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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은 오늘날 대중들의 문화, 레저생활로써 자리매김하였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람 스포츠 시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인

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스포츠 소비 행동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팬들의 감정,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구단 및 협회 입장에

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에 따른 팬들의 분노 감정을 파

악하였다. 분노는 매우 강한 부정적 감정으로써 경쟁이 동반된 스포츠

관람 시 팬들이 느끼는 매우 흔한 감정이다. 분노가 동반된 팬들의 행동

은 다른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기라는 서비스 자체에 직·간

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팀과 구단 또는 협회에서는 팬들

의 분노에 주목하여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분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팬들의

분노 감정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 상황에 주목하여, 팬들이 경기 관



람 시 흔하게 느끼는 분노 감정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의의가 있

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직면했을 때 팬들이 느끼는 분노를 귀인 유형과

반추, 주의전환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팬들이 보이는 분노 감정이

부정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실제 팬들이 구단 또는 협

회를 상대로 보이는 부정적 구전 의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 관람 경험이 있으며 응원하는 팀이 있는 팬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1.0을 사용하였으며 기

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그리고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

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사건 초

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외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팬들의 반추, 주의전환

반응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일수록 분노를 더 강하게 느

끼는데, 특히 사건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일수록 더 강한 분노 감정을 보

였다. 반대로 주의전환 반응을 보이는 팬일수록 분노를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노 감정이 부정적 구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가 강한 팬일수록 구단 및 협회에 대한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분노, 반추,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 귀인

유형, 부정적 구전 의도

학 번 : 2018-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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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관람은 스포츠 참여와 함께 대중들의 대표적인 스포츠 소비

행동 중 하나이다. 강준호, 김화섭과 김재진(2013)에 따르면 스포츠 소비

시장은 크게 관람 스포츠 시장과 참여 스포츠 시장으로 나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소비하지도 하지만 프로팀

또는 아마추어팀 경기를 관람하며 스포츠를 소비하기도 한다. 국내 프로

스포츠 관람객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200만명에 달하며 입장수익과

중계권, 스폰서십 등을 포함한 관람 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더구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어

디서든 TV로,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스포츠를 소비하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은 스포츠 관람 소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어주면서 스포츠 관람 소비에 팬들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원동

력이 되었다(Madrigal, 1995). 더불어 스포츠 관람 자체가 문화, 레저생

활 컨텐츠로 자리매김 하면서 관람 스포츠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임번장, 2001).

우리는 관람 스포츠 소비자 중 특정 종목 또는 팀을 좋아하고 응원하

는 소비자들을 팬(Fan)이라 부른다. Trail과 James (2001)에 따르면 스

포츠 소비자, 즉 팬이 느끼는 심리적 동기는 스포츠 관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Funk와 James (2001)는 스포츠 관람 소비자인 팬이,

종목 또는 스포츠팀에게 느끼는 심리적 연속 단계를 4단계로 개념화하기

도 하였다. 다시 말해 관람 스포츠 소비자에게 심리적 요소는 스포츠 관

람 소비의 동기로써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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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팀이나 선수 또는 종목에 심리적 연결이 있는 팬들을 스포츠 서비

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는 두 팀 또는 두 선수의 경쟁으로 비기는 상황을 제외하

면 두 팀 중 한 팀은 승리하고 다른 한 팀은 패배하게 된다. 스포츠 경

기 관람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 두 팀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함이 전제되기 때문이다(Rottenberg, 1956). 따라서 경기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스포츠 현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보

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팬들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길 기대하며 경기를 관람한다. 관람한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경우 팬들은 스포츠 관람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스포츠 관람이라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Biscaia, 2012; Madrigal, 2003). 하지만 예상과 다른 패배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팬들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Madrigal, 1995). 팀이 승리했을 때와는 다르게 경기에 대한 팬들의 불

만족은 다양한 형태(분노, 고통, 낙담)로 나타나게 된다(Jones et al.,

2005). Madrigal (2003)에 따르면 팬들은 스포츠 관람을 통해 내가 응원

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반대로 내

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슬픔, 실망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

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정서와 감정은 이후 스포츠 관

람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동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Trail et al.,

2003).

다시 말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팬들은 즐거움을 느

끼고 스포츠 관람 소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을 경우, 팬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응원

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들은 왜 부정적 감정을 느낄까? 기존

연구에서는 사건, 결과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목표로 했던 결과와 다른



- 3 -

상황에 놓이거나 기대와 일치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 때문

에 일어난다고 설명한다(Thomsen, 2006).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팬들

은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목표로 이기는 경기를 기대하며 관람한다. 만

약 경기 패배로 팬들의 목표와의 충돌이 생기거나 기대와 결과가 부정적

으로 일치하게 되면 팬들에게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

(Madrigal, 1995).

스포츠는 개인 혹은 그룹의 직접적인 경쟁으로써 직접적인 경쟁은 갈

등과 공격성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Maxwell, 2004). 팀 혹은 선수가 기

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거나 그로 인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

들은 선수나 팀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낸다. 누군가와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하면서 특정 선수나 팀을 향해 욕을 하는 광경은 주변에서 아

주 흔히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스포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기사나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도 팬들의 공격

성과 분노를 엿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스포츠가 갖는 경쟁을 동반한 이

벤트라는 성격상 팬들은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분노 감정에 자주 노출되

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 감정은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 중 하나로 개인에게 흔하게 나타

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Deffenbacher et al., 1996). 전겸구(1999)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은 91.8%, 13.3%가 하

루에 1회 이상 분노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즉 화가 나게 되면 많은 심리학적, 신체적 문제들이 동반된다

(Deffenbacher et al., 1996). 화가 나면 신체적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아드레날린과 같은 에너지 호르몬이 증가하게 된다

(Lohr & Olatunji, 2007). 심리학적으로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공격성

을 촉진하고 화를 표현하거나 억누르면서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일으킨다

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Lohr & Olatunj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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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에서 팬들은 스포츠라는 경쟁적인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공격성을 보이고 극단적으로는 훌리건과 같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Wakefield와 Wann (2006)은 스포츠 경기에서 팬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이 사회 부적응적 행동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경기에서 팬들의 분노가 동반된 행동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다른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으며 경기라는 서비스 자체에 직·간

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팀과 구단 또는 협회에서는 팀이

승리했을 때보다는 팬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패배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팬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매번 이기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

게 되는 스포츠 특성상 구단 또는 협회는 팬들의 분노에 주목하여 잘 다

스릴 필요가 있다.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팬들은 기대와 부합

하지 않고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인해 경기 패배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

그렇다면 팬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지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 개인이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Weiner (2000)는 귀인 이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는

이유를 특정 사건 혹은 상태, 결과의 현상적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춘

보편적인 설명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스포츠 경기라는 사건의 결과에서

느끼는 현상적 원인 역시 귀인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귀

인 이론에서는 특정한 사건 혹은 행동의 원인에 대해 주체에게 귀인 하

는 내적 귀인과 외부 상황에 귀인 하는 외적 귀인을 구분하고 있다

(Kelley, 1967). 이는 Weiner (1979)의 3차원 귀인 요소 중 인과소재

(Locus of Causa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귀인 연구에서 가장 근본

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Weiner, 1979; Yum & Jeong,

2015). 팬들이 경기 패배를 부정적으로 인지할 때, 패배의 원인을 응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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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팀에게서 찾는 내적 귀인 유형 팬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는 외적 귀

인 유형 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소재를 통한 귀인 파악

을 통해 팬들의 부정적 감정 유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Forsyth와

McMillan (1981)은 인과소재가 감정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가장 중요하

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경기라는 사건의 결과로

써 팬들이 느끼는 현상적 원인을 귀인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팬들의 귀인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패배라는 결과에서 비롯된

팬들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Wann과 Dolan (1994)은 스포츠 관람에서 선수, 코치, 팬을 내적 귀

인 요소로 보았고 상대 팀, 심판, 운명을 외적 귀인 요소로 결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일수록 승리 시에는 내적 귀인을

강하게 하지만 패배 시에는 오히려 외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n & Dolan, 1994). 본 연구에서는 패배에 초점을 맞추어 귀인 유형

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앞

선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귀인 이론 중 인과소재에 집중하

여 내적, 외적 귀인 유형으로 팬들을 구분하고, 귀인 유형에 따른 팬들의

부정적 인지, 부정적 감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가 각성(Arousal)

수준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Lazarus, 1991). 다시 말해 분노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 표현에 앞서 인

지적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axwell, 2004). Berkowitz (1990)는 화

난 원인에 대한 경험, 좌절 또는 부정적 자극들이 개인에게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그 분노는 공격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분

노를 느낀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역시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인지 과정으로 소개되고 있다. Ciesla와 Roberts (2007)는

인지 과정으로써 반추와 부정적 인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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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가 반추를 통해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

다. 반추(Rumination)라는 개념은 Nolen-Hoeksema (1991)가 제안한 반

응유형이론(The Response Styles Theory)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부정적

인 상태에 대해 반복적이고 수동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인지 반응’을 뜻한다(Nolen-Hoeksema, 1991). 반응유형이론에서는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반추를 설명하였으나 반추라는 개념은 이후 분노,

걱정,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부정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연

구되고 있다(Denson, 2013; Maxwell, 2004; Nolen-Hoeksema et al.,

2008). 반추라는 인지적 반응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그 원인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 혹은 상태는 더 악화되거

나 장시간 지속된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Nolen-Hoeksema & Morrow, 1993). 반추를 통해 악화된 부정적 상태는

이후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Bushman, 2002; Denson,

2013).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 역시 반추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더 악화되

며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다. 분노 반추는 인지적 과정으로써 분노가 유

발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발생한 분노에 대해 다양한 방

식으로 반추하게 된다(Denson, 2013). 사건 초점 반추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는 분노를 느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고 보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반추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초점

반추(Self-focused Rumination)로 사건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해 회상하

고 마음속 분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반추이다(Bushman et al., 2005;

Rusting & Nolen-Hoeksema, 1998).

Denson (2013)은 사건 초점 반추는 분노와 공격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기 초점 반추는 심리적 각성과 분노에 대한

감정적 접근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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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반추는 모두 공격성을 증가시킨다(Bushman et al., 2005; Pedersen et

al., 2011).

반추와는 반대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로부터 사고를 전환하려는

인지 과정으로 주의전환(Distraction)이 있다. Van Dillen과 Koole (2007)

은 주의전환이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사건

에서 떨어지려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Van Dillen & Koole,

2007) 주의전환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인

지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Van Dillen & Koole, 2007; Rusting &

Nolen-Hoeksema, 1998). 반추와 주의전환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인지 반응으로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의 선행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인의 반응, 표현, 통제, 대처 등 분노 이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Deffenbacher et al., 1996; Fitness & Fletcher,

1993; Thayer et al., 1994; Yi & Baumgartner, 2004). 만약 추가적으로

분노 감정에 대한 사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분노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인지 반응을 통

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케팅 연구에서 경험 소비 시 소비자 감정에 대한 분석은 가장 중요

한 문제 중 하나이다(Neeley & Schumann, 2000; Richins, 1997). 때때로

감정은 행동을 자극하기도, 행동을 막거나 제한하기도 한다(Bagozzi et

al., 1999). 관람 스포츠라는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기 종료 후

팬들의 감정은 팬들이 다시 티켓을 구매해서 경기장에 방문하려는 행동

과 밀접하게 연관된다(Biscaia, 2012). 스포츠 관람에서 즐거움(Joy)이라

는 감정을 느낀 팬들은 만족감이 증가하고 경기에 대한 만족은 다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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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방문하려는 행동적 의도를 높인다(Biscaia, 2012). 반대로 스포츠

관람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남아 있다면 더 이상 경기장에 찾지 않

게 되고 나아가 경기와 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드러냄

으로써 구단 또는 협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에서 팀의

승·패 여부는 팬들이 감정 결정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람 서비스 제공자인 구단 혹은 협회 입장에서는 팀이 승리한

경기보다 팀이 패배했을 때 팬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에 초점을 맞추어 팬들

이 경기 관람 시 흔하게 느끼는 분노 감정에 대한 인지 과정을 파악하

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직면했을 때 팬들이 어떤 귀

인 유형을 보이고 귀인 유형에 따라 팬들의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인

지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추와 주의전환 반응에 따라 팬들의

분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팬들이 보이는 분

노 감정이 부정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실제 팬들이 구

단 또는 협회를 상대로 보이는 부정적 구전 행동의 의도를 설명해 보려

고 한다.

소비자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자들의 분노와 행동 결

과(후원 가능성, 구전 의도, 재구매 의도)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Bougie et al., 2003; Menon & Dube, 2007). 스포츠 분야에서 분노는

경쟁을 동반한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스포

츠에서의 분노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다(소영호, 하상원, 노세진, 2013;

Maxwell, 2004). 반면 관람 스포츠 소비자인 팬에 대한 분노와 행동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람 스포츠 소비자인 팬

들의 분노 감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대와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패배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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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했을 때, 팬들이 느끼는 분노와 구전 의도를 귀인 유형과 반추와

주의전환 반응으로 팬들의 분노 감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한 팬들의 평가에서부터 인지, 감정, 구전

의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단

혹은 협회는 스포츠 관람 시 팬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분노라는 감정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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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스포츠 관람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고객인 스포츠 팬들의 만

족을 높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팬들의

감정, 만족도의 중요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반대로 스포츠 관람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경기 패배에 대해 팬들의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양

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

끼는지, 경기에 대한 평가와 인지 과정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반추, 주의전환과 분노 감정 사이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 패배에 따른 팬들의 귀인 유형이 반추, 주의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경기 패배에 따른 팬들의 반추, 주의전환이 팬들의 분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경기 패배에 따른 팬들의 분노가 팬들의 부정적 구전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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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1. 귀인 유형(Attribution Type)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 결과 중 패배에 초점을 맞

추어 귀인 유형을 “패배의 주된 원인을 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찾는 팬

들의 종류”로 정의하였다. 귀인 이론 중 인과소재에 집중하여 경기 패배

의 주된 원인을 팀 내부에서 찾는 경우 ‘내적 귀인 유형’으로, 경기 패배

의 주된 원인을 팀 외부에서 찾는 경우 ‘외적 귀인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2. 사건 초점 반추(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건 초점 반추를 “분노를 느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 패배에 대한 생각이 의도치 않게 반복되는

인지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3. 자기 초점 반추(Self-focused Rumina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초점 반추를 “사건에 대한

분노를 내면으로 돌리면서 부정적 자기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 패

배에 대한 생각이 의도치 않게 반복되는 인지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4. 주의전환(Distract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의전환을 “분노를 느낀 사건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인지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5. 분노(Anger)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노를 “팬들이 경기 패배의 원

인 제공자에게 느끼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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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적 구전 의도(Negative Word-of-Mouth)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구전 의도를 “서비스 제공자 또

는 서비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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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귀인 유형(Attribution Type)

1. 귀인의 개념 및 정의

인간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 자신의 상태 또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서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일어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귀인

(Attribution)이라고 한다.

귀인의 개념을 설명한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은 어떻게 사람

들이 원인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지, “Why?”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 어

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이론이다(Kelley, 1973). Heider

(1958)는 귀인에 대해서 대인관계 심리학을 통해 제안했고 Brawley와

Roberts (1984)는 귀인 연구에 대해 인간의 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개인

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추론하여 인간 행동의 지각된 원인과 의미를 분

석하는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분야를 좁혀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는 귀인 이론을 통해 소비자 행동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 행동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

가 구매 행동에서 느끼는 만족/불만족, 좋고/나쁨이 어떤 원인에 귀인 하

는지 알게 되는 것은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귀인 이론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연구에 유용

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Richins, 1983; Valle &

Wallendorf, 1977). Folkes (1988)와 Weiner (2000), Oliver (2014) 등의

여러 연구에서는 제품 결과가 실패한 경우에는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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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인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Oliver (1997)에 의

하면 무슨 일이 잘 진척되거나 제품 결과가 성공한 경우에는 제품 결과

가 실패한 경우보다 자신에게 그 원인을 되묻지 않는 반면 무슨 일이 잘

못되었을 경우에는 무엇이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자문한다고 밝

히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소비자의 귀인을 살펴보는 것

은 소비자 행동 예측이 중요한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 영역에서 귀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

까지는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Allen, 2012).

2. 귀인 관련 주요이론

1) Heider의 상식 심리학

상식 심리학을 주장한 Heider (1944)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심리학

영역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반대하고 사람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인간 심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ider (1944)는 사람들

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는

본성적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습관적으로 개인의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관련되어있는

순수하고 상식적인 개념이 인간의 대인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언어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순수한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행동

을 이해하고자 했다.

Heider (1944)의 상식 심리학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인

간의 사회적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Heider

(1944)는 또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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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에 있고 이는 개인의 행동결과가 개인

적인 힘이나 환경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Heider (1958)의 귀인 이론은 다른 심리학 이론과 달리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개개인의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토

대로 관찰된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Heider (1958)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능력과 동기 같은 개

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행동에 대한 원

인을 개인의 내적 요인에 두는 것을 내적 귀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환

경적 요인에 두는 것을 외적 귀인이라 한다(Heider, 1958). 물론 특정 행

동을 결정짓게 되는 요인이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중 한쪽

만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하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이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위에는 주요한 인과적

요인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스스로 찾고자 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정신호, 2013).

Heider (1958)에 따르면 사건을 발생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능

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이며 하나의 단위로써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

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

소를 원인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Heider (1958)는 능력과 노력은

개인적 요인으로,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와 운은 환경적 요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능력은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인 기술이나 힘을 나타낸다.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제의 난이도 요인이 있다. 만약 과제의 난이도를

성공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경우, 행위자가 과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

을 때 행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반드시 능력이

과제의 난이도보다 높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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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다. 운이라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위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의 두 번째 요인인 노력이 필요하

다. 노력이란 행동을 촉진시키고 이끌어가며, 목적을 부여하는 동기를 말

한다(Heider, 1958). 하지만 행위자의 노력만으로는 행동이 결정되지 않

는다. 행동을 실행하다 보면 우연하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

다. 이런 경우 행위에 대한 결과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적 요인으로 귀인 하려면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 의도는

행위의 방향을 의미한다. 의도가 행위의 방향을 나타낸다면 노력은 행위

의 양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노력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많

아지고 개인의 능력이 클수록 적어진다(Heider, 1958).

Heider (1958)는 인간이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인 인간의 행동 자체를 설명하는 귀인 이론

을 통한 분석이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라 주장하였다.

2) Kelley의 공변 이론

Kelley (1967)는 Heider (1958)가 제시한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환경

적 요인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란 세 가

지 개념을 제시했다. 합의성(Consensus)이란 사람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

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뜻하며, 특이성(Distinctiveness)이란 행위

자가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만 보이는 반응 정도를 나타낸다. 일관성

(Consistency)이란 행위자가 과거 시점에도 특정 요인에 의해 같은 반응

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Kelley (1967)에 의하면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했으며,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개인은 귀인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Kelley (1967)는 특정 사건 또는 행동에 대해 행위자에게 귀인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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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적 귀인과 행위자와 관련된 실체 혹은 상황에 귀인 하게 되는 외

적 귀인으로 나누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귀인 유형을 분류

하였다. 만약 어떤 사건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가 합의성이 낮고 특이성

이 낮지만 일관성이 높으면 사건의 주체, 즉 내적으로 귀인 하게 된다.

반대로 합의성,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으면 사건 외부의 상황에 외

적 귀인 하게 된다(Kelley, 1967; Kim, 2018).

Kelley (1967)의 공변 이론은 외부에서 자극이 투입되지 않을 때, 즉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귀인 유형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모두를 고려할 만큼 합

리적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

다.

3) Weiner의 성취 귀인 이론

Weiner (1972)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귀인과 성취동기가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귀인 연구들이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행동의 인과관계를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Weiner는 안정성(Stability)과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라는

또 다른 귀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Weiner (1972)는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그리고 운이라는 Heider (1944)의 이론

을 기초로 하여 이들 요인을 안정성과 통제 소재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성은 안정과 불안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정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불안정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소재 차원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통제 소재는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

으로 나누어지는데, 내적 통제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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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행위자 스스로에 의하여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외적 통

제는 결과가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Weiner (1972)는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차원 분류체계를 3차원 분류체계로 발전시켰다. 이는 행동의 원인이 되

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함인데, 기존의 통제

소재 차원을 인과 소재(Locus of Causality)와 통제성(Controllability) 차

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Weiner의 3차원

분류체계와 같은 범주로 해석하느냐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Russell, 1982). 같은 요인에 귀인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인식에 따

라 개별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einer (1985)는 귀인의 각 차원을 하나의 연속체 상에 나타

낼 수 있는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연속체의 양극단으로는 각각 내

적-외적, 안정-불안정, 통제 가능-통제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 원

인은 개인에 의해 연속체 상의 상태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Weiner (1985)는 사건의 원인을 그 속성에 따라 3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연속체 상에서 해석하도록 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귀인

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하나로 묶어 정량화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귀인

이론의 실증적 연구를 촉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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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인과 분노

소비자는 서비스 실패 시 분노와 불만족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Bougie et al., 2003). 불만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평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Bougie 등(2003)은 평가 이론

(Appraisal Theory)에 근거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 소비

자의 특정한 평가 또는 귀인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이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각자가 가진 인지

적 정보나 신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재구성하고 해석한다(손은령,

2006).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 소비자는 종종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

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 원인을 해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나 태도의 차이를 만든다. 항공편이 지연됐을

때를 예를 들면, 승객들은 다양한 원인에 귀인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기상 악화, 기계적 결함, 항공 교통 문제 또는 무능한 운영 문제 등이 모

두 개개인의 귀인에 포함할 수 있다(Folkes et al., 1987).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앞서 살펴본 Weiner의 성취 귀인 이론에 근거하여 통제성, 안

정성, 인과소재 3가지의 차원에 대입해볼 수 있다.

만약 기상문제로 항공편이 지연되었다면 이것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항공사가 더 많은 항공권을 팔다가 항

공편이 지연된 경우 지연 문제는 항공사가 통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매우 불안

정한 이유로 지연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항공사 직원들의 파업으

로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유로 지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귀인 이론 중 통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본 서비스 실패에

대한 귀인 과정이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인지된 통제

성은 소비자의 분노를 증가시킨다(Folkes, 1984). 쉽게 말해서 항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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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없는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보다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항공

권 판매로 인한 지연이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안정된 원인 역시 일시적, 즉 불안정한 원인에 비해 분노를 증가시킨다

(Weiner et al., 1982).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되

는 것에 비해 계속돼오던 파업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인과소재 차원에서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에 있는지에 따라 내적, 외적 귀인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구입한 책장이 손상되었을 때 만약 소비자가 잘못 조립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내적 귀인, 만약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것을 원인으로 보면 서

비스 제공자에 귀인하는 외적 귀인으로 볼 수 있다. Folkes (1984)에 따

르면 인과소재는 소비자의 분노와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보복 욕구에 영향

을 미치는데, 소비자 개인에 관련된 내적 귀인보다 제품 제공자와 관련

된 외적 귀인일 때 더 강한 분노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포츠 상황에서는 정반대 결과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팀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특히 더 강한 공격성과 적대성을 갖는데 그 이유

를 내적 귀인 요소에서 찾는다는 것이다(Wann et al., 1999). Wann 등

(1999)은 그 이유를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일수록 팬들의 자기 가치

(Self-worth)에 팀 퍼포먼스가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다시 말해서 팀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Wann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들의 내적 귀인에 주목하

여 팬들이 느끼는 공격성과 분노를 검증해보려고 한다.



- 21 -

4. 귀인 유형(Attribution Type)과 스포츠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성취 여부에 따른 귀인에 초점을 맞춰

주로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라는 경쟁

을 동반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승패라는 결과에 대한 선수들의 감정과

반응을 귀인을 통해 설명하였다(McAuley et al., 1983). 나아가 귀인 연

구는 선수 개인적 수준에서 팀 수준으로 확대되었고(Allen et al., 2009)

Greenlees 등(2005)은 성취 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팀 중심편향을 통한

팀 귀인 질문지를 따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을

대상으로도 귀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팬들의 팀 동일시를 고려하여

경기 결과에 대한 팬들의 귀인을 ‘반사영광수혜(BIRGing)’와 ‘반사실패차

단(CORFing)’ 개념으로 설명하였다(Madrigal & Chen, 2008). 반사영광

수혜는 결과에 대한 승리, 성공에 자신을 연관시켜 수혜를 얻으려는 행

동을 말한다(Hunt et al., 1999). 즉 팀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귀인 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반사실패차단은 자아 존중감 유지

를 위해 결과에 대한 패배, 실패를 자신과 떼어내려는 행동을 말하는데

(Snyder et al., 1986), 팀이 실패하게 되면 외적으로 귀인하여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것을 말한다.

Wann과 Dolan (1994)은 귀인 중 인과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 승

리 또는 패배 시 팀 동일시에 따라 내적, 외적 귀인을 구분하였다. 여기

에서 내적 귀인은 팀, 선수, 감독 및 코치로, 외적 귀인을 심판, 상대 팀,

운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기에서 승리했을 경우 팀

동일시가 높은 팬들은 내적 귀인 하며 반대로 패배 했을 경우 외적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자기 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특히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 위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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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McAuley 등(1983)에 따르면 귀인 과정은 스포츠 상황에서 감정을 결

정하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인과소재 측면은 개인 또

는 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감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Weiner (1985)의 성취 귀인 이론 중 통제성과 안정성

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팬들의 귀인을 파악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스포츠 경기라는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구단, 협

회의 의지로 통제 불가능하다. 승패는 스포츠 경기만의 고유한 가치이며,

경기의 예측 불가능성은 스포츠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경기의 승패 역시 매우 안정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팀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아주 흔한 현상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iner (1985)의 성취 귀인 이론 중 인과소재

에 집중하여 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Wann과 Dolan (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팬들의 귀인 유형(Attribution Type)에 따른 감정과 행동 반응

을 살펴볼 것이다. 귀인 유형이란 경기 결과에 대한 주된 원인을 팀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찾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Wann과

Dolan (1994)의 연구에서처럼 우리 팀, 선수, 감독 및 코치를 내적 요인

으로, 상대 팀, 선수, 심판, 운을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스포츠 경기라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팬들의 귀인 유형을 알아봄으

로써 팬들의 감정과 행동 반응을 검증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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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추(Rumination), 주의전환(Distraction)

1. 반추의 개념과 정의

Nolen-Hoeksema (1991)이 반응성향이론에서 제시한 반추는 “정신적

인 고통, 괴로움 증상과 그 원인,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반응 방식이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이

며 자기 비난적인 생각들로 특징 지어지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반

추가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 문제해결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을 해왔다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et al., 1999). 특

히 Lyubomirsky과 Nolen-Hoeksema (1995)는 우울한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반추가 사건의 해석과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특성에 반추를 하도록

인도된 우울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도록 인도

된 우울한 참가자들보다 잠재적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해

석을 내렸다. 또한 반추적으로 사고한 우울한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덜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반추가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

서 Teasdale (1983)은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정서

와 인지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추적 반응이

우울한 기분과 부정적 생각 간의 악순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되었을 때 반추는 개인의

주의를 부정적 생각으로 돌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계획적 사고와 문제해

결을 포함한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

게 부정적으로 편향된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실패는 다시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키고 우울한 기분과 사고 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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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Teasdale, 1983). 다시 말해 반추는 생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이다(Carver & Scheier, 1990; Ingram, 1990;

Ingram & Smith, 1984).

반추는 많은 실험연구에서 우울한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화시키

고 문제해결도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et al., 1999).

구체적으로 반추적 지향은 개인의 감정이 혼란스럽거나 감정에 초점을

두도록 강요되어지는 느낌, 개인의 고통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반복적으

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 그리고 감정을 회복시키는데 지각된 무능으로

(Nolen-Hoeksema, 1991) 특정 지어지고 이는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산출해낸다고 보았다. 즉 종합해보면 반추는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시키

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자서전적 기억 회상

을 증가시켜 우울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Nolen-Hoeksema et al., 1999).

2. 주의전환의 개념과 정의

주의전환적 반응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건에

신경을 쓴다거나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다(Van Dillen & Koole, 2007). 주의전환 반응은 감정 통제의 이론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ishop et al., 2004; Rusting &

Nolen-Hoeksema, 1998; Trask & Sigmon, 1999).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주의전환은 인간의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에 놓일 때 주의전환을

하면 그들의 우울한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oorma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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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r, 2004; Morrow & Nolen-Hoeksema, 1990). 마찬가지로 화가난

개인의 분노를 줄여주고(Rusting & Nolen-Hoeksema, 1998) 개인이 부

정적 감정일 때 느끼는 심혈관계 반응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erin et al., 2006; Glynn et al., 2002). 주의전환이 부정적 감정 상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부정적 감정으로부

터 주의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Fiedler et al., 2003).

Van Dillen과 Koole (2007)은 주의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작

업 기억 모델(Working Memory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 기억이

란 정보를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와 프로

세스의 집합이다(Baddeley, 1992). 만약 이 작업 기억이 하나의 활동을

수용하게 될수록 동시에 벌어지는 다른 활동은 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업 기억에서 하나의 감정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면 다른 감정은 덜 수용할 수밖에 없다(Van Dillen &

Koole, 2007). 이때 작업 기억은 감정의 강도에 의해 수용력에서 차이를

갖거나, 작업 기억을 더 많이 요구하는 활동의 몰입 정도에 따라서도 수

용력에서 차이를 보인다(Van Dillen & Koole, 2007). 종합해보면 주의전

환을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감정의 자극을 받거나 다른 자극을 위해 몰

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주의전환을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은 다른 무언가로의 대체

가 필요하다. Morrow와 Nolen-Hoeksema (1990)는 운동신경의 움직임

과 인지적 임무 등이 주의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에도 인지적 임무가 주의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Morrow와 Nolen-Hoeksema (1990)는 운동신경

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계속적인 반추가 나타나는

반면 인지적 임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무 관련 생각과 감정 관련 생각

이 작동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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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추와 주의전환

기존에 반추라는 반응은 주로 우울증 영역에서 연구되어왔다.

Nolen-Hoeksema (1991)는 반추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우

울 증상과 그러한 증상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의

한다. 반추는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시키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

하게 하며 부정적인 자서전적 기억 회상을 증가시키며 우울과 불안을 효

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Nolen-Hoeksema et al., 1999).

Nolen-Hoeksema (1991)는 이러한 내부 초점적인 부정적 측면의 반

추 반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 초점적인 주의전환 반응을 제안했다.

주의전환 반응은 반추 반응과는 달리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양식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켰다. 그는 반추 반응의 역기능적인 영

향들을 감소시키려면 주의전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기 관련 정보에

비관련 정보로 주의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추, 주의전환 조건을 다룬 실험연구들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울

성향과 비우울 성향자로 집단을 나눈 뒤 반추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자신의 현재 정서 상태, 신체 상태’에 초점을 맞춘 문장들을 읽고 집중

하도록 하고 주의전환 조건의 피실험자에게는 자신과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을 읽고 집중하도록 한다. 반응 조작 후 기분

을 다시 측정하였을 때 우울 성향 집단의 반추 조건 피험자들은 더 우울

해진 반면, 주의전환 조건의 피험자들은 덜 우울해졌고 비우울 성향 집

단에서는 조건 간에 기분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후

반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게임을 통해 주의전환을 시

킨 집단과 5분 대기로 반추를 시킨 집단으로 할당한 뒤, 반응 조작 후

예기 불안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다시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결과 사후반추가 높은 사람들은 예기 불안이 줄어들었고 사후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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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임선영, 최혜라, 권석

만, 2007).

하지만 몇몇 연구들에 의해서 주의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측

면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우울 재발과 연관된 사고 억압(Wenzlaff &

Bates, 1998)과 경험의 회피(Hayes et al., 1996)를 강화시키고 자신이 어

떤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기 이해의 기

회를 놓칠 수 있게 한다고 제안되기도 하였다.

4. 반추와 분노

분노 반추(Anger Rumination)란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이나 분노를 경

험한 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인지과

정을 의미한다(Sukhodolsky et al., 2001). 이러한 분노 반추는 분노 상황

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분노 반추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고, 신경증, 역기능적 태도, 절

망감 등을 발생시킨다(Thomsen, 2006). 나아가 분노 반추는 분노경험을

계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분노경험의 지속기간과도 관련이 있으며

(Sukhodolsky et al., 2001), 분노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Nolen-Hoeksema & Rusting, 1998). 이근배와 조현춘(2008)은 분노 반

추는 분노 이후의 행동적 반응이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Sukhodolsky 등(2001)은 분노가 정서라면 분노 반추는 정서에 대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이나 경험한 후에도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하였다. 반면 Ciesla와

Roberts (2007)는 부정적 인지와 반추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며

부정적 인지가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추가 개입된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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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Denson (2013)은 분노 반추를 분노가 일어나게 된 사건에 대해 집요

하게 반복되는 생각으로 정의하면서 분노 반추를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사건 초점 반추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사건 자체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분노와 보복과 관련되는 반추로 공격

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반추로 보고되고 있다. 다

른 하나는 분노를 느낀 개인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자기 초점 반추로써

이는 분노 사건 혹은 감정은 내면으로 돌리면서 자기 평가에 초점을 맞

추는 반추이다(Denson, 2013). 자기 초점 반추는 사건 초점 반추와는 조

금 다르게 심리적 각성과 분노 감정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enson, 2013). 두 가지 반추 모두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분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Denson, 2013; Hur & Jang, 20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노 반추는 분노 감정을 유지 시키거나 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Nolen-Hoeksema와 Rusting (1998)은 반추가

분노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ushman 등(2005)은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작은 촉발사건에서도

공격성이 높아지고 부정적 분노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

다. 이와같이 분노 반추는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을 더욱더 쉽고 오래 유

지시키며 나아가 복수, 보복을 목적으로한 분노 행동, 공격성 등을 증가

시키는 가장 중요한 선행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Bushman, 2002;

Denson, 2013; Maxwe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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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노(Anger)

1. 분노의 개념과 정의

본 연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분노(Anger) 감정은 대표적인 부정적

반응으로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Deffenbacher et al., 1996). 분노는 때로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

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놀

라게 할 정도의 반응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전겸구(1999)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 91.8%였고, 하루에 1회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가 13.3%에 달했다. 심지어 조사대상의 73.3%가

분노의 주 대상으로 ‘잘 아는 사람’을 꼽았다고 보고하며, 분노에 관해 ‘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분노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먼저 분노의 생리적인 증상이나 심리적인 경험에 강조를 둔 정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분노를 생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Novaco (2003)에 따르면 분노를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보았

다. 또한 분노는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신체반

응으로 이때 느끼는 분노는 신체로 하여금 조절감을 유발시켜 상황에 대

처하도록 작용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분노의 표현이나 행동에 강조를 둔 정의가 있다. Averill

(1983)는 분노가 위협이나 좌절 상황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 상태로 정

의하면서 이때 나타나는 공격성은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여

겨진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학습된 것으로 보았

다. 또한 Rosenberg (2005)는 분노를 의사소통의 양식의 하나로써 연속

적인 다단계구조를 가진 감정으로 보고 이를 짜증, 좌절감, 격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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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분류하였다.

2. 분노와 스포츠

스포츠 상황에서 분노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흔한 감정으로 볼

수 있다. Maxwell (2004)에 따르면 스포츠는 개인 혹은 그룹의 직접적인

경쟁이 동반되기 때문에 갈등과 공격성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분노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분노 감정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소영호 등, 2013; Maxwell, 2004). 그 이유는 분

노가 위협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써 불안과 더불어 스포츠 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정서이기 때문이다(Woodman et al., 2009).

또한 분노가 대근육 운동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으나 일반적으

로 주의를 증가 혹은 분산시키며 공격성을 증가시키고(Maxwell, 2004),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수행의 통제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

고되어왔다(Jones, 2003; Wittmann et al., 2008).

참여 스포츠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동반된 스포츠 상황에서는 경

기를 관람하는 팬 역시 분노 감정에 노출되기 쉽다. 경쟁이 동반된 스포

츠를 관람하면서 경기에서 벌어지는 공격적인 상황에 주목하게 되면 팬

들의 적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Arms et al., 1979;

Leuck et al., 1979; Sloan, 1979).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쟁

이 동반된 경기를 관람하는 팬에게도 분노 감정은 흔하게 발생하는 감정

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기에서 팀의 성패가 팬들의 감정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하였다(Sloan, 1979; Zillmann et al., 1979).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팬들에게 더 강한 쾌락적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반면 강한 부정적 흥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homsen (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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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했던 결과와 다른 상황에 놓이거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응원하

는 팀의 성공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경기 패배라는 상황은 팬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스포츠 관람에서 팬들이 보이는 분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훌리건 난동, 상대 팀 팬들과의 마찰 등 공격성을 띄는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팬들의 분노는 경기를 관

람하는 다른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기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관람 스포츠 서비스 제공자인 구단은 더

많은 팬을 유치하고 경기에 대한 팬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경기 패

배에 따른 팬들의 분노를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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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부정적 구전 의도(Negative Word-of-Mouth)

1. 구전의 정의와 효과

구전(Word-of-Mouth) 이란 상품과 관련된 입으로 전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한다(Arndt, 1967). Anderson 등

(1994)은 구전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상업적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경험을 대화를 통하여 직간접적

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획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

에서는 구전의 중요성에 대해 태도와 구매 의도, 구매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근거 있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Bansal & Voyer, 2000; Bone, 1995;

Charlett et al., 1995; Herr et al., 1999).

소비자들은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는 상업광고를 통해 처음으로 정보

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구매단계가 가까워질수록 제품 정보에 대한 경험

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Robertson et

al., 1984). 상업광고와 같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갖는다(Gatignon &

Robertson, 1985). 또한 구전을 통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높여준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은 과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와 함께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하지만 구

전을 통한 정보는 주로 가족, 친구 등과 같이 가까운 준거집단 내의 사

람들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

이 있다. 그 이유는 친구 또는 가족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정직하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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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Brown & Reingen, 1987; Duhan et al.,

1997). 이처럼 구전은 구전을 통해 정보를 받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구전 활동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구전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는 동시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Wetzer 등(2007)에 의하면 50%가 넘는 비율로 사람들은 특정 사건이 발

생한 이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한다. 특히 이 중 대다수는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Wetzer et al.,

2007).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말인즉슨 구전이라는 쌍방향으로 이

루어지는 구전 활동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전은 매니지먼트,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의 인적 매체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정적 구전 의도의 효과

부정적인 정보 전달 효과에 대한 연구는 루머(Rumor) 관련 연구와

함께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구전의 효

과가 긍정적 구전 효과에 비해 더 강하며 더 영향력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Bone, 1995; Charlett et al., 1995; Herr et al., 1999). 그것에 대한 이

유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성 편향(Negative Bias) 때문이다(Anderson,

1965; Coovert & Reeder, 1990; Lau, 1985). 구체적 예로 Folks (1984)에

따르면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한 정보보다 실패한 정보를 더 잘

전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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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은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형태이다

(Wetzer et al., 2007). 즉 부정적 구전은 전달하는 사람이 부정적 감정

상태에 놓일 때 발생하게 된다. Richins (1983)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

한 불만족 표현으로 부정적 구전을 하게 되고 제품과 관련된 문제가 심

각할수록, 불만족의 귀인이 소비자 자신이 아닌 유통채널에 있다고 지각

할수록 부정적 구전 활동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 중 특히 분노 감정은

부정적 감정에서도 강한 감정에 속하고 타인을 향해 느끼는 감정으로써

부정적 구전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는 감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Wetzer 등(2007)은 분노를 경험했을 때 소비자들은 부정적 구전에 감정

을 표출하거나 복수를 하기 위한 파괴적인 목표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분

노할만한 경험을 한 경우에 주위 사람들에게 구전을 통해 전달할 가능성

이 크며, 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매우 강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 정도가 큰 팬일수록 부정적 구전을 더

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매우 강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단 및 협회는 부정적 영향력이 큰 팬

들의 부정적 구전을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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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 시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전환이 달

라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경기 패배에 대해 내적 귀인하는 유형의 팬들

일수록 높은 반추 반응을 보이지만 반대로 주의전환 반응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반추는 분노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의전환은 분

노 감정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분노 감정이 높을수록

팬들의 부정적 구전 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아래 [그림 2-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1]

연구모형



- 36 -

2. 연구가설

1)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귀인 유형이 반추, 주의전환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귀인은 결과에 대한 감정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다(Weiner, 1980). 특히 귀인 중 인과소재 차원은 경기 승리,

패배 감정 모두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McAuley et al., 1983). 따

라서 팬들이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지, 외적 귀인

하는지에 따라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에 앞서 부정적 인지 반응인 반추

(Ciesla & Roberts, 2007)와 주의전환을 살펴봄으로써 분노 감정의 선행

과정을 파악해볼 수 있다. 내적 귀인을 하는 팬은 외적 귀인을 하는 팬

에 비해 결과에 대해 더 강한 분노 반응을 보인다(Um, 2013). Carroll과

Payne (1976)에 따르면 부정적 사건에 내적 귀인 하는 것은 미래에 같

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적 귀인 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귀인을 하는 팬이 패

배라는 부정적 사건에 계속 주목하게 되는 반추 반응에서 그 이유를 찾

았다. 부정적 상태에서 내부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에 주

목하는 것보다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가 더 비관적이며(Pyszczynski et

al., 1987),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더 떠올리게 된다(Pyszczynski et al.,

198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전환은 다

르게 나타날 것이다.

H1a.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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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H1c.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2) 반추, 주의전환이 팬들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표와 기대가 불일치된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반추를 통해 더 악화되거나 지속되고 주의전환을 통해 감

소된다(Rusting & Nolen-Hoeksema, 1998). 승리라는 목표와 기대에 불

일치된 패배라는 결과로 인한 팬들의 분노 감정 역시 반추와 주의전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패배에 대한 생각이 의도치 않게

반복되는 반추 반응을 보이는 경우 분노 감정은 더 높을 것이고 패배에

대해 주의전환 반응을 보이는 경우 분노 감정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반추, 주의전환 반응에 따라 팬들의 분노 감정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2a.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높

을 것이다.

H2b.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높

을 것이다.

H2c. 주의전환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낮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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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배에 따른 팬들의 분노가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에 불만족하거나 더 부정

적 감정을 갖는 팬일수록 부정적 행동 의도에 더 쉽게 관여하게 된다

(Wangenheim, 2005).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갖는 소비자들은 전형

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Wetzer et al., 2007).

따라서 분노 감정이 강한 팬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에 대해 공유하

려는 부정적 행동 의도가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팬들의 분노가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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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패배 상황에서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추, 주의전환에 따라 팬들의 분노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팬들의 분노 수준에 따라 부

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 종목 중 응원하는 팀이 있는

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개인 종목을 제외하고 단체 종목으

로 한정 지은 이유는 팬들이 특정 선수 개인에게 보이는 반응보다 팀이

라는 무형의 공동체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 구단 혹은 협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이다. 또한 본 설문의 단체 종목 팀

은 프로 스포츠팀과 국가대표팀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 설문을 진행하였

다.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귀인 유형과 반추, 주의전환 반응, 분노 감

정, 행동 의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프로 스포츠팀과 국가대표팀 팬의

설문 결과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프로 스포츠팀 또는 국가대표팀 중 응원하는 팀이 있는 20대 이상의 팬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온

라인 설문조사는 기존의 서면을 통한 전통적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 시간

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응답하기 원하는 시간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설문 답변의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윤석, 이지영,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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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2008; 이훈, 정철, 정란수, 2003).

총 358부의 설문지 가운데 설문대상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52부를 제외하고 총 306개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207명(67.65%), 여성이 99명(32.35%)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46명(47.7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63명(20.59%), 40

대가 38명(12.42%), 50대 이상이 59명(19.28%)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

포는 대학교 졸업이 130명(42.4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67명

(21.90%), 대학교 재학 52명(16.99%), 대학원 재학 29명(9.48%), 전문대

졸업 18명(5.88%), 고등학교 졸업 10명(3.2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소

득은 월 100만원 미만 62명(20.26%), 월 100만원∼200만원 36명(11.76%),

월 200만원∼300만원 58명(18.95%), 월 300만원∼400만원 63명(20.59%),

월 400만원∼500만원 41명(13.40%) 월 500만원 이상 46명(15.03%)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응원하는 팀 경기의 평균 관람 횟수는 주

1회 이상 주 5회 미만이 97명(31.70%)로 가장 많았으며 주 5회 이상 관

람하는 사람이 25명(8.17%)로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팬들이 팀을 응원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96명(31.3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32명(10.46%)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세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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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7 67.65

여성 99 32.35

연령

20대 146 47.71

30대 63 20.59

40대 38 12.42

50대 이상 59 19.2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0 3.27

대학교 재학 52 16.99

전문대 졸업 18 5.88

대학교 졸업 130 42.48

대학원 재학 29 9.48

대학원 졸업 67 21.90

평균

소득

월 100만원 미만 62 20.26

월 100만원 이상

월 200만원 미만
36 11.76

월 200만원 이상

월 300만원 미만
58 18.95

월 300만원 이상

월 400만원 미만
63 20.59

월 400만원 이상

월 500만원 미만
41 13.40

월 500만원 이상 46 15.03

[표 3-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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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기 관람횟수

연 3회 미만 53 17.32

연 3회 이상 6회 미만 41 13.40

연 6회 이상 12회 미만 28 9.15

월 1회이상월 4회미만 62 20.26

주 1회이상주5회미만 97 31.70

주 5회 이상 25 8.17

응원

기간

1년 미만 32 10.46

1년 이상 3년 미만 60 19.61

3년 이상 5년 미만 57 18.63

5년 이상 10년 미만 61 19.93

10년 이상 96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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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반추, 주

의전환이 분노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정적 구전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귀인 유형,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 분노, 부정적 구

전 의도 총 6가지이며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7-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문항 수 및 내용은 아래 [표 3-2]와 같다.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참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평균소득,

평균 관람횟수, 응원 기간
6 -

주요 변수

귀인 유형

(Attribution Type)
4

Greenlees 등(2005),

Wann과 Dolan (1994)

사건 초점 반추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5 Sukhodolsky 등(2001),

Trapnell과 Campbell

(1999),

Hur과 Jang (2019),

김수진(2008)

자기 초점 반추

(Self-focused Rumination)
5

주의전환

(Distraction)
3

분노

(Anger)
4

Strizhakova 등(2012),

김학도(2003)
부정적 구전 의도

(Negative Word-Of-Mouth)
3

Strizhakova 등(2012),

김상희(2012)

합계 30

[표 3-2]

설문지 구성지표와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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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인 유형(Attribution Type)

귀인 유형은 Weiner (1972)의 귀인 이론에서 인과소재에 초점을 맞

추어 귀인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Greenlees 등(2005)이 개발한 팀 귀인 척도에 Wann과

Dolan (1994)이 연구에서 사용한 내적, 외적 귀인 요소를 적용하여 귀인

유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Wann과 Dolan (1994)은 관람 스포츠 경기에

서 응원하는 팀·선수, 감독 및 코치를 내적 귀인 요소로, 상대 팀·선수,

심판, 운을 외적 귀인 요소로 분류하였다. Greenlees 등(2005)의 팀 귀인

문항 중 인과소재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을 번역, 번안하여 사용하였으

며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 구성은 [표 3-3]과 같다.

변인 설문 문항

귀인 유형

우리 팀 패배 원인은( )

팀 내(우리 팀·선수, 감독 및 코치)에서 유발된 것이다.

외부환경(상대 팀·선수, 심판, 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 팀 패배 원인은( )

팀 내(우리 팀·선수, 감독 및 코치)에 포함되어 있다.

외부환경(상대 팀·선수, 심판, 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 팀 패배 원인은( )

내부요인(우리 팀·선수, 감독 및 코치) 때문이다.

외부요인(상대 팀·선수, 심판, 운)에 의한 것이다.

우리 팀 패배 원인은( )

팀 내부(우리 팀·선수, 감독 및 코치)에서 발생한다.

팀 외부(상대 팀·선수, 심판, 운)에서 발생한다.

[표 3-3]

귀인 유형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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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초점 반추(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사건 초점 반추는 분노 반추의 한 종류로 분노를 느낀 사건에 집중하

여 일어나는 반추이다. 사건 초점 반추 척도는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한 분노 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를 참고하여 만든 Hur

과 Jang (2019) 연구의 사건 초점 반추 척도를 번역,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문항은 총 5개로 구성되며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세부

내용은 [표 3-4]와 같다.

변인 설문 문항

사건

초점

반추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얼마 동안 생각하게

된다.

응원하는 팀의 패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떠오른다.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가 자기 전에 문득 생각날 것

같다.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이 한동안 나를 속상

하게 만든다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표 3-4]

사건 초점 반추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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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초점 반추(Self-focused Rumination)

자기 초점 반추는 분노 반추의 한 종류로 사건에 대한 분노를 내면으

로 돌리면서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집중하여 일어나는 반추이다. 자기

초점 반추는 Trapnell과 Campbell (1999)를 참고하여 사용한 Hur과

Jang (2019) 연구의 자기 초점 반추 척도를 번역,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사건 초점 반추와 마찬가지로 총 5개로 구성되며 모두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세부내용은 [표 3-5]와 같다.

변인 설문 문항

자기

초점

반추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했

는지를 계속 회상한다.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로 인해 내가 화가 났던 순간을 회상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한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한다.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의 내 반응을 계속 생각한다.

응원하는 팀 패배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계속 생각한

다.

[표 3-5]

자기 초점 반추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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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전환(Distraction)

주의전환은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인지 과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배라는 사건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인지 과정으로 보았다. Hur과 Jang (2019) 연구에서 사용된 주의전환

Scale을 본 연구에 맞게 번역, 번안하고 추가적으로 김수진(2008) 연구에

서 사용한 주의전환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총 3개

의 문항을 도출하고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세부내용은

[표 3-6]과 같다.

변인 설문 문항

주의전환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대한 기억을 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한다.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표 3-6]

주의전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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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노(Anger)

분노 감정을 측정하는 척도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척도

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에 따른 분노를 측정

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Folkes 등(1987)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 수준 척도

와 Strizhakova 등(2012)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 척도를 번역, 번안하고

김학도(2003) 연구의 분노 수준 척도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재구성하였

다. 문항은 총 4개로 이루어지며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세

부내용은 [표 3-7]과 같다.

변인 설문 문항

분노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 때문에 화가 난다.

응원하는 팀의 패배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패배가 불만스럽다.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표 3-7]

분노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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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적 구전 의도(Negative Word-of-Mouth)

부정적 구전 의도는 주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 의도

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정적 구전 의도를 측정한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Strizhakova 등(2012)이 사용한 부정적 구전 의도를 번역, 번안하고 김상

희(2012) 연구를 참고하여 총 3개의 문항을 도출하고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세부내용은 [표 3-8]와 같다.

변인 설문 문항

부정적

구전

의도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말할 생각이 있다.

나는 응원하는 팀·선수 또는 감독 및 코치를 타인에게 폄하할

의도가 있다.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타인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것이다.

[표 3-8]

부정적 구전 의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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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

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

집된 자료의 기본적 특징(평균, 표준편차)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 일관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

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거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검증이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나

타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Cronbach's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

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 값은 .70로써 Cronbach's 값이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군희, 201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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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모형에 사용되는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변수 사

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해당 요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적합도 지

수를 통해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로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 자유도(), Normed (/),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한다.

신뢰도 분석이 문항 간 내적 일치의 정도를 통해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타당도 분석은 측정 도구가 연구목

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 개념을 다양한 측정값들이 잘 설명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서로 다른 개

념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반추, 주

의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반추, 주의전환에 따른 팬들의 분노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자

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설을 바탕으로 수립된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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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되는 잠재변수들과 관찰변수(관측변수) 간

의 관계,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경로 분석, 방향성 등을 도출하게

된다. 즉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

관계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립한 연구모델이 지지되는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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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측정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

인인 귀인 유형,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 분노, 부정

적 구전 의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귀인

유형

A1 1 7 5.32 1.34

A2 1 7 5.48 1.29

A3 1 7 5.29 1.28

A4 1 7 5.29 1.32

사건

초점

반추

PR1 1 7 4.73 1.53

PR2 1 7 4.02 1.66

PR3 1 7 3.94 1.72

PR4 1 7 4.29 1.73

PR5 1 7 4.21 1.63

자기

초점

반추

SR1 1 7 2.97 1.67

SR2 1 7 2.60 1.62

SR3 1 7 2.56 1.64

SR4 1 7 2.56 1.55

SR5 1 7 2.11 1.50

[표 4-1]

측정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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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환

D1 1 7 3.23 1.57

1.633.2371D2

1.663.6471D3

1.587 4.611

분노

AG1

1.564.6871AG2

1.574.7271AG3

1.704.4671AG4

1.674.1071부정적

구전

의도

W1

1.673.8771W2

1.603.5171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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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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값은 .70이다.

Cronbach's  계수가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80 이상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

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귀인 유형 4 .95

사건 초점 반추 5 .93

자기 초점 반추 5 .92

주의전환 3 .89

분노 4 .94

부정적 구전 의도 3 .92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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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각 요인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으로(노

경섭, 2014), 단일 요인 모델에 의해 각 개념의 측정변수들이 수용 가능

한 적합도를 갖는지 검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송지준, 2013). 본 연

구에서는 귀인 유형,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 분노,

부정적 구전 의도에 총 6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4-1]와 같다. 본 연구 설문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최소 .73에서부터 최대

.94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가 유의수준 .01에서 그보다 낮

은 값을 보이므로 모두 타당한 요인 값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3]과 같다. 적

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

는 차원에서 Chi-square(), 자유도(), Normed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Normed 는 3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TLI, CFI는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노

경섭, 2014).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형,

.08이하이면 적당한 수준이며 .10이상은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Browne & Cudeck, 1992). SRMR은 .05 이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노경섭, 2014).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결과를 봤을 때 본 모형

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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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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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 타당도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

중(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요구되는데 어느 하나의 구성개

념을 측정할 경우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측정값 간에 상

관관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경섭, 2014). 집중타당도를 검

증할 때는 표준화 값,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개념 신뢰도(C.R. 값)까지 총 3가지 값을 확인한다. 표준

화 λ는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70

이상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4). 평균분산

추출(AVE) 값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개념 신뢰도(C.R.) 값은 .70 이상

을 기준으로 한다. 6가지 변인 모두 표준화 값은 .70 이상, 개념 신뢰도

(C.R.) 값은 .80 이상으로 기준 수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

추출(AVE) 값은 사건 초점 반추와 자기 초점 반추 변인에서 모두 .49로

.50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Fornell과 Larcker (1981)에 따르면 평균분

산추출(AVE) 값이 .50 이하이지만 개념 신뢰도(C.R.) 값이 .60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도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6가지 변

인 모두 집중타당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인 측정값

은 [표 4-4]에 제시하였다.

Chi-square()
자유도

( )

Normed 

(/)
TLI CFI RMSEA SRMR

377.96 237 1.60 .98 .98 .04 .05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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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분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귀인 유형→ A1 - - .90

.73 .91
귀인 유형→ A2 .04 23.08 .88

귀인 유형→ A3 .04 26.37 .93

귀인 유형→ A4 .04 24.47 .91

사건 초점 반추→ PR1 - - .77

.49 .83

사건 초점 반추→ PR2 .07 16.63 .87

사건 초점 반추→ PR3 .08 16.41 .86

사건 초점 반추→ PR4 .08 17.58 .91

사건 초점 반추→ PR5 .07 16.01 .84

자기 초점 반추→ SR1 - - .82

.49 .83

자기 초점 반추→ SR2 .06 17.15 .83

자기 초점 반추→ SR3 .06 19.02 .88

자기 초점 반추→ SR4 .05 20.48 .93

자기 초점 반추→ SR5 .06 14.41 .73

주의전환→ D1 - - .88

.51 .76주의전환→ D2 .05 20.31 .92

주의전환→ D3 .06 16.18 .77

분노→ AG1 - - .92

.62 .87
분노→ AG2 .03 29.20 .94

분노→ AG3 .04 24.04 .87

분노→ AG4 .04 23.42 .86

구전 의도→ W1 - - .90

.58 .80구전 의도→ W2 .05 22.32 .90

구전 의도→ W3 .05 20.95 .87

[표 4-4]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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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수렴)타당도와 함께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역시 모

델의 타당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구성개념

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얻게 된 측정값들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80 이하의 수치를 보이면 판별타당도를 갖는다고 본다. 두 번째 방법은

평균분산추출값과 상관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Fornell과

Larcker (1981)는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인의 평균

분산추출(AVE) 값이 그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상관계수와 표준오차

(S.E.) 값으로 상관계수에 표준오차*2 값을 ±2를 했을 때 그 범위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검증 방법이다(노경섭, 2014).

아래 [표 4-5]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요인들 간 상관계수는 .80 이하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별타당

도 검증 방법에서는 사건 초점 반추와 분노 변수 사이의 판별타당도가

기준치를 약간 벗어나는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추는 분노 감정과는 다른 개인이 보이는 인지 과정으로써 분노 감정과

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두 요인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

지만 판별타당도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반추를 분노 이전의 단

계로 설명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판별타당도 검증의 세부내용은 [표 4-5],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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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5

구분

상관관계

() AVE

1 2 3 4 5 6

1.귀인
유형

- .73

2.사건
초점
반추

.53**

(.28)
- .50

3.자기
초점
반추

.18**

(.033)

.52**

(.27)
- .49

4.주의전환
-.46**

(.21)**

-.26**

(.07)

.18**

(.03)
- .50

5.분노
.61**

(.37)

.73**

(.531)

.39**

(.15)

-.34**

(.116)
- .62

6.부정적
구전 의도

.36**

(.13)

.47**

(.22)

.37**

(.14)

-.15*

(.02)

.59**

(.35)
- .58

[표 4-5]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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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5

상관계수 ± 2*표준오차(S.E.)

Estimate S.E.*2 - +

귀인 유형 ↔ 사건 초점 반추 .53** .21 .32 .74

귀인 유형 ↔ 자기 초점 반추 .18** .20 -.02 .38

귀인 유형 ↔ 주의전환 -.46** .23 -.69 -.23

귀인 유형 ↔ 분노 .61** .25 .35 .86

귀인 유형 ↔ 부정적 구전 의도 .36** .24 .13 .60

사건 초점 반추 ↔ 자기 초점 반추 .52** .24 .28 .76

사건 초점 반추 ↔ 주의전환 -.26** .21 -.47 -.05

사건 초점 반추 ↔ 분노 .73** .28 .45 1.01

사건초점반추↔부정적구전의도 .47** .25 .22 .73

자기 초점 반추 ↔ 주의전환 .18** .23 -.06 .41

자기 초점 반추 ↔ 분노 .39** .27 .12 .65

자기초점반추↔부정적구전의도 .37** .27 .10 .64

주의전환 ↔ 분노 -.34** .27 -.61 -.08

주의전환 ↔ 부정적 구전 의도 -.15* .26 -.41 .12

분노 ↔ 부정적 구전 의도 .59** .31 .28 .90

[표 4-6]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 63 -

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

인 유형에 따라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에 영향을 미

치고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은 분노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분노가 부정적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 7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이전에 요인 간 상관계수

가 1에 근접하지는 않은지, 음오차분산이 나타나지 않는지, 또는 잠재변

수와 관측변수 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1 이상의 수치를 보이지 않

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1

에 근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음오차분산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1 이하의 값을 보였다.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 요인 간 인과관계 및 경로설정은 다음

[그림 4-2]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자유도(), Normed (/),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

형 적합도 지수는  = 517.87, 자유도() = 245 (<.01), Normed 

(/) = 2.11, TLI = .95, CFI = .96, RMSEA = .06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표 4-7]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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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hi-square()
자유도

( )

Normed 

(/)
TLI CFI RMSEA

517.87 245 2.11 .95 .96 .06

[표 4-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그림 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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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분노

가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주의전환을 중심으로 설명

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

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가설에 따른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01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결과

H1a 귀인 유형→ 사건 초점 반추 .55** .06 9.26 채택

H1b 귀인 유형→ 자기 초점 반추 .19** .07 3.21 채택

H1c 귀인 유형→ 주의전환 -.47** .07 -8.04 채택

H2a 사건 초점 반추→ 분노 .64** .07 11.47 채택

H2b 자기 초점 반추→ 분노 .13** .04 2.93 채택

H2c 주의전환→ 분노 -.21** .04 -4.58 채택

H3 분노→ 부정적 구전 의도 .59** .06 10.62 채택

[표 4-8]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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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a :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귀인 유형에 따른 사건 초점 반추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

는 .55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

라서 경기 패배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1a는 채택되었다.

2) H1b :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귀인 유형에 따른 자기 초점 반추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

는 .19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

라서 경기 패배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1b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사건 초점 반추

의 경로계수와 비교해봤을 때 패배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자

기 초점 반추보다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3) H1c : 패배에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 정도가 더 낮

을 것이다.

귀인 유형에 따른 주의전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47

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로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므로 경기 패배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 팬일

수록 주의전환 정도가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H1c는 채택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패배에 대해 외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 정도는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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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4) H2a : 사건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높

을 것이다.

사건 초점 반추 정도에 따른 분노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64

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건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일수록 분노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2a는

채택되었다.

5) H2b :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높

을 것이다.

자기 초점 반추 정도에 따른 분노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3

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일수록 분노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2b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사건 초점 반추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비교해봤

을 때 자기 초점 반추를 하는 팬에 비해 사건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일수

록 분노가 더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6) H2c : 주의전환 정도가 더 높을수록 팬들의 분노는 더 낮을 것이

다.

주의전환에 따른 분노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1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로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므로 주의전환 하는 팬일수록 분노는 더 낮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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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2c은 채택되었다.

7) H3. 팬들의 분노가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 더 높을 것이다.

분노에 따른 부정적 구전 의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59로

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분

노가 더 높은 팬일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3

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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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관람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분노와 부

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주의전환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

이다.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느끼는 분노 감

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경쟁을 동반한 스포츠 현장에

서 분노라는 감정은 경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팬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논의되어왔다(소영호 등,

2013; Maxwell, 2004; Russell, 1981).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비스 실패에

따른 소비자들의 분노와 행동 반응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상희, 2014; Hur & Jang, 2019; Strizhakova et al., 2012). 그러나 경

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흔하게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과

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스포츠 관람 팬들이 보이는 분노 감정이 팬들의 인지적 평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노라는 감정 이전에 인지적 과정을 동반

할 것이라는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람 스포츠

의 서비스 실패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경기 패배 상황에 주목하여 팬들의

인지적 평가는 귀인에서, 분노 이전의 인지적 과정은 반추와 주의전환이

라는 개념에서 찾아 분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들과 이를 검

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인 유형, 반추, 주의전환,

분노 그리고 부정적 구전 의도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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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들의 귀인 유형이 반추, 주의전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전

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은 경기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찾기 마련이다. 특히 응원하

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들은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어 졌다, 상

대 팀이 잘해서 졌다, 우리 팀 감독 잘못으로 졌다 등의 평가를 하게 된

다. 경기가 계속 반복되는 스포츠 특성상 팬들은 패배한 경기의 원인이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Carroll과 Payne (1976)은 부정적인 사건에 내적 귀인 하는 것은

미래에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적 귀인 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팬들의 평가에는 패배한 이후

경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반영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Pyszczynski 등(1989)은 부정적 상태인 피험자가 ‘나’에 주목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더 떠올리게 된다

고 말하고 있다. 패배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팬이라면 응원하는 팀이 패

배했을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보다 내부에 있을 때 과거의 패배

를 더 떠올리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배한 경기의 원

인을 찾는 팬들을 귀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더 떠

올리는 인지 과정을 반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분노 감정과 관련된 분노 반추를 분노를 느낀

사건에 집중하는 사건 초점 반추와 분노를 내면으로 돌리면서 자기 평가

에 집중하는 자기 초점 반추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또한 반추와 반대되

는 개념인 주의전환을 포함 시켜 함께 검증하였다. 스포츠를 관람하는

팬들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마치 자신이 패배한 것과

같이 반응한다(Madrigal & Chen, 2008). 따라서 경기 패배라는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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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의 반응, 평가에 집중하여 반추하기보다는 패배라는 사건 자체

에 더 집중하여 반추하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서비스 실

패 상황에서는 서비스 실패가 벌어진 사건에 집중하면서도 서비스 실패

에 대해 스스로가 보인 반응과 평가에 집중하는 반추도 스포츠 상황에서

보다는 더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반추와는 반대로 경기 패

배에 대한 원인이 팀 외부에 있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패배에 대해 벗어나려는 주의전환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보았다.

분석 결과, 경기 패배 시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주의전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 내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사건 초점 반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사건 초점 반추 정도는 아니지만 내적 귀인 하는 팬

일수록 자기 초점 반추 역시 더 하게 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내적 귀인을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 정도는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패배에 외적 귀인 하는 팬일수록 주의전환을

더 하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예상한 가설과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그 패배의 원인이 우리 팀에 있다

면 팬들은 패배한 경기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패배

의 원인이 우리 팀 외부에 있으면 패배한 경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의

를 전환하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 팬들의 반추, 주의전환 반응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에 대한 팬들의 반추, 주의전환 반응에 따라

분노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많은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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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추는 우울, 좌절,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상태에 대해 반복적이고

수동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을 더 악화시키거나 지속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Bushman et al., 2005; Denson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1). 반대로 반추와 대조되는 반응인 주의전환은 부정

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인지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usting & Nolen-Hoeksema, 1998; Van Dillen & Koole, 2007).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로 인해 팬들이 반추 반응을

보일수록 분노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패배라는 사건에

대해 집중해서 반추하게 되는 사건 초점 반추를 하는 팬이 자기 초점 반

추를 하는 팬에 비해 더 분노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Denson (2013)은

사건 초점 반추는 보복과 관련되어 분노 감정과 공격적 행동에 대한 인

지적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기 초점 반추는 심리적 각성과 분노

감정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다음 연구에서 유추해볼 때

사건 초점 반추를 통해 팬들은 더 강한 분노로 보복을 위한 공격 행동

의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반면 자기 초점 반추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분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

초점 반추에 비해 사건 초점 반추가 더 강한 분노 감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반추와 반대되는 반응인 주의전환 반응을 보이는 팬

일수록 분노 감정이 완화되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기 패배에 대해 팬들이 보이는 반추, 주의전환

반응에 따라 팬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건 초점 반추, 자기 초점 반추 반응을 보일수록 팬들의 분노

감정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 패배에 대해 주의전환 반

응을 보일수록 팬들의 분노 감정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초점 반추와 자기 초점 반추는 분노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

를 보였다. 예상한 대로 자기 초점 반추와 비교해볼 때 사건 초점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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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수록 분노 감정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기 패배에 대해 의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반추 반응을 보이는 팬들은 더 분노하게 되는데 특히 경기 패배라는 사

건에 집중하며 반추하는 팬들이 더 강한 분노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있

다. 반대로 경기 패배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하고 떨어지려는 주의전환

반응을 보이는 팬들은 더 낮은 분노 감정을 느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

었다.

3. 팬들의 분노가 부정적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로 인한 팬들의 분노 감정에 따라 부정적 구

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분노는 부정적 구전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Strizhakova et al., 2012; Wetzer et al., 2007). 분노 감정은 누

군가를 해치는 것을 원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

는데, 부정적 구전 의도의 목적과 매우 비슷하다(Wetzer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기 패배에 대해 팬들의 분

노가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패배로 인해 느낀 분노 감정에 따라 부정적 구전 의

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상대로 경기 패배로 더 강한

분노 감정을 느낄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를 관람하고 더 강한 분노를 느낀 팬

일수록 타인에게 그 경기 또는 구단 및 협회를 포함한 그 팀에 대해 부

정적으로 말할 의도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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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경기 관람 시 팬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분노 감정은 관람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단 및 협회 입

장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 관람 시 팬들이 보이는

분노 감정에 집중하였다. 특히 분노가 나타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노 감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팬들의 분노 감정

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갖는다.

둘째, 반추, 주의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졌다. 팬들의

감정을 주제로 한 연구가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

노라는 감정에 대한 선행 요인을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

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Thomsen (2006)은

목표로 했던 결과와 다른 상황에 놓이거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지적 평가

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귀인 유형이 분노의 원인으로 보는 데에 있어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개념은 팬들의 분노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배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분노 감정에 이르는 과정을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흔하게 느끼는 분노라는 감

정에 대한 선행 요인을 검증하였다. 관람 스포츠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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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 이전에도 진행되었다. 그

러나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한 행동 의도, 반응 등 분노 이후에 단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상희, 2012; Strizhakova et al., 2012).

패배라는 부정적 상황에 노출된 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분노를 느끼게

되는지, 어떤 요인이 분노를 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팬들의 분노 이전에 단계에 주목하여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분노 감정이 생기고 그에

따라 분노 감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분노 이후에 주목하는

연구는 팬들의 분노 감정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분노 이후의 단계에 주목하는 연구 못지않게 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팬들의 분노를 관리하는데

시사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흔하게 발생

하지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분노 이전 단계에 대

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가적으로 평가,

인지, 감정, 행동 의도에 이르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귀인, 반추, 주의전

환, 분노, 구전 의도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람 스포츠 서비스의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프로 구단

또는 협회는 경기의 승패를 컨트롤 할 수 없다.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승패에 따른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르다. 구단 및 협회가 주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팬들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승패라는 상황

이 매번 주어지는 스포츠 서비스 특성상 패배 상황에 좀 더 주목할 수밖

에 없다. 특히 경기 패배에 대한 강한 부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분노

감정을 보이는 팬들에게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분노 감정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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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 보복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귀인 유형에 따른

반추와 주의전환 반응으로 검증했다. 경기 패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팬들이 더 반추하게 되는 반면 경기 패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팬들

은 결과에 대해 반추하기보다 주의전환 반응을 보인다. 반추는 분노 감

정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반응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구단 및

협회는 가능한 팬들이 경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우리 팀 내부에서 찾지

않게끔 해야 한다. 팀·선수, 감독과 코치진 등과 함께 경기력을 유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팬들

이 계속 반추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즉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 팬

들이 내적 귀인 하도록 만드는 것이 팬들이 패배에 대해 반추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단 및 협회는 경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 팬들이 반추

하지 않고 주의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 시키는 것이 팬들의 분노 감정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전환을 하는 팬들은

분노 감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끝나고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 팬들이 반추하지 않고 주의전환 할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 등을 기

획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다 끝나고 경기장에 방문한 팬들을

상대로 경품 추첨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게임 이벤트를 진행해볼

수 있다. 경기에서 진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구단 및 협회가 주도

하여 의도적으로 주의전환 시킨다면 분노 감정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기 패배라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서 비롯된 팬들의 분노 감정과 관련해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팬들의 분노 감정에 대한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학

문적 이해를 돕고 구단 및 협회의 입장에서 팬들의 분노를 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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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거로써, 본 연구는 관람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결론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람 스포츠 서비스의 고객인

팬들의 감정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감정은

소비자의 행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실패 상황이라고 느끼는 부정적 상황에서 팬들의 감

정은 긍정적 상황에서보다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더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분노 감정은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한

부정적 행동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감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와

대처가 중요시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람 스포츠의 소비자인

팬들의 분노 감정에 주목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패배에 초점을 맞추어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라

반추, 주의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반추와 주의전환이

라는 인지 반응이 분노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분노 감정이 부정

적 행동 의도로써 부정적 구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분노 감정에 대한 이전

과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평가, 인지, 감정, 행동 의도에 이르는 분노

의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패배 시 귀인 유형에 따라 팬들이 보이는 반추와 주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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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할수록 사건

집중 반추와 자기 초점 반추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주의전환 반응은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경기 패배 시 팬들의 반추, 주의전환 반응은 분노 감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사건 집중 반추와 자기 초점 반추 정도가 높은 팬

들은 분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주의전환 정도가 높은 팬들은 분

노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경기 패배에서 비롯된 분노는 팬들의 부정적 구전 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 경기 패배로 인해 분노 정도가 높은 팬일수록 부정적 구전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 패배 시 팬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을 귀인 유형에 따

라 반추와 주의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또한 관람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단 및 협회가 팬들의 분노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팬들의 분노 감정을 관리, 대처하는 이론적 토

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실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

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인지, 감정을 설명하는 참고문헌을 기반

으로 평가, 인지 반응, 감정,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연

구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와 감정 사이의 선·후 관계를 다

르게 설명하기도 한다. Strizhakova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분노라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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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후에 반응으로 반추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Zajonc과 Markus (1982)는 인지와 감정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도 내가 화가 먼저 나고 반응을 하는지, 어

떤 인지적 반응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한 반추 반응에 따른 분노 감정을 명확한 선·후 관계로

설정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참여자에게 경기 패배 경험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설문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노 감정이라는 과거에 느꼈던 강한 감정이 회

상을 통해 설문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모든 감정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회상 방법, 자기 평가 방법을 통

한 감정의 측정이 분노라는 강한 감정을 측정하는 데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경기장을 찾아 패배한 팀의 팬들을 대상

으로 직접 설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관람을 대상으

로 한 설문은 경기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경기의

내용에 따라 귀인 유형, 분노와 같은 변인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는 표본

이 다양한 경기를 통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계점을 비롯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느끼는 팀과 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관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응

원하는 팀이 없이 스포츠 자체를 관람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찾는 팬부터

팀은 곧 나라고 생각하며 팀이 패배하면 마치 팬 본인이 패배한 것처럼

느끼는 팬도 존재한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

을 팀 동일시, 관여도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역시

팬들의 팀 동일시, 관여도를 고려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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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팀 동일시, 관여도와 같은 팬

과 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훨씬 다양한 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풍

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하여 설문 방법 외에 다른 연구방법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계점에서도 드러나듯이 분노라는 매우 강한 부정

적 감정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모든 감정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렵

다. 그러나 경기장에 직접 방문하여 패배한 팀 팬들에게 경기 직후 측정

을 한다면 설문 방법과 비교해볼 때 좀 더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고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연구자의 노력과 많은 연구 참가자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 쉽지 않겠지만 본 연구의 디자인을 고려해볼 때 가장 타당

하고 적합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델을 가지고 귀인 유형과 분노 사이의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분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귀인 유형에 따른 반추, 주의전환과 반추, 주

의전환에 따른 분노 감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추가적으로 반추, 주의전환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팬들의 귀인 유형에

따른 분노 감정의 정도를 결과로 제시한다면 팬들의 분노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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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석사과정

김진국(rlawlsrnr03@snu.ac.kr)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유겸

Step1. 귀하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한 관람 경험 중 ‘화가 났던’

경기를 떠올려보세요.

(대상은 국가대표팀, 프로 스포츠팀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Step2. 그 경기를 잠시 회상한 뒤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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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관람한 경기에 대한 패배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

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귀인 유형

2. 다음은 경기 패배에 대한 반추와 주의전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

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1) 사건 초점 반추

우리 팀의 패배원인은? 점수 우리 팀의 패배원인은?

①
외부환경에영향을받은것이다.

(상대 팀·선수, 심판, 운)
1 2 3 4 5 6 7

팀 내에서 유발된 것이다.

(우리팀·선수, 감독및코치)

②
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팀·선수, 감독및코치)
1 2 3 4 5 6 7

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팀·선수, 감독및코치)

③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상대 팀·선수, 심판, 운)
1 2 3 4 5 6 7

내부요인 때문이다.

(우리팀·선수, 감독및코치)

④
팀 외부에서 발생한다.

(상대 팀·선수, 심판, 운)
1 2 3 4 5 6 7

팀 내부에서 발생한다.

(우리팀·선수, 감독및코치)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얼마 동

안 생각하게 된다.
1 2 3 4 5 6 7

② 응원하는 팀의 패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떠오른다.
1 2 3 4 5 6 7

③ 나는응원하는팀이패배한경기가자기전에문득생

각날것같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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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초점 반추

3) 주의전환

④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이 한동

안 나를 속상하게 만든다.
1 2 3 4 5 6 7

⑤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1 2 3 4 5 6 7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사건에 대해 내가 어

떻게 반응했는지를 계속 회상한다.
1 2 3 4 5 6 7

②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로 인해 내가 화가 났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6 7

③ 나는내가응원하는팀이경기에서패배한사건이왜나

에게일어났는지생각한다.
1 2 3 4 5 6 7

④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의 내 반응을 계

속 생각한다.
1 2 3 4 5 6 7

⑤응원하는 팀 패배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계속 생각한다.
1 2 3 4 5 6 7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대한 기억을 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한다.
1 2 3 4 5 6 7

②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대한 기억을 지

우려고 한다.
1 2 3 4 5 6 7

③ 나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 패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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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경기 패배 경험에서 귀하가 느낄 수 있는 분노 수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

변해주세요.

1) 분노

4. 다음은 경기 패배 경험에서 귀하가 느낄 수 있는 부정적 구전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회상한 경기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1) 부정적 구전 의도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 때문에 화가 난

다.
1 2 3 4 5 6 7

② 응원하는 팀의 패배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1 2 3 4 5 6 7

③ 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패배가 불만스럽다. 1 2 3 4 5 6 7

④ 나는 응원하는 팀의 패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6 7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응원하는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말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6 7

② 나는 응원하는 팀, 선수 또는 감독 및 코치를 타인

에게 폄하할 의도가 있다.
1 2 3 4 5 6 7

③ 나는 앞으로 응원하는 팀 경기 관람에 대해 타인에

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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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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전문대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⑦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① 월 100만원 미만

② 월 100만원 이상 월 200만원 미만

③ 월 200만원 이상 월 300만원 미만

④ 월 300만원 이상 월 400만원 미만

⑤ 월 400만원 이상 월 500만원 미만

⑥ 월 500만원 이상

5) 귀하가 응원하는 팀 경기 평균 관람 횟수는?(모바일, TV시청 모두 포함)

① 1년에 3회 미만

② 1년에 3회 이상 6회 미만

③ 1년에 6회 이상 12회 미만

④ 월 1회 이상 월 4회 미만

⑤ 주 1회 이상 주 5회 미만

⑥ 주 5회 이상

6) 귀하가 팀을 응원한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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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ttribution Type,

Rumination, Distraction on Sport

Fan’s Anger and Negative

Word-of-Mouth

Jinguk Kim

Global Sport Managemen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watching sport events has become part of popular

culture as a leisure activity. As watching sport events industry has

expanded due to the growth of mass media,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port fans as consumers.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sport fan’s emo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closely

related to sport consump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anger of

sport fans following their team’s defeat. Anger, as a powerful

negative emotion, is also a common emotion elicited by watching

sport events. Sometimes fan’s behaviors going with anger make other

fans unpleasant and damage sport events directly or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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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eams or organizations should manage their fans focusing

on fan’s anger. In fact, several studies in sport settings have focused

on anger of athletes influencing their performanc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anger of fans of watching sport event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fan’s anger

following their team’s defeat. This study looked into fan’s anger

through attribution type, rumination and distraction when the team

was defeated which was different from fan’s expectation. Furthermore

the study observed fan’s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s toward

teams or organizations which were caused by fan’s ange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fans who had the experience of

watching sport events(n=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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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suggested that fan’s rumination and distractio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an’s attribution type. The more internal

attributions fans formed following team’s defeat the more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and self-focused rumination they had.

Whereas, the more external attributions fans formed following team’s

defeat the more distraction they had.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fan’s ang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fan’s rumination

and distraction.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and self-focused

rumination increased fan’s anger. Especially,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had a stronger effect than self-focused rumination. On the

other hand, distraction decreased fan’s anger. And finally, fan’s anger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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