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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 

이      지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및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참여스포츠이벤트 시장의 크기도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도 대회에 직접 선수로 참가하면서 동시에 이벤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경제 교환의 주체로 간주하는 서비스지배논리의 관점에서 스포츠이벤트를 

서비스 자체 즉,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스포츠를 바라보고자 한다. 즉, 

스포츠이벤트를 통해서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이벤트를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가치공동창출자(Value 

co-creator)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참여스포츠이벤트인 축구대회를 운영하면서 참가하거나 또는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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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 참여스포츠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의사액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총 19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AMOS 

21.0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벤트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셋째,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최대지불의사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이벤트에 만족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최대지불의사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서비스지배논리, 스포츠가치체계, 가치공동창출, 참여스포츠이벤트, 
    이벤트 만족도 

학   번 : 2014-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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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문화에 대한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의 소비에 

있어서도 과거 수동적인 형태인 관람스포츠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스포츠에도 관심을 보이며 직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스포츠이벤트 시장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김화섭, 

강준호, 이진면과 김재진(2014)에 따르면, 국내 참여스포츠이벤트 

본원시장의 크기는 대회참가비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2011년 약 

2,430억에서 2012년 약 2,720억의 크기로 약 11.9% 증가하였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스포츠 전체 본원시장에서도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본원시장에서 프로스포츠이벤트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0.6% 밖에 안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작지 않은 숫자임을 

의미하며,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숫자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6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여부는 

2015년과 2016년 평균 약 20.1%, 교외체육활동 참여 여부도 약 19.0%로 

초, 중, 고등학생들 중 약 20% 정도는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극대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경험을 유도하며,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경기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스포츠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Siedentop, 1994).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할 수록 



 

 2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며, 그에 따라 

참여스포츠이벤트 본원시장의 크기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참여스포츠이벤트 시장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관람형 프로스포츠에 치중되어 있으며, 

참여스포츠이벤트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김수잔, 강복창, 김난영, 

2003; 이창민, 2002). 또한, 참여스포츠이벤트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역 

이벤트 또는 지역 축제로 한정 지어 연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포츠이벤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려는 목적, 스포츠이벤트가 지자체에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참여자의 동기, 만족 등과 같은 

마케팅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우정, 2007). 그리고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참여스포츠이벤트의 소비자에 관련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선수로 참여하는 참가자와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단순 관람 및 방문으로 

참여하는 참가자와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직접 선수로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스포츠의 확대와 더불어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문화의 빠른 

전파로 인해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하여 그 

가치가 없어지는 단순한 소비를 뛰어넘어 소비자 스스로가 직접 원하는 

제품을 생산 및 거래, 소비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소비자-기업의 소통이 쉽지 않았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주도권을 모두 기업이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보화 3.0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및 

SNS와 같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기업과 소비자 간 또는 소비자-

소비자간의 정보교환이 과거에 비해 편리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그 참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광범위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제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서 경영학 및 마케팅 전문가들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런 서비스의 정의에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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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포함시키고, 서비스가 그 자체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실재로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Vargo & Lusch, 2016)는 논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서비스를 경제 교환의 주체로 간주하는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가 등장하게 되었다.  

서비스지배논리는 마케팅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논리가 재화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 논리에서 소비자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간주된다(Vargo & Lusch, 2004a).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때 소비자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Vega-Vazquez, Á ngeles Revilla-Camacho, & J Cossí o-Silva, 

2013).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런 

흐름은 스포츠 경영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경영학에서는 기존의 

스포츠 경영학을 설명하던 스포츠 경제학 및 경영학 이론이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종종 

있어왔다(Woratschek, Horbel, & Popp, 2014).  

앞에서 설명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포츠 경영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포츠이벤트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해한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이벤트를 서비스로 간주하였을 때, 다양한 

소비자와 공급자,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며, 

스포츠이벤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가치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이벤트가 이벤트 공급자에 의해서 생산되고, 관람객이나 이벤트 

참여자가 방문하여 이벤트를 단순히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게 되며,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를 매개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이해당사자가 상호작용하게 되며, 스포츠이벤트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가치체계를 통해서 스포츠이벤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다. Uhrich(2014)는 프로스포츠팀 

내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소비자간의 

가치공동창출 플랫폼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Zagnoli와 

Radicchi(2010)는 축구팬을 스포츠서비스의 공동 프로듀서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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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형성한 커뮤니티를 가치공동창출 과정 내에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가치체계를 통해서 프로스포츠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참여스포츠이벤트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는 프로스포츠의 영역과는 

다르게 이벤트 참가자, 즉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 의존적인 형태가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영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강준호(2005)와 김화섭 외(2014)의 연구에 기반하여 스포츠 

시장을 수요자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해서 또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았을 때, 참여스포츠이벤트 내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는 스포츠이벤트 

그 자체이며, 참여스포츠이벤트 내에서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에 대해 

참가비를 지불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참가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산업체계분류로 바라볼 경우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참가비를 지불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으나, 소비자 중심의 시장가치망의 관점에서는 

참가비를 지불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참가자가 참여스포츠이벤트라는 

시장을 주도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스포츠이벤트의 참여자는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접근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즉,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공급자이자 

소비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에 기반한 스포츠 가치 체계(Sport Value Framework)에 

의해서 참가자들은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공동창출자(Value 

Co-Creator) 또는 프로슈머(Prosumer)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참여스포츠이벤트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 및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러한 이벤트가 참여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로 간주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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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참여스포츠이벤트를 마케팅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이벤트를 생산하면서 

소비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이런 이벤트의 경우 후원하는 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스포츠이벤트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참여스포츠이벤트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수행하였을 때 

스스로가 가치공동창출을 진행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Grissemann & Stokburger-Sauer, 2012; Vega-Vazquez et al., 2013). 

즉, 소비자는 일반 서비스보다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서비스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가 가치공동창출 활동을 수행했을 때 해당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높은 만족도를 느낀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이가 있다고 생각한다(Homburg, Koschate, & Hoyer, 

2005). 따라서 가치공동창출을 통해서 해당 이벤트에 높은 만족도를 느낀 

참가자는 동일한 대회를 다음에 참여할 때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이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기업의 참여스포츠이벤트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마케팅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대규모의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 소비자가 단순하게 참여하는 형태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와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를 

서비스지배논리 및 스포츠가치체계의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 내리고 

접근하고자 한다. 참여스포츠이벤트 자체를 서비스로 간주하고,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이벤트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소비하는 즉,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소비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의를 통해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때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존재하며, 가치공동창출을 하고자 하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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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이벤트를 서비스로 

간주하고 다른 서비스 및 가치공동창출의 대상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스포츠가치체계 및 서비스지배논리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스포츠이벤트 가치공동창출,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가격과의 관계가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Degree of Co-Creation)와 

스포츠이벤트 만족도(Sport Event Satisfaction), 최대지불의사액(Reservation 

Price)의 상호 영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스포츠 이벤트 만족도가 

최대지불의사액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 

의 관계에서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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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이벤트와 참여스포츠이벤트 
 

1. 스포츠이벤트의 정의 

 

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를 매체로 하는 이벤트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수련, 신태근, 김홍백, 2011). 또한 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주최자의 목적에 대해 참가자가 호응하여 서로 

공감을 이루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류충완, 조우정, 

2012). 특히 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건강미, 명랑함, 아름다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감각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미지 하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윤영원, 2006) 

스포츠이벤트에 관한 개념은 연구목적과 연구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개념 또한 스포츠시장가치망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존의 견해와 다른 점을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이벤트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주최자의 목적에 참가자가 호응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화섭 외, 2013). 

 

2. 참여스포츠와 참여스포츠이벤트의 정의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북미계열의 학자는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제도화, 경쟁, 규칙, 

신체활동을 들고 있으며,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와는 구별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평의회에 의해 정의된 개념은 보다 

넓은 개념에서 스포츠를 정의하고 있는데, 스포츠란 조직화 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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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조직화된 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 경쟁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준호, 2005).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것을 참여스포츠라고 

정의하며, 참여스포츠는 참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개인이며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장려 하고 있는 

활동이다(김기탁, 2007). 

스포츠이벤트는 시장 관점에서 스포츠 산업을 조망한 

스포츠시장가치망의 원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소비하는 형태에 따라서 관람스포츠시장의 

프로스포츠이벤트, 아마추어스포츠이벤트 그리고 참여스포츠이벤트로 구분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이벤트와 아마추어스포츠이벤트는 일반인들이 

관람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이벤트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 참여자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벤트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참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관람스포츠이벤트와 다르게 구분 할 수 있다(김화섭 외, 2014).  

관람스포츠이벤트와 참여스포츠이벤트는 행동적 성격과 참여자 속성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이벤트는 참여자에 따라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스포츠이벤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관람스포츠이벤트에 비해 동적인 요소가 강하고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참여스포츠이벤트의 참가자와 지지자는 일반 스포츠 소비자들에 

비해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적이며 확고하고, 또한 

참여스포츠에 대한 소비가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측면으로 자리잡고 

있다(Miloch & Lambrecht, 2006). 

이와 같이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앞에서 언급한 스포츠이벤트에서 보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이벤트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주최자의 목적에 참가자가 호응하여 공동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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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벤트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스포츠이벤트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형태의 이벤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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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 
 

1.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 

 

1) 서비스(Service)의 개념 및 정의 

 

경제학에서는 서비스를 ‘용역’으로 이해해 유형재인 ‘제품’과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유재, 2013). 아담 스미스(A.Smith)는 서비스 노동이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하기도 했으며, 세이(J. 

B. Say) 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는 모든 활동은 생산적이라는 논리로 

서비스를 ‘비물질적 부’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경제학에서는 서비스를 “비생산적 노동, 비물질적 재화” 로 정리하기도 

한다(이유재, 2013). 

경영학 및 마케팅 분야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마케팅학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서비스를 무형이며, 

대체적으로 그러한 상품이라고 정의 내렸다. 서비스가 완벽하게 무형의 

상품인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전달되거나 저장될 수 없으며, 거의 즉시 파손된다. 또한, 서비스 상품은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는데,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그 순간에만 존재하며 나눌 수 없는 무형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소비자의 참여자가 

중요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다(Bennett & Association, 

1995).  

과거 서비스의 개념은 제품중심지배논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품과 

분리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이해하였다(Zeithaml, Parasuraman, & Berry, 1985). 또한, 서비스는 유형이 

있는 물건보다는 과정이나 성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Lovelock & 

Patterson,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품이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서비스는 제품을 위한 부가적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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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되었다(Gann & Salter, 2000). 그러나 제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통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많은 마케팅 및 경제분야의 학자들은 서비스의 정의에 “활동”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나 “과정”은 기업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Grö nroos, 2000; Vargo & Lusch, 2004a).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도 하며, 가끔은 서비스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실재로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Vargo & Lusch, 2004b).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서비스는 상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품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하였다(Vargo & Lusch, 2004b). 서비스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체제를 구성하던 제품 중심적 사고방식은 점차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2) 제품지배논리(Goods Dominant Logic)과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의 개념과 정의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구성했던 제품지배논리(Goods Dominant 

Logic)에 따르면 제품지배논리에서 서비스는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되었으며, 

상품은 교환 경제의 근원적 요소로 간주되었다(Vargo & Lusch, 2004a). 즉, 

제품지배논리에서는 제품이 존재하고, 서비스를 제품과 분리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가적 활동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Zeithaml et al., 1985), 서비스는 주요한 교환가치가 되기가 어려웠다. 

제품지배논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업은 상품(제품이나 서비스)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가치를 창조해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이벤트와 같은 좀 더 복잡한 

서비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Woratschek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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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atschek, Horbel, 와 Popp(2014)에 의하면, 기업은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기업 내부의 자원과 외부 자원의 가치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내부 자원은 대부분 기업의 생산라인에 의해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제품의 서비스에 통합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소비자가 공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Grö nroos, 2000). 제품지배논리에 

의하면 제품 생산은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며, 그 가치를 소비했기 때문에 상품이 본래 갖고 

있었던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Woratschek et al., 2014). 제품지배논리 

하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가치를 담은 

상품을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함께 가치를 생산하거나 소비자 

스스로가 상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Vargo와 Lusch(2009)는 상품을 교환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는 현재의 마케팅 논리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케팅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논리를 담아 진화하였고 서비스는 

상호작용하고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또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선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서비스지배논리의 중심 

논점은 “서비스” 가 모든 교환의 근본이라는 것이며, 경제 교환가치인 

서비스가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Woratschek et 

al., 2014).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지식이나 

기술 등 가치공동창출을 위한 다른 중요한 것들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자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타 경제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제의 주체가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활동이며, 서비스를 

제품지배논리의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신호성, 유재원, 2014).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이, 또는 제품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 소비자, 그 밖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식, 

기술 등을 통해서 광의의 서비스 가치를 공동창출한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기업의 의지가 담긴 제품 또는 

산출물에 부과되어 있는 가치보다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공동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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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중요하므로, 소비자를 “공동 창출자(co-creator)로 바라보고 이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Vargo & Lusch, 2004a).  

표 2-1과 2-2는 제품지배논리와 서비스지배논리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표 2-1은 앞에서 설명했던 제품지배논리와 서비스지배논리를 

10가지의 기준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것이며, 표 2-2는 관계의 의미와 

함의를 통해 비교한 것이다. 

 

표 2-1. 제품지배논리와 서비스지배논리의 비교(Vargo, Maglio, & Akaka, 

2008) 

 
제품지배논리 

(Goods Dominant Logic) 

서비스지배논리 

(Service Dominant Logic) 

가치 동인 
교환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발생됨 

사용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나타남 (Value-in-use)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과정 

(Value-in-context) 

가치 창출자 기업, 공급자 
기업, 네트워크 내 행위자, 

소비자 

가치 창출 

과정 

기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 

마켓 오퍼링을 통해 기업은 

가치를 제안, 소비자는 

사용하면서 가치를 창출 

가치의 목적 부의 증대 

서비스를 통해서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 제도적 

안녕감을 증진  

가치의 측정 
교환 시 발생하는  

명목적 가치와 비용 
수혜자의 적응력과 생존 

주요 교환 

단위 

제품 또는 산출물(재화), 

서비스 
서비스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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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자원 

천연자원 또는  

물리적 유형자원 

(operand resource) 

지식, 기술과 같은  

비유형적 자원 

(operant resource) 

기업의 목적 가치를 생산하고 분배 
공동 창출된 가치를 제안 

서비스를 제공 

제품의 역할 

생산품 

가치가 포함된 물리적 

유형자원 

비유형적 자원의 전달 수단 

기업의 기술적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소비자의 

역할 

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모두 

소진하거나 파괴 

다른 개인이나 공공의 

자원을 기업이 제공한 

자원과 통합하여 가치를 

공동생산하는 공동 생산자 

 

표 2-2. 제품지배논리와 서비스지배논리에서 관계의 의미와 함의(Vargo, 

2009) 재구성 

 제품지배논리(G-D Logic) 서비스지배논리(S-D Logic) 

관계의 

의미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된 

거래를 통해서 신뢰와 헌신을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상호간(소비자-

기업)의 연대감 

상호 교환적이며, 공동 창출된 

가치를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교환 

복잡하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장 

임시적이며 일시적인 가치의 

창출 

가치 결정의 맥락적 성격을 

지님 

규범적 

함의 

소비자의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를 

관리(의사소통과 만족감 등) 

상호 이익 가치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소비자와의 

공동작업 

서비스로부터 서비스로의 

교환을 통한 가치공동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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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지배논리의 기본 명제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서비스지배논리는 10가지 기본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Vargo & Lusch, 2008). 서비스지배논리의 기본 명제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 서비스지배논리의 기본명제 10가지(Nam, Kim, Yim, Lee, & Jo, 

2009; Vargo, 2009) 

FPs 기본 명제 설명 

FP1 
서비스는 교환의 

기본이다. 

서비스가 교환의 기본이며, 서비스는 

서비스로 교환된다. 

FP2 

서비스는 매개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된다. 

서비스는 제품이나 화폐와 같은 

매개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FP3 
제품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배 시스템이다. 

제품의 가치는 서비스가 사용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FP4 

능동적 자원(operant 

resource)은 

경쟁우위를 위한 

핵심자원이다. 

지식, 스킬과 같은 무형의 능동적 

자원이 서비스를 위한 경쟁우위를 

일으키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FP5 
모든 경제활동은 

서비스 경제이다.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스킬 

등이 활용될 때, 서비스의 가치가 

분명해지므로, 서비스가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 

FP6 
고객은 항상 가치 

공동창출자이다. 
가치 창출은 상호교환적인 활동이다. 

FP7 

기업은 가치가 아닌 

가치명제만을 

제공한다. 

기업은 단독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적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상호작용으로 창출된 가치만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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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8 

서비스 중심 관점은 

내재적으로 소비자 

관계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서비스는 소비자의 결정에 의하며, 

공동으로 창출된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고객 중심적이며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FP9 

모든 경제, 사회 

주체들은 자원 

통합자이다. 

가치 창출은 서비스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암시한다. 즉, 서비스 

환경에 속하는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간에 자원이 통합될 때 서비스 

가치가 극대화된다. 

FP10 

가치는 서비스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항상 유일한 형태로 

생성된다. 

서비스 가치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 또는 

경험들을 기반으로 창출되므로, 소비자 

개개인을 위한 유일한 가치가 생성된다. 

 

제시한 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FP1은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지배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지배논리의 필수적인 요소인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로 시작해야한다.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서비스는 행위자의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숙련된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행위자를 위한 이익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Vargo, 2009). 

또한 서비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지배논리에서의 

서비스로써 착각해서는 안되며,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FP2는 제품지배논리에서 제시되었던 서비스의 개념을 벗어나 서비스가 

어떻게 화폐나 제품과 같은 매개수단과 통합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FP3는 기업의 관점에서 가치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가치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Howells(2004) 는 ‘제품의 서비스화(servicization)’와 ‘서비스의 

제품화(productization)’ 현상을 보여주면서, 제조업에서는 기존 제품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거나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제품을 포함시키는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품은 서비스지배논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내에서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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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서비스를 분배하고 제공하는 하나의 

전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Vargo, 2009). 

FP4는 서비스가 제품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이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공동으로 서비스 창출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가 점할 수 있는 경쟁우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FP5는 모든 경제활동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FP6는 고객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때 어떻게 

가치공동창출자로서 가치창출행위에 참여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품지배논리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설명하였으나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서비스의 가치가 기업과 고객이 함께 

거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가치를 창출할 때 가치공동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FP7은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자가 기업이 아니고, 기업은 최소한의 

자원만을 제공하며, 소비자나 다른 행위자가 함께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FP8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적이고 관계지향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FP9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공유하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FP10은 가치가 생성될 때 소비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황, 서비스 주체들의 

상황이나 배경,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이 서비스의 

가치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체들마다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 즉, 

주체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가치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3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서비스지배논리의 10가지 기본명제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 가치와 관련된 요인들을 정리할 수 있다. 즉,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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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다른 기업),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개인영역, 공공영역)의 자원도 통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argo et al., 2008).  

또한,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사용하면서 얻는 가치(Value-In-Use)와 

공동으로 생산하여 얻는 가치(Value of co-creation),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신호성, 유재원, 2014). 서비스가 제품의 교환에 

따라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품을 교환가치로 간주했던 때보다 소비자 

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경험을 축적 시킬 때 서비스 가치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소비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소비자가 아닌 참여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주체, 즉 공동 창출자(co-creator)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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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 

 

1) 스포츠경영학적 관점 

 

스포츠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스포츠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제품지배논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ullivan(2004)은 

스포츠 소비자의 니즈를 스포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만족시키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 활동의 근본적 목표라고 설명하며 이 설명을 바탕으로 

스포츠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포츠 활동 모델”에서는 스포츠를 스포츠 

생산 분야와 지원 분야로 나누었고, 스포츠이벤트를 다양한 지원 회사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으로 인해 보완된 ‘핵심 상품’ 으로 

간주하기도 했다(Li, Hofacre, & Mahony, 2001). 스포츠 활동 모델에서는 

하나의 회사나 기구가 스포츠 이벤트를 창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모델에서도 개별적인 행위자들, 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이 모델은 제품지배논리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즉, 스포츠 활동 

모델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과 각각의 결과물에 집중하여 스포츠이벤트를 

설명하고 있다(Woratschek et al., 2014). 또한, 경제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대부분의 스포츠 경영학 접근법에서는 스포츠 이벤트를 스포츠 팀의 

생산과정으로 특징 짓는 경향이 나타난다(Borland, 2006; Frick & Simmons, 

2008). 스포츠 활동 모델의 관점에서는 스포츠 소비자의 역할을 단순히 

소비자나 구매자로 제한하며, 가치창출의 과정을 단순한 생산과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Woratschek et al., 2014) 

하지만, 스포츠 경영학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소비자가 계속해서 

무시당해온 것만은 아니다. 실증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스포츠 소비자의 

만족감과 팀 정체성과 같은 심리학적 변인들과 구매행동, 충성도와의 

관계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과거의 연구는 가치창출과정 내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품지배논리 

관점에서의 스포츠이벤트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는 리그와 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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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미디어 등으로 한정되며, 스포츠이벤트를 소비하는 소비 주체는 TV 

시청자, 스포츠이벤트 관중 등으로 스포츠이벤트의 특성과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스포츠이벤트는 단순히 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한 “기업”에 의해서만 생산될 수 없다. 서비스지배논리 관점에서의 

소비자, 스포츠 팬(Fans)은 스포츠이벤트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이벤트 자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다(Woratschek et al., 2014).  즉, 스포츠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미 

스포츠팬들이 스포츠이벤트의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언급했기 

때문에, 스포츠이벤트에서 나타나는 가치창출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이벤트의 가치는 스포츠이벤트를 조직하는 기구와 기업, 

정부, 언론과 소비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안의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 더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이벤트의 기획부터 운영, 경기, 

응원, 홍보까지 스스로 참가함으로써 스포츠이벤트의 가치를 창출한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이러한 참여스포츠이벤트는 기존 

제품지배논리의 관점 및 스포츠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지배논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를 통해 참여스포츠이벤트 현상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 

 

앞에서 설명한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스포츠 

컨텐츠에 적용시켜본다면, 기존의 스포츠 경영학적 관점과는 

스포츠이벤트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비스지배논리에 의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은 그 가치를 받는 수혜자에 있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는 잠재적 가치창출을 위한 제의 또는 제안만 가능하며, 

소비자가 공급자의 가치제안에 함께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Woratschek et al., 2014). 예를 들어, 스포츠이벤트 주최측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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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이벤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플랫폼에서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게 되고 플랫폼의 제공은 기업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쪽에서도 

가능하다(Vargo, 2009). 즉, 서비스를 가공하는 과정이 제품지배논리에서의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일방적인 방향성이 아닌, 가치공동창출을 

위한 상호작용성의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보았을 

때 서비스지배논리로 보다 더 확실하게 교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포츠이벤트 라는 서비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스포츠이벤트 주최자, 정부뿐만 아니라 선수, 

자원봉사자, 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Woratschek et 

al(2014)는 스포츠 시장에 서비스지배논리를 적용한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를 활용하여 스포츠를 이해하고자 한다. 

스포츠가치체계는 10가지의 기본명제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가지의 

기본 명제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스포츠가치체계(Woratschek et al., 2014) 

FPs 기본 명제 

FP1 스포츠 경영학의 핵심은 스포츠 활동이다. 

FP2 스포츠의 교환에 있어서 서비스는 기본 단위이다. 

FP3 
스포츠 상품(제품과 서비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배 

시스템이다. 

FP4 기업과 소비자는 가치 제안을 건의할 수 있다. 



 

 22 

FP5 
스포츠 기업은 가치 네트워크의 적정한 배열을 통해 가치 

제안을 창출한다.  

FP6 
스포츠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은 주로 소비자의 사회적 

집단에서 나온 자원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FP7 
기업과 소비자, 그 외 이해관계자는 항상 가치를 

공동창출한다.  

FP8 
공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항상 사용 중에 나타나는 

가치(Value-In-Use)이다. 

FP9 공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특정 문맥에서의 가치이다. 

FP10 

기업과 소비자, 다른 이해당사자의 역할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정 네트워크의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스포츠가치체계의 기본 명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FP1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명확한 특성을 담고 있으며, 

스포츠경영학은 다른 경영학 분야와도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Woratschek et al., 2014). 스포츠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FP1은 스포츠경영학의 모든 

분석 및 연구에서 가장 기본으로 전제해야하는 요소이다. 

FP2는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기본 요소에서 살펴본 원칙을 그대로 

스포츠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제의 교환가치로만 기능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서비스지배논리의 기본 논리를 스포츠에 적용한다면, 

스포츠이벤트는 더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로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벤트 

주최자들은 단순히 다른 행위자들에게 가치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Vargo et al., 2008; Vargo & Lusch, 

2004a).  

FP3에서 나타난 스포츠 제품에 대한 정의는 서비스지배논리에서 



 

 23 

바라본 제품의 기본 기준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지배논리에서 

제품은 교환 가치의 기본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전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제품과 서비스는 기술과 지식이 적용된 

단순한 현상으로 간주된다(Vargo, 2009). 서비스지배논리에 의해 스포츠 

제품은 제품에 관여된 행위자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적용된 전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제품은 자원으로 해석되며, 이 자원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다(Woratschek et al., 2014).  

FP4는 기업과 소비자가 가치공동창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지배논리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역할은 각각의 

자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설명하자면, 스포츠 이벤트 자체는 스포츠 

팬이나 관중, 다른 행위자들이 그들의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가치는 수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또는 다른 행위자에 의한 가치 제안은 가치공동창출 위한 잠재적인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Woratschek et al., 2014).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기업과 소비자는 가치를 단순히 제안만 할 수 있다. 

FP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지배논리로 설명했던 

스포츠경영학의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품지배논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가치 창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경영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팀과 팬과의 관계(이분법) 

또는 스포츠 팀, 스폰서, 스포츠팬과의 관계(삼분법) 등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가치공동창출에 있어서 네트워크 내의 다른 행위자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는 

넓은 범위의 연구(중간단계)를 추구한다(Woratschek et al., 2014). 이전에 

진행되었던 스포츠경영학 연구에서도 스포츠이벤트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Borland, 2006; Li et al., 2001), 

공동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내부 행위자들간의 관계만 분석하여 

스포츠경영학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치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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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완벽히 배제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스포츠기구와 회사 등이 주로 

스포츠이벤트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연결지어주거나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정한 배열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기구와 회사의 가치창출과정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Stabell & Fjeldstad, 1998). 이와 같이 

스포츠이벤트에서는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가치 네트워크 분석이 가장 적정한 분석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가치 제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Woratschek et al., 2014). 따라서 스포츠 회사와 스포츠이벤트 조직 

기구 등의 가치 제안은 가치 네트워크를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FP6의 스포츠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은 주로 소비자의 사회적 

집단에서 나온 자원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서비스지배논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포츠이벤트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닌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치창출은 여러 행위자 간의 

가치공동창출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포츠이벤트에서는 

소비자가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자가 아닌,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의 소비를 

통해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설명했다(Chandler & Vargo, 2011; Vargo et 

al., 2008). 스포츠이벤트에서는 소비자가 스포츠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이벤트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가치제안으로 인지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이벤트에서의 소비자는 개별 

단위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적 그룹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사회적 그룹이 

스포츠이벤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P6를 이끌어낼 수 있다(Woratschek 

et al., 2014). 

FP7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올림픽 마케팅 또한 올림픽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기여를 통한 가치공동창출이며, 이해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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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브랜드와 이해관계자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한다(Ferrand, 

Chappelet, & Sé guin, 2012). 올림픽만 보아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명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올림픽이 갖고 있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는 다른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창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FP8에서 공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항상 사용가치라는 사실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스포츠경영학의 관점에서 가치창출은 다른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립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수혜자는 가치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Woratschek et al., 2014). 즉,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나타남으로, 가치는 사용가치로 항상 간주된다(Woratschek et al., 

2014).  

FP9은 공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가치의 활용이 소비자가 혜택을 받거나 

자원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기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혜택을 받거나 자원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것을 특정한 맥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키를 처음 탔을 때의 인지되는 가치는 각각의 

소비자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키를 누구와 타는지, 스키를 

탈 때의 날씨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스키를 탄다는 행위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토대로 공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특정한 

맥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Woratschek et al., 2014).  

마지막으로 FP10에서는 가치공동창출에서의 기업과 소비자,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치공동창출은 개별의 

행위자들의 가치 제안이 네트워크와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다른 행위자들의 

자원을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FP10는 기업과 소비자,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네트워크 간의 가치창출 모델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Vargo, Lusch, & Horbel, 2011).  

Woratschek et al(2014)는 스포츠 가치 체계는 전체 가치공동창출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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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세가지 레벨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중간단계(meso-level)은 특정 

스포츠 산업에서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보여주며, 

미시단계(micro-level)에서는 매우 작은 부분의 가치창출만 포함시킬 수 

있다. 미시단계에서는 양자간 또는 삼자간 보다 더 복잡한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가치창출 네트워크를 충분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내부단계(intra-level)에서는 분석의 초점이 단순히 

개별단위의 행위자에만 집중된다. 스포츠 가치 체계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행위자간의 관계 및 범위에 따라 

가치공동창출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지배논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가치 체계를 통해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스포츠이벤트 운영 및 참가에 대한 가치공동창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 가치공동창출(Value co-creation) 

 

1) 가치공동창출의 개념과 정의 

 

서비스지배논리에서 전술했듯이, 많은 마케팅 논리에서는 가치창출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통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서비스지배논리를 

사용해왔으며,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왔다. 

Unified Services Theory(Sampson, 2010)에서는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는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소비자의 의견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제시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가지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한가지는 단순히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ampson, 2010).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함축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고, 소비자는 가치를 창출하는 홛동에 있어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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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동창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가상현실에 관련해서 

이루어지거나(Fü ller & Matzler, 2007; Nambisan & Baron, 2009) 서비스 

산업에 관련해서 이루어져왔다(Aarikka-Stenroos & Jaakkola, 2012; Chan, 

Yim, 과 Lam, 2010). 이와 같은 연구들이 소비자들이 가치공동창출의 

과정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과 가치공동창출이 기업에게 갖는 중요성에 대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 가치공동창출에 대한 연구와 이런 

가치공동창출의 행동들이 기업에 어떤 이익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Grissemann & Stokburger-Sauer, 2012), 스포츠 

분야에서의 가치공동창출과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수행하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2) 가치공동창출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치공동창출행동에 소비자의 기술이나 시간, 비용, 심리학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동창출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가치공동창출 활동의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Etgar, 2007; Hoyer, Chandy, 

Dorotic, Krafft, & Singh, 2010). 소비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Franke와 Schreier(2010)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기성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되고, 스스로 

만든 제품에 대해 구매의도를 갖게 된다. 또한, 가치공동창출 과정이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이 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에 이 개념을 접목시켰을 때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로 

인해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전체적인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rissemann & Stokburger-Sauer, 2012).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논문에서는 스포츠이벤트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이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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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스포츠이벤트 참여만족도 
 

1. 만족도의 개념과 정의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 개념으로, 충분(satis)와 

만들다(face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Oliver, 1980),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Burton & Jackson, 1989). 

Oliver(1993)는 만족이란 불일치된 기대로 인한 감정이 고객의 구매 경험 

전 감정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리상태이며, 특정 거래 선택 후 

내리는 지각된 성과를 기대와 비교한 평가적 판단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Westbrook와 Oliver(1991)는 또한 만족도 평가의 측면이 

불만족에서 만족의 형태로 쾌락적 연속선상에 놓여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만족은 1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전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Burr(1970)는 만족이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의 심리적 또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일정한 목표나 욕구 충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 보기도 했다. Hunt(1977)는 만족의 개념을 경험에서 출발한 

형태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리 즐거운 경험이라도 기대한 

것만큼 즐겁지 않으면 불만족’ 이라고 정의내리고, 만족과 불만족은 감정이 

아니며 ‘감정의 평가’ 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만족이란 개념이 학자 및 연구에 따라 다르게 사용 또는 

정의되고 있으므로, 연구의 접근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만족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각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족이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한 형태로, 

일정 목표나 욕구의 충족에 따른 상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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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이벤트 참여만족도의 개념과 정의 

 

전술한 바와 같이 만족도의 개념은 학자와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의 개념을 여가 및 스포츠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참여만족이란 

개인이 어느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며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오대헌, 2011). Beard와 Ragheb(1983)은 

여가 만족이란 여가 활동에 참여 · 선택한 결과로서 얻어지거나 형성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인지 정도이며, 개인의 일반적인 여가 경험과 상황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차용과 이철화(1995)는 스포츠 

활동 참여만족도란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종목이나 그 스포츠 

활동의 참여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적 상태나 

태도 및 욕구의 만족정도라고 정의 내렸다.  

이벤트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이벤트 

만족도의 선행 사건과 결과가 컨퍼런스와 컨벤션, 엑스포, 축제 등을 포함한 

이벤트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Baker & Crompton, 2000; Breiter 

& Milman, 2006; J.-H. Lee, Kim, Ko, & Sagas, 2011; Severt, Wang, Chen, 

& Breiter, 2007). 그러나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Du, Jordan, & Funk, 2015).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만족도는 스포츠이벤트 참가에 따른 개개인의 

이벤트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Anderson, Fornell, & Mazvancheryl, 2004).  

따라서 참여스포츠이벤트의 만족도는 스포츠이벤트의 참가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개개인의 정서적 상태나 태도, 욕구의 만족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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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최대지불의사액(Reservation Price) 
 

1. 최대지불의사액의 개념 및 정의 

 

최대지불의사액은 “Willingness to Pay” 라고 불리며, 경제학자들은 

WTP를 “Reservation Price”(유보가격)로 부르기도 한다(Monroe, 1990). 

최대지불의사액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싶어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Cameron & James, 1987; Krishna,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대지불의사액은 소비자의 요구를 평가하고 

최상의 가격일람표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Wertenbroch & Skiera, 

2002). 본 논문에서는 최대지불의사액을 소비자가 다음 번에 동일한 

스포츠이벤트를 방문했을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정의했다. 

 

2.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다(강명수, 이한석, 2007).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일반적인 믿음이 존재한다(Finkelman, 1993; Reichheld & 

Sasser, 1989).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일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수, 

이한석, 2007). 지불공정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증가하는 상태를 경험할 때, 투입된 가치에 대해서 

동등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와의 교환을 자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Bolton & Lemon, 

1999). 또한,  지불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만족도는 

최대지불의사(WT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Homburg et al., 200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이벤트 만족도가 스포츠 이벤트 참여자들의 

최대지불의사액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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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여자들의 가치공동창출이 이벤트 

만족도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벤트 만족도가 가치공동창출과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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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1. 가치공동창출과 스포츠이벤트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공동창출, 즉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서 기성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되고, 이 선호도는 결국 지불의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Franke & Schreier, 

2010). 또한 Franke & Schreier(2010)는 소비자가 가치공동창출을 하는 과정 

자체가 소비자의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는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이 소비자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은 이벤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며(Finkelman, 1993; Reichheld & 

Sasser, 1989),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증가하는 상태를 경험할 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투입된 가치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와의 교환을 자각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Bolton & Lemon, 1999).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자의 인식으로는 교환에 있어 큰 대가를 얻었다고 간주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의사액도 높아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의 만족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교환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간주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대지불의사액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Homburg et al., 200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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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이벤트 만족도는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치공동창출과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Franke와 Piller(2004)와 Schreier(2006)는 소비자 스스로가 디자인한 

상품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이 일반화된 제품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가치공동창출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일반화된 제품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되며, 이는 

가치공동창출한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Franke & Schreier, 201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은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이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에 이벤트 만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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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스포츠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해당 이벤트의 최대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참여스포츠이벤트인 축구대회를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는 

소비자인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016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중 

축구와 풋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18.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디비전 7리그까지 리그가 확대되어 

공식적인 대회의 개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축구대회가 많은 수의 

참여스포츠이벤트를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제성준, 

손천택(2013)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의 고등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리그를 맡아서 운영하고 동시에 직접 선수로 참가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리그운영이 

가능했다. 위와 같은 배경 및 선행연구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축구대회를 

운영하면서 참여하거나 축구대회에 참여하는 소비자인 20대 대학생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20대 

대학생 중 축구대회에 참여한 참가자 중 직접 운영 및 참여를 동시에 

진행한 참가자와 축구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서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빠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며,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윤은성, 김영원, 2002;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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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된 설문지 253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55부를 제외한 

198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2.1%와 37.9%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15.2%,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12.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10.6%, 

800만원 이상이 9.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이 8.1%,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이 3.5%,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이 2.0% 순서로 

나타났다. 연간 축구 대회 참여 횟수는 2회 이상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1회가 24.2%, 3회가 17.2%, 5회 이상이 9.6%, 4회가 7.1%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23 62.1 

여자 75 37.9 

가계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78 39.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 15.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 10.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 8.1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4 12.1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 3.5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4 2.0 

800만원 이상~ 18 9.1 

축구 대회  

참여 횟수 

(년간) 

1회 48 24.2 

2회 83 41.9 

3회 34 17.2 

4회 14 7.1 

5회 이상 1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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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여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최대지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포츠이벤트 및 마케팅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각 설문지의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적절성과 대표성을 분석하는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가치공동창출 정도이다. 가치공동창출 정도는 

Grissemann와 Stokburger-Sauer(2012)가 개발하고 사용한 가치공동창출 

정도 측정 문항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번역, 보완 및 수정하였다. 가치공동창출 정도만을 측정하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치공동창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가치공동창출 정도 측정도구 

변인 설문 문항 

가치공동창출 

1)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를 위해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 나의 과거 유사 축구대회 참여경험이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에 도움이 됐다.  

3)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내가 

제안했던 의견은 대부분 이번 축구대회운영에 반영되었다. 

4)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5)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기간 

동안 분명한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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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변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스포츠 이벤트 만족도이다. 이벤트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Oliver(1980)가 개발하고 사용한 문항과 Du et al. (2015)과 

Funk, Jordan, Ridinger, 와 Kaplanidou(2011)와 Grissemann과 

Stokburger-Sauer(2012)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역 및 수정, 

보완하였다.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이벤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 이벤트 만족도 측정도구 

변인 설문 문항 

이벤트 

만족도 

1)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만족스럽다. 

2) 나는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행복하다. 

3)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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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최대지불의사액이다. 최대지불의사액에 대한 

문항은 Wicker(2011)가 사용한 문항을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최대지불의사액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주관식 질문으로 응답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기에 주관식 질문으로 

응답하게끔 하였다(Cameron & James, 1987; Krishna, 1991). 

최대지불의사액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최대지불의사액 측정도구 

변인 설문 문항 

최대 

지불 

의사액 

1)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에 내년에 다시 참가한다면  

최대 얼마까지의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1인당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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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IBM SPSS 23.0과 AMOS 

21.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분석하였다.  

 

2. 신뢰도분석(Cronbach’s 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검사문항 

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70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한다(Nunnally,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7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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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모델 내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고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도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로 카이제곱(Χ2), Normed Χ2 

(Χ2/ 𝑑𝑓),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이 문항 간의 내적 일치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다면, 타당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연구목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회귀분석에 앞서 모형에 사용되는 각 변인 별 측정 도구의 

타당도(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된 변수들의 요인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관계와는 차이점이 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변수가 정적상관관계인지 부적상관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우, 2010).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불안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으며(이유재, 1994), 

다중공선성은 회귀계수의 추정과 해석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중공선성 또한 검증했다.  

 

5.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여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가격 간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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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모델 및 가설 내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지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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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가치공동창출 정도, 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의사액,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팀소속감, 주관적 성과, 객관적 성과, 상금, 축구관여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표 5-1과 같다.  

 

표 5-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가치 

공동 

창출 

VCC1 1.0 7.0 4.57 1.907 

VCC2 1.0 7.0 4.44 1.848 

VCC3 1.0 7.0 3.81 1.699 

VCC4 1.0 7.0 4.08 1.902 

VCC5 1.0 7.0 4.04 1.886 

이벤트 

만족도 

SAT1 3.0 7.0 5.91 1.098 

SAT3 2.0 7.0 5.94 1.172 

SAT3 3.0 7.0 6.00 1.127 

최대 

지불 

의사액 

RP 1 7 3.96 2.001 

팀소속감 

TPB1 3.0 7.0 6.32 .916 

TPB2 3.0 7.0 6.04 1.063 

TPB3 1.0 7.0 5.72 1.294 

TPB4 3.0 7.0 5.78 1.154 

TPB5 4.0 7.0 5.76 1.040 

TPB6 3.0 7.0 6.11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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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7 1.0 7.0 5.77 1.215 

TPB8 3.0 7.0 6.03 .992 

TPB9 2.0 7.0 5.73 1.129 

TPB10 3.0 7.0 6.21 .947 

TPB11 3.0 7.0 6.09 .965 

주관적 

성과 

PP1 1.0 7.0 4.24 1.403 

PP2 1.0 7.0 4.12 1.589 

PP3 1.0 7.0 3.94 1.586 

객관적  

성과 
PO4 1.0 5.0 2.93 1.429 

상금 PO3 1.0 7.0 3.47 2.024 

축구  

관여도 

FI1 1.0 7.0 5.29 1.729 

FI2 1.0 7.0 4.98 1.881 

FI3 1.0 7.0 4.85 1.823 

FI4 1.0 7.0 5.17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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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0.7이며, Cronbach’s α 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0.7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905 ~ .951을 나타내고 

있어서 모두 0.7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2.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가치공동창출 5 .941 

이벤트 만족도 3 .951 

팀 소속감 11 .942 

주관적 성과 3 .905 

축구 관여도 4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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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매개변수인 이벤트 만족도를 비롯하여 통제변수로 사용된 팀 소속감, 축구 

관여도, 주관적 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요인적재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이 

기준치인 .65이상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5-1과 표 5-3에 제시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 ~ .95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Bagozzi & Yi, 198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측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최소 .61에서부터 최대 .95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이 임계치가 유의수준 .001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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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7 

표 5-3.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문항 
표준오차 

(S.E) 

표준화 계수 

(Estimate) 

임계치 

(C.R) 

가치공동창출 

VCC1 .052 .908 19.626 

VCC2 .056 .827 16.016 

VCC3 .051 .842 16.623 

VCC4 .053 .890 18.764 

VCC5 - .896 - 

이벤트  

만족도 

SAT1 .046 .954 25.129 

SAT2 .040 .915 22.354 

SAT3 - .926 - 

팀 소속감 

TPB1 .066 .752 12.748 

TPB2 .074 .786 13.663 

TPB3 .101 .609 9.486 

TPB4 .079 .818 14.570 

TPB5 .071 .813 14.448 

TPB6 .062 .806 14.233 

TPB7 .089 .728 12.125 

TPB8 .065 .863 16.023 

TPB9 .081 .750 1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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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10 .064 .823 14.723 

TPB11 - .853 - 

축구 관여도 

FI1 .048 .856 18.501 

FI2 .056 .815 16.512 

FI3 .048 .892 20.443 

FI4 - .939 - 

주관적 성과 

PP1 .052 .854 15.938 

PP2 .059 .863 16.181 

PP3 - .907 -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5-4와 같이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NNFI,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 = 578.976, (𝑑𝑓 = 194, p<.05), Normed 

Χ2 (Χ2/ 𝑑𝑓) = 2.003, NNFI(TLI) = .926, CFI = .935, RMSEA = .071, SRMR 

= .05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Normed Χ2 = 3이하면 수용할 만 하며, 

2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NNFI(TLI), CFI는 적합도 지수가 

대략 .90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RMSEA과 SRMR은 적합도 지수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2).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검증한 

결과 본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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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Chi-square(Χ2) 𝑑𝑓 Χ2/ 𝑑𝑓 
NNFI 

(TLI) 
CFI RMSEA SRMR 

578.976 289 2.003 .926 .935 .071 .050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해당 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모델의 타당도 분석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수렴타당도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일치하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송지준, 

2015).  

수렴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 

분산추출의 평균(VE : Variance Extracted)값을 검증하는 방법과 두번째, 

개념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 값으로 검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분산추출의 

평균값은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념신뢰도의 경우 0.7이상, AVE의 경우 0.5이상일 경우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송지준, 2015).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번째 방법인 

개념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 값을 도출하였다. 개념신뢰도(CR)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다음의 식 5-1과 같으며, 개념신뢰도는 0.5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개념신뢰도(CR)의 값이 .80 ~ .94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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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식 5-1. 개념신뢰도(CR) 산출공식 

개념신뢰도(CR) = 
(∑표준화추정치)2

(∑표준화추정치)2+∑측정오차
 > .5 이상 

 

2)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는 그 측정값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송지준, 2015).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에 ±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그 구간에 1.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오차추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이다. 세번째는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Χ2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두 잠재변수 간에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모델과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 간의 Χ2  값을 비교하여 ▵ Χ2  값이 3.84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Bagozzi & Phillips, 1982).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번째 방법인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활용하여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에 ±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그 구간에 1.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5-5와 같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준오차추정구간에 모두 1.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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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구 분 Estimates S.E −2 × 𝑆. 𝐸 +2 × 𝑆. 𝐸 

가치공동창출 ↔ 이벤트만족도 .28 .14 -.24 .31 

가치공동창출 ↔ 팀소속감 .21 .11 -.19 .24 

가치공동창출 ↔ 축구관여도 .04 .21 -.41 .43 

가치공동창출 ↔ 주관적 성과 .04 .19 -.04 .38 

이벤트만족도 ↔ 팀소속감 .55 .08 -.11 .19 

이벤트만족도 ↔ 축구관여도 .05 .13 -.25 .27 

이벤트만족도 ↔ 주관적 성과 .14 .12 -.21 .25 

팀소속감 ↔ 축구관여도 .20 .11 -.19 .23 

팀소속감 ↔ 주관적 성과 .37 .10 -.16 .23 

축구관여도 ↔ 주관적 성과 .16 .19 -.3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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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치공동창출, 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가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인의 서로 다른 구성 개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 후 얻게 된 수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상관관계 계수는 .85이상 초과되면 판별타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그 값이 모두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팀 소속감, 이벤트 주관적 성과, 객관적 

성과, 축구 관여도, 상금을 통제한 후 주요 변인 들간의 편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수치는 모두 .85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치공동창출과 최대지불간의 상관관계는 -.154로 

부적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6.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통제 

변수 변인 1 2 3 4 5 6 7 8 

지정

하지 

않음 

1. 가치 

  공동창출 
1        

2. 이벤트  

   만족도 
.267** 1       

3. 최대지불 

   의사액 
-.154* .080 1      

4. 팀  

   소속감 
.219** .513** .079 1     

5. 주관적  

   성과 
.042 .135 .079 .362** 1    

6. 축구  

   관여도 
.031 .049 .144* .182* .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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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금 -.053 -.019 .175* .009 -.025 -.073 1  

8. 객관적  

   성과 
.102 .168 -.061 .213 .264** .131 -.168 1 

통제 

변수
1) 

1. 가치 

  공동창출 
1        

2. 이벤트  

   만족도 
.177* 1       

3. 최대지불 

   의사액 
-.149* .071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1) 통제변수 : 팀 소속감, 주관적 성과, 축구 관여도, 상금, 객관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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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의사액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모델 및 가설 내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지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팀 소속감, 주관적 성과, 축구 관여도, 

상금, 객관적 성과를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1. H1.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은 이벤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t값은 2.413, p=.017(p<.0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151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즉,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F = 11.722, 𝑅2  = .302), 

𝑅2이 .302로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를 30.2%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5-7는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표 5-7. 가설 H1 검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값 F값 P값 R값 

가치공동

창출 
상수 - 2.804 11.722 .006 R=.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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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만족도 
.151 2.413 .017 𝑅2=.302 

 

2. H2.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이벤트 만족도는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벤트 만족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t값은 .973, p=.332(p>.05)로 이벤트 

만족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벤트 만족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표 5-8은 이벤트 만족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표 5-8. 가설 H2 검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값 F값 P값 R값 

이벤트 

만족도 

상수 - 1.132 

2.053 

.259 R=.265 

최대지불 

의사액 
.080 .973 .332 𝑅2=.070 

 

3. H3.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은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t값은 -2.081, p=.039(p<.05)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149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는 기각되었다. 즉,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최대지불의사액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F = 2.571, 

𝑅2 =.087), 𝑅2 이 .087로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최대지불의사액을 8.7% 

정도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5-9는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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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표 5-9. 가설 H3 검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값 F값 P값 R값 

가치공동 

창출 

상수 - 1.570 

2.571 

.118 R=.294 

최대지불 

의사액 
-.149 -2.081 .039 𝑅2=.087 

 

 

4. H4.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이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에 이벤트 만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4단계로 검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두번째로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를 검증한다. 세번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간주하고 회귀분석에 동시에 

투입해서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세번째 단계에서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의 회귀계수가 첫번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의 회귀계수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세번째 단계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완벽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회귀계수(B=-.17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p<.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해야한다는 첫번째 조건을 만족했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비표준화회귀계수(B=.098)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p<.05)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관계가 유의해야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나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가치공동창출과 매개변인인 이벤트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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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매개변인인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표준화회귀계수(B=.2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05) 세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H4는 기각되었다. 다음 표 5-10은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3단계 매개효과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10. 매개효과 검증결과 

검증 

단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β t값 F값 P값 R값 

1단계 

가치 

공동 

창출 

최대 

지불 

의사액 

-.179 -.149 -2.081 2.571 .039 𝑅2=.087 

2단계 

가치 

공동 

창출 

이벤트 

만족도 
.098 .151 2.413 11.722 .017 𝑅2=.302 

3단계 

가치 

공동 

창출 

최대 

지불 

의사액 

-.199 -.166 -.2.289 2.492 .023 𝑅2=.095 

이벤트  

만족도 
 .209 .113 1.363  .174  

 

 

 

 

 

 

 

 

 



 

 58 

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이벤트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에서 

이벤트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비스지배논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소비자의 만족도와 공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및 

구매의도, 최대지불의사액, 구전효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져 왔다(Franke, Keinz, & Steger, 2009; Grissemann & Stokburger-

Sauer, 2012; Norton, Mochon, & Ariely, 2012). 더불어 스포츠 영역 

내에서의 참여스포츠이벤트에 관련된 연구는 스포츠이벤트를 방문한 방문객 

및 지역홍보 수단,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개발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정경희, 김이영, 2005; 조우정, 김병원, 2006; 한수련 외, 

2011). 그러나 참가자 스스로가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가치공동창출을 해나가는 참가자 중심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이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가치공동창출을 해나가는 참가자들의 참여에 주목하였으며,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에 참가하였을 때의 이벤트 만족도, 

더 나아가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해당 이벤트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의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에 



 

 59 

따라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선 참가자들의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개념을 제품지배논리(Goods Dominant Logic)에서 바라보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의 관점인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기업이 단순하게 생산한 제품만을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서비스가 모든 교환의 

근본이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치가 창출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가치를 공동 창출한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개념이다(Vargo et al., 

2008). 또한, 소비자는 서비스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공동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을 

관람스포츠이벤트에 적용해본다면, 관람스포츠이벤트를 소비하는 “팬”은 

관람스포츠이벤트의 분위기 등에 영향을 끼치며, 팬이 관람스포츠이벤트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는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Woratschek et al., 

2014). Vega-Vazquez et al(2013)가 진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여행상품에 

관하여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소비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소비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ber, Herrmann, 과 Wricke(200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격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nkelman(1993)과 Reichheld과 Sasser(1989)의 연구에서도 

제품에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Franke와 Piller(2004)는 소비자 스스로가 

디자인한 상품 즉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보다 두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 나타나는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벤트만족도가 이벤트의 최대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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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벤트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연구의 결과는 

Grissemann 과 Stokburger-Sauer(2012)와 Vega-Vazquez et al.(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벤트 만족도가 높을수록 

최대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면서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가 부의 

상관관계로 확인되면서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최대지불의사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이벤트 

만족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이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은 것이 최대지불의사액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설이 기각된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다. 스포츠이벤트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다르게 

소비자 스스로가 참여해서 경험하는 경험재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른 서비스는 가치공동창출을 통해서 제품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생산된 제품은 소비자가 디자인한 시계나 제작에 

참여한 가구처럼 결국 소비자가 소유할 수 있는 유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이벤트는 소비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고 상품이 되는 경험재적 

속성이 강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이벤트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시간이 주요 소비원천으로 작용하며, 사람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Holbrook & Hirschman, 1982; Lovelock, 1983). 이러한 

스포츠이벤트의 경험재적 특성은 유형적으로 드러나고 보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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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둘째,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서비스관여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은 대부분 기업과 소비자간의 

가치공동창출로써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활동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초기단계 또는 디자인 단계에 관여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관여도 

자체가 선행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이자 운영자인 소비자는 스포츠이벤트의 처음 

기획단계부터 운영, 마무리 단계까지 모두 관여하며, 이런 점을 

확인해보았을 때 서비스의 관여 정도를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Levin, Schreiber, Lauriola, 와 Gaeth(2002)와 Park, Jun, 과 

MacInnis(2000)에 따르면 맞춤형 상품 제작시에도 소비자의 노동의 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최대지불의사액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이벤트의 

참가자이자 운영자인 소비자는 참여스포츠이벤트라는 서비스 내에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서비스의 생산 단계보다 더 많은 시간 및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즉, 참여스포츠이벤트만이 갖고 있는 경험재적인 고유한 특성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치공동창출 관여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뤄진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서비스지배논리의 기본원리는 

정확한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며(Vargo & Lusch, 2004a),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한다는 

의미가 잘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이벤트 내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자이자 소비자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급자가 소비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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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여 서비스지배논리 또는 스포츠가치체계 

이론에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규정했던 공급자와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과는 가치공동창출의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참가자 스스로가 가치공동창출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치공동창출자로 규정한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이자 운영자인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축구대회에 참여하는 20대 대학생은 축구를 

연습하고 즐기며, 축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구동아리 또는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축구동아리 또는 클럽은 ‘Grassroots 

Association’(풀뿌리 연합)으로 볼 수 있으며, GA(Grassroots Association)와 

GA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의 특징 중 한가지는 생산이나 소비가 주목적이 

아니라 GA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과정과 참여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Sharpe, 2006).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통해 나타난 서비스, 

스포츠이벤트 자체에 대한 구매의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가치공동창출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고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미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지불의도는 

낮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범주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마케팅 및 

서비스마케팅에서의 서비스와 서비스지배논리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관점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서비스의 정의가 기존의 

제품지배논리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났듯이, 

서비스지배논리에서의 서비스도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의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가 

기존의 서비스지배논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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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소비자의 가치창출행동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서비스지배논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의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있어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최대지불의사액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치공동창출을 한 소비자일수록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진행한 서비스에 대해 최대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관계를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최대지불의사액이 반드시 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가치공동창출을 수행하는 

가치공동창출자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된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가치공동창출자가 가치를 공동창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반드시 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지불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따라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갖는 의미 및 서비스의 가치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지배논리를 활용한 스포츠가치체계의 관점을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관람스포츠이벤트와 마찬가지로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서비스로 간주하여, 기존의 제품중심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참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참여스포츠이벤트 내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참여스포츠이벤트 참여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가치 및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가치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즉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참여스포츠이벤트가 참여자에게 가져다 주는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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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참여스포츠이벤트가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에게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가치공동창출자의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했다고 

본다. 참여스포츠이벤트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참여스포츠이벤트가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이벤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기획 또는 

후원하려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후원할 때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가하려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참여스포츠이벤트 기획 및 운영 단계에 참여시킬 때 해당 이벤트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둘째,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 가치공동창출을 함께하려는 또는 함께한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가 이벤트를 만들어나가는 입장 혹은 이벤트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벤트의 참가비에 대해서 높은 

참가비를 지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 및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스포츠이벤트 

자체는 경험재적 속성이 강하고, 기존의 가치공동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제품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후원하는 

조직이나 기업은 가치공동창출자로서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이벤트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잊을 수 

없는 시간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할 때 어떤 단계부터 소비자가 참여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이벤트 자체의 가치공동창출정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의사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벤트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이벤트의 단기 운영에 참여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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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동창출 정도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와 함께 

가치공동창출을 해나갈 때 어떤 단계부터 소비자를 참여시킬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단계의 가치공동창출은 오히려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액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 및 실무자는 소비자가 어떤 단계에서 

가치공동창출자로 참여했을 때 최대지불의사액이 가장 높을 지에 관하여 

고민해보아야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이벤트 만족도 최대지불의사액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참여스포츠이벤트를 동시에 

참여하면서 운영하는 가치공동창출을 수행한 참가자들의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의 관계를 객관화된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참여스포츠이벤트 참여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관람스포츠에 참여하거나 비이벤트 형식으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하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는 

요인은 참가자마다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참여 동기는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 나타나는 가치공동창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참여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어떤 동기를 갖고 참여하는 지에 따라서 가치공동창출 

행위의 정도 및 만족도, 최대지불가격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참여 동기는 참가자가 생각하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자체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지불가격이라는 종속변인도 참여 



 

 66 

동기에 따라 다른 요소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에 따라 반드시 유형지불이라는 종속변인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직접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참여스포츠이벤트 가치공동창출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들이 가치공동창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으며, 실제로 가치공동창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해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소비자 

즉, 가치공동창출자가 왜 가치공동창출을 하는지, 또는 이런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이벤트의 가치공동창출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벤트의 소비자 또는 공급자로 규정짓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스스로를 이벤트의 공급자라고 간주하는 경우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한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지배논리 및 스포츠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한 가치공동창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가치공동창출을 

시행하는 행위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참여스포츠이벤트라는 이벤트 자체의 특성과 참여스포츠이벤트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참여스포츠이벤트는 주최와 주관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덧붙여 

이해당사자가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방식 및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스포츠이벤트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참여스포츠이벤트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공급자와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한 가치공동창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스포츠이벤트 자체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에 대해서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도 서비스에 따라 가치창출정도가 다르듯이, 

스포츠이벤트 자체도 가치공동창출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즉, 이벤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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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동창출을 이끌어냈는지, 아니면 운영단계에서만 가치공동창출을 진행 

했는지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가치공동창출 정도의 단계를 

구분한 후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공동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참여스포츠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최대지불의사액에서의 지불액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지불의사액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외적타당도의 증대는 물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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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참여스포츠이벤트 소비인구가 늘어나면서 참여스포츠이벤트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의 참여스포츠이벤트 관련 연구는 

지역이벤트나 지역축제로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참여자의 동기나 만족 등과 같은 마케팅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가치공동창출 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참가자가 스포츠이벤트가 갖고 있는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가 이벤트 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가치공동창출 행위의 정도가 

이벤트 만족도 및 최대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벤트 

만족도가 가치공동창출 행위와 최대지불의사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이벤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벤트만족도와 

최대지불의사액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 정도가 높을수록 

최대지불의사액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참여스포츠이벤트에서의 가치공동창출 정도와 최대지불의사액 

관계에서는 이벤트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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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대회 참가자이면서 운영자의 

가치공동창출정도(Value Co-Creation)가 이벤트만족도(Satisfaction) 및 

최대지불가격(Reservation Prices)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서의 가치공동창출이란 축구대회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회의 기획 및 준비, 운영에 직접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설문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 없으니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순수하게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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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항은 귀하의 축구대회 참가 및 운영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최근 2년 이내 축구대회에 선수로서 

참가한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2) 
최근 2년 이내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면서 동시에 선수로서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3) 1-2번 질문에 해당하는 축구대회의 

이름은? 
                          

4)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에서의 

귀하의 소속팀 최종 성적은? 

① 예선탈락 ② 본선진출 ③ 4강진출 

④ 준우승 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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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문항은 귀하의 축구대회에 대한 가치공동창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매우 그렇다 ⑦ 

1)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를 위해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과거 유사 축구대회 참여경험이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에 도움이 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내가 제안했던 의견은 

대부분 이번 축구대회운영에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 준비 및 

운영기간 동안 분명한 역할을 맡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본 문항은 귀하가 참여한 축구대회(1-3번에서 언급)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매우 그렇다 ⑦ 

1)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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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문항은 귀하의 팀에 대한 소속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매우 그렇다 ⑦ 

1) 
나는 내가 이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팀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팀에서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내 

본연의 모습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이 팀에서 다른 선수들만큼 

존중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내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나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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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문항은 귀하가 참여한 축구대회(1-3번에서 언급)에 대한 주관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매우 그렇다 ⑦ 

1) 

이번 축구대회에서 나의 

축구실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번 축구대회에서 나는 

 축구실력면에서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번 축구대회에서 보여준 

나의 축구실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본 문항은 귀하의 축구대회에 대한 최대지불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1-3번에서 언급한 축구대회에 내년에 다시 

참가한다면 최대 얼마까지의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1인당 참가비) 

                      (원) 

 

7. 본 문항은 귀하의 축구에 대한 관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매우 그렇다 ⑦ 

1) 

축구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축구경기를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내외 프로축구선수들 중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으며  

간단한 이력정도는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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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로부터 ‘축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평판을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축구 경기일정이나 

 경기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음은 인구통계학과 관련된 설문 내용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 및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은? (단위 : 

만원) 

① 200 미만 
② 200이상  

    ~ 300미만 

③ 300이상  

    ~ 400미만 

④ 400이상  

    ~ 500미만 

⑤ 500이상  

    ~ 600미만 

⑥ 600이상  

    ~ 700미만 

⑦ 700이상  

    ~ 800미만 
⑧ 800 이상  

3) 
귀하의 축구대회 참여 

횟수는? (년간)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4) 

나는 최근 2년 이내에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축구대회의 운영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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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port Participant’s 
degree of Value co-creation on Event 
Satisfaction and Reservation Price for 

Participant Sport Event 
 

Lee, Jihy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has brought the change of 

spending habit and the interest in direct participating sport. As the population 

of sport participation increases, the desire to participate sport event and the 

participant sport event primary market has also seen an increas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ccelerated consumer’s value creation. 

Accordingly, there is the phenomenon that the players participate sport event 

and organize or manage the sport event simultaneously.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focuses on Sport Value Framework(SVF), which originated from 

Service Dominant Logic(SDL). In this concept, a sport event is considered as 

a platform to create value among sport event participants, providers and stake 

holders. Specifically, sport event participants act as Value-co-creators to 

create value of sport ev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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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Value-co-creation degree on event satisfaction and reservation 

price of sport event participant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service dominant logic and Value co-creation. A total of 198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football(soccer) 

events or participating and organizing participant football event for 2 years. 

Through data collection, degree of Value-co-creation, event satisfaction, 

team belonging, personal performance, event results, reservation price, prize 

money and football involvement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and validity analysis utilizing SPSS 23.0 and AMOS 21.0. After 

CFA wa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Value-co-cre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vent satisfaction. Second, event satisfac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reservation price. Third, the degree of Value-co-cre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eservation price.  

In conclusion, sport event participants who have a high degree of Value 

Co-Creation would have a greater chance to be satisfied with sport event, 

however, less chance to be paid much entry fee for sport participant event. 

 

Keywords : Service Dominant Logic, Sport Value Framework,  

           Value Co-Creation, sport participant event, event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4-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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