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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적극적 여가활동의 대표적 예로써, 현대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측
면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각
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관람 스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때문에 프로스포츠 구단과 협회에서는 관람 스포츠 시장의 원천이라
고 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평가, 태도, 행동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는 관람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와 같은 개념의 선행요소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구단이나 기업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람객들이 주체
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산해내는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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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들이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 시에 주
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해내는 가치가 관람객들의 평가,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관람객들의 상
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가치가 관람 경험에 대한 평가, 응원 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시적 커뮤니타스,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를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1년 간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들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52부 중 불성실한 응답
32부를 제외한 총 22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은 SPSS 25.0과 AMOS 21.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분석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
람객들이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
니타스가 관람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는 각각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스포츠 가치 체계, 리미노이드, 커뮤니타스, 팀 동일시, 관람만
족도, 재관람의도
학 번 : 2017-20645

- 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 4
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 8
제 4 절 용어의 정의 ··········································································· 9
1. 일시적 커뮤니타스 ··········································································· 9
2. 관람만족도 ··························································································· 9
3. 팀 동일시 ····························································································· 9
4. 재관람의도 ···························································································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0
제 1 절 스포츠 가치 체계 ··························································· 10
제 2 절 리미노이드와 일시적 커뮤니타스 ····························· 13
1. 리미노이드의 개념과 정의 ····························································· 13
2. 리미노이드와 경험재 소비 ····························································· 14
3. 일시적 커뮤니타스의 개념과 정의 ··············································· 17
4.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관람만족도 ················································· 18
5.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팀 동일시 ··················································· 20

제 3 절 팀 동일시 ········································································· 21
1. 팀 동일시의 개념과 정의 ······························································· 21
2. 팀 동일시와 소비자행동 ································································· 23

제 4 절 관람만족도 ······································································· 25
1. 관람만족도의 개념과 정의 ····························································· 25
2. 관람만족도의 선행요소 ··································································· 27

- iii -

제 5 절 재관람의도 ······································································· 28
제 6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30
1. 연구모형 ····························································································· 30
2. 연구가설 ····························································································· 31

제 3 장 연구방법 ······························································ 34
제 1 절 연구대상 ··········································································· 34
제 2 절 조사도구 ··········································································· 38
1. 일시적커뮤니타스 ············································································· 39
2. 관람만족도 ························································································· 40
3. 팀 동일시 ··························································································· 41
4. 재관람의도 ························································································· 42

제 3 절 자료처리방법 ··································································· 43
1. 기술통계 분석 ··················································································· 43
2. 신뢰도 분석 ······················································································· 43
3. 확인적 요인 분석 ············································································· 44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44

제 4 장 연구결과 ······························································ 46
제 1 절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6
제 2 절 신뢰도 분석 결과 ··························································· 47
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 48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8
2. 타당도 분석 결과 ············································································· 50

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56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 56
2. 연구가설의 검증 ··············································································· 58

- iv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

61

제 1 절 논의 ·················································································· 61
1.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2
2.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 63
3.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64

제 2 절 시사점 ·············································································· 65
제 3 절 결론 ·················································································· 67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89
Abstract ·············································································· 93

- v -

표

목

차

[표 3-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 36
[표 3-2] 설문지 구성지표와 구성내용 ·························································· 38
[표 3-3] 일시적 커뮤니타스 설문 문항 ························································ 39
[표 3-4] 관람만족도 설문 문항 ······································································ 40
[표 3-5] 팀 동일시 설문 문항 ········································································ 41
[표 3-6] 재관람의도 설문 문항 ······································································ 42
[표 4-1] 측정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6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 47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결과 ·········································· 50
[표 4-4] 집중타당성 검증방법 ········································································ 51
[표 4-5] AVE 산출공식 ··················································································· 51
[표 4-6] 개념신뢰도 산출공식 ········································································ 52
[표 4-7]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 52
[표 4-8]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4
[표 4-9]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 55
[표 4-1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 57
[표 4-11]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 58

그 림 목 차
[그림 2-1] 연구모형 ·························································································· 30
[그림 4-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9
[그림 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57

- vi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삶
의 질과 관련된 소비 경험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를 증명하듯 적극적인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삶의 질
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소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던 문화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스포츠 관람 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6).
현대인들에게 있어 관람스포츠는 단순히 흥미로운 여가 활동의 일환
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기
능을 담당하며 대중끼리 동료의식을 갖고 융합하도록 하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장진, 장경로, 2003). 따라서 여가문화의 한 축으로
써 관람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중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프로스포츠 관람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이종호, 김종환, 1999).
역사적으로 한국 관람스포츠의 태동은 엄복동이 우승을 차지했던
1913년 전조선 자전차 경기대회라고 할 수 있다. 엄복동의 출연 전까지
자전거 경주대회는 친목 동호회의 성격이 강했으나 엄복동이라는 스타의
탄생 이후 관객들이 몰려드는 스포츠 이벤트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씨름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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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되어갔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스포츠 이벤트는 산업적인 측면
이 강조되기 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즐
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관람 스포츠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프로스포츠가 본
격적으로 산업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
구 리그가 탄생하면서 부터이다. 프로야구 리그가 출범한 이후 축구, 농
구, 배구 등의 프로스포츠 리그가 생겨났고 KLPGA, KPGA 중심으로
프로 골프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프로스포츠가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
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스포츠의 성장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및 스포츠 산업과의
연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프로스포츠는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 국
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 지역의 화합 도모,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로
개척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프로스포츠는
여가시간의 확대, 국민의 스포츠 직·간접 참여의식 성장, 미디어의 발달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스포츠 대중화와 스포츠 산업 발
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따라서 프로스포츠 산업
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
는 것은 비단 프로스포츠 산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의 성장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 산업의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4대 종목 총 관람인원이 2008
년 이후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구단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7). 또한, 프로야구, 남자 프로배구 등 특정 종목에 한 해서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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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인원이 증가하고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 나머지 종목에서는 관람인원
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2016년 이후 4대 스포츠의 총 관람인원
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주요 수입원은 중계권료, 입장권 수익,
광고수입, 머천다이징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스포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계권료가 가장 큰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프로스포츠의 수익 구조 상,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입장 수익과 모기업의 지원이 구단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
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람객의 수를 유지 또는 증가시킴으로써 중계권 시
장과 머천다이징 시장을 확대하고 스폰서십 노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효
과적인 마케팅 방법일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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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바쁘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상탈출의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Cohen &
Taylor, 1993). 현대인들은 획일화된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남으로써
심신을 재충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된 소비 경험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적극적인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소
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던 문화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스포츠 관람 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6).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관람스포츠는 주요 여가문화의 한 축으로써 자
리매김 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실제로 지난 몇 년 간의 추이를 보
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또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 순위에서 스포츠 관람활동
은 1.8%로 56.7%의 휴식활동, 25.8%의 취미·오락활동, 8.7%의 스포츠
참여활동, 4.8%의 사회 및 기타활동에 이어 다섯 번 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의 상당수가 TV나 인터넷, 핸드폰 등을 활
용한 간접 관람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뿐만 아니라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참여하
는 여가활동을 의미하는 지속적 여가활동의 측면에서 스포츠 관람활동은
1.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 참여활동이 44.9%,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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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활동이 30.2%, 사회 및 기타활동이 13.4%, 문화 예술 관람활동이
4.0%,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5.0%, 그리고 관광활동이 1.3%라는 것을 고
려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따라서 새로운
관람객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뿐 아니라 기존 관람객들의 지속
적인 관람 참여를 독려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직접 관람 관중
이다. 지속적인 관중의 증가 또는 유지는 구단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절
대적인 과제로써 관중이 외면한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다(채한승,
이종호, 2000). 해당 종목의 관중이 늘어날수록 대중의 관심도가 높다고
인식되며 이는 중계권료, 광고료, 스폰서십, 라이센싱 수익금의 상승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관중은 관람스포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
인으로 입장 수입부터 중계권료, 스폰서십 수익, 머천다이징 수익 등 프
로스포츠 구단의 재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채한
승, 이종호, 2000). 한편 새로운 관람객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이미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므
로(Kuenzel & Yassim, 2007), 이미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들이 지속
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는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Lee & Kang, 2015; Lee et al., 2015). 따라서
관람만족도 또는 팀 동일시를 높이는 것은 곧 관람객들의 경기장 재방문
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경기의 수준과 같은 경기내적 요소와 부대시설,

경기장의

편안함, 접근성 등과 같은 경기 외적 요소가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나(Bodet & Bernache-Assolant, 2011), 스포츠 경기의 핵심
상품인 경기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스포츠 경기의 부수적 상품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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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팀에 대한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ee & Kang, 2015). 뿐만 아니라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를 재고시키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Hightower et al., 2002; Moreno et al., 2015, 2016).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스포츠 관람객들의 소비성향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주
었지만 관람객들을 스포츠 구단이나 선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
는 수동적 존재로 봐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Vargo와

Lusch

(2004,

2008,

2016)는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존의 수동적 존재가 아
닌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에 관여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
다. 또한 Heinonen 등(2010)과 Heinonen, Strandvik과 Voima (2013)는
소비자지배논리(Customer Dominant Logic)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가치는 공급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Woratschek, Horbel과 Popp (2014)은 서비스지배논리와 소비자지
배논리의 개념을 스포츠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스포츠 가치 체계(Sports
Value Framework)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소비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창출해내는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적극적 주체로서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를 타인과 함께 하게 된다(Raghunathan et al., 2006; Boothby et
al., 2016). 타인의 존재 유무, 친밀도 정도,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경험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Asch, 1955; Deutsch & Gerard, 1955; Boothby
et al., 2014). 스포츠 경기 역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빈번한
경험재 서비스이다. 따라서 스포츠 직접 관람을 하는 관람객들은 어떠한
방식이던 간에 다른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환경에 노출되기 용이하다. 따
라서 기존의 연구 기조와는 달리 관람객들을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적

- 6 -

극적 주체로 바라보고 관람객들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일시적 커뮤니타스),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떠한 지
표로써 나타나고(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추후 소비 행동(재관람의도)으
로 이어지는 지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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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관람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방문하게 만드는 것은 프로
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마케터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Biscaia, 2015; Gallagher et al., 2016). 따라서 그동안 재관람의도를 높
이기 위한 선행요소로써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 개념이 많은 관심을 받
아왔고, 두 개념의 선행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포츠 구단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
람만족도 및 팀 동일시와의 관계에 집중해왔으며 주체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가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역할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서
로 상호작용을 하며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나아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에 따라 관람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에 따라 팀 동일시 정도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관람만족도 및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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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일시적 커뮤니타스(Temporary Communitas)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친밀감 또는 동지애”로 정의하였다.

2. 관람만족도(Satisfac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람만족도를 “해당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3. 팀 동일시(Team Identifica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팀 동일시를 “특정 팀에 대해 느
끼는 심리적 애착과 일치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4. 재관람의도(Revisit Inten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관람의도를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다시 방문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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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 가치 체계

경제이론이나 전통적인 매니지먼트 분야의 시각에서는 상품을 근본적
인 경제 교환의 단위로 바라보았다.

상품지배논리(Good

Dominant

Logic)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의 경제 교환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
론적 틀이다(Vargo & Lusch, 2004). 상품지배논리에 따르면 회사는 물
품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 생산 과정은 기업에 의해 통제되며 그 결과 동
종의 상품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생산 과정에서 기업은 각각의 내적, 외
적 자원에 특정한 부가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상품을 만들어내며 소비자
들이 새로운 상품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경제적 교환이 일어난
다(Prahalad & Hamel, 1990).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생성된 가치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고전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교환에 대한 개념은 Vargo와
Lusch (2004)가 제시한 서비스지배논리(Service Dominant Logic)의 등
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지배논리와 상품지배논리는 서
비스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상품지배논리에서는
서비스를 생산물의 단위로 바라본다면 서비스지배논리에서는 다른 집단
의 이익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서비스지배논
리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
며, 여기에는 지식이나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지배논리에
서는 서비스나 상품 등의 가치가 단순히 공급자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고객, 주주 등이 주체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
급자가 제공하는 자원과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원이 통합적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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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창출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는 잠재적 가치 창출의 위
한 가치 제안을 할 뿐이며 특정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가치는 그 서비
스를 받는 수혜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공급자가 제안한 가치는 소비자
들에 따라 다양한 가치로 발현되며 소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Vargo, 2008).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생산한 산악 자전거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치 제안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성향이나 이용 용도,
상황적 요소, 개인적 요소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천차만별
인 것이다.
초창기 스포츠 이벤트 관련 연구들에서도 다른 소비 영역에서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를 단순히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스포츠 상품과 서비스
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 활동의 주요 목적이
라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초기 학자들이 구분지은 스포츠 산업은 대부
분 상품지배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핵심 가치를 생성하는 기업과
부가적인 가치를 생성하는 여러 기업들의 협력에 의해 스포츠 경기의 가
치가 창출되는 것이라 여겨졌으며(Alchian & Demsetz, 1972; Frick et
al., 2003; Mahony et al., 2000), 스포츠 소비자들을 공급자들이 제공한
상품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물론 스포츠 소비자들이 완전히 도외시 된 것은 아니었다. 팬들의 팀
에 대한 동일시 정도에 따른 행동 양상의 차이(Wann & Branscombe,
1990), 응원팀의 성공여부에 따른 팬들의 행동 양상(e.g. BIRGING,
CORFING)의 차이(Cialdini et al., 1976; Snyder et al., 1986), 팀 동일시
또는

만족도가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Bodet

&

Bernache-Assollant, 2011; Gwinner & Swanson, 2003; Pedersen et al.,
2011; Sutton et al., 1997) 등 스포츠 소비자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창출 과정에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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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역할에 대한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Woratsheck
등 (2014)은 Vargo와 Lusch (2004)가 제안한 서비스지배논리를 바탕으
로 하여 스포츠를 통해 생성되는 가치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고자 했고,
그 결과 스포츠가치체계(Sport Value Framework)를 제안하게 된다. 이
들에 따르면 스포츠 조직은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나 다른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
적으로 가치 창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Ferrand et al., 2012). 즉 관람
객들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며 주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
으로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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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리미노이드와 일시적 커뮤니타스

1. 리미노이드의 개념과 정의

Turner (1974)는 일상 생활에서 분리된 즐거운 경험을 개념화하기 위
한 이론적 틀로써 리미노이드(Liminoid)를 제시하고 있다. 리미노이드는
산업화 이전의 소규모,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에
나타났던 리미널리티와 유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다.
터너는 전통적인 종교의례의 일종인 제의의 과정을 분리-전이-통합
으로 구조화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전이의 단계
에 주목하고 이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리미널(Liminal)한 단계, 즉
리미널리티(Liminality)라고 불렀다(Turner, 1982). 리미널리티라는 용어
는 문지방을 의미하는 리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써, 일상생활에 존
재하고 있는 자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를
지칭한다(Turner, 1982). 때문에 리미널리티 단계에서 각 개인은 일상생
활에서의 자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무형적이고 모호한, 그리고 난해
한 상태가 된다. 터너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측면에서 제의를 이상적인 리미널 경험의 예시로 들었다(Turner,
1969, 1974).
한편, 터너는 전통적인 종교 의례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이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리미널리티를 종
교적 제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
라보았다. 산업 사회 이전의 신성하고 종교적인 제의의 과정에서 나타났
던 리미널리티가 산업 사회 이후의 세속적 의례와 예술을 비롯한 스포
츠, 놀이, 대중오락, 여가활동 등 상징적 문화현상에서 발견된다고 본 것
이다. 따라서 터너는 전통사회의 신성하고 종교적인 제의의 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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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리미널리티와 구분 짓기 위해 현대 사회의 세속적 의례와 여가활
동에서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리미노이드라 명명했다. 농경 사회
에서 행해진 제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미널한 단계와 비교했을 때 리
미노이드 현상은 강제적이기 보다는 선택적이고, 통합적이기 보다는 분
산적인 특징을 보인다(송효섭, 2006). 리미노이드는 일반적 삶의 공간보
다 비구조적인 공간으로써, 이 공간에서 각 개인은 직장에서의 자신, 집
에서의 자신 등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아에서 벗어나 비교적 약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며 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이 속에서 타인들과 긴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Cauldwell & Rinehard, 2014).

2. 리미노이드와 경험재 소비

최근 들어서 소비자의 경험에 중점을 둔 쾌락적인 경험재 소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chmitt, 1999; Tynan & McKechnie, 2009).
소비자들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하며, 소비의 경험에 있어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Fine, 2010). 따라서 마케터들은 소비자
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 과정에 적극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Alba & Williams, 2013;
Arnould & Price, 1993; Schmitt, 1999).
이러한 맥락에서 Turner (1974)가 제시한 리미노이드의 개념적 구조
는 일과 여가의 구분이 명확해진 산업화 이후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여
가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쾌락적인 경험재 소비 행태를 설명하기에 효과
적인 이론적 틀이다(Berdychevsky et al., 2013; Pine & Gilmore, 1998,
2011; Roberts, 2015). Taheri 등(2017)은 리미노이드 경험으로서의 경험
재 소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요소로 일상탈출의 욕구(Motiv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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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e), 사교성(Sociability), 여가를 즐길 권리(Leisure Entitlement)를
제시하고 있다.
Pine과 Gilmore (2011)는 클럽, 카지노, 테마파크와 같이 일상탈출이
가능한 공간에 근거해 경험 경제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
탈출의 욕구와 경험재 소비 동기 사이의 관계성은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
서도 보고되고 있다(Jafari et al., 2013; Lee et al., 2006; Slater &
Armstrong, 2010). Turner (1974)는 리미노이드를 일상적인 구조와 상징
으로부터 벗어나는 반구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리미노이
드의 특징은 일상에서의 상징과 구조로부터의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경험재 소비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수단이 된다.
사교성이란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보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Cheek &
Buss, 1981). 공동체 의식, 혹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경험재 소비의 주
요 동기 중 하나이다(Alba & Williams, 2013).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later & Armstrong, 2010; Stebbins, 1996; Taylor & Shanka, 2008;
Unger & Kernan, 1983). 학자들 간의 상이한 견해로부터 오는 논란을
피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McGinnis (2002)가 소비자 연구의 맥락에서 여
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제시한 여가를 즐길 권리의 개념적 구조를 바
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McGinnis (2002)는 여가를 즐길 권리를
업무나 타인에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나 여가를 즐길 권리에 대한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를 즐길 권리는 개인의 삶에서 여
가가 차지하는 중요성, 인간관계나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제한 사항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McGinnis & Gentry, 2004, 2006; McGinnis et
al., 2008),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인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경험하는 리미노이드와 개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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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측면이 있다.
리미노이드 개념은 경험재 소비 현상을 설명하기에 좋은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험재 상품의 하나인 스포츠의 소비자들 역
시 소비 과정에서 리미노이드를 경험한다(Kemp, 1999; Chalip, 2006). 예
를 들어 개 썰매 경주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로부터 분리
되어 기존의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로의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개
썰매 경주 참가자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경험한 후, 일상의 삶으로 되돌
아가며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된다(Kemp, 1999).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리미노이드 경험을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외견상 성스러운 의례 절차들은 스포츠 경
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리미노이드 상태를 경
험하게 하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은
기존의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재 상품의 대표적인 예인 관람스포츠의 주요 동기 요인이 일상탈
출(Lever & Wheeler, 1984; Smith 1988),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또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방문하는 것은 여가활동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방문하
는 관람객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리미노이드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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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커뮤니타스의 개념과 정의

이론적으로 봤을 때, 리미노이드 단계는 영원히 또는 장기간 지속되
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나는 단계이다. 따라서 리미노이드 단계에
서는 대단히 압축적이고 비일상적인 상황이 표출되기 때문에 극도의 흥
분이나 위험성, 일탈성 등이 용인되기도 한다. Turner (1969)는 리미널리
티나 리미노이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여 있는 상황
이나 공간을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류정아, 2013). 따라서 커뮤니타스는
각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의식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생겨나는 것
으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와는 엄연히 다른 개
념이다(Rowe, 1998; Turner, 1969).
터너는 커뮤니타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자유
(Freedom), 평등(Equality), 동료애(Friendship), 동질성(Homogeneity)등
을 보고하고 있다. 즉, 커뮤니타스를 느낌으로써 각 개인은 다양한 형태
의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는 누릴 수 없던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적 관계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횡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리미노
이드 단계에서 커뮤니타스를 느낌으로써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문화
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은 기존의 자아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며, 이 과정에서 자신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사람과
도 단번에 진한 동료애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커뮤니타스는 비일상적 소비 상황과 일상적인 소비 상황을 포함한 다
양한 소비 상황에서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혼자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은 클럽에 가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경험이다(Taheri et al.,
2017). 따라서 마케팅 연구에서는 스카이다이빙(Celsi et al., 1993), 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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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Arnould & Price, 1993), 축제(Kozinets, 2002), 특별한 이벤트(Belk &
Costa, 1998) 상황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타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타스와 유사한 개념을 통해 테마 파크(Carlson et al.,
2008), 축제(Drengner et al., 2012), 그리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Jahn et
al., 2018; Stieler & Germelmann, 2016)에 참여한 참가자들 사이에 느껴
지는 소속감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커뮤니타스 혹은 이와 유사
한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용어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친밀감 또는 동지애를 일시적 커뮤니타스라고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관람만족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소비 상황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문화 공연 관람, 스포츠 경
기 관람 등의 쾌락적 소비 경험은 타인과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빈
번하다. 때문에 최근 들어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oothby et al., 2014; Drengner et al., 2012). Huang 과
Hsu (2010)는 소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만족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여겼으며 Raghunathan과 Corfman (2006)은 같은 경험을 공유한 타
인과 경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즐거움이 증가하는 반면 의
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즐거움이 반감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oothby, Clark과 Bargh (2014)는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들 사이의 직접
적인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 단순히 타인의 존재 유무만으로도 소비자들
의 소비 경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Boothby

- 18 -

등(2016)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가 즐거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만 공유한 경험의 즐거움이 증가된다고 한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
람객들의

관람

경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보고하고

있으며

(Drengner et al., 2012; Koening et al., 2018; Kuenzel & Yassim, 2007;
Wann & Wilson, 1999),

Woratscheck 등(2014)은 스포츠 가치 체계

(SVF)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
츠 경기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Urich (2014) 역시 관람객
들끼리 경기 관람 경험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관
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스포츠 이벤트 현장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핵
심요소라고 주장한다.

5.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팀 동일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팀 동일시와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몇몇 진행되어 왔다(Gibson et al., 2002; Wann,
2006). Wann (2006)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팀 동일시가 관람객들 사이
의 일시적, 주기적인 교류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팬들 사이
의 일시적, 주기적 교류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팀 동일시를 강화한다는
가능성에 대해 모두 인정함으로써 두 개념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
히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Lock과 Funk (2016)는 가족이나 친
구, 서포터즈 등과의 교류를 통해 팀 동일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Spaaij와 Anderson (2010)은 유년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스포츠 팀에 대한 팀 동일시를 키우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Tyler
(2013)는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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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팀 동일시가 강화되기도 하며, 지속적으
로 교류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시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한편 Greenwood 등(2006)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다른 관람
객들로 인해 생성되는 경기장의 분위기가 팀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한다. 또한 Rosenbaum과 Massiah (2011)는 집단적 소비 상황
에서는 타인의 감정 표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 간의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기 용이하다고 말하며, 소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전
이는 해당 상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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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팀 동일시

1. 팀 동일시의 개념과 정의

스포츠 분야에서 팀 동일시에 대한 연구는 1990년 대에 Wann과 그의
동료들이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Lock &
Heere, 2017). 이들은 초기 연구에서 팬들이 성공적인 팀과는 동일시하려는
반면 실패한 팀과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성(Wann & Branscombe, 1990),
구성 개념에 대한 측정(Wann & Branscombe, 1993), 동일시의 형성과 유
지(Wann et al., 1996)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학문적 영역에서 스포츠 소
비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스포츠 소비자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빈약했기 때문에 팀 동일시 개념을 정립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Wann et al., 2001).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팀 동일시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써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사회 정체성 이론과 정체성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Jacobson, 2003; Trail & James, 2016). 정체성
이론은 역할 행동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
는 반면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의 구성원끼리 규범화된 행동을 하기 위
해서 어떻게 공통된 가치와 특징을 공유하는 지에 집중한다. 때문에 어떠
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팀 동일시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팀 동일시에 대해 Branscombe와 Wann (1992)은 개인이 스스로를 특정
팀의 팬이라 느끼는 정도, 특정 팀에 소속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특정 팀의
퍼포먼스에 대해 신경 쓰는 정도, 특정 팀이 자신을 표상한다고 느끼는 정
도로 정의하였으며 Mahony (1995)는 특정 팀을 나타내는 속성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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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나타내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Sutton 등(1997)은 개인이 특정 스포
츠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감정적 헌신의 정도, Wann 등(1999)
은 개인이 특정 팀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Gwinner와
Swanson (2003)은 관람객들이 특정 팀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
끼는 정도와 그 팀의 실패, 성취를 본인의 것으로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
다. 또한 Smith, Graetz와 Westerbeek (2008)은 관람객들이 팀과 그 팀의
퍼포먼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연결 정도, Fink 등(2009)은 특정 집단에
느끼는 일체감 또는 소속감, Pritchard 등(2010)은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자기범주화의 과정, Wann 등(2011)은 팬들이 특정
팀에게 느끼는 심리적 연결정도와 팬들이 특정 팀을 자신의 이미지의 연장
선으로 느끼는 정도로 팀 동일시를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팀 동일시를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데에 있어 상이함을 보임
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네 가지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첫 째,
팀 동일시라는 개념은 소비자가 특정 사람이나 집단 또는 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팀 동일
시는 소비자들의 인식(Ashforth & Mael, 1989; Elsbach, 1999; Fink et al.,
2002; Foster & Hyatt, 2007; Smith et al., 2008), 성향(Trail et al., 2000),
지식(Tajfel, 1982; Underwood et al., 2001), 인지적 상태(Pritchard et al.,
2010) 또는 팀에 대한 심리적 연결 정도(Branscombe & Wann, 1992;
Wann et al., 1999)를 나타내는 개념인 것이다. 둘 째, 팀 동일시는 개인의
자아개념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성향(Trail
et al., 2000), 자아개념의 표현 및 확장(Branscombe & Wann, 1992; Wann
et al., 1999), 개인의 자아개념의 일부분(Tajfel, 1982), 개인과 조직 간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Elsbach, 1999; Foster & Hyatt, 2007)으로서의 팀 동일시
를 보고하고 있다. 셋 째, 스포츠 소비자들은 그들이 응원하는 팀의 퍼포먼
스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Branscombe & Wann, 1992; Gw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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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son, 2003; Smith et al., 2008; Wann et al., 2011), 특정 팀의 퍼포먼
스나 위상에 따라 그들이 응원하는 팀의 지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Heere
& James, 2007). 마지막으로 팀 동일시는 소비자의 감정적인 애착 및 가치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tton et al., 1997; Trail et al., 2000). 따라서 몇몇
소비자들에게 팀 동일시는 그저 부수적인 것이지만 특정 소비자들에게 있
어서 팀에 대한 동일시는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2. 팀 동일시와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비 맥락에서 팀 동일시가 소비자
들의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팀
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소비자들의 태도 형성이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Gwinner & Swanson, 2003; Kwon et al., 2007), 동일시가 높
은 팬일수록 해당 팀의 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won
et al., 2007). 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스포츠 팬의 경기장
방문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hattacharya et al., 1995; Hill &
Green, 2000; Matsuoka et al., 2003; Sutton et al., 1997; Wakefield &
Sloan, 1995; Wann & Branscombe, 1993).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일수록 응
원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을 응원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경기장을 찾으며(Wakefield & Sloan, 1995), 팀에 대한 애착이 큰 팬
일수록 경기장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Hill & Green, 2000). 또한 응원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불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을 재방문할 의사를 보이는 반면 팀에 대한 동일시가 낮은 팬들은 경기 내
용이 불만족스러울 시 재방문의도가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은 보여준다
(Matsuok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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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팬들이 응원 팀에 대해 느끼는 팀 동일시 정
도와 팬들의 소비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팬들이 응원팀에 대해 느끼는 팀 동일시의 선행요소에 대한 연구, 특히나
경기장을 방문하여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경험이 팀 동일시의 형성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Lee와 Kang (2015)이 핵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 서비스와 부수적 서비스와 같이 스포츠 구단
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경기 직접 관람 중 관람객들이 주체적
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성되는 가치가 팀에 대한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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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람만족도

1. 관람만족도의 개념과 정의

고객만족도는 마케팅 관련 연구나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에서 그 중
요성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핵심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업 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전, 교차 구입, 해당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생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한다(Anderson et al., 1994; Palmatier et al., 2006). 때문에
실무자들과 학자들 모두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고, 해당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높임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의 핵심 요소로 고객만족도
에 주의해 왔다(Cronin et al., 2000; Cronin & Taylor, 1992; Oliver,
1999). Oliver 등(1997)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기
쁨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고객만족도는 소비자들의 재구
매, 긍정적 구전, 이익 창출,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감소 등에 있어서 핵
심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Anderson et al., 1994; Oliver, 1999;
Palmatier et al., 2006). 따라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대부분의 기
업, 특히나 무형의 서비스나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는 최우선 과제이다(Cronin & Taylor, 1992).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고객만족도가 중요한데에는 두 가지 이
유를 들 수 있다. 첫 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반
한 고객만족도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합한 준거로써 작
용한다. 서비스의 무형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특성상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는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된다(Cronin & Taylor, 1992; Dabholkar et al., 2000;
Parasuraman et al., 1994). 둘 째,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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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고, 재구매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Cronin et al., 2000; Oliver, 1997). 이러한 효과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Wakefield와 Blodgett (1996)은 축구, 야구, 카지노 경
험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과 고객만족도, 그리
고 재구매 의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으며 고객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고객
만족도는 단순히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준거일 뿐 아니라 향후 재구
매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
람만족도를 “해당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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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람만족도의 선행요소

스포츠 직접 관람객들의 관람만족도 선행요소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
행되어 왔다. 그동안 스포츠 경기에 대한 만족도를 핵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지어 측정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었다(Brady et al., 2006; Greenwell et al., 2002; Tsuji et al.,
2007). 핵심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경기 결과에 대한 기분, 승률과 팀의
역사, 응원팀의 특징, 상대편의 특징, 게임 양상, 즐거움 등이 관람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Brady et al., 2006;
Greenwell et al., 2002; Madrigal, 1995; Tsuji et al., 2007; Yoshida &
James, 2010; Zhang et al., 1997). 부수적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환경(Brady et al., 2006; Greenwell et al., 2002; Tsuji et al., 2007;
Wakefield

&

Blodgett,

1996),

경기장

직원(Brady

et

al.,

2006;

Greenwell et al., 2002; Tsuji et al., 2007) 등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 결과 핵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와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관람객들이 느끼는 관람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스포츠 구
단이나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 연구들
에서는 소비자들의 주체적인 상호작용이 경기 관람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Koenig et al., 2018; Kuenzel &
Yassim, 2007; Wann & Wilson, 1999). 하지만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기 관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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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재관람의도
소비자들은 소비 과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비교, 평가 후 가장 선
호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한다. 이러한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
품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하게 되며 나아가 해당 상품에 대한
재구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재구매를 행동을 하는 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
비자들의 재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하
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재구매의도는 상
품 또는 해당 매장을 재구매 또는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타인들에게
추천할 의도가 있는지 등으로 파악한다.
관람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재관람의도는 기존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던 재방문의도, 재구매의도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Engel과 Blackwell (1982)은 “대인의 계획된 미래행
동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행위로 옮겨질
확률”로 재구매의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길상, 이재록, 민경현(2005)의
연구에서는 재구매의도를 “수요자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우형(2011)은 재관람의도를 “고객이 미래에
도 서비스 제공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상
원(2016)은 “경기 관람객이 경기 관람 시 만족하였을 경우 다음에 있을
경기를 다시 한 번 관람하기 바라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구단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스포츠 관람객의 유지나 재관람의도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재관람의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강현민, 김지영, 김성국(2007)은 프로축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이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방문하는 빈도수가
높음을 밝혀냄으로써 팀 동일시와 재관람의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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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또한 김기탁, 강준호(2006)는 관람객들이 해당 관람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긍정적 감정과 재관람의도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 이
외에도 브랜드에 대한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허진, 이계석,
김혜련, 2005), 핵심 서비스와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팀 동일시
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Lee & Kang, 2015) 등 여러 연구들에서
재관람의도의 선행요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Howard와 Kerin (1992)은 구단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
자를 유입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지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보고했다. 때문에 구단이나
협회, 기업, 마케터들에게는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찾도록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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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그리고 재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2-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였다.

[그림 2-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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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람객들은 단순히 프로스포츠 구단
과 선수들이 제공하는 경기를 수동적으로 즐기는 것 뿐 아니라 주체적으
로 다른 관람객들과 상호작용하며 가치 창출 과정에 참여한다. 관람객의
역할과 의도에 따라 스포츠 경기를 통해 생성되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소비 경험에 대한 즐거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Boothby et
al., 2014; Raghunathan & Corfman, 2006). 따라서 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를 관람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해당
경기에 대한 관람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할 수 있
다.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관람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Lock과 Funk (2016)는 가족이나 친구, 서포터즈 등과의 교류를 통해
팀 동일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paaij와 Anderson
(2010)은 유년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스포츠 팀에 대한 팀 동일시를
키우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Tyler (2013)는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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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팀
동일시가 강화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
우 동일시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Greenwood 등(2006)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다른 관람객들로 인해 생성되는 경기장의 분위기가
팀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Rosenbaum과

Massiah (2011)는 집단적 소비 상황에서는 타인의 감정 표현에 노출되
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 간의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기 용이하다고 말하
며, 소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전이는 해당 상품 또는 브랜드에 대
한 소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팀 동일시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관람만족도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상품은 경기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에 있을 경기에 대한 재관람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rady et al., 2006; Kwon et al., 2005;
Zhang et al., 1998). 즉, 스포츠 경기의 상황에서도 고객만족도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재관람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는 것이다. 김홍설(1999) 역시 관람만족은 경기장을 재방문하는 데에 중
요한 선행요인이라고 하였고, Madrigal (1995)은 스포츠 경기 관람에 참
석한 관중의 경기에 대한 만족은 앞으로 열리는 경기의 관람 여부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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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관람만족도는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Wann과 Branscombe (1993)는 특정 팀에 대한 동일시 경향이 높은 관
중들은 동일시 경향이 낮은 관중들보다도 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팀이 패
배하였을 때에도 응원팀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Sutto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동일시가 높은 스포츠팬은 팀의
승패에 상관없이 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팀에 대한 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팀에 대한 동일시는 향후 있을 경기에 대한 재관람의도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ang,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팀 동일시는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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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
가 미래의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관람
스포츠 상품인 프로스포츠의 직접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
다.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직접 관람 행
위는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새로운 자아를 접한
다는 점에서 리미노이드가 형성되기 용이한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최
근 1년 내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기존의 전통적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설문을 진행하는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응답하기 원하는 시간에 설문에 참
여할 수 있고, 설문 답변의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이훈, 정철, 정란수, 2003).
모집된 설문지 252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32부를 제외한 220부
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1.4%와 28.6%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0.9%로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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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0대가 32.3%, 40대가 3.6%, 50대 1.8%, 60대 이상이 1.4% 순서로 나
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학교 졸업 60.5%, 대학원 이상 20.9%, 고등학
교 졸업 12.7%, 전문대 졸업 5.9%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별 분포는 월
수입 200만원 이하 43.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9.1%,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8.2%, 400만원 초과 9.5%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분포는 야구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인원이 48.2%, 축구 관람이 23.7%, 농
구 관람이 18.6%, 배구 관람이 5%, 기타 종목 관람이 4.5% 순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을 하
는 횟수는 연 평균 1-2회가 49.1%, 연 평균 3-4회가 43.7%, 연 평균
7-8회가 3.2%, 연평균 11회 이상이 2.6%, 연 평균 9-10회가 1.4%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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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성

157

67.6

여성

63

32.4

20대

134

60.9

30대

71

32.3

40대

8

3.6

50대

4

1.8

60대

3

1.4

고등학교 졸업

28

12.7

최종

전문대 졸업

13

5.9

학력

대학교 졸업

133

60.5

대학원 이상

46

20.9

월 200만원 이하

95

43.2

64

29.1

40

18.2

월 400만원 초과

21

9.5

야구

106

48.2

축구

52

23.7

농구

41

18.6

배구

11

5

야구

10

4.5

성별

연령

월 200만원 초과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월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관람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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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관람
횟수

1-2회

108

49.1

3-4회

96

43.7

7-8회

7

3.2

9-10회

3

1.4

11회 이상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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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
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
아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
다. 주요 변수는 일시적 커뮤니타스, 팀 동일시, 관람만족도, 재관람의도
총 4가지이며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7-Likert Scale)로 측정하였
다. 각 항목의 문항 수 및 구성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구성지표와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참고

6

-

성별, 연령,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학력, 월
평균소득, 관람
종목, 연 평균
관람횟수,
일시적 커뮤니타스
(Temporary

5

Communitas)
팀 동일시
주요 변수

Mcginnis 등
(2008)
Jahn 등(2018)

(Team Identification)
관람만족도
(Satisfaction)
재관람의도
(Revisit Intention)

합계

3
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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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n 등(1993)
Bodet 등(2011)
Dregner 등(2012)
Lee와 Kang (2015)
김상원(2016)
-

1. 일시적 커뮤니타스(Temporary Communitas)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에
서 느껴지는 친밀감 또는 동지애”라고 정의한다.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관련된 문항은 McGinnis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Jahn 등
(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람객들이 경기
관람 중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일시적 커뮤니타스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그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동지애를 느꼈다.

일시적
커뮤니타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 39 -

2. 관람만족도(Satisfaction)

본 연구에서는 관람만족도를 “해당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관람만족도는 Bodet 등(2011)의 연
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Drengner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역, 번안하여 사용했다. 관람만족도를 측정하는 문
항은 3개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람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세부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관람만족도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나는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방문한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관람만족도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방문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나는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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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동일시(Team Iden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팀 동일시를 “특정 팀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과
일차감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팀 동일시는 Wann 등
(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팀 동일시에 대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
역,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팀 동일시를 측정하는 문항은 3개로 구성하였
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
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팀 동일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세
부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팀 동일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나는 ‘응원팀’의 진정한 팬이다.

팀 동일시

‘응원팀’을 응원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준다.

나는 ‘응원팀’의 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41 -

4. 재관람의도(Revisit Intention)

본 연구에서는 재관람의도를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
기장을 다시 방문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Lee와 Kang (2015)의 연
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김상원(2016)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
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했다. 재관람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4개
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재관람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
정도구의 세부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재관람의도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나는 다음기회에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온다면 또 다시 관람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재관람의도
나는 향후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방문할
것이다.

내가 향후에 다시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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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IBM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일관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
을 찾아내어 제거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널
리 쓰이는 방법이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값
은 .70으로 Cronbach's  값이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이군희,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70을 기준으로 신뢰도
를 검증하였다.

- 43 -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행이론에 근
거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모델 내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고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도출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로 Chi-square
(  ), Normed   (  /  ),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이 문항 간 내적 일치의 정도를 통해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타당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연
구 목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모형에 사용되는 각 변인 별 측
정 도구의 타당도(Validity)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측정된 변수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관람만족도 및 팀 동일시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재관람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자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설을 바탕으로
수립된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되는 잠재
변수들과 관찰변수(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경
로 분석, 방향성 등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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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립한 연구
모델이 지지되는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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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
인인 일시적 커뮤니타스,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에 대한 기
술적 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표 4-1]
측정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일시적
커뮤니타스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1

1

7

5.26

1.38

C2

1

7

5.11

1.50

C3

1

7

5.01

1.48

C4

1

7

5.04

1.43

C5

1

7

4.90

1.56

S1

1

7

5.53

1.16

S2

1

7

5.63

1.19

S3

1

7

5.56

1.19

TI1

1

7

4.60

1.73

TI2

1

7

4.46

1.68

TI3

1

7

4.52

1.61

RI1

1

7

5.57

1.17

RI2

1

7

5.70

1.15

RI3

1

7

5.56

1.28

RI4

1

7

5.6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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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였
다. Cronbach's  계수의 해석 기준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ɑ계수가 .7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계수가 각각 .97, .93, .93, .94를 나타내고 있어 모두 .70이
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항목 수

Cronbach's 

5

.97

관람만족도

3

.93

팀 동일시

3

.93

재관람의도

4

.94

변인
일시적
커뮤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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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70이상이면 바람직하며(Fornell & Larcker, 1981), 일반
적으로 .50∼.95정도로 제시하고 있다(Bagozzi & Yi, 1988). 본 연구에서
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기준을 .70으로 하여 일시적 커뮤니타스, 관람
만족도, 팀동일시, 재관람의도 총 4개의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측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최소 .83부터 최대 .95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의 임
계치가 .001에서 모두 타당한 값을 나타냈다. 또한 C.R.값은 최소 18.11
에서 최대 28.73로 유의(C.R.>1.97)하게 나타났다. SMC의 값도 최소 .60
에서 최대 .90로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3]와 같이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크게 민감하
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Chi-square(  ), 자유도
( ), Normed   (  /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 152.80
( )

=

84,

<.001),

Normed

  (  /  )=1.82,

TLI=.98,

CFI=.98,

RMSEA=.06, SRMR=.0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Normed   는 3 이하
면 수용할 만하며,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TLI, CFI
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Bentler, 1990).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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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08이하이면 적당한 수준이며, .10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
다(Brown & Cudeck, 1992). SRMR은 .05이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Hooper et al., 2008).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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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결과


Chi-square( )
152.80

자유도

Normed  

( )

(  /  )

84

1.82

TLI

CFI

RMSEA

SRMR

.98

.98

.06

.04

**  <.01

2. 타당도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해
당

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평가는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구분하여 실
시하였다.

1)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
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
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
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송지준, 2014).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가 주로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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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집중타당성 검증방법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집중타당성 검증방법
요인부하량: .50∼.95(.7 0이상이면 바람직)
유의성: C.R.=1.97 이상
.50 이상
.70 이상

AVE(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95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70 이상이면 바람직). 이와 더불어 통계적인 유의성(C.R.>1.97, 
<.05)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이 최소 .83부터 최대 .95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
가 0.001에서 모두 타당한 요인 값을 나타냈다. 또한 C.R.값은 최소
18.11에서 최대 28.73로 유의(C.R.>1.97)하게 나타났다.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사추출)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
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Fornell & Larker, 1981). AVE값을 도출하는 식은 아래의 [표
4-5]와 같으며 AVE값이 .50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본 연구에서의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AVE값이 .61∼.79로 나타났기
때문에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5]
AVE 산출공식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오차분산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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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
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개념신뢰도 식은 아래의 [표 4-6]과 같으며, 개념 신뢰도 값이 .70이상이
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신뢰도 검증
결과 0.82∼0.93로 나타났기에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부적인 측정값은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6]

개념신뢰도 산출공식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오차분산의합

 

[표 4-7]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인

문항

S.E.

C.R.

표준화계수

C1

.04

22.40

.89

일시적

C2

.03

28.73

.95

커뮤

C3

.04

24.07

.90

니타스

C4

.03

27.20

.94

C5

-

-

.94

S1

-

-

.94

S2

.04

25.46

.94

S3

.04

18.60

.83

관람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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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개념
신뢰도

.73

.93

.79

.92

TI1

-

-

.87

TI2

.05

20.63

.95

TI3

.05

18.11

.88

RI1

.04

22.90

.93

재관람

RI2

.04

20.05

.89

의도

RI3

-

-

.90

RI4

.05

18.95

.86

팀
동일시

.61

.82

.66

.92

**  <.01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잠
재변수간 낮은 상관을 보인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이며(송지준,
2014), 잠재변수 간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두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잠재변수간 판별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판별
타당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 째 방법은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
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 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설명량과 잠재변수
간 설명량을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AVE값이 잠재변수간 상관
계수의 제곱보다 더 크다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면 판별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두 번 째 방법은 잠재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여주
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이(상관계수±2×standard error) 1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두 잠재변수간 상관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했을 경우,
결과가 1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1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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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판별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두 개의 구성개념으로 짝
지워진 쌍을 선택한 다음, 두 구성개념간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
모델과 두 구성개념간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두 모델간   차이가 유의적(  -3.84 이상)으로 나타나면 두 개
념들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 째
방법인 AVE값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통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결과값은 아래의 [표 4-9]와 같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상관계수의 곱이 각각의 AVE값보다 작은 값을 보임으로
써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8]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변인

AVE
1

2

3

4

일시적
커뮤니

1.00

.73

타스
관람만
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
의도

.44  
(.12)

1.00

.76  
(.20)

.43  
(.13)

1.00

.54  
(.13)

.80 
(.12)

.57  
(.15)

.79

**  <.01, *  <.05

- 54 -

.61

1.00

.66

[표 4-9]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①일시적커뮤니타스 ↔
②관람만족도
①일시적커뮤니타스 ↔
②팀동일시
①일시적커뮤니타스 ↔
②재관람의도
①관람만족도 ↔ ②팀동일시
①관람만족도 ↔
②재관람의도
①팀동일시 ↔ ②재관람의도

①의

②의

AVE값

AVE값

.73

.61

.20

.73

.79

.58

.73

.66

.30

.61

.79

.19

.61

.66

.64

.79

.6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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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② 상관계수의 곱

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고,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 4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
원에서 Chi-square(  ), 자유도( ), Normed

  (  /  ),

TLI, CFI,

RMSEA, SRMR 값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델
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 158.27, 자유도( ) = 86 ( <.001), Normed
  (  /  ) = 1.84, TLI = .98, CFI = .98, RMSEA = .06, SRMR=.0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Normed   는 3 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TLI, C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이
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형, .08이하이면 적당한 수준
이며, .10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2).
SRMR은 .05이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Hooper et al., 2008). 이러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표 4-9]와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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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표 4-1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Chi-square( )



d

  /d 

TLI

CFI

RMSEA

SRMR

158.27

86

1.84

.98

.98

.06

.05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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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
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에 따른 표준화된 요인적재치가
.83∼.95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게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가설

H1

H2

경로
일시적커뮤니타스

→관람만족도
일시적커뮤니타스

H3

H4

→팀동일시
팀동일시→
재관람의도
관람만족도→
재관람의도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임계치

경로계수

경로계수

(S.E)

(C.R)

.29

.45

.04

6.69 

지지

.86

.76

.07

12.92 

지지

.21

.29

.04

5.59 

지지

.86

.69

.07

11.93 

지지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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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H1. 경기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관람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45로써( <.01),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스포츠 경기관람 시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2) H2. 경기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팀 동
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76으로써( <.01),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경기관람 시 느끼
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2는 지지되었다.

3) H3. 관람만족도는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69로써( <.01),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경기 관람 경험을
통해 느끼는 관람만족도가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H4. 팀 동일시는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9로써( <.01),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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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팀 동일시 수준이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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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경기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와 팀 동일시, 그리고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
구이다. 그동안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객들이 지속적
으로 경기장을 방문하는 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소비자
들의 재관람의도의 주요 선행요인으로써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Biscaia et al., 2012; Matsuoka et al., 2003).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기업이나 구단 등이 제공하는 경기 내적, 외적 서
비스의 수준이 팀 동일시,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Lee & Kang,
2015; Theodorakis et al., 2009)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왔을 뿐 주체적
가치 생산자로서 관람객들의 역할은 비교적 주목 받지 못했다. 특히 관
람객들의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가치와 그 가치가 팀 동일
시와 관람만족도, 나아가 향후 재관람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주
체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성하는 가치가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
나아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직접 관람 경험을 일상과는 분리된 리미노이드적
경험으로 바라보고 경기 관람 과정에서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
해 생성되는 가치를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본 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들과 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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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
스,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그리고 재관람의도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람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경
기장을 찾는다. 때문에 직접 관람 경험에서 얻는 만족을 통해 삶의 활력
을 얻고자 한다. 관람객들의 직접 관람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응원하는
팀의 승리 여부, 선수들의 뛰어난 플레이(Madrigal, 1995), 기타 부대 시
설의 수준(Wakefield & Blodgett, 1996) 등 구단이나 선수, 기타 기업들
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Woratschek 등
(2014)은 관람객들이 주체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탈출의 공간으
로써 스포츠 직접 관람을 하러온 관람객들이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해내는 가치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관람객들이 스포츠 관람을 위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는 것은 잠시 동안 일반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
탈출의 경험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들은 새로운 자아로 태어
나며 경기 경험을 공유하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즉 관람객들은 구단이나 선수, 혹은 다른 기업들
이 제공하는 경기 내적, 외적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이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치 창출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관람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소비자가 단순히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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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Urich, 2014; Woratscheck, 2014).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
은 타인과 소비 경험을 공유할 때 해당 경험에 대한 즐거움이나 평가가
더욱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oothby et al., 2014; Koenig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용
이한 관람스포츠의 특성상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
타스가 관람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관람
객들이 다른 관람객들과 주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친밀감 또는
동지애를 느끼게 되고, 이 때 느끼는 친밀감과 동지애가 클수록 경기 관
람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경험에 대
한 즐거움이 높아진다는 Boothby 등(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며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경
험에 대한 즐거움이 더 커진다는 Boothby 등(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

2.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Wann (2006)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팀 동일시가 관람객들 사이의 일
시적, 주기적인 교류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Lock과 Funk (2016)는 가족이나 친구, 서포터즈 등과의 교류를 통
해 팀 동일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yler (2013)는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팀 동일시가 강화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시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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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reenwood 등(2006)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다른 관람객들로 인해
생성되는 경기장의 분위기가 팀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다. Rosenbaum과 Massiah (2011)는 집단적 소비 상황에서는 타인의 감
정 표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 간의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기
용이하다고 말하며, 소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전이는 해당 상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이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
타스가 팀 동일시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관람
객들이 주체적으로 다른 관람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친밀감 또는
동지애를 느끼게 되고, 이 때 느끼는 친밀감과 동지애가 클수록 팀과 동
일시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3.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많은 선행연구에서 팀 동일시와 재관람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Sutton et al., 1997; Wann & Branscombe, 1993), 관람만족도가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rady et al., 2006;
Kwon et al., 2005; Zhang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들
의 관람만족도와 팀 동일시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팀 동일시가 높은 관람객
일수록 재관람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재관람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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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생산 과정에 참여하
는 관람객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스포츠 경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구단이나 협회의 입장에서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경기
관람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있어서 관람객들의 주체적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일시
적 커뮤니타스라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고찰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리미노이드와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에 대한 확장이 이루
어졌다. 현대인들은 적극적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써 스포츠 관람 활동을
즐기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는 행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현대인의 일상탈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스포츠 관람 경험을 리미노이드적 환경으로 바라보고 일상
에서 벗어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해
내는 가치를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리미노이드와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이루어 냈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에 대한 선행 요인을 검증하
였다. 관람 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 이전에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구단이나 선수, 또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국한하
여 경기 내적 서비스와 경기 외적 서비스를 구분하였으며(Brad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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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Greenwell et al., 2002; Madrigal, 1995; Tsuji et al., 2007;
Yoshida & James, 2010; Zhang et al., 1997), 관람객들은 단순히 수동적
인 소비자로 바라본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들을 주체적인
가치 생산자로 바라봄으로써 관람객들의 주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가치가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스포츠 구단이나 협회에서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나 경기력
등 경기 내적 요소에 집중하여 홍보를 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의 핵심
상품이 경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타당한 처사이다. 하지만 불확
실성이라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스포츠 구단이나 협회, 스포츠 마케터
들은 경기 내적 요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 때문에 구단이나 협회에서는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관람객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관람객들을 스포츠 구단이나 기업, 또는 선수가 제공하는 가치
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주체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다른 관람객들과의 동질감 또는 동
지애는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관람만족도를 높여주었으며 팀에 대한 동
일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구단이나 기업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진작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조금 더
총체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관람객들의 동질감과 소속
감을 진작시키기 위해 구단만의 고유한 의식을 진행하거나 응원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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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Biscaia et al., 2012).
현대에 들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 기기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
용이 용이한 직접 관람 경험과는 달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관람의 경
우에는 다른 시청자들과 상호작용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동질감이나 동지애가 관람만족도 및 팀 동일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스포츠 구
단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준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통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의 승, 패
를 맞추는 코너를 진행한다던가, 경기가 끝난 후 해당 경기의 최우수 선
수를 뽑는다던가, 혹은 경기를 보면서 채팅할 수 있는 채팅창을 개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통해 경기 관람
시 다른 관객들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
무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의 선행요
소로써, 일시적 커뮤니타스의 중요성을 조명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장
방문 유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돕고 구단 및 협회의 입장에서 관람객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장려할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스포
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결론

현대인들에게 있어 관람스포츠는 획일적인 삶에서 벗어나 일상탈출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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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들은 여전히 관람스포츠 시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
포츠 매니지먼트, 마케팅 분야에서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찾
는 유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스
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유인
으로 구단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기력, 선수들의 퍼포먼스 등 경기
내적 서비스, 또는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에 집중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
행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관람객들을 기업이나 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관람객들을 기존의 소극적 소비자로 바라보는 관점에
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자로 바
라보고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
추어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팀 동일시, 관람만족도,
그리고 재관람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적극적 가치 창출자로서의 관람객들의 역
할을 검증함으로써 팀 동일시, 관람만족도의 선행요소를 밝혀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팀 동일시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는 관람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는 향후 재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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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 관람 경험에서 관람객들의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팀 동일시와 관람만족도 그리고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또한 관람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단 및 협회가 관람
객들의 주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관중 유
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실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
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 관람 시 느
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로 바라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관람객들의
감정이나 행동의 선행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Wann, 2006).
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특정 팀의 팬이 아니더라도 경기장에서의
관람 경험 중에 발생하는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이 팀 동일시의 선행요소
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논문에서 설정
한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팀 동일시를 명확한 선, 후 관계로 규정하는 데
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설문 응답자에게 1년 내의 기간 중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
람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경기장을 방문한 경험을 회상한 후 설문에 참
여하도록 했다. 일시적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은 일상과는 분리된 공간에
서의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감정이다.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상
태에서 회상을 통해 경기 관람 시에 느꼈던 감정의 정도를 측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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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 설문을 통해 온전히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을 찾아
가 경기 중, 혹은 후에 즉각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계점을 비롯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특성
에 대해 고려하여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팀 동일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응
원하는 팀이 없이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자체를 관람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팀에 대한 동일시가 매우 커서 일상
생활에 까지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관람객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와 팀 동일시 사이
의 선후 관계 혹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해볼 수 있다. 따라서 팀 동일시, 관여도와 같은 팬과 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훨씬 다양한 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
다.
둘째,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에 대한 선행요소에 대
한 후속 연구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 관람 시 관람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통해
느껴지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
를 통해 일시적 커뮤니타스를 더욱 잘 느끼도록 하는 선행요인 또는 변
수에 대해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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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가 관람만족도,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입니다.
귀하의 답변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응답자 여러분들이 느
끼는 바를 그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설문 예상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석사과정
배득묵(bdm0410@snu.ac.kr)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유겸

Step1. 가장 최근(1년 내)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
했던 경험에 대해 회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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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경기 관람 시 느끼는 일시적 커뮤니타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①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그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다
②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동
지애를 느꼈다
③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④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⑤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2. 다음은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한 관람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① 나는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방문한 결정에 대
해 만족한다
②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방문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③ 나는 경기 관람 경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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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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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1

2

3

4

5

6

7

3. 다음은 경기 관람 후 느끼는 귀하의 팀 동일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하가 회상한 경기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진정한 팬이다

1

2

3

4

5

6

7

② ‘응원팀’을 응원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준다

1

2

3

4

5

6

7

③ 나는 ‘응원팀’의 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6

7

4. 다음은 경기 관람 후 느끼는 귀하의 재관람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① 나는 다음기회에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② 나는 앞으로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온다면 또 다
시 관람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③ 나는 향후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방문할 것이다
④ 내가 향후에 다시 경기를 보러 경기장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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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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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통계학적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① 월 200만원 이하
② 월 2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이하
③ 월 300만원 초과 월 400만원 이하
④ 월 400만원 초과
5) 귀하가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① 1년에 1∼2회
② 1년에 3∼4회
③ 1년에 5∼6회
④ 1년에 7∼8회
⑤ 1년에 9∼10회
⑥ 1년에 11회 이상
6) 귀하가 가장 최근(1년 내) 경기장을 방문하여 관람한 경기 종목은?
① 야구
② 축구
③ 농구
④ 배구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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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emporary Communitas
on Spectator’s Satisfaction, Team
Identification and Revisit Intention
Deukmook Bae
Global Sport Managemen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tandard of living raised in the present era, modern people
shed light on leisure activities. As a representative case in the leisure
activity, the spectating sporting events contribute to well-being of
modern people. In keeping with this social atmosphere and growth of
mass

media, spectating sporting events industry has expanded

consistently. Considering that the spectator is the major source of the
spectating sporting ev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pectator's
evaluati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Previous researches in
sport management field has concentrated on antecedents of the
concepts such as satisfaction, team identification, and revisit intention.
However most of former researches merely focused on th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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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reated by sports clubs or companies and overlooked the value
created through active social interaction between spectators.
The goal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value
which

created

through

social

interaction

between

spectators on

evaluati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between spectators on evaluation, attitude,
behavior intention through temporary communitas, satisfaction, team
identification, and revisit intention.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spectators who had the visiting
experience of spectating sport events in a year. Except for 32
undependable replies among 252, 220 replies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using SPSS 25.0 and AMOS 21.0.
This
spectating

study

suggested

sporting

communitas which

is

that

the

degree

significantly

refers a temporary

of

satisfaction

influenced
sense

by

after

temporary

of closeness and

camaraderie among event attendees.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spectator's team identifica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emporary
communitas. And finally, spectator's revisit inten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atisfaction and team identif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Sports Value Framework, Liminoid, Temporary
Communitas, Satisfaction, Team Identification, Revisit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7-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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