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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가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폰서십의 정확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효과를 측정한다고 해도 스폰서십 효과는 대부분 TV 시청자

를 대상으로 한 단순 노출 분석이 많다. 그러다보니 메가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실무자 또한 그 실효성에 대

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나 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은

종목은 점차 스폰서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

문점과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현재 한국프로농구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기장 방문

관람객의 적합성 인식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각각의 브랜



드 태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적합성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장 관람 빈도가 높은 집단이 관람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스포

츠 브랜드와 이벤트가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모두 더 높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는 브랜드 태도는

관람 빈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보다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

드 모두 더 호의 적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

는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은 브랜드태도가 조

절효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는 비스포츠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브랜드 태도는 방문빈도에 따른 이미지 적합성

인식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방문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횟수와 기간을 고려해 적합

성의 향상이 주된 스폰서 목적인만큼 브랜드 태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람객의

방문 빈도는 기업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스폰서십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인 기업의 적합성은 더

좋게 인지되며, 높아진 적합성으로 더욱 효과적인 스폰서십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적합성

의 변화에 대해서 측정한 점이 다른 논문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기존에는

현상을 분석하는것에 그쳤다면, 본 논문은 현상의 진행과 변화를 분석하였

다.

따라서, 브랜드 관계자들은 스폰서로 선정되면, 경기장 관람객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모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방문객을 겨냥하는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또한 해당 브랜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활



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낮은 적합성도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주요어: 이미지 적합성, 프로농구, 기능적 적합성, 반복노출, 적합성 변화,

스폰서십 효과

학 번: 2013-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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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1)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증가

기업들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과 차별되는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안을

모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 스폰서십은 가장 설득력 있는 마케팅

방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스폰서십은 최근에 나타난 형상이 아니다. 기원

전 590년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을 후원했다(Harris,

1964). 또한 이탈리아의 한 가문인 ‘메디치’가문에서는 화가, 예술가, 조각

가, 학자들을 후원하는데 ‘스폰서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하인주 & 정규

엽, 2005). 초기에 사용되었던 스폰서십은 지금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

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지원 활동 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포

츠, 예술, 문화 전반에 이르는 스폰서십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

용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Cornwell, 2008), 관련 학술

연구 또한 1990년대 이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폰서십을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조직이 특정

이벤트에 현금 혹은 현물로 지원하는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eenaghan, 1983). 또는 스폰서십은 스폰서와 이벤트 조직위 간의 교환인

데, 이벤트 조직위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스폰서 브랜드는 후원하는 이벤트

와 자신을 연결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교환 이론에 의거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Cornwell & Maignan, 1998).

통신기술의 발달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이벤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메가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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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를 자처하고 있다(김진영, 1997).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들이 이러한 스폰서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스폰서십 실

시 이유와 미디어 효과 등 일부에만 치중된 연구가 많이 있어서, 기업에서

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Cornwell &

Maignan, 1998).

2) 스폰서십 효과와 적합성

기업이 스폰서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는 인지도 증가,

이미지 및 태도 형성 또는 변화이다(Cornwell & Maignan, 1998).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도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태도와

이미지 관련 이슈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eenaghan, 1999). 스폰서십 이미지에 관한 연구들도 스폰서 이미지가 태

도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스폰서십 단순 참여가 미치는 영향 등이 대

부분이었다(정명수 & 김겸범, 2007, 최진호 & 박상일, 2006). 스폰서십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검증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실제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스폰서십으로 얻고

싶어 하는 효과도 비슷하다. IEG가 스폰서십 효과에 관해 2001년 200여개

스폰서십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스폰서십

을 참여하는 목적은 브랜드 충성도가 6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브랜

드 인지도 상승 65%, 세 번째가 브랜드 이미지향상 59%로 직접적인 세일

즈와 연계된 것 보다는 브랜드 가치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스폰서십을 진

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진행하는 스폰서십의 궁극적인 목

적은 충성도와 인지도 이미지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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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계별 스폰서십 효과는 이벤트와 스폰서 사이의 조화 및 적합성이

떨어지는 스폰서십 보다 높은 스폰서십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Gwinner, 1997).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스폰서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인 인지하는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1. 단계별 스폰서십효과 (김용만, 박세혁 & 전호문, 2000)

2. 연구의 필요성

스폰서십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스폰서 동

기 지각, 스폰서십에 대한 신념, 소비자 관여도 등이 있다(김요한, 2010).

기존 연구들에서는 요인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분석 하였으며, 포괄적인 과

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 소비자가 스폰서십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위에서 제시된 요인들이 소비자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

용하는 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Cornwell & Maign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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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적합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스폰서십효과가 대부분 이었으며, 적합성의 변화는 적합성이 낮은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적합성과 이벤트 관여도를 연관시킨 연구

는 없었으며, 이벤트 관여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

다(한규훈, 2008). 이벤트 관여도는 행동지향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

츠팬의 열광적인 충성도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

다(Meenaghan, 2001).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낮은 상황에

서 반복 노출로 인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적합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브랜드 태도도 정도에 따른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이 낮은 브랜드를 선정해 관람객의 경

기장 방문 빈도에 따라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 지 살

펴보고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 태도 정도를 조절 변인으로

하여 적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벤트-

스폰서 적합성은 Gwinner(1997)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으로 나

누어 구성 했으며 반복노출에 해당하는 변인은 경기장방문빈도로 정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는 이벤트 관여도를 설정해 스폰서십 효과에 많은 영향

을 주는 이벤트 관여도 연구에 포함 시켰다. 본 연구는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이 어떻게 변화하며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브랜드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브랜드태도가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정도에 따른 적합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벤트 관여도와 브랜드 경험 등을 통제 변인으로 두어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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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람객이 인지하는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은 변화할 수 있을까?

둘째, 경기장 방문빈도와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변화는 상관관계에 있

는가?

셋째, 브랜드 태도와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변화는 상관관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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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월드컵,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이벤트가 생겨남에 따라서 스폰서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

태의 스폰서십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이

라는 개념이 스폰서 선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개념

이벤트-스폰서 적합성(fit)은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이벤트와 스폰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가를 뜻한다(박은아, 허연주 & 유흥구, 2005).

적합성은 연구자에 따라 관련성(relevance: Johar & Pham, 1999), 적절성

(appropriateness: Misra & Beatty, 1990), 일치성(congruence: Kamins,

1990) 등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적합성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개념으

로 Waite(1979)는 기업이 스폰서십을 선정할 경우 상품과 이벤트와의 이미

지 연상을 강조하면서 스폰서와 이벤트는 기능적으로나 이미지가 적합해야

이벤트 스폰서 간 이미지 전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한 스포

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적합 할수록 스포츠 이벤트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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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브랜드로 전이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는 스포츠

이벤트의 성격과 적합해야 한다(Gwinner, 1997).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일치’의 개념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적합

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스폰서십 연구 분야

에서는 ‘일치’를 스폰서십을 진행하는 스폰서와 이벤트의 심리적 연상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Gwinner & Eatonm, 1999). 이러한 개념의 맥락에서

스폰서적합성은 이벤트와 스폰서의 조합에 대한 소비자 혹은 관람객의 태

도, 혹은 그 조합의 조화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Speed & Thompson,

2000).

또한 적합성은 ‘스키마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스키마이론은 선험

지식(스키마)이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선험지식의 개념은 근대 철학자인 칸트에서 비롯했다. 스키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틀을 제공하고 개념이나 유형에 있어 알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인식 구조이다. 또한 속성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 한다(Fiske & Talor, 1991). 이러한 스키마 이론에 스폰서와 이

벤트의 ‘적합’의 개념을 적용하면 스폰서와 이벤트를 서로 연상시키게 된

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는 스폰서와 이벤트를 일치하다고 느끼는 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스폰서-이벤트 적합성은 다른 브랜드나 회사 보다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만 & 정정희, 2011).

소비자는 제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개념들을 복합 구성체(complex configuration)로 인지한다. 예를 들

면, 특정 기업이 이벤트 스폰서를 진행 하면, 소비자들은 인지하고 있는 스

폰서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개념들을 서로 연상 시킨다. 이때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정보나 감정이 전이 되는 것은 특히 두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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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이 높은 적합성을 가질수록 수월해진다(김요한, 2009). 그것은 이벤

트-스폰서 적합성이 높으면 서로 연상된 링크가 짧고 굵기 때문에 이벤트

의 개념이 활성화 되었을 때 다른 개념이 쉽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Collins & Loftus, 1975).

이벤트-스폰서 적합성은 스키마 이론 외에 조화가설(match-up

hypothesis)로도 설명할 수 있다. 유명 옹호인의 맥락에서 조화가설을 이용

해 분석한 논문에서는 유명 옹호인의 이미지(신체적 매력성)와 제품 이미

지(휴대용 면도기)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 난 결과도 있었다(Khale & Homer, 1985). 또한 유명 옹호인 광고 효

과는 옹호인 특성과 제품 특성을 조화시키면 향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Lynch & Schuler, 1994). 그렇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적합성이

낮은 제품을 광고 한다면 효과적이지 못했다. 유명 운동선수가 우유제품을

광고하는 것 보다 인기가 별로 없는 운동선수가 스포츠와 관련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있었다(Boyd & Shank, 2004).

2) 이벤트-스폰서 적합성 유형

McDonald(1991)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벤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

미지를 브랜드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해당 이벤트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적합성은 직접적으로 스폰서 브랜드가 이벤트

에서 활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폰서 브랜드와 이벤트간의 유사

성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Gwinner(1997)은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으로 적합성을 구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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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적 적합성

Giwnner(1997)는 이벤트와 스폰서의 잠재적 적합성을 강조하면서 적합

성의 유형을 기능적 적합성(Functional based fit)과 이미지 유사성(image

based fit)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기능적 적합성은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한

선수들에 의해 스폰서를 한 기업의 상품을 실제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불스원(한국 자동차 관련 상품 생산 기업) 자동차 경주 이벤트의

모든 경주용 차량에 불스원의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농구관련 대회에

서 동아오츠카(일본 음료 관련 제품 생산 기업)가 스폰서가 되어 포카리스

웨트(스포츠 음료)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능적 적합성은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과 이벤트간의 일치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McDaniel(1999)은 나이키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이벤트와는 기능

적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기능적 적합성은 이상적 기능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이다(Sirgy & Johar, 1991). 구입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식된 제품의

성능, 품질, 신뢰성, 내구성, 가격,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해서 소비

자가 갖는 이상적인 기능의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개념을 ‘기능적 적

합성’이라고 한다(Sirgy & Johar, 1991).

‘기능적 일치성’은 다중속성태도모델(Multi attribute attitude)의 변형으

로 개념화 되어 있다(Fishbein & Ajzen, 1975). 다중속성태도모델은 실용

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델로,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떠한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태도는 그 제품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속성에

관련된 내재적 평가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속성 평가는 브랜드에 대한 태

도 형성에 있어서 가중치 역할을 수행한다(이문규 & 홍성태, 2004). 따라

서 이벤트와 브랜드의 기능적 일치성은 스폰서십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능적 일치성이 낮은 브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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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빈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이미지 적합성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는 모습, 형상, 영상, 상징, 인상, 관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광고, 스폰서

십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진기홍, 2008). 상대방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

이느냐 보다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미지 창출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반응이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서정모 &

임재문, 2008).

그 동안의 스폰서십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

의 적합성에 관한 효과를 검증 하였지만, 이미지 적합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Gwinner & Eaton, 1999).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결은 후원

기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후원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Gwinner & Eaton, 1999).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하나의 상으로(image) 제품과 상

표보다는 기업 자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Kunkel &

Berry, 1968). 본질적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소비자에게 인식된 기업

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집합체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Brown &

Dacin, 1997).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적합성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지

식을 증가시키는 연상에 의해 나타나 파트너십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

인이 될 수 있다(keller, 2003). 이벤트와 기업/브랜드들이 결합 할 때 서로

에 대한 평가는 연상전이(Association transfer)에 의해 이벤트의 대한 이

미지가 브랜드로 전이되어 나타나 그 자체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Broniarczyk & Alba, 1994). 따라서 소비자들이 추론하는 단서들의 적합

성이 높으면 쉽게 단서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정보탐색의 노력을 줄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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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윤각 & 조재수, 2007).

또한 이미지 유사성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명성적 적합성’이 있다. 명성

적 적합성은 McDaniel(1999)가 제안한 개념으로 스폰서 브랜드의 명성과

이미지가 스포츠 이벤트의 명성과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

하자면, 스폰서 브랜드와 스포츠 이벤트가 유사하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보

유하거나 명성이 높으면 명성적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스

포츠 이벤트인 월드컵과 스폰서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서로 긍정적인 이미

지를 보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명성이 모두 높다면 두 브랜드는

명성적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은 Gwinner(1997)

이 제안한 이미지 적합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선행연구들은 적합성을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좀더 세

분화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적합성의 개념이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소비자가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

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간의 유사성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스

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능적 유사성과 이미지 유사성이 이벤트 스폰서에 맞

추어진 것이라면 이벤트의 특성은 스포츠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스

포츠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Aaker(1997), Grarff(1996) 그리고

Gwinner(1997)이 사용한 이미지 형용사 도구들을 측정 도구로 사용해서

이벤트 이미지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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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 프로골프대회 프로농구대회 프로야구대회

형용사

다국적인

여유로운

깨끗한

품위 있는

정확한

고급스러운

사회적인

전문적인

조용한

이국적인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흥분되는

젊은

전술적인

터프한

빠른

공격적인

남성적인

활동적인

활기찬

다국적인

에너지 넘치는

흥분되는

스릴있는

전술적인

공격적인

남성적인

재미있는

활동적인

표1.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벤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서로

다른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다. 프로골프대회 프로 농구대회 프로야구대회

는 모두 스포츠이벤트 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과 브랜드의 이미지는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적합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현정과 현용진(2010)의 연구 ‘이미지 전이 현상을 통

한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 분석’에 따르면 6개 스포츠 이벤트와 3개의 브랜

드 조합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ries)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이미지 유사성이 가장

높았던 조합은 프로골프와 고급 시계브랜드인 로렉스, 기능적 유사성이 가

장 높은 조합은 프로농구와 나이키, 유사성이 가장 낮은 조합은 프로야구

샤넬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 별로 이미지 유사성 및 기

능적 유사성 조합의 결과는 상이하며 이러한 조합은 이미지와 기능이 일치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경향이 많았으며, 추후에 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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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2010).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적합성 및 기능적 적합성의

변화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벤트- 스폰서 적합성과 스폰서십 효과

조화효과(match-up hypothesis)를 통해서 Kahler와 Homer(1985)는 스

폰서와 이벤트 간의 일치성은 유명한 광고모델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

가 서로 유사할수록 광고의 효과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조

화효과에 관한 McDaniel(1999)의 스포츠 스폰서십 광고 연구에서도 스포

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간의 적합성이 높으면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Gwinner와 Eaton(1999)은 연구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간의 기능적 유사성 및 이미지 유사성의 정도가

크면 이미지 전이 효과도 커진다고 했다. 또한 적합성이 높은 스폰서십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의미, 브랜드 응답의 의미전달 모델에서도 브랜드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McCracken, 1989).

가. 이미지 전이효과

스폰서십 상황에서는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사이에 이미지 전이가 생

긴다(McCracken, 1989). 다시 말하자면 이벤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인 이벤트 유형, 특성, 개인적 경험 등이 이벤트에 투여되고, 이런

투여된 이미지가 다시 이벤트를 수원한 스폰서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Gwinner, 1997).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

보를 기업 할 때, 개별적인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을 복합

구성체(complex configuration)로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 개념들이 연결된다

(Bartlett, 1932).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전이 효과는 이벤트 기간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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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접할수록 두 대상 간 과년 개념들이 쉽게

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스

폰서 자체 및 관련된 개념으로 쉽게 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이 현상은 두 대상의 특징이 일치할수록 수월해 진다.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이 이벤트와 스

폰서 브랜드 전이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Fazio, 1986). 두 대상의 적합

성은 또한 이미지 전이를 촉진 시켜 소비자들에게 설득효과를 가지고 오기

도 한다(Kahle & Homer, 1985). 다른 선행 연구를 보자면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Gwinner와 Eaton(1999)의 연구에서도 이벤트와 스폰서 브

랜드의 기능적 일치성과 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이미지 전이가 더 강하

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내 논문에서도 하인주(2004)는 체인레스토

랑의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효과를 밝혀내는 논문에서도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와 스폰서 체인레스토랑 브랜드 간 이미지 적합성이 높을수록 이미

지 전이가 강하다다며 그 전 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선수 인도스먼트의 브랜드 이미지 전이효과를 분석한 연구(김성규 박찬혁,

육종술 & Pastore, 2007)에서는 선수와 스폰서 브랜드 간의 기능적 적합성

과 이미지 적합성이 일치할수록 이미지 전이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스포츠 이벤트로 연상 될 수 있는 이미지를 효과적

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스폰서 브랜드와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

성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스포츠와 관련

성이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포

츠 이벤트를 선택해야 한다(이현정, 2010). 그렇다면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

지 적합성이 낮은 브랜드는 스포츠 스폰서십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많은

논문들이 적합성이 높은 브랜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적합

성이 낮은 브랜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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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폰서 브랜드 태도

스폰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갖는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폰서십 규모, 스폰서십 지속성, 스폰서 브랜드의 자세를 들 수 있다. 스

포츠 스폰서십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스폰서 브랜드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

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정보 외에는 자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McDonald, 1991), 스폰서십에 대한 내적 단서를 이용해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단서에 의해서 태도를 형성하기 쉽고, 이러

한 외적 단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쉬운 소비자가 지각하는 스폰서십 규모

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irmani, 1990). 이러한 형성된 스폰서 브랜드

에 대한 태도는 스폰서십 활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반복노출효과

(mere exposure effect)로 인해 위에서 설명했던 스폰서십 스키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스폰서십을 통해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의 증대를 초래한다(Amis, Pant & Slack, 1997). 스포츠 스폰서로서

의 진지함은 스폰서십 동기 유형과 지원하는 스포츠 이벤트의 숫자로 결정

한다. 그 이벤트에 대한 지원이 상업적인 동기에 의해서 스폰서십을 진행

한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한다면 소비자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Kim & Lee, 2004).

일반적으로 이벤트에 대해 갖는 태도란 각각의 개개인들이 특정 이벤트

에 대해 갖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말한다(Kim & Lee, 2004).

스포츠 이벤트는 그 자체가 마케팅 프로퍼티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벤

트 자체도 후원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nwell & Maignan, 1998). 스폰서 기업이 이벤트를 후원하면서 원하는

가치 및 목적과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스폰서십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계성

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순히 이벤트에 대한 스폰서십을

상업적인 마케팅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박애주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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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식한다(Kim & Lee, 2004; Nam, 2006).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이미지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

는 신념, 태도, 인상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 반응이다(Tread &

Harrison, 1994). 정정숙과 오익근(2002)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했고, 프로농구 관중에 대한 김용

만(2008)의 연구에서는 프로농구 관중의 스폰서 브랜드 태도는 기업이미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이 지각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에 생성된 태도가 호의적이라면 이벤트와 스

폰서 브랜드 적합성이 낮아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기업에 대한 태

도가 비호의적이라면 스폰서십 이후에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변화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라면 스포츠 이벤트와 스

폰서 브랜드간의 적합성이 낮더라도 추후에 브랜드 태도가 변화 할 수 있

다(김용만 & 정정희, 2011).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한 이벤트를 후원하는 브랜드

에게도 형성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는 여러 상호작용

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스포츠 이벤트, 팬이나 관중 그리고 스폰서 브랜드

의 상호작용으로 소비자의 태도는 형성된다. 이러한 태도는 스폰서 브랜드

가 진행하고 있는 스폰서십의 내용에 대한 태도, 스포츠 이벤트 자체에 대

한 태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Kim & Lee, 2004;, Crimmins

& Horn, 1996).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스포츠 선수나 팀을 후원하는 스포츠 이벤트, 다

시 말해서 소비자가 스폰서십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스포츠 스폰서십을 단순한 광고로 인지하기보다는 마케팅의 한 가지 방

법으로서 스포츠 이벤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Son,

2002).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는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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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태도와 관여도가 스폰서

십 효과와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영향을 변화할 수 있으며 스폰서십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구매의도

일반적으로 구매의도는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경향, 또는 그렇게

의식하는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구매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

도는 그들의 미래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Eagly & Chaiken,

1993),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예측 도구로 주로 구매의도를 사용한다(Assael,

1995). 태도-행동의 관계는 소비자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일반적

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할 때 선행요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불

일치하는 경우도 빈번이 발생하면서 일치성을 높이고 규명하는 연구가 주

를 이뤄왔다. 결국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태도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서

의도를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예측할 때 행동과 태도의

유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

를 가져도 실제 구매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더

라도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고, 구매의도가 있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실제 구매행위는 태도

보다는 구매의도에 따라서 더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스폰서십 상황에서 고객의 행동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의 구매의도가 매우 중요하며, 이 구매의도가 스포츠 이벤

트 스폰서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Deeset., 2008). 왜냐하면 스폰서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여 반복 구

매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Ostrowski, 2002; Petrecca, 2000). 또한 스

폰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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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박상윤 & 장경로, 2005)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적합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

문에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

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또한 높아진다. 왜냐하면 스폰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폰서 브랜드의 구매의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요한,

2010).

이처럼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적합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만약에 적합성이 낮더라도 반복노출을 통해서 적합성은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Dardis, 2009). 처음에 적합성이 낮다고 인지할지라도 반복

적으로 노출한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부적합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

다. Dardis(2009)는 자신의 연구에서 광고를 1번과 4번으로 차별적으로 메

시지를 노출하면서 실험자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인지하며, 이벤트와 스폰

서 브랜드의 적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 연구결과 1번보다는 4

번 노출되었을 때, 광고에 담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했으며, 4번 노출 되었

을 때는 이벤트와 스폰서의 적합성 정도를 1번보다 더 높게 인지했다. 따

라서 반복된 노출은 적합성 인지를 높이고, 스폰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

도, 브랜드와 그 이벤트를 주최한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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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Frank E. Dardis 연구모델

또한 이명희와 나정희(2012)의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간 적합성이 낮

은 스폰서십의 접합화 효과연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벤트-스폰서 간 적

합성이 낮은 스폰서십 상황에서 비상업적 접합화는 유용하지만 상업적 접

합화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에 대부분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적합

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가 주를 이루며 적합성이 낮은 스폰서 브랜드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지하는 적합성이 낮은 경

우도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낮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반복노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이벤트 관

여 수준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 적합성 변화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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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 관여도

1) 이벤트 관여도의 개념

최근 관여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이나 스폰서십에서도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Green & Chalip, 1997). 그렇기 때문에 관여도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매우 다양하다. 관여도는 쉐리프와 칸트릴(Sherif & Cantril,

1947)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메시지 내용과 수신자의 자아 간에

관련성이 높을수록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내다. 또한 래치

포드(Ratchford, 1987)는 개인적 관련성, 관심, 개인의 활성화 수준, 목표

지향적 강성 능력으로 관여도를 정의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관련성 및 중

요성을 제시한 크루만(Krugman, 1965)도 있었으며, 안틸(Antil, 1984)은 관

여도란 개인에게 인식된 중요의 정도,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발생된 관심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개인적인 관

련성에 에 의해 관여가 결정되며 행동에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연구자들

의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관여란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나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특정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서 생겨나며(Havitz & Dimanche, 1997), 소비자의 인지 및 행

동과정을 활성화하고 추진하며 방향성을 잡아가는 일종의 동기 상태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Houston & Rothschild, 1978).

이러한 ‘관여’의 개념은 스포츠 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인지하

는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나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단지 스포

츠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스포츠 자체의 형상에 관련

한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Bennett, 2009). 이러한 스포츠에서 관여

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행동적(behavior), 인지적(cognitive),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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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차원에서 스포츠 관여도 상황에 맞게 구체화 시켰다(Snyder &

Spreitzer, 1976; Kenyon, 1966).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관여도는 개인

의 스포츠관람 정도를 뜻한다. 또한 인지적(cognitive) 차원의 관여도는 신

문에서 스포츠면의 관심도와 사람들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 스포츠를 주제

로 이야기 하는 빈도와 스포츠 잡지의 구독 여부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감성적(affective) 차원의 관여도는 개인의 생활에서 스포츠가 갖는

정서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관여도는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한다는 것은 스폰서 브랜드가 특정

스포츠 이벤트 소비자에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Meenaghan, 2001). 스포츠 이벤트는 이벤트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기 때

문에 특정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마케팅을 펼치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는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상 소비자는

아니지만 추후에 잠재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가들의 태도를 변

화 시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한규훈, 2008). 따라서 스폰

서십에 참여하려는 기업도 이벤트 고관여자들을 분석하고 현재는 이벤트

소비자와 타켓이 같지 않고 서로 기능적 적합성이나 이미지 적합성이 낮을

수 있지만 추후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이벤트 관여도 선행연구

관여도는 스폰서십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이더(Heider,

1946)의 균형이론을 적용하여서 크리민즈와 혼(Crimmins & Horn, 1996)은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하이더의 이론은 높은 가

치를 지닌 사물과 동등하거나 모자란 가치를 가진 사물의 연계로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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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이끌어 내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간접적으로 촉진 한다고 했다. 이

것을 스폰서십에 적용하면 높은 가치를 지는 사물은 이벤트가 되고 동등하

거나 모자란 가치를 가진 사물은 스폰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하면서 소비자의 생각 속에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간접적

으로 촉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관여도는 소비자의 기억에

기초하고 있는 기대와 다양한 스폰서십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반응 할 것이

다(Gwinner, 1997).

또한 특정 스포츠에 대해서 높은 관여를 나타내는 소비자들은 대체적으

로 충성도가 높으며 스포츠 관여가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보다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Shin, 2002).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스포츠 관여도는 스폰서십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

이며, 이러한 형상이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이 낮은 스폰서 브랜

드를 접했을 때,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적합성이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성규와 김정락(2002)의 ‘스포츠이벤트 관여도가 스폰서 기업이미지 및

신뢰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이벤트인 프로골프

대회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획득

에 다른 방법보다 큰 축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

는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관여도가 낮은 집단 보

다 스폰서십에 대한 요인들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Baek & Cho, 2000),

브랜드의 스폰서십 참여와 이미지 제고에 관한 다수의 연구(김진영, 1997;

정원, 1999;, 서희정, 2000)의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대상에 대해 관여도가 높아지면, 관여 대상에 대한

주의 정도가 증가하며, 대상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이 정교해 지면서 능동

적으로 관여대상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의사결정과정이 더욱 복잡해지며

합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수동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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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 때문에 정보탐색도 제한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을 취한다. 또한 관

여도가 높을 때는 소비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태도와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 수용력이 감소하며, 이러한 상황에 반대되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만,

관여도가 낮을 때는 이러한 저항이 매우 줄어든다(김완석, 2000).

스포츠 스폰서십 상황에서도 관여도는 스포츠가 개개인의 생활이나 일

상생활에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그치를 부여하는 수준

으로 정의된다(Bennett, 2009). 다시 말하면 스포츠 경기 관람과 다양한 스

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관여도는 소비자가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그 활동으로 즐거움이나 가치를 얻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면서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다(Mclntyre & Pigram,

1992).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스포츠 종목이나 팀에 대해 고관여인 소비자

들은 스포츠 종목의 이벤트와 팀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팀과 이벤트의 승

부가 자신의 승부의 승패와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Hirt, Zillman,

Erickson & Kennedy, 1992). 반면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스포츠 이벤트

에 많은 노력을 들여 주목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메가 스

포츠 이벤트가 아니면 스폰서 이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Meenaghan, 2001).

한 예를 보면 스폰서십과 스포츠 활동의 관여도를 주제로 진행한 연구

에 따르면 특정 가수 그룹의 팬들 사이에서 그 그룹의 콘서트를 후원한 스

폰서 브랜드의 제품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Kohl & Otker, 1985). 또한

Meenaghan(2001)의 9개국 올림픽 스폰서십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

면 소비자의 22%가 올림픽 스폰서 브랜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

으며, 이 응답률은 응답자의 올림픽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33%까지 증

가했다. 이는 관여도가 높으면 스폰서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스폰서십과 관련

된 자극(A-board, 스폰서)에 덜 주목하기 때문에(Pham, 1992) 구매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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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스포츠 스폰서십 상황에서 스폰서가 스포츠 이벤트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은 소비자의 스폰서와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서 더욱 강화

된다(Meenaghan, 2001).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

이벤트 및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은 정서적 몰

입 수준이 높아 이런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팀이나 이벤트와 강력한 제

휴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높으며(Fisher & Wakefield, 1998; Madrigal,

2000), 더 많은 경기에 참여 한다(Laverie & Arnett, 2000; Wakefield,

1995).

또한 스포츠 관여도는 다른 관여 대상에 비해 행동지향적인 측면이 강

하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 고관여인 집단은 스포츠 경기를 자주 관람하거

나 중계를 시청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대상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한규훈, 2008).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와 스폰서십과 관련된 정보처리가 더

욱 심도 깊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김요한, 2010).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스폰서십이 스포츠 이벤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 높았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스폰서 동기를 이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다(김요한, 2010).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관람과 여가활동

에 대해 즐거움의 그치를 얻게 되고(McIntyre & Pigram, 1992), 그들이 좋

아하는 팀이나 이벤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스폰서십으로 인

해 그들이 받는 혜택도 잘 인지하고 있다(McDonald, 1991). 이러한 스폰서

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스폰서의 이타적인 동기 추론에도 영향을 주며

스폰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높아진 고관여 수준이 되

면 소비자들은 정보의 원천인 경기내용에 집중하게 되고(Celsi & 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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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스폰서십 관련 자극(경기장 이벤트, 광고, A-board 등)에 주목을 끌

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벤트와 스폰서십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는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이명천

& 나정희, 2012). 즉,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 정도와 스폰서십과 관

련된 자극물의 처리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Pham,

1992).

그림3. 관여도와 스폰서십 자극 관련 물 처리(Pham, 1992).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관여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벤트에 집중

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중심의 정보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에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고관여의 집단보다

경기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브랜드 중심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해 지기 때

문에 스폰서십 효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십

효과 측정 시 자극물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김요한

(2010)도 스폰서십 자극물이 아닌 공식 스폰서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스폰서십 자극물을 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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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관여도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스폰서십 자극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제해야할 변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공식스폰서를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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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노출효과

스폰서십에서 ‘노출’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

십의 성공 여부는 스폰서십의 결과로 다양한 매스미디어에 노출 횟수가 척

도가 될 수도 있다(배선근, 2001). 또한 스폰서십은 반복적으로 스폰서 브

랜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도 엄청나다.

1) 단순 노출효과(Mere Exposure Effect)

반복노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반복된 노출이 브랜드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학계에서 인정되는 사실이었다. 이

러한 반복 노출 효과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 ‘단순 노출 효

과 이론’ 이다. 단순노출이론은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

해서는 특정한 자극과 조건이 없어도 반복 노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이

론이다(Zajonc, 1968). 대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반복

해서 보여준 뒤 호감도를 측정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번 보여준 사람의 사

진일수록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

는 여러 개 다각형을 1/1000초 동안 노출애서 5회씩 보여준 결과 반복해서

노출된 다각형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었다(Zajonc, 1980).

이러한 반복노출효과에 대한 원인으로 단순 노출효과 이론보다 ‘유창성

효과(Fluency Effect)’로 제시되고 있다. 유창성은 소비자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쉽게 처리되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대상이 사전에 노

출되면 소비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는 이론이다(Petrovea & Cialdini, 2005; Anand & Sternthanl,

1991; Bornstein, 1989; 최운혁, 2012). 유창성 효과에 의하면 다순 반복 노

출로 의식이 줄어들고, 무의식이 증가되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충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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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점차 빨라지면서 자동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

명한다(최운혁, 2012). 다시 말하자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처리

가 되면 그 대상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강화되지 않은 반복된 노출이 그 노출되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예전부터 주장했다(Fechner, 1876;

Maslow, 1937). 또한 Anderson(1968)은 자신의 연구에서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주 쓰는 단어를 좋게 인지하고,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을 그보

다 덜 좋게 인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모든 단순노출 실험에서 노출과

태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인식한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연구도

있었다(Brickman, Redfiled, Harrison & Grandall, 1972). 그러나 대부분 마

케팅 자극은 초기 자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노출에 따른 마케팅

자극은 긍정적인 감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2 요인 이론(Two - factor theory)

반복효과에 대한 이론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반복 노출에 따른 광

고의 효과가 역 U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복 노출 횟

수가 증가하면 처음에는 그 효과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Cahiopp & Petty 1979; Gron &

Goldberg, 1980). 2요인 이론은 반복 노출효과 이론 중에서도 부정적인 효

과에 집중한 이론이다. 반복 노출 횟수가 증가하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실증현상(Wearout)이라고 한다(정용국, 2009). 즉 2 요인 이

론은 반복 노출로 인한 광고 효과의 역 U자 형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Berlyne, 1970).

2요인 이론에서는 반복노출에 따른 효과를 2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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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긍정적 습관화와 학습(wearin)의 단계로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면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데, 이런 상황에서 반복노출이 되면 소비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친

숙성으로 변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루함과 싫증(wearout)의 단계로 긍

정적 습관화는 적정 수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 수준을 넘

어서면 반복 노출이 계속 되면 지루함을 느끼며 이러한 현상은 <그림4>에

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때 지루함은 권태, 저항, 성가심, 지겨움

에서 비롯한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Berlyne, 1970).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 노출될수록 노출된 대상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자극에 익숙해져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로함에 생기고 이러한 지루함이 광고의 효과를 낮추

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광고의 반복노출은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적정한 노출 수준에 관한

연구가 지속 되었고 Krugman(1972)는 ‘3회 노출이론(3 hit theory)’을 토대

로 최적 노출 횟수를 도출했다.

이런 3회 노출이론은 이미 광고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광

고의 반복 수준을 정 할 때에는 매체관련 광고비용을 산출 할 때 매우 중

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Zielske, 1959).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 노출은 스폰

서십 기간이나 횟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노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광고

노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십 상황에서의 노출은 미디어를 통한 노

출이 대부분이다.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은 스폰서십의 종류와 이벤트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벤트의 성격뿐만 아니라

장기이벤트와 후원의 지속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적합성이 상이한 경우에

는 이러한 기간이나 노출 횟수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상이한 브랜드의 스폰서십에 대한 노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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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4. 2요인이론 모형도(Tellis, 1997)

3) 인지반응 이론

인지반응 이론은 위에서 언급 했던 광고 반복효과 연구의 긍정적 습관

화와 지루함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Caioppo & Petty,

1979). 인지반응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한 결과를 말하며, 이러한 사고는 태도형성과 변화에 기초가 된

다(Greenwald, 1968). Caioppo와 Petty(1979)는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반복

적으로 노출되면 메시지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관련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는 모든 가용시간(available time)'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러

한 주장은 즉, 반복된 메시지 노출은 소비자가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반응이 활성화

되고, 그 결과 태도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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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반응 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의 대상에 관여도가 높을 때, 메시지와

관련된 사고를 더욱 활성화 된다고 주장한다(Weight, 1973). ‘지지 주장

(Support argument)’은 메시지 관련 사고의 한가지로 광고의 메시지에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광고의 메시지와 소비자의 신

념이 일치할 때 잘 발생하며, 이러한 반응은 메시지 수용에 필수적인 반응

이다. 반면에 ‘반박주장(counter argument)'은 광고의 메시지와 소비자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반응으로, 소비자는 메시지의 내용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며 메시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김완석,

2000).

관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메시지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변 단서에 반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대표적인 주변단서가 메시

지 정보원이다(Lautman & Percy, 1984). 정보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서 생기는 현상을 ‘정보원 격하(Assael, 1998)'라고 한다. 정보원지지와 지

지주장은 소비자가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반면에 정보원

격하는 메시지 내용을 거부하며 반박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

과 일치했을 때 그것을 배우려고 시도한다(Cacioppo & Petty, 1979). 그러

나 일정한 노출 수준을 넘어서면, 정보원지지나 지지주장이 약화되고 반대

로 반박주장과 정보원 격하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2

요인 이론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습관화와 지지주장을 연관 시켰고, 지루함

을 반박주장과 연결 시켰다.

위의 다양한 연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폰서십 상황에서 노출은

성공의 지표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반복되는 노출은 개인과 자극 대상

의 친밀감을 증가시킬 분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지속적인 노출을 브랜드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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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노출이 일어나는 그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

되기 때문에 단순노출은 스포츠 이벤트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그

렇기 때문에 노출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친

숙성을 이끌어 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한다.

4) 3회 노출이론

적정 노출 효과를 얻기 위한 횟수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 마다 여러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1회 노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

면에 3회만으로도 효과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최적의 노출횟수에 대한 공방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3회

노출이론(Krugman ,1972)이다(김은화 & 유승엽, 2011).

Krugman(1972)은 자신의 연구에서 왜 3회 노출이면 충분한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처음 수용자가 어떠한 광고 혹은 마케팅 자극물에 노출되

면 수용자는 처음에 ‘저게 뭐지?’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두 번째 노출

에는 광고하는 제품, 브랜드의 용도와 쓰임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유

사 브랜드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반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출

이 되면, 이전에 노출되었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입증했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에 따라면, 3회 이후의 차이는 크

게 없었다.

이러한 최적 노출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마케팅 상황에서 ‘빈도 3+'라

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한국에서 63.5%가 넘는 광고 대행사들이 매체 목표

설정을 3회로 보고 있다(박현수 1999).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노출

횟수 3을 기준으로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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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키마이론(Schema Theory)

1) 스키마이론

노출 횟수로 인해 연상되는 이미지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반복된 학습에 따른 ‘스키마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앞

에서 적합성에 대해서 설명 할 때도 스키마 이론이 언급 되었지만, 노출횟

수에 따른 효과도 설명할 수 있다. 스키마이론은 선험 지식(스키마)이 새로

운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실재가 아

닌 기억속의 인식체계이다.(Colins, A. & Loftus, E,F, 1975) 스키마는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이는 틀을 제공하고 개념이나 유형에 있어 알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인식 구조이다. 또한 속성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Fiske & Talor, 1991).

기억 속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체계적, 조직적으로 저장

되어 있는 지식 구조이며, 단순한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출된 관경이

나 이미 경험한 상황 통해 획득한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Colins,

A. & Loftus, E,F, 1975).

니시다(Nishida, 1999)의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키마 구조는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화하며, 인지 처리 발생 시 작업의 부하를 최소로 한

다. 스키마 기억의 존재는 새로운 상황이 유입될 때마다 스스로 작동한다.

먼저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서 탐색 노드를 생성하며, 새로운 상

황을 이해 위해 절차(procedures)와 계획(propositions)의 집합인 노드를 형

성시킨다. 그 초기에 형성된 노드는 그것으로부터 아크(Arc)를 발산 활성

화하고 활성화 확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항상 새로운 노드를 상속

받고, 이것은 다시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있는 노드로 활성화해 다시 아

크를 발산해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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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프로모션이나 광고, 스폰서십 상황에서 제품이

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을 복

합 구성체(complex configuration)로 인지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이

벤트 스폰서를 진행 하면, 소비자들은 인지하고 있는 스폰서와 스포츠 이

벤트와 관련된 개념들을 서로 연상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연상은 계속해

서 생성되는 노드를 활성화 시키면서 변화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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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상황에서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

드 적합성이 낮은 브랜드를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적합성으로 나누어 선

정하여, 각각의 적합성이 경기장 방문 빈도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 그

리고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조절변인으로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

정적이냐에 따라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적합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기능적 적합성 및 이미지 적합성이 높은

브랜드 보다는 낮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적합성과 방문빈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지 적합성과 기능적 적합성 모두를 변인

으로 채택했다.

스포츠 이벤트 - 스폰서 브랜드 적합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능적 적

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으로 나누어서 분류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적 적합

성과 이미지 적합성이 낮은 상황에서 반복 노출로 인해 적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장 방문 빈도를 변인으로 채택했다. 그

리고 소비자의 스폰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 형성에 브랜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절변인으로 브랜드태도를 선택했으며 통제 변인으로는

이벤트 관여도, 브랜드 경험을 변인으로 선정했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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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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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가설 1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 보다,

이벤트-스폰서의 기능적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이벤트-스폰서의 이미지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브랜드 태도가 호의적일 것이다.

가설 4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른 이벤트-스폰서의 기능적 적합성의

차이에 브랜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른 이벤트-스폰서의 이미지 적합성의

차이에 브랜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벤트 관여도와 브

랜드 경험 등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 하였으며, 통제 변인은 연구모형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위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표2]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표2. 연구 가설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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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적합성이 낮은 상황에서

관람 빈도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적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관람

빈도에 따른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의 차이를 측정한다. 스포츠

브랜드(공인구, 공식음료)와 비스포츠 브랜드(타이틀스폰서, A보드스폰서)

로 나누어 브랜드를 선정 한 후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의 변화를

측정한다. 또한 브랜드 태도, 이벤트 관여도 등도 함께 측정하여 각각 조절

변인과 통제변인으로 사용한다. 연구 대상은 2014-2015 프로농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213명을 편의 표집(convienience sampling) 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213개의 설문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6부를 연구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총 197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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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기간 중 방문빈도가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적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할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4-2015 프로농구로 선정했다. 리그 기간이

10월부터 3월 초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에 노출 시간이 길며, 경기장

방문횟수를 늘리기 용이하다. 또한 농구는 특성상 경기장이 작아 경기 내

부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의 효과가 높다. 측정 브랜드는 공식 스폰서 브랜

드 5개로 각각 공인구, 공식음료, 타이틀스폰서, A보드 브랜드 2곳이다. 분

석 결과에서는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으로 가설이 나뉘어 있기 때

문에, 적합성에 맞는 브랜드 선택으로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설문지에 포함된 측정 항목은 Gwinner와 Eaton(1999)의 연구에서 사용

된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Kyle(2004),

Gwinner 와 Swanson(2003), McIntyre 와 Pigram(1992)의 연구에서 사용

된 스포츠 관여도 측정 항목을 변형해서 사용할 것이다. 브랜드 태도는 이

상빈(2007)이 연구에서 사용한 브랜드 태도 척도를 변형해서 측정할 것이

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구성하였

으며, 설문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이벤트 관여도를 특

정하기 위한 5개 문항, 이미지 적합성과 기능적 적합성 측정을 위한 13개

문항, 브랜드 태도 측정 문항 4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3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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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브랜드 태도 4

적합성
기능적 적합성 3

이미지 적합성 3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 5

인구통계학 특성 3

표3. 설문지의 구성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는 Likert형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7점을 부과하

기로 했다. 적합성과 브랜드 태도 또한 Likert형 7점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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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이벤트 관여도

나는 프로농구에 대한 기사 또는 SNS 소식을 일주일

에 3번 이상 본다.

나는 주위사람들과 프로농구에 대한 대화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프로농구는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주위사람들과 프로통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일

주일에 3번 이상 나누는 편이다.

프로농구 경기를 보는 것은 나에게 휴식과 재미를 제

공한다.

나는 일주일에 3번이상 일상에 찌든 삶을 벗어나기 위

해 프로농구를 본다.

1)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서 일체

감을 느끼고 그 대상에 동기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Meenaghan, 2001). 이

런 스포츠 이벤트 관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Kyle(2004),

Gwinner & Swanson(2003), McIntyre & Pigram(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변형 하였고 세부 내용은 [표4]와 같다. 많은 프로농구 팬페이

지와 협회에서 자체 SNS페이지를 운영하며 승패, 경기 일정 등 상당부분

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NS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보다 정확

한 측정을 위해 7점 척도를 기준으로 0회에서 6회를 척도로 두고 3회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4. 이벤트 관여도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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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기능적 적합성

프로농구 선수는 경기 중 000 브랜드를 사용할 것 같

다.

프로농구 경기 중 000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본다.

000브랜드는 프로농구 선수가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이

아니다.

이미지 적합성

프로농구와 000브랜드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000브랜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 프로농구 이미지는

상관 있다.

프로농구의 이미지는 000브랜드의 이미지와 매우 다

르다.

이 측정 도구의 총 6개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이벤트 관여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이벤트 관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할 것이다.

2) 적합성 측정

적합성 측정은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

지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아마 최강전>과 스폰서 브랜드

와의 적합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측정 방법은 Gwinner와 Eaton(1999)

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문항으로 평가하였고 세부 항목은 [표

5]와 같다.

표5.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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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브랜드 태도

000브랜드는 마음에 든다.

000브랜드는 좋아한다.

000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000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이 측정 도구의 총 6개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적합

성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이벤트와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검증할 것이다.

3) 브랜드태도

브랜드태도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로, 소비자

행동 파악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Keller, 1993). 사전에 브랜드를 선택하거

나 변화를 알아 볼 때,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 방법은 이상빈(2007)의 연구

에서 쓰인 문항을 재구성 하였고, 세부 사항은 [표6]와 같다.

표6. 브랜드태도 측정항목

이 측정 도구의 총 4개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브랜드 태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브랜드에 대해 정(+)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할 것이다.



- 44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 내용이 부적절하거

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SPSS21.0를 이용하여 분석 할 것이며, 설문조사 각 문항의 신뢰도

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COVA)을

통해 검증한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값(사

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

인 특징(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신뢰도 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설문 내용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이용할 것이다. Cronbach's α 검사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일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추정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0.80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항목별 신뢰도 평가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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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문항수 관측변인 Cronbach's 

기능적

적합성
3

기능적 적합성 1

0.872기능적 적합성 2

기능적 적합성 3

이미지

적합성
3

이미지 적합성 1

0.869이미지 적합성 2

이미지 적합성 3

브랜드 태도 3

브랜드 태도 1

0.874브랜드 태도 2

브랜드 태도 3

이벤트

관여도
5

이벤트 관여도 1

0.854

이벤트 관여도 2

이벤트 관여도 3

이벤트 관여도 4

이벤트 관여도 5

<표7> 신뢰도 분석

3) 독립표본 검증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라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스폰서 브랜드와 스포츠

이벤트의 적합성과 브랜드 태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 기

법을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검증은 집단과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방문빈도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을 구별하는데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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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귀분석(Regression) 검증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스폰서 브랜드와 스포츠 이벤트의 적합성과 브랜

드 태도 사이의 관계 중 브랜드태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공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Howell(1986)에 따르면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

법은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공분산분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

과 조절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공분산

분석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다(전상길 & 김인수, 1997).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림5]와 같은 연구 모형

을 설정하였으며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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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성

여성

115(58.4%)

82(41.6%)

연령대

20세 미만

20세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40세 이상

2(1.0%)

86(43.7%)

93(47.2)

11(5.6%)

4(2.0%)

1(0.5%)

학력

고졸미만

고졸이상

대졸(재학) 이상

대학원(재학) 이상

2(1.0%)

14(7.1%)

163(82.7%)

18(9.1%)

Ⅴ.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 참여함 조사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주요 변인

들인 기능적 적합성, 이미지 적합성, 브랜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

음과 같다.

<표8> 인구통계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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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능적 적합성 1 7 3.50 0.836

이미지 적합성 1 7 1.42 0.851

브랜드 태도 1 7 4.81 0.744

방문 빈도 0 5 2.51 1.976

<표9>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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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위 평균
표준편

차

구성 개념간 상과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 방문 빈도 2.51 1.976 1

2. 브랜드 태도 4.81 0.744 .017 1

3. 기능적

적합성
3.50 0.836 .268 .355** 1

4. 이미지

적합성
1.42 0.851 .472* .400** .753** 1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 제시

되어있다.

<표10>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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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회

미만

3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스포츠 브랜드

기능적 적합성
5.343 5.677 1.158 1.062 2.105 0.037

비 스포츠

브랜드

기능적 적합성

2.247 2.555 .866 .868 .689 .492

3. 가설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H1.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경기장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이

벤트-스폰서 기능적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반복

노출 횟수는 3회가 적당하다는 Krugman(1972)의 3회 노출이론에 따라서

방문빈도 3을 기준으로 방문횟수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을 나누었고, 두

집단의 이벤트- 스폰서 기능적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기능적 적합성 분석

은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서 진행했으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경기장 방문빈도가 더 높은 집단이 이벤트-스포츠 브랜드 스폰서

적합성을 더 높게 인지한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포츠 브랜드는 경기장방분빈도에 따라 기능성적합성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11> 경기장방문빈도에 따른 기능적적합성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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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빈도가 많은 집단과 방문빈도가 적은 집단의 이벤트-스폰서 기능적

적합성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은 0.036으로 0.05보다 작으며, t값도

2.113으로 ±1.96크기 때문에 방문빈도에 따라서 이벤트- 스포츠 브랜드 스

폰서 기능적 적합성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비스포츠 브랜드의 이벤트-스폰서 기능적적합성 검증결과를 보

면 유의수준은 0.492로 0.05보다 크며 t값도 0.689로 ±1.96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장방문빈도가 이벤트-스폰서의 기능적 적합성 인식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설 H1에서 제시한 스포츠브랜드에 한해서 이며, 비스

포츠 브랜드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브랜드별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인구의 경우에는 t값 2.481 유의확률 0.014로 t값이 ±1.96보다 크며 유

의 확률 또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공식음료 브

랜드 또한 t값 2.105 유의확률 .037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서, 가설 1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타이틀 스폰서가 t값

1.137 유의확률 .267, A보드 브랜드가 각각 t값 0.588 유의확률 .557, t값

-.365 유의 확률 .716을 나타내면서 3브랜드 모두 t값이 ±1.96보다 작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것은 가설 1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본질

적으로 스포츠 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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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회

미만

3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공인구 4.738 5.234 1.451 1.345 2.481 .014

공식음료 5.343 5.677 1.158 1.062 2.105 .037

타이틀 스폰서 2.906 3.131 1.268 1.508 1.137 .267

A보드 스폰서1 2.314 2.404 1.026 1.130 0.588 .557

A보드 스폰서2 2.131 2.191 1.272 0.993 -.365 .716

<표12> 경기장방문빈도에 따른 브랜드별 기능적적합성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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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회

미만

3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
2.993 3.661 1.003 1.228 1.993 0.048

비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

2.829 3.241 .787 .952 4.193 0.000

2) 연구가설 2검증 결과

H2.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경기장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이

벤트-스폰서 이미지 적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1과 마찬가지로 방문빈도3을 기중으로 독

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스포츠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과는 달리 가설2에서는 스포츠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라서 이미지 적합성을 인지하

는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경기장방문빈도에 따른 이미지적합성 t-test 결과

방문빈도3을 기준으로 방문빈도가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의 이벤트-스

폰서 이미지 적합성 인식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

는 p값 0.047로 0.05보다 작으며, t값도 1.99로 ±1.96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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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스포츠 브랜드도 스포츠 브랜드와 동일하게 분석해본 결과 0.000으로

0.05보다 작으며, t값도 4.193으로 ±1.96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브랜드(t=1.99, p<0.05)와 비스포츠 브랜드(t=4.193,

p<0.05)모두 이벤트-스폰서 이미지 적합성인식의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는 해당 브랜드 별 이미지 적합성 인식의

평균을 분석한 표이다.

<표14>의 분석 결과에 따라면 공인구의 경우에는 t값 2.037 유의확률

0.043로 t값이 ±1.96보다 크며 유의 확률 또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가설

2a를 지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공식음료 브랜드는 t값

1.262 유의확률 0.209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공식음료는 스포

츠 브랜드 이지만 가설2의 스포츠브랜드 내용을 지지하지 못했다.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타이틀 스폰서가 t값 2.563 유의확률 0.011

로 , t값이 ±1.96보다 크고 유의 확률도 0.005보다 작기 때문에 가설 2b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A보드 브랜드의 경우에는 각각 A보드 브랜

드1은 t값 4.1778 유의확률 .000으로 강하게 지지하는 반면에 A보드 브랜

드 2는 t값 0.380 유의 확률 0.704을 나타내면서 t값이 ±1.96보다 작으며

유의확률 또한 0.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것은 가설 2의 내용을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스폰서십의 기간, 현장 프로모션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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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회

미만

3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공인구 4.256 4.652 1.368 1.362 2.037 0.043

공식음료 5.104 5.305 1.128 1.109 1.262 0.209

타이틀 스폰서 3.505 4.050 1.458 1.524 2.563 0.011

A보드 스폰서1 2.482 3.273 1.133 1.511 4.177 0.000

A보드 스폰서2 2.502 2.401 0.718 0.773 0.380 0.704

<표14> 경기장방문빈도에 따른 이벤트-스폰서 이미지적합성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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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회

미만

3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스포츠

브랜드 태도
4.37 4.96 .752 .726 3.241 .001

비 스포츠

브랜드 태도
4.91 5.39 .676 .714 3.307 .001

3) 연구가설3 검증 결과

H3. 경기장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은, 방문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브랜드 태

도가 호의적일 것이다.

가설3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1,2와 마찬가지로 방문빈도3을 기중으로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스포츠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서 분

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정

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5> 브랜드 태도 독립t검정 결과

먼저 독립 t검정 결과를 보면 스포츠 브랜드(t=3.241, p<.001)와 비스포츠

브랜드(t=3.307, p<.001) 모두 브랜드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복 노출 효과에 따라서, 브랜드 태도가 횟수에 따른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적합 도가 낮더라고, 계속해서 경기장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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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적합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폰서십을 통한 브랜드 태도 향상이

가능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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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확

률

방문빈도 .512 1 .512 .535 .466

스포츠

브랜드 태도
33.453 1 33.453 34.946 .000

방문빈도 *

스포츠

브랜드 태도

.786 5 .786 .821 .366

방문빈도 1.749 1 1.749 2.345 .127

비스포츠

브랜드 태도
1.237 1 1.237 1.659 .199

방문빈도 *

비스포츠

브랜드 태도

1.921 1 1.921 2.575 .110

4) 연구가설4 검증 결과

H4.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른 이벤트-스폰서의 기능적 적합성 인식의 차이

에 브랜드 태도가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활용한 상호작용항

검증을 실시했다. 첫 번째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두 번째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립변인, 조절변인과 상호작용항(독립변수 *

조절변수)을 투입하여, 그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표16> 기능적 적합성에 대한 방문빈도와 브랜드 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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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의 기능적 적합성에 대한 방문빈도와 브랜드 태도 조절효과 분석

결과, 상호작용항(브랜드태도 * 방문빈도)이,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

랜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스

포츠 브랜드 태도의 경우에는 F값 .921 유의확률 .366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비스포츠 브랜드또한 f값 .2575, 유의확률 .11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스포츠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브랜드 태도는 방문빈도에 따

른 기능적적합성 인식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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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확

률

방문빈도 .398 1 .398 .411 .522

스포츠

브랜드 태도
29.216 1 29.216 30.198 .000

방문빈도 *

스포츠

브랜드 태도

.546 1 .546 .583 .446

방문빈도 .997 1 .997 .825 .365

비스포츠

브랜드 태도
7.672 1 7.672 6.354 .013

방문빈도 *

비스포츠

브랜드 태도

2.672 1 2.672 2.211 .139

5) 가설 5 검증

H5.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른 이벤트-스폰서의 이미지 적합성 인식의 차이

에 브랜드 태도가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설 4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

을 활용한 상호작용항 검증을 실시했다. 첫 번째는 독립변인인 방문빈도와

종속변인 이미지적합성, 두 번째는 방문빈도와 브랜드태도, 그리고 마지막

에는 방문빈도, 브랜드태도 상호작용항(방문빈도 * 브랜드태도)를 투입하

여, 그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표17> 이미지 적합성에 대한 방문빈도와 브랜드 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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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의 이미지 적합성에 대한 방문빈도와 브랜드 태도 상호작용항 분

석 결과,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아,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 브랜드 태도와 방분빈

도의 상호작용항의 경우 f값 .583 유의확률 .446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비

스포츠 브랜드와 방분빈도의 상호작용항 또한 f값 2.211, 유의확률 .139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의 결과로 방문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브랜드 태도가 이미지적합성 인식에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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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논문은 기존에 있던 이벤트-스폰서의 적합성이 높아지면 이미지 전

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며(Collins & Loftus, 1975), 그 효과로 소비자가 인

지하는 적합성이 높았을 경우에는 타 브랜드 보다 스폰서 활동을 하고 있

는 브랜드에 호의 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김용만 & 정정희.2011)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적합성이 높을 시 스폰서십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많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효과와 변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왔다.

적합성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는 이벤트와 스폰서의 적합성이

낮더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적합성이 변화 할 수도 있으며(Frank E.

Dardis, 2009) 변화된 적합성은 스폰서 태도, 제품의 구매의도에도 긍정적

으로 작 용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스폰서십활동 효

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지식 구조는 바뀔 수 있다(Gwinner &

Bennett, 2008)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

농구 경기장에 방문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방문 횟수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을 구분했다. 단순노출이론(Zajonc, 1968)에 적용시켜 대상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을 반복 노출해야 하는데, 이 특

정한 자극을 방문횟수로 적용하였다.

대상 브랜드는 타이틀 스폰서, 공인구, 공식음료, A보드 스폰서2(현장 프

로모션 진행 브랜드, 미진행 브랜드) 총 5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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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의 변화를 검

증 하고자 선정했다. 기존의 A보드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지

만, 이번에는 경기장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기장 방문빈도에 따른 적

합성 변화로 선정하였다.

해당 스포츠 이벤트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가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 보다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한다는(Shin, 2002)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이벤트 관여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브랜드 경

험이 많을수록 브랜드 연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브랜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Keller, 1993)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 경험을 다

른 통제변인 브랜드 태도를 조절 변인으로 논문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

를 통해 검증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설1은 경기장 방문객이 인지하는 이벤트와 스폰서 사이의 기

능적 적합성의 정도가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에 경우에 방문빈

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각각의 5개

브랜드 별로 기능적 적합성을 측정하고, 방문빈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

류하여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 스포츠 브랜

드는 방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능적 적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의 스포츠 브랜드는 지지되었지만 비스포츠 브랜드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벤트 스폰서의 적합성이 낮더라도

반복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면 인지하는 적합성이 변하는(Frank E. Dardis,

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적합성이 기능적 유사성이 높다고 인지할

수록 이미지 전이의 정도가 크며 스폰서십 효과가 크다(이현정 & 현용진,

2010)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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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첫 번째 가설2는 경기장 방문객이 인지하는 이벤트와 스폰서

사이의 이미지 적합성의 정도가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에 경우

에 방문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각각의 5개 브랜드 별로 이미지 적합성을 측정하고, 방문빈도의 많고 적음

에 따라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방문 빈도가 높은 집단이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이벤트와 스폰서의 적합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선행연구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로 프로농

구가 스포츠가 갖고 있는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전략적인 등의 이미지가

연상 작용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미지 유사성이 높아야 한다는(이현정

& 현용진, 2010)의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복 노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가설 1에서 비 스포츠 브랜드는 기능적 일치

성의 변화 폭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가정 했을 때, 가설 1,2 모두 방문 횟

수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 보다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을 더욱

높게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3을 보면, 방문 빈도에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가설이었다. 분석 결과 방문빈

도가 높은 집단이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브랜드 타도거

호의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브랜드 태도의 변화역시 적합성 인식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입

증해 준다(Ravi T, 2014).

가설 4과 5는 위에서 언급했던 적합성 인지의 차이에서 브랜드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가설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십은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태도에 구매의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도구임을

밝혀왔다(Cornwell, Donald & Edward, 2001; Harvey, 2001). 그렇기 때문

에 브랜드 태도를 조절 변인으로 브랜드 태도가 좋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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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을 높게 인식 할 것이라는 연구를 스포

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 진행했다.

가설 3,4 모두 결과로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조절효과

를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Ray와 Sawyer의 연구

(1971)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노출된 브랜드의 경우에는 구매의도나 브랜드

태도가 증가 하며 더 잘 회상하기 때문에 친숙하다고 인지한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가설3의 결과처럼 반복적

으로 노출된 경우 브랜드 태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회상하고

친숙하다고 인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적합성의 변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이 방문빈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기존의 기능적 적

합성이나 이미지 적합성이 높았을 경우에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

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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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논문은 기존에 있던 이벤트와 스폰서의 적합성이 낮더라도 반복적으

로 노출되면, 그 낮았던 적합성이 변화 할 수도 있다(Frank E. Dardis,

2009)는 가능성을 제시한 기존의 논문을 토대로 연구를 구성하고 진행하였

다. 많은 기업에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을 실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효과와 ROI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스

폰서십을 점차 줄이고 있다. 하지만 스폰서십 효과는 실제로 있으며 본 논

문의 결과로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스포츠 브랜드의 스폰서십 효과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 모두 방문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즉, 스포츠 브랜드의 스폰서십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이

변화함에 따라 스폰서십 효과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는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

다. 또한 단발성 이벤트 보다는 장기간 사람들이 방문하는 스포츠 이벤트

를 선택해 관람횟수가 많은 집단을 상대적으로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괜찮다.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도 적합성의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비스포츠 브랜드는 타이틀 스폰서, A보드 스폰서를 기준으로 선정했으

며 비스포츠 브랜드 또한 방문빈도가 적은 집단보다는 방문빈도가 많은 집

단에서 이미지 적합성을 높게 인지했다. 비록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기 때

문에 기능적 적합성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미지 적합성을 높게 인지하면서

스폰서십 효과를 입증했다. 즉 비스포츠 브랜드도 스폰서가 되어 지속적으

로 경기장 방문객에게 노출되면 스폰서십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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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스폰서와 A보드 스폰서 모두 스폰서십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실무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A보드 스폰서도 장기적으로 스폰서를

하고 노출 된다면 타이틀 스폰서에 버금가는 스폰서십 효과를 누릴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모션의 유무이다. 타이틀 스폰서

브랜드는 현재 프로농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농구와의 관련성을

어필하고 있다. 본 조사 대상이었던 에이보드 스폰서 또한 경기장에서 프

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였다. 경기장 관람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 만큼 현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브랜드의 이미지 적합성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한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A보드

스폰서였지만, 어떠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결과에서

는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브랜드마다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스폰서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

용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후 브랜드 자체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태도 자체가 조절효과를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 형성이

중요하다. 스폰서를 하고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 형

성에 정의 효과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보드 스폰서들은 주로 중계의 노출

상황을 목적으로 스폰서를 유치한다. 하지만, 스폰서를 유치하고 중계에 노

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현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

다.

즉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실

무적 시사점을 얻게 된다.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 해당 스포츠 종목에 대한

판매나 인지도 상승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십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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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으며, 기능적인 면이나 이미지 적인 면 모

두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비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

는 단발 적이거나 일회성적인 스폰서십이 아닌 장기적으로 노출 될 수 있

는 스폰서십을 진행하고 이벤트와 스폰서를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행

사도 함께 진행한다면 이벤트와 스폰서간의 이미지 전이도 높아져 이벤트

의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스폰서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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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스폰서십 효과를 경기 시청자가 아닌 경기장 방문객을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적합성 연구와는 다른 적합성의 변화를

규명했다는 점,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를 비교해서 연구를 수행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

및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경기장 관람 방문객이 각이 다른 경기장을

방문하였다. 경기장 마다 현장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보드나 타이틀 스폰서의 노출을 인식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횟수를 측정 할 때, 각기 다를 경기장을 방

문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장

방문객이 선호 구단이나 방문구단에 따라서 적합성 인식을 상이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단 자체 모기업이 타이틀 스폰서이기 때문에 선호

구단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 프로농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중 프로농구에 한정 지은 것은 국내에 존

재하는 모든 프로 스포츠 종목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분

명히 존재한다. 또한 농구는 여자 농구와 남자 농구가 존재하는데, 남자 농

구만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 또한 한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스

포츠 종목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브랜드 5가지는 프로농구 공식 스폰서 이지

만, 모든 브랜드를 조사하지 못했다. 또한 몇몇 브랜드는 스폰서십 기간이

상대 적으로 길고, 프로농구 스폰서십 이외에도 스포츠와 연관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적합성이 높다고 인지할 수도 있다. 모든



- 70 -

브랜드를 같게 통제하지 못했으며, 모든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은 20대가 대부분을 이루었을 정도로 경기장

관람 객중, 특히 20대가 많은 영행을 미쳤다. 비록, 남녀의 성비는 거의 비

슷했지만, 한계점을 갖는다. 즉, 결과적으로 전체 농구팬의 성향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 집단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계점을 바탕으로 추후 수정 및 발전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구단이 아닌 특정 경기장을 방문하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한

정 지어 통제해야 한다. 이때, 연구 대상에서는 선호 구단도 함께 물어, 홈

팬만의 결과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웨이 팬의 결과도 수집해야 한다.

또는 대상 경기장을 전국 경기장으로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구구단

의 경기장 모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한다. 그리고 결과를 수집

할 때 방문 경기장을 선택하고, 경기장 별로 그 수를 균일하게 통제해 연

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특정 구장의 경향을 배제하고, 프로 농

구 전반에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더욱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지

만, 추후에는 적합성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경기장 프로모션의 유무, 스폰서십의 유지 기간, 프

로농구 외 다른 스포츠 스폰서십 진행 유무 등 다양한 카테고리고 나누어

서 많은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심층적으로 적합성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효과적으로 적합성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스폰서십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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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일한 인물의 이한 트랙킹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조절효과 부

분에 있어, 가설3과 가설4,5의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방문빈도에

따라 브랜드 태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인지하는 적합성의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자기 평가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기평가 기법은 자신의 정보

노출을 꺼릴 경우, 편견이 생기거나 사회 통념에 따를 수도 있다. 혹은 아

직 인식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랙킹 결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우선, 다양한 대상을 확보해 남녀 비율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균등한 비율로 분배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

구대상의 범위보다 확장해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이나 추후 실질적인 스폰

서십 효과까지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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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많은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가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를 참

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효과는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브랜드나 기

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혹은 막연한 효과를 기대하고 스폰서로 참

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대부분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많다. 그러다보니 메가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이

나 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은 종목에서는 점차 스폰서를 구하기 힘들어 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 현재 프로농구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기장 방문 관람객의 적합성 인식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했다. 또한 각각의 브랜드 태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적합성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장 관람 빈도가 높은 집단이 관람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스포

츠 브랜드와 이벤트가 기능적 적합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경기장 관람 빈도가 높은 집단이 관람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스포

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모두 이벤트의 이미지 적합성이 더 높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는 브랜드 태도는 관람 빈도가 높은 사람

이 낮은 사람 보다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 모두 더 호의 적이라

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는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의 기

능적 적합성은 브랜드태도가 조절효과를 작용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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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경기장 관람객이 인지하는 비스포츠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브랜드 태도는 방문빈도에 따른 이미지 적합성인식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

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방문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 인식에는 차

이가 있었기 때문에, 횟수와 기간을 고려해 적합성의 향상이 주된 스폰서

목적인만큼 브랜드 태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람객의

방문 빈도는 기업의 기능적 적합성과 이미지 적합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스포츠 브랜드와 비스포츠 브랜드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스폰서십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인 기업의 적합성은 더

좋게 인지되며, 높아진 적합성으로 더욱 효과적인 스폰서십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관계자 들은 스폰서 활동 시, 경기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방문객을 겨냥하는 마

케팅을 펼쳐야 한다. 또한 해당 브랜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활동

을 계속해서 해야 하며, 낮은 적합성도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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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frequency of the stadium visits to

event - sponsor fit recog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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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s of sports brand and nonsports brand has participated as sponsor.

However, specific effect of sponsorship has not been found yet. Even

though we had analyzed the effect, most of them are based on mere

exposure of television. Therefore, sponsored company had been

questioning about real effects of sponsorship. Also, nonfamous sports

and low television viewing rate sports are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be sponsored. To solve those kind of question, in this paper,

I will study stadium spectator's fit difference on sports brand and

non-sports brand which are sponsoring in Korea Basketball League.

Also, sponsor and event fit difference between each sponsor brand

attitude.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spectators of high frequency of visits did recogniz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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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fit and image fit with event higher then those of low

frequency. Moreover, spectators of high frequency of visits have more

positive brand attitude in both sports brand and non-sports brand then

those of low frequency. Third., brand attitude did not moderate the

functional fit between brand and event in sports brand and non-sports

brand. Since, there is ai difference between lo frequency of visits and

high frequency in brand attitude, we need to consider frequency of

visits and period to raise brand attitude when sponsoring.

Frequency of spectator's visits has lots of affects on brand's

functional fit and image fit. Brand could get effective sponsorship result

through sponsoring no matter of their relevance in sports itself. Also,

positive brand attitude gets strong whenever spectator visits. Positive

brand attitude could be lead to even more effective sponsorship. This

paper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y, because it try to explain

about the change of fit which has been not yet described. Before this

study, many research was focused on situation analysis. However, this

study not only explained situation but also progress and change through

process.

In conclusion, when sponsoring brand managers responsible for

sponsorship should make a plan for stadium spectator and targeting

continuing visiting fans. Also, keeping focusing on changing brand

attitude to positive side is important, and make sure that low fit could

be raised by marketing.

Keyword: image fit, functional fit, mere exposure,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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