관계만족도를 예측했는데 진정성과 관계만족도 사이를 신뢰, 자
기개방, 내적 관계 동기가 각각 매개했다. 즉 파트너를 신뢰하는 것과 그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고 친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애정 관계의 동기가
자기 결정적인 것은 진정한 개인이 경험하는 관계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임을 시사한다.
Robinson, Johnson, & Shields(1995)의 실험연구에서 사람들은 진정성을 보
이는 사람을 더 좋아했으며 진정성과 호감의 관계를 자기 지식과 정직에 대
한 지각이 매개했다. Herman(1971)은 관리자의 진정성은 직장에서 효과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리더의 진정성은 부하직원의 일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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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있다
(Cameron, 2007).
다수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이 결국 브
랜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이미영, 최현
철 2012; Chiu, Hsieh and Kuo 2012). Gilmore & Pine(2007) 반대로, 기업의
활동이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나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
들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진정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도 있다(김윤영 2004; Drumwright 1996)는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등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에서의 마케팅적
관점으로 중요하게 봐야할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 내에서 구단과 팬의 관계에서 진정성이라
는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팀 스폰서에서 지각되는 진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Kim, Ko, & James(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팀 스폰서
십 진정성이란 ‘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특정 팀 스폰서의 팀 후원활동에
대해 지각된 신뢰수준’으로 정의 내리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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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 태도(Sponsor Attitude)
1) 스폰서 태도의 개념
태도(Attitude)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aptus'라는 라
틴어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지닌 긍정적, 부정
적 감정,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을 말한다(Huang, 1993). Eagly &
Chaiken(1993)에 따르면 태도(attitude)는 한 사물에 대한 한 개인의 전반
적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태도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 또는 상
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의 사물과 일군의 대상에 대한 심리적, 생리적인 준비
상태로 볼 수 있다(Wilikie, 1992; Fishbein & Ajgen, 1975; Allport, 1954).
태도에 관한 개념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개념은 다양하지만 Fishbein & Ajzen(1975)이 밝힌 5가지
개념구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 대상은 사람, 사물, 행동
이 될 수도 있다.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주로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행
동에 의해 태도가 형성하게 된다.
둘째,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며, 사람들은 사물
과 행동에 대해 태도가 형성되면 그 태도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셋째, 태도는 개인의 심리적인 대상에 대한 호의적과 비호의적,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반응의 정도이며, 이는 즉, 좋거나 싫은 감정의 문제
이다.
넷째, 태도는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개인이 성장 하는 동안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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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험과 가족, 친구로부터 듣는 이야기 등)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다섯째,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선 경향적으로 반응하며, 선경향이란
개인이 특정사물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을 의미한
다.
태도는 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과, 지식, 의견을 포함하는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와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을 포함하는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가 존재한다(Rosenberg, 1960; Olson &
Zanna, 1993; Carmichael, 2000). 태도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
다.
<표 5> 태도의 구성요소
요소

내용

대한 소비자의 상념과 지식으로써 평가요소는 단순
인지적 요소 태도대상에
성의 특징을 갖는 반면에 인지요소는 복잡성의 특징을 갖음.
정서적 요소 태도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관련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행동 또는 의향으
행동적 요소 태도대상과
로 주로 학습경험과 심리의 동학의 의해 획득되어짐.
출처: 한규석, 2002; 박민영, 2010

Zeithaml(1988)은 제품의 기능적, 경험적, 편익적인 관련 속성이 지각된
품질에 작용한다고 정의하였으며, Rossiter와 Percy(1987)는 브랜드 태도를
비속성 제품의 신념 및 상징적 편익이 연관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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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가 좋음, 싫음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
(Mitchell & Olson, 1981).
태도 개념의 중요성은 Allport가 1935년에 주장한 이래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특히, 소비자 행동연구에서의 태도 연구는 기존
제품의 재정립, 선호상표의 예측, 신제품 개발, 광고 전략의 창출, 일반적 구
매성향 파악 등의 기초가 되었다(이계석, 2007). 태도는 브랜드, 광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
라서 태도는 광범위한 시장행동을 예측,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이다
(Gardner, 1985).
태도 개념은 마케팅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사
회심리학에서 태도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Mitchell
& Olson, 1981). 또한, Low & Lamp(2000)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호감형성과 함께,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를 촉진시키고 실제적으로 구매단계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즉,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구매의도 형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랜드태도(attitude
toward the brand)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의
경향을 말한다(김용만, 2001; Brawn & Stayman, 1992; Pope & Voges,
2000).
브랜드 태도의 개념이 스폰서십 분야에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 스폰서
태도이다. 즉, 스폰서 태도란 스폰서십을 수행하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Keller(2003)는 스폰서 태도를 스포츠이벤트에 후원하거나 스
폰서 하는 한 기업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Meenaghan(2001)은 스폰서 태도를 스폰서기업에 대한 호의적 성향
(favorable disposi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Rodgers(200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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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란 일반적으로 한 사물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부정적 혹은 선호적/비
선호적으로 비춰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스폰서는 소비자들이 자사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식(awareness)에 초점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지속
적으로 마케팅 메시지가 호의적 성향(favorable disposition)을 소비자들 사
이에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Bennett, Cunningham, & De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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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 태도 선행연구
국내의 스포츠와 관련된 태도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정희
& 김용만(2009)의 프로야구 관중의 스폰서에 대한 연상이 스폰서십반응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브랜드자산의 요인인 브랜드 인지, 지각된 품질,
브랜드연상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만, 이정은, 허진 & 김세윤(2010)의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십 활동
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스포츠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프로야구 관중의 브랜드태도는 브랜드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종국, 박민숙, & 오미옥(2011)은 스폰서와 이벤트 사이의 일치성이 높
은 경우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스폰서에 대한 태도로 쉽게 전이되
며, 특정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십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타적
동기귀인은 스폰서 태도를 증가시킨다고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신종국(2011)은 이벤트-자아 일치성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상호작
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비자가 이벤트와 자아 사이의 일치성이 높다고 판
단될 때 스폰서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다고 연구 한 바 있다.
김용만(2008)은 프로농구 스폰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스포츠 스폰서
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프로농구 관중의 태도는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기업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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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1) 귀인이론의 개념
Heider(1944)에 의해 처음 주창된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어떠한
특정 행동에 대하여 지각된 사고의 원인과 의미에 집중하여, 그에 대한 인과
적, 논리적 해석을 내리는 방법을 강조하는 인지적 접근 개념이다(Roberts &
Duda, 1984). 귀인이론은 개인을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대하여 인과적 추론
을 하는 사회적 지각자(social perceivers)로 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Kelley, 1973; Kelley & Michela, 1980). 이에 따라, 귀인이론은 어느 한 개인
이 타인의 동기(motive)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인지된 동기가
이어 나타날 행동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Foreh & Grier, 2003).
따라서, 소비 행동 분야에서 귀인이론은 사람이나 기업 혹은 특정 단체의
말 또는 행동의 원인에 대한 추론으로서, 특정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소비자
의 귀인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Folkes, 1988).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소비자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단일차원으로 귀인 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 다차원적인 방식으
로 귀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를 모두
인지하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만 인지하는 소비자보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Ellen et al., 2006; Fein, 1996; Williams &
Aaker, 2002)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귀인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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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인이론과 스폰서 의도 지각
귀인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을 추론함으로
써 자신이 처한 세계의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적인 측면을 이해하려할 뿐만
아니라 이 이해를 토대로 해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려고 한다. 즉, 인간
은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
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창섭, 1994). 이것을 스폰
서십 상황에 적용 시켜보면 기업이 어떤 스폰서 대상에 대하여 스폰서십 활
동을 한다는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접할 경우 일반적인 제
품 광고를 접할 때와는 다른 평가 프로세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
폰서십 활동은 기업이 수행하는 다른 마케팅 활동과는 다르게 상업적인 목적
에 의한 활동 외에 사회적 대의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스
폰서십활동을 하는 기업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추론과정을
거치게 된다(윤각 & 조재수, 2007).
Rifon, Choi, Trimble, & Li(2004)의 연구에서 보면 기업과 공익 간의 관
련성이 높을수록 공중은 공익 활동을 이타적 동기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고,
이타적 동기로서의 귀인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기업과 공익 간 관련성이 깊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익 활동을
이타적 동기로 귀인 함으로 반드시 기업에 대해 좋은 태도와 이미지만을 형
성하는 것은 아니다. Drumwright(1996)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핵심 비즈니
스와 기업이 지원하는 공익간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면 소비자들이 공익을 지
원하는 기업의 의도에 대해 기회주의적이라거나 공익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다는 식으로 지각해 냉소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Foreh &
Grier(2003) 역시 제품과 공익활동의 관련성이 높으면, 기업 공익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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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의심한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관련성이 높을수록 기업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oreh & Grier(2003)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 추측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하
나는 기업 외부의 공익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public-serving)
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firm-serving)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만약 기업 자신에게 이익이 돌
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Dean(1999)은 스폰서십에 관한 소비자 귀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스폰
서의 이미지와 연결성이 높은 자선행사에 대한 소비자 귀인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스폰서와 자선행사
의 이미지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쳤
고 기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혁 & 최명일(2008)일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차원에서 스포츠 선수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수와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이 행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쉽게 그 동기를 추론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동기가 잇을 경우, 또는 상충되는 동기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는 기
업의 마케팅 의도에 대하여 다양한 의구심이 유발된다. 이 때 소비자들은 기
업이 감추고 있는 공익활동 이면의 동기를 알아내고자 복잡한 귀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한 귀인 과정이 기업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 및
평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Campbell, & Kirmani, 2000; Fein, Hilton &
Miller, 1990).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스폰서십이 스폰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순수한 목
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이타적 동기)와 기업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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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동의 차원(이익적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간의
스폰서십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스포츠 구단의 경우 대부분이 모기업에 의한 구단 스폰서십이 이루
어지고 있고,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구단의 경우에도 메인스폰서가 중심이
되어 구단 스폰서십을 진행한다. 즉, 모기업 혹은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
십에 대한 팬들의 인식이 구단 발전을 위한 메인스폰서의 노력이라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은 경우(구단 스폰서십에 상업적인 색채가 강함 혹은 구단 발전
이 아닌 다른 목적이 느껴짐)보다 모기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팬들이 모기업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
해 지각한 진정성이 구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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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의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메인스폰서의 팀 스폰서십에 대한 지각된 진정성이 메인
스폰서 태도에 조절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1. 관계의 질과 스폰서 태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Kim & Trail(2011)의 관계의 질은 신뢰
성, 몰입성, 자아연관성(동일시), 친밀성, 호혜성이다. 각각의 변인은 여러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 스폰서 태도와의 관계가 규명되었다.
신뢰와 몰입은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을 중재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Garbarino & Johnson, 1999). 신뢰는 교환관계를 생성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서 충성도를 야기한다(Morgan & Hunt, 1994).
이수형, 이재록 & 양진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마케팅에서 기업
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미래 상호작용 예측정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
다. 또한 유일 & 최혁라(2003)는 B2C 전자상거래라는 특정상황에서 고객
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신뢰가 구매의
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몰입은 구매 의사를 높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주요 변인이다(정기한,
허미옥 & 신재익, 2007). Mahony, Madrigal & Howard(2000)는 스포츠팬
의 몰입도는 팀에 대한 충성도 형성에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정의하였고,
특히 심리적 몰입도는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강한 정서적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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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팀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
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Gabrino &
Johnson(1999)은 관계지향적 고객에게 있어서 신뢰와 몰입이 미래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동일시 즉, 자아연관이 스폰서십의 결과물을 위
한 주요 변인이라고 설명한다(Cornwell & Coote, 2005; Madrigal, 2000,
2001). Gwinner & Swanson(2003)의 경우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에 있어
해당 팀에 대한 동일시의 매개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Gants & Wenner(1995), 김정구 등(1999)은 스포츠팬의 입장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에 몰입하여 특정 스포츠 팀과 일체감을 느낄 때 스포츠 팀을 운영
하고 있는 모기업과의 일체감도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되어진 모기업에 대한
일체감은 곧 특정 스포츠 구단의 모기업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cdonald(1991)는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은 이를 후원하는 기업에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arris & Ogbonna(2008)는 친숙성, 친근감, 개방성의 정도가 스폰서십활
동에 있어 스포츠 조직과 고객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스포츠 조직의 긍정
적인 마케팅 활동 효과를 촉진하는 중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Gustafssonn(2005)은 기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호혜성 지각을 제시하였다. 호혜성은 집단과 나의 관계가 양호하게, 상호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지하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업태도를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Kim &
Trail(2011)은 스포츠 조직이나 고객이 호혜관계에 있지 않아, 평등하지 않다
는 느낌을 받았을 경우에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팀과 팬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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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질 구성요인이 각각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H1. 관계의 질 구성요소는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신뢰성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몰입성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자아연관성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친밀성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e. 호혜성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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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
Meenaghan(2001)은 고객과 스폰서 대상 간의 강력한 관계가 스폰서십
에 대한 고객의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스포츠 팀
에 높은 동일시수준을 보이는 팬은 스폰서 동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
향이 있다(Kim, et al., 2011)
Mackenzie & Lutz(1989)는 광고의 신뢰성과, 광고에 대한 지각, 광고주
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광고활동에 대한 태도가 특정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스폰서십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는 스폰서에
대한 인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Speed &
Thompson(2000)은 스폰서 활동에 대한 고객들의 지각된 진정성과 스폰서
십 활동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사이에는 강력한 긍정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
다고 밝혔다, Kim et al.,(2011)은 고객들이 스폰서가 스폰서십 활동에 진지
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각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흥미를 보이고, 스
폰서에 호의적이며, 스폰서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불어, D’Astous & Blitz(1995)와 Rifon, Choi, Trimble, & Li(2004)는
고객들이 기업의 스폰서십 목적이 인도적 차원으로 인지될 경우 상업적으
로 인지되었을 때보다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
며, 기업의 진정성은 소비자들의 스폰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인스폰서의 구단을 향한 스폰서십 활동에
대해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이 관계의 질과 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 조
절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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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지각된 진정성은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영향관계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2a. 신뢰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2b. 몰입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2c. 자아연관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2d. 친밀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H2e. 호혜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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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다.

이상으로 제시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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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구성요소가 메인스폰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모기업의 팀 스폰서십활동에 대한 지각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한국 프로야구 팬을 대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한 조사는 설문조사 전에 설문응답 및 응원하는 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상의 구단별 팬 카페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총 502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고, 최종 수
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78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시킨 후 총
4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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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구통계학적 분석
변인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소득수준

선호구단

구분

빈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이상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근로직
학생
무직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삼성라이온즈
두산베어스
LG트윈스
넥센히어로즈
롯데자이언츠
SK와이번스
NC다이노스
기아타이거즈
한화이글스

283(66.7%)
141(33.3%)
98(23.1%)
229(54.0%)
80(18.9%)
14(3.3%)
3(0.7%)
116(27.4%)
143(33.7%)
103(24.3%)
38(9.0%)
24(5.7%)
54(12.7%)
14(3.3%)
58(13.7%)
11(2.6%)
14(3.3%)
267(63.0%)
6(1.4%)
246(58.0%)
64(15.1%)
70(16.5%)
23(5.4%)
21(5.0%)
90(21.2%)
49(11.6%)
50(11.8%)
52(12.3%)
47(11.1%)
32(7.5%)
36(8,5%)
32(7.5%)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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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조사도구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의 영역
으로,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문항, 스폰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지각된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표 7> 설문 문항 구성

구분
프로스포츠 구단과 팬 관계의 질
메인스폰서 태도
지각된 진정성

문항수
15
3
5

2) 설문지 구성
(1) 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Kim et al(2011)이
개발한 스포츠 소비자-팀 관계의 질 척도(Sports Consumer-Team
Relationship Qu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신뢰성, 몰입성, 자
아 연관성, 친밀성, 호혜성의 다섯 가지 관계의 질 구성요소에 대해 각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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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
(7-point Likert scale)를 통해 측정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관계의 질 설문 문항
구분

설문 문항

나는 ㅇㅇ팀을 믿는다.
ㅇㅇ팀은 신뢰할 만하다
나는 ㅇㅇ팀을 의지할 수 있다.
나는 ㅇㅇ팀에 빠져있다.
몰입성
ㅇㅇ팀에 몰두해있다.
(Commitment) 나는
나는 ㅇㅇ팀에 헌신적이다.
신뢰성
(Trust)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자아연관성 ㅇㅇ팀은
나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Self-connection) ㅇㅇ팀은
ㅇㅇ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친밀성
(Intimacy)
호혜성
(Reciprocity)

나는 ㅇㅇ팀이 매우 친숙하다.
나는 ㅇㅇ팀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나는 ㅇㅇ팀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ㅇㅇ팀은 내가 팀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이를 알아챈다.
내가 ㅇㅇ팀을 위해 추가로 무언가를 했을 때. 이 팀은 틀
림없이 그에 대해 보답한다.
ㅇㅇ팀은 내가 준 것 만큼 되돌려 준다.

(2) 메인스폰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메인스폰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20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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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은 3개로, 리커트 7점 척도(7-point Likert
scale)를 통해 측정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메인스폰서 태도 설문 문항
구분

설문 문항

메인스폰서 태도 나는 ㅇㅇ팀의 메인스폰서가 지닌 이미지를 좋게 생각한다.
(Main Sponsor 나는 ㅇㅇ팀의 메인스폰서가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한다.
Attitude)
나는 ㅇㅇ팀의 메인스폰서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3) 지각된 진정성
본 연구는 메인스폰서의 팀 스폰서십에 대한 팬들의 지각된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Price et al.,(1995), Kim et al.(2011)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은 5개로, 리커트 7점
척도(7-point Likert scale)를 통해 측정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지각된 진정성 설문 문항
구분
지각된 진정성
(Perceived
Authenticity)

설문 문항
ㅇㅇ팀의 메인스폰서가 해당팀을 후원하는 이유는 그럴만
한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메인스폰서는 진정으로 ㅇㅇ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메인스폰서가 ㅇㅇ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진다.
메인스폰서는 진정으로 ㅇㅇ팀의 구성원(선수단 및 직원)
들을 위한다고 느껴진다.
메인스폰서는 ㅇㅇ팀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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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의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과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균 및 표준편차)
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a 계수는 설문자료에 대한 신
뢰도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문항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추정해주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800 이
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평
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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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뢰도 분석
잠재변인

문항수

신뢰성

3

몰입성

3

자아연관

3

친밀성

3

호혜성

3

지각된 진정성 5

스폰서 태도

3

관측변인
신뢰성1
신뢰성2
신뢰성3
몰입성1
몰입성2
몰입성3
자아연관1
자아연관2
자아연관3
친밀성1
친밀성2
친밀성3
호혜성1
호혜성2
호혜성3
진정성1
진정성2
진정성3
진정성4
진정성5
태도1
태도2
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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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á
0.902
0.886
0.882
0.844
0.902

0.910

0.957

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도구를 작성하였으며, 선행이론에
대한 재검증 및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IBM SPSS AMOS 18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적 요인분석
바법보다 단일 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TLI, NFI,
CFI, SRMR, RMSEA, GFI값을 사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표 중에서 위의
지수들을 사용한 것은 연구에 활용되는 샘플 수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TLI와 RMSEA는 연구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둘 다 고려하기 때문이다
(홍세희, 2000).
<표 12>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Hair, Tatham, Anderson, & Black,, 2006)
통계량

N<250

N>251

2

지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유의적인
p값이 생길
수 있음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CFI,
TLI

0.97이상

0.95이상

0.92이상

0.95이상

0.92이상

0.90이상

χ

0.08이하(CFI 0.08이하(CFI 다른지수 0.08이하(CFI 0.08이하(CFI
SRMR 다른지수
참고
.95이상)
.92이상)
참고
.92이상)
.90이상)
RMSEA

<0.08

<0.08
<0.08
<0.08
(CFI.95이상) (CFI.92이상) (CFI.9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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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92이상)

<0.08
(CFI.90이상)

(1)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있으며, 본 설문의 응답자 수가
424명이며, 관측변인의 수가 23개라는 점에서 적합도 지수 Hair et al. (2006)
이 제시한 기준 값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값이 표본 수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선행 연
구를 고려하면(Schumacker & Lomax, 1996)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구분

χ

2/DF

P

적합도 733.292 .000
지수 /209

Normed χ2 TLI

CFI SRMR RMSEA GFI

3.509

.940

.928

.729

.077

.876

(2) 요인 적재량
측정모형이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본 모형을
통해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요인적재량을 통해 알아보았
다. 측정 모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통상 하나의 잠재변인에 하나의 준거변인을 설정하여 제시된 람다 값을 통해
요인적재량 값을 확인하게 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측변인들 중 하나
를 선택, 해당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에 준거 값인 ‘1’을 부여하는데, 이
때 이 변인을 준거변인이라고 한다(최현철, 2007).
측정모형의 람다 값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총 23개의 변인은 7개의
잠재변인으로 묶여졌다. 모든 개별 관측변인들과 개별 잠재변인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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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관측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
다.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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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14>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
신뢰성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호혜성
진정성
태도

1
1
1
1
1
1
1

최대값
7
7
7
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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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2838
5.6156
3.9497
5.5487
3.5605
4.8708
4.8868

표준편차
1.32856
1.39726
1.47693
1.14384
1.56011
1.39553
1.61594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에 제시되었다. 관계의 질
은 메인스폰서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진정성의 경우도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5> 상관관계 분석
연구 단위 평균 표준편차
1. 신뢰성
2. 몰입성
3. 자아연관
4. 친밀성
5. 호혜성
6. 진정성
7. 태도

5.2838
5.6156
3.9497
5.5487
3.5605
4.8708
4.8868

1.322856
1.39726
1.47693
1.14384
1.56011
1.39553
1.61594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511
.398
.453
.454
.478
.435

1
.443
.707
.351
.25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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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0
.627
.251
.296

1
.381 1
.339 .379 1
.269 .326 .761 1

3. 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H1. 관계의 질은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의 질 구성요소(신뢰, 몰입, 자아연관, 친밀, 호혜)가 메인스폰서 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a, H1b, H1c, H1d, H1e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연구가설.1 다중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0.418
5.594
0.000
신뢰성 0.066
0.368
6.794
0.000
0.625
몰입성 0.074
-0.001 -0.017
0.986
0.447
스폰서 자아연관 0.66
0.045
0.756
0.450
0.509
태도
친밀성 0.090
0.021
0.333
0.740
0.448
호혜성 0.059
0.119
2.076
0.039
0.939
R=0.485, R제곱=0.236, 조정된 R제곱=0.225, F=21.430, p=0.000,
Durbin-Watson = 1.985

신뢰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794(p=.000)로 나
타나 H1a는 채택되었다. 몰입성의 t값은 –0.017(p=.986)로 나타나 H1b는

로 나타나 H1c도 기각되었

기각되었다. 자아연관성의 t값은 .756(p=.45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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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밀성의 t값은 .333(p=.740)으로 H1d 역시 기각되었다. 호혜성의 t값은
2.076(p=.039)으로 나타나 H1e는 채택되었다. 즉, 관계의 질 다섯 가지 구
성요인 중에 신뢰성과 호혜성만 유의수준 내에서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

0에서 21.43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제곱=.236으로 23.6%의 설명력을 보
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8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의 질 구성요인들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H1a 가설에서 제시한 신뢰성과 H1e에서 제시한 호혜성의 변인만
메인스폰서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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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2 검증
H2. 지각된 진정성은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영향관계에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메인스폰서의 팀 스폰서십에 대하여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이 관계의 질
(신뢰, 몰입, 자아연관, 친밀, 호혜)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 조절효
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2a, H2b, H2c, H2d, H2e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연구가설.2 조절 효과 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추정값의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제곱
자유 자유 유의확률
변화량 F 변화량 도1 도2 F변화량

1 .485 .236 .225 1.42287 .236 21.430 6 417 .000
2 .788 .620 .614 1.00423 .385 421.144 1 416 .000
3 .792 .627 .616 1.00111 .007 .007 5 411 .183
a. 예측변수:(상수), 순위, 호혜성, 몰입성, 신뢰성, 자아연관, 친밀성
b. 예측변수:(상수), 순위, 호혜성, 몰입성, 신뢰성, 자아연관, 친밀성, 진정성
c. 예측변수:(상수), 순위, 호혜성, 몰입성, 신뢰성, 자아연관, 친밀성, 진정성,
자아연관*진정성, 호혜*진정성, 몰입*진정성, 신뢰*진정성, 친밀*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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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연구가설.2 조절 효과 분석 상관 계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모형 변인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39
.418
신뢰성
.447
.066
-.146
몰입성
-.001
.074
.368
1 자아연관
.050
.066
-.001
친밀성
.030
..090
.045
호혜성
.123
.059
.021
상수
.916
.303
신뢰성
.113
.049
.093
몰입성
.085
.052
.074
2 자아연관 .134
.047
.123
친밀성
-.182
.065
-.129
호혜성
-.053
.043
`.051
진정성
.848
.041
.732
상수
.540
.864
신뢰성
.148
.159
.121
몰입성
.099
.195
.086
자아연관 .419
.152
.383
친밀성
-.429
.241
-.304
.073
.150
.071
3 호혜성
진정성
.917
.186
.792
신뢰*진정 -.010
.035
-.071
몰입*진정 -.001
.042
-.010
자연*진정 -.060
.030
-.378
친밀*진정 .052
.050
.351
호혜*진정 -.021
.028
-.144
종속 변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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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5.594
6.794
-.017
.756
.333
2.076
.3020
2.303
1.621
2.886
-2.821
-1.229
20.522
.626
.931
.509
2.765
-1.785
.486
4.930
-.280
-.033
-1.996
1.043
-.751

유의확률
.000
.000
.986
.450
.740
.039
.003
.022
.106
.004
.005
.220
.000
.532
.353
.611
.006
.075
.627
.000
.780
.974
.047
.298
.453

H2a. 신뢰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T값이 -.280, 베타 값이 .071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유의확률이 .780(0.05보다 큼)로 나타나 신뢰성과 메인스폰
서 태도 간의 1차효과만 검증이 된 가운데,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
위 모형의

되었다. 즉, 지각된 진정성은 신뢰성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b. 몰입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 모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T값이 -.033, 베타 값이 -.010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유의확률이 .974(0.05보다 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즉, 지각된 진정성은 몰입성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c. 자아연관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 모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T값이 –1.996, 베타 값이 -.378
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유의확률이 .047(0.05보다 작음)로 유의 수준 내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에 실시된 회귀분석
(자아연관성 → 메인스폰서 태도)에서 1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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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d. 친밀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 모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T값이 1.043, 베타 값이 -.378으
로 나타난 상황에서 유의확률이 .298(0.05보다 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즉, 지각된 진정성은 친밀성과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영
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e. 호혜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진정성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 모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유의확률이 .453(0.05보다 큼)로
나타나 호혜성과 메인스폰서간의 1차효과만 증명된 가운데,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각된 진정성은 호혜성과 메인스폰서 태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H2a, H2b, H2c, H2d,
H2e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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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프로야구 구단과의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하여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규
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계의 질의 신뢰
성,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호혜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지각된 진
정성을 조절변인으로, 스폰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관계와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프로야구에 소속된 9개 구단의 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계의 질의 구성요인인 신뢰성과,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그리고 호혜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5개
구성요인 중 신뢰성과 호혜성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몰입성과 자아연관성, 친밀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로, 몰입
성, 자아연관성(동일시), 친밀성이 스폰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한 홍진배(2008), 김용만(2010), Gremler, & Gwinner(2000)등의 여러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고, 신뢰성과 호혜성을 변인으로 연구한 김용만
외(2012)등의 연구결과는 지지되었다. 즉, 팬들이 모기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
하는데 있어 구단에의 신뢰, 호혜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폰
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 된 몰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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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연관성, 친밀성보다 신뢰성과 호혜성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는 위 변인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스폰서 효과 측정
에 사용함으로써 구단과 팬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를 하나의 개념으로만
단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예. 팀 동일시 → 스폰서 태도, 팀 애착 → 스폰
서 태도 등), 각각의 변인이 모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관계의 질과 같은 구단-팬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
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기존 연구에서는 동시에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에, 팬-구단 관계에서 신뢰와 호혜가 다른 변인에 비해 메인
스폰서 태도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와 호혜는 상대
방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상호간의 의무가 균형 있게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다(Anderson & Weitz, 1989; Palmatier, 2008). 즉 신
뢰와 호혜감의 형성은 팬들을 위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선행 요
소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그에 비해 몰입, 자아연관, 친밀함은 본인이 상대방
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 혹은 동일시 정도(Morgan & Hunt, 1994;
Fournier, 1998)로 앞선 두 요소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요소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모기업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팬들을 향한 구단
의 특정 행동에 의해 형성된 신뢰와 호혜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밝혀내었다.
두 번째,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관계의 질 구성요인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영향관계에 모기업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해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의 조절효
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계의 질 구성요인 중 자아연관성을 제외한 신뢰성, 몰입성, 친밀성, 호혜성
과 구단 메인스폰서 태도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는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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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연관성의 경우 지각된 진정성에 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관계의 질 구성요인 중 자
아연관성이 신뢰성, 몰입성과 더불어 메인스폰서에 미치는 1차 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효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정
리하면, 신뢰성, 몰입성, 자자연관성은 이미 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지각된
진정성이 높고 낮아짐에 따라 스폰서 태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 것이 신뢰
성, 몰입성, 자아연관성과 메인스폰서 태도 간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검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1차 효과가 증명된 신
뢰성과 호혜성의 경우, 팬들이 메인스폰서에의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위 두 변인이 메인스폰서 태도와의 관
계에서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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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메인스폰서가 구단 스폰서
십 활동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강화시켜 스포츠팬들에게 다가가
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스폰서하면서 자사의 이미지제고, 긍정적 태도 형성 등의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소비자와 구단의 관계 형성 형태, 구단과 메
인스폰서의 관계 형태를 연구하고 이를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하려
는 기업을 그다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구단과 팬 사이의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모기업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하
여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따라 기업이 프로구단을 후
원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
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팬과 팀 사이의 신뢰, 호혜성 지각이 구단
메인스폰서의 스폰서십 효과 극대화에 중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내
었다. 기존의 연구가 스폰서십 효과를 극대화는 요소로 동일시, 몰입의 요소
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본 연구에서는 단지 팬들
의 팀 동일시, 몰입 수준으로는 메인스폰서의 스폰서십 효과를 거두기가 어
려우며, 팬과 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호혜성 지각이 더
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구단의 입장에서 단지 팬 저
변을 확대하고, 더욱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구단이 직접 팬들과 교
류하며 신뢰를 쌓고 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호혜감을 지각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동반되지 않는 한 모기업에 대한 팬들의 긍정적 태도형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단 스폰서십 효과(모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팬 사이의 신뢰, 호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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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
해야 할 것이다.

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팬-구단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
계에서의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하여 지각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관계의 질에서 신뢰성과 호혜성이 스폰서십 효과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
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가 과반수를 이루었을 정도로 10-20대 층의
의견이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연구결과에 있어 전체 스포츠팬들의 성향
을 측정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 집단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많이 반영되었다
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 효과 측정을 태도라는 변인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신뢰와 호혜성을 중요 선행요소로 제시하였으
나, 이로 인해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서 동일시, 친밀성, 몰입성이 중
요하지 않은 변인이라고 단정 지어 제시할 수는 없다. 스폰서십의 효과는 태
도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일시, 구매의도 등의 여러 다른 변인을 통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산업 중 프로야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중 프로야구라는 특정 종목에
한정하였다는 점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에게 본 연구의 결
과를 적응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른 스포츠종목의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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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스포츠 구단과 모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만큼, 메인스폰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단지 메인스폰서가
후원하는 구단과 팬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태도가 아닌 기존의 기업에 대
해 형성되어 있던 이미지가 태도 측정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후연구를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먼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남녀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한 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대상 범위를 보다 확
장하여 타 종목에 맞추거나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종목, 분야의 특징 및 상
황을 반영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서 다뤄지지 않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구단과 팬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질 정도에 의한 스폰
서십 효과는 기업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의도, 관람의도, 구전행동 등의 변인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함으로서 해당 변수와 관계의 질 구성요인간의 영향관계를 파악
함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해 지각된 진정성
은 관계의 질과 기업 태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스포츠팬이 특정 기업의 구단 스폰서십 활동을 보고
지각하는 요소는 진정성 이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차별
성, 순수성, 적합성등과 같은 종류는 스포츠 소비자 행동연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영향력 측정 연구를 실시
함으로서 본 연구와는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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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업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
문 조사를 하는데 있어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연구 진행이 새로운 견해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시나리오는 가상의 단체와 조작된 상
황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에 대한 편견이나 이미
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각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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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팬-구단의 관계를 동일시, 애착 등의 요소로 단편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기존연구들은 주변에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향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구단의 관점에서 기업
의 스폰서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적 특징을 강화해야 되는지
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 야구 구단과 팬 간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관계의 질 구성요인(신뢰성,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호
혜성)이 해당 구단을 후원하는 모기업 또는 메인스폰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영향관계에 있어
메인스폰서의 구단 스폰서십에 대하여 팬들이 지각한 진정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신뢰성,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 호혜성
중 신뢰성과 호혜성만 메인스폰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관계의 질과 메인스폰서 태도의 관계에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
를 살펴본 결과, 신뢰성, 호혜성을 제외한 몰입성, 자아연관성, 친밀성은 메인
스폰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1차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차 효과가 검증된 신뢰성과 호혜성의 경우 역시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은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메인스폰서의 긍정
적인 구단 스폰서십 효과는 구단과 팬 간의 관계가 신뢰와 호혜로 맺어져 있
을 때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단은 메인스폰서의 전폭적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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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단 주도적으로 팬들과 교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진
행함으로써 팬을 위하고, 팬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 활동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기업 태도는 기업이미지의 제고라는 중요
한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에 메인스폰서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 판촉 활동 등의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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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관계의 질이 메인스폰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본 설문은 관계의 질과 스폰서 태도간의 관계에 지각된 진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고자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본인의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이기에 절대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해 주신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빠짐
없이 모든 문항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강준호
연구자: 석사과정 안도현
연락처: xxx-xxxx-xxxx

1.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구단은 어디입니까? (
① 삼성 라이온즈
자이언츠

② 두산 베어스

⑥ SK 와이번스

③ LG 트윈스

⑦ NC 다이노스

)
④ 넥센 히어로즈

⑧ 기아 타이거즈

⑤ 롯데

⑨ 한화 이글스

2. 선호하는 관람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직접 관람

② 간접 관람(TV,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관람)

3. 지난 한 시즌동안 해당 팀의 경기를 얼마나 자주 직접 관람하셨습니까?
① 없음

② 1~3회

③ 4~6회

④ 7~9회

⑤ 10회 이상

4. 해당 팀의 경기를 미디어(TV, 인터넷 스트리밍)를 통해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① 없음

② 월 2회 이하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주 4회 이상

5. 해당 팀의 팬이 되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12개월

③ 1~3년

④ 3~5년

6. 해당팀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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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년 이상

① 지역연고팀이기 때문에
이 좋아서

② 경기스타일 때문에

⑤ 특정 선수 때문에

⑥ 기타(

③ 팬서비스 때문에

④ 팀 성적

⑤ 메인스폰서 때문에
)

7. 다음은 OO팀을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물어
볼 설문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1. 나는 OO팀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O팀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OO팀을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OO팀에 빠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OO팀에 몰두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OO팀에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OO팀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OO팀은 나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OO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OO팀이 매우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OO팀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OO팀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OO팀은 내가 팀을 위해 무언가 도
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이를 알아챈다.
14. 내가 OO팀을 위해 추가로 무언가를 했
을 때, 이 팀은 틀림없이 그에 대해 보답한다.
15. OO팀은 내가 준 것 만큼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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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OO팀을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구단의 모기업(혹은
메인스폰서)의 스폰서십에서 지각된 진정성을 물어볼 설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매우 그렇다⑦

1. OO팀의 메인스폰서가 해당팀을 후원
하는 이유는 그럴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고 믿기 때문이다.
2. 메인스폰서는 진정으로 OO팀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3. 메인스폰서가 OO팀을 진심으로 대하
는 것이 느껴진다.
4. 메인스폰서는 진정으로 OO팀의 구성원(선
수단 및 직원)들을 위한다고 느껴진다.
5. 메인스폰서는 OO팀의 성적이 좋지 않
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9. 다음은 OO팀을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구단의 모기업 혹은
메인스폰서에 대한 태도를 물어볼 설문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매우 그렇다⑦

1. 나는 OO팀의 메인스폰서가 지닌 이미
지를 좋게 생각한다.
2. 나는 OO팀의 메인스폰서가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OO팀의 메인스폰서에 호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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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B.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C.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이상
D.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자영업 ⑤ 근로직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

)

E.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이하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F.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 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충북 ⑤ 충남 ⑥ 대전 ⑦ 전북 ⑧ 전남 ⑨ 광주 ⑩ 경북
⑪ 대구 ⑫ 경남 ⑬ 부산 ⑭ 강원 ⑮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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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eam-fan relationship quality
on attitude toward main sponsors: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authenticity

Ahn, Do Hy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sponsors heavily invest in a sport team to raise team’s image
along with the corporate image, but previous studies mentioned circumstantial
effects of sponsorship that may bring negative consequences. Thus, there may
be circumstances where corporate sponsorship actually brings negative
consequences rather than posi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eam-fan
relationship quality (trust, commitment, self-connection, intimacy, reciprocity)
on main sponsor attitude. Furtherm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authenticity on relationship quality and attitude towa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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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ponsor based on attribution theory.
The research subject consists of Korean Baseball League fans of nine
teams gather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method. A total of five-hundred
and two participants were surveyed, of which seventy-eight were deemed
insufficient. Four-hundred and twenty-four were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IBM SPSS AMOS 18.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out of five relationship
quality factors (trust, commitment, self-connection, intimacy, and reciprocity),
only trust and reciprocity had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main sponsor.
Secondly,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re is no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authenticity in the relation between relationship quality and attitude toward
main sponsor.
In conclusion, corporate sponsorship of a sport team has the most
positive response from fans when the relationship is based on trust and
reciprocity. Therefore, corporate sponsors need to approach fans and develop
trust and reciprocity between the fans and the team for successful
sponsorship.

Key Words: Relationship Quality, Sponsor Attitude, Perceived
Authenticity, Attribution Theory
Student Number: 201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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