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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장 서비스인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의 서비스 실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를 느낀

소비자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차

별강화, 익명성, 충성도가 스포츠 경기장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 대상자는 한국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342

명으로 시나리오 기법과 설문을 통해 분노와 불만족 정도(고 vs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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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와

AMOS 25.0을 통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원웨이 아노바 분석,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의 차이(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관계에서 차별강

화와 충성도만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一

주요어 : 스포츠경기장 서비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

학 번 : 2019-2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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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소비자의 소비 행동(consumption behavior)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서비

스 수준(service quality)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소

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성을 증가

시킨다(Ko, Zhang, Cattani, & Pastore, 2011).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 전달

과정, 소비의 목적, 그리고 종합적인 소비 경험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

하고 결정한다(Ko & Pastore, 2004). 현대사회에서 서비스 수준은 소비자

의 소비를 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도 꾸준히 연구되어온 주

제이다(Martínez, Chelladurai, & Harada, 2010; Alexandris, Dimitriadis, &

Kasiara, 2001). 프로스포츠(Wakefield & Blodgett, 1996), 피트니스

(Papadimitriou & Karteroliotis, 2000),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여가 서비스

(Ko & Pastore, 2004, 2005)와 같은 스포츠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은 고객의 만족 그리고 유지에도

관련이 있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lexandris, Zahariadis,

Tsorbatzoudis, & Grouios, 2004). 소비자는 서비스의 경험에 따라 소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 형태가 달라지는 경향이 높고(최철재, 2017),

소비에 걸맞은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김순희, 2014). 서

비스는 소비 행동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두드러지기에(Chen, Wang, Huang, & Shen, 2016), 소비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Booms & Bitner, 1982).

스포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 행동은 스포츠에서 이윤 창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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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포츠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중요성과 역할은 크게 자

리 잡고 있으며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업은 고객의 서비스

경험과 그에 따른 품질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 집중 산업이며, 소비

자의 기대와 서비스에 대한 경험으로 결정되는 평가는 관광 분야의 수입

증가와 성장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에 결정적이라고 하였다(Stickdorn &

Schwarzenberger, 2016). 큰 규모의 테마파크에서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은

서비스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러한 서비스 역할은 대형 병원, 전시회, 박람

회, 대규모 이벤트 등의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된다(안연식, 2020). 의

료분야에서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병원이나 의료보험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로부터 고객들이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종호 & 이영희, 2004),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도에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며 이는 고객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 조직의 경쟁에서도 효과적이다(박종오 & 황용철,

2007). 휴양시설의 경우 물리적인 시설과 직원의 태도에 따라 고객이 느끼

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고, 금융서비스에서는 신뢰성을 바

탕으로 고객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형할인점

은 고객 응대에 따른 서비스가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하위요인들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곧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진수, 2006).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행동과 고객 유치에 필

요한 도구이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비스의 영향력 및 중요성은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서비스는 스포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

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기태, 2011). 스포츠 소비자의 만

족도를 높이는 데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구현 & 박세혁, 2012).

서비스(service)는 제품(product)과는 다르고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될 때

소비자의 소비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Booms & Bitner, 1982). 또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많은 상황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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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소비 결정을 하기 전에 영향을 미친다(Reimer & Kuehn, 2005). 기

업은 제품보다 위험 요소가 더 큰 서비스로부터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비자의 사전행동과 소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반응하고

대응하여 추후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Sánchez-García

& Currás-Pérez, 2011). 소비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조기 경고 및 진단함으로써 중요하게 여

겨질 수 있다.

서비스는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하며 소비자가 스포츠 시설이나 경기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림과 동시에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akefield & Sloan, 1995). 서비스가 동시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관람

스포츠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관람

스포츠 상황에서의 소비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경기

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elnick(1993)는 경기장의 디자인 그리고 음식의 맛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경기 외적인 것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itner(1992)는 경기장 환경이 관중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경기장에서의

경기관람에 대한 의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경기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리적인 환경, 경기, 직원이 있으

며, 이는 소비자의 경험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Carlson & O’Cass,

2010). Bitner(1992)는 인간의 행동은 서비스스케이프(servicescape) 또는

물리적 환경(physical surroundings)에 영향을 받으며 방문, 접근, 소비, 이

탈과 같은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스포츠에서 핵심제품(core product)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기(game)이며, 경기의 플레이 수준과 결과 그리

고 팀 특성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요한 소비를 끌어낸다(Harrolle &

Trail, 2007; Schaaf, 1995). 소비자의 만족 정도는 직원의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 스킬(skill)에 따라 달라진다(Solomon, Czepiel, &

Surprenant, 1985). 또한 직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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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Hartline & Ferrell, 1996).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

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서

비스에서 핵심제품(core product)과 보조 서비스(ancillary service)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Mittal, Kumar, & Tsiros,

1999). 스포츠경기장에서 서비스 실패는 소비자의 방문율을 낮추고 수입에

도 영향을 미친다(Greenwell, Fink, & Pastore, 2002). 그리고 스포츠에서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

조되고 있으며 서비스 실패는 단순히 소비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식과 추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Um & Lau, 2018). 스

포츠 관람 경험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와 충성도 또한 달라진다

(Bodet & Bernache-Assollant, 2011). 충성도(lotalty)는 스포츠팀에 대한

강한 태도의 결과로 나타나며(Funk & James, 2006), 낮은 충성도를 가진

소비자는 부정적인 구전 의도 행동이 높다(Duygun, 2015).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소비자는 부정적인 감

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부정적인 행동 의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

이 높아질 수 있다. 마케터에게 소비자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부정적인 감정 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Yi & Baumgartner, 2004).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

해 부정적인 감정과 서비스 평가는 고객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중요

한 요인으로 여겨졌고 이는 재이용 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김세윤, 전

용배, 최의열, 2017). 서비스와 부정적인 감정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Um & Lau, 2018),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소비자는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느끼고 불평이나 부정적인 구전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Zeelenberg & Pieters, 2004). 불만족 감정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불만족(dissatisfaction)과 분노(anger)는 다른 감정

으로 볼 수 있다(Bougie, Pieters, & Zeelenberg, 2003). 부정적인 감정과

구전 의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

그리고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

구가 필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이 기업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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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기업의 포지셔닝

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분노는 부정적인 구전 의도를 상당히 높인다(Ludwig, Heidenreich,

Kraemer, & Gouthier, 2017). Richins(1983)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소비

자는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며, 서비스로부터 불만족을 느낀 소비자는 자신

의 감정과 경험을 남에게 표출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은 긍정적인 구전과는 다르게 브랜드 희석(brand dilution), 주식 수익

률 변동성 및 전반적인 기업 가치 하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하면 기업의 홍보에도 치명적인 상황을 초

래할 수 있다(Balaji, Khong & Chong, 2016). 또한, 소비자는 부정적인 의

견을 통해 제품의 구매나 사용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싶어하기에 부

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Yin, Mitra

& Zhang, 2016). Marinova(2021)는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미국 성인의 82%가 리뷰를 확인하는데 그중

82%는 특히 부정적인 리뷰를 찾는다; 한 번의 부정적인 리뷰는 40명의 긍

정적인 고객 경험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리뷰의 금액은 약 1달러로 측정

되는데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데는 약 300만 달러가 소비된다; 부정적

구전 마케팅 통계에 따르면 96%의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회사에 직접 불만

사항을 표출하지 않는 대신 최소 9명에서 최대 15명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나쁜 경험을 공유한다; 91%의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불만족

경험을 한 기업에서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매출과 평

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서비스 관리자

가 적절한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일으

키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을 온라인에서 친구,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인터넷은 소비자에게 소비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Hennig, Gwinner, Walsh, & Gremler, 2004), 누구나 자신의 경험

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Duan, Gu, & Whinston, 2008). 온라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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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더 많은 흥미

를 느끼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더 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특히 부정적

인 정보가 긍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정보보다 평가하는 데 더 유익하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특별히 보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구전은 단순히 기업

에게 해로울뿐만 아니라 소비자 반응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Bambauer-Sachse & Mangold, 2011).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온라

인 게시판, 뉴스 그룹, 블로그 리뷰 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같

은 전자 미디어의 형태로 확장되었다(Li & Du, 2011).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과 특징을 바탕으로 온라인 구전(online word of

mouth, O-WO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전이 나타났다.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 구매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소비자와 제품과

관련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신속한 방법이다(Cheung & Lee, 2012).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전을 통해 다른 소비자가 경험한 서비스 의견에 영

향을 받는다(Hennig-Thurau, Gwinner, Walsh, & Gremler, 2004). 온라인

구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소비 행동을

장려하거나 저해한다(East, Hammond, & Wright, 2007). 그동안의 온라인

구전 연구에서 특히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negative electronic word

of mouth)이 소비자 행동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Verhagen, Nauta,

& Feldberg, 2013), 부정적인 의견을 줄이기 위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경

험을 한 고객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Van & Willemsen, 2012). 26%의

소비자는 친구나 가족이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브

랜드를 완전히 피하고(Todorov, 2021), 미국의 Black hat 회사는 한 달에

10,000달러를 소비자의 의견을 관리하는데 투자한다(Marinova, 2021). Nam

et. al. (2020)는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

(anonymity)이 커지면서 온라인 구전은 더 쉽게 공유된다고 하였다. 익명

성은 사람들의 합리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인지하는 합리화에

따라 온라인에서 악성댓글과 같은 높은 폭력성과 일탈 행동을 보인다

(Lowry, Zhang, Wang, & Siponen, 2016). 사회학습이론에서 나타나는 특

징 중 하나인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부정적인 행동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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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의미를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

이 크다(Akers, Krohn, Lanza-Kaduce, & Radosevich, 1995).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와 소비자 태도의 지속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Lis & Fischer, 2020). 이러한 부정적인 구전은 기업의 평판

을 망치고 소비자는 긍정적인 구전보다 부정적인 구전을 더 공유하며 기

업은 부정적인 구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잃을지 알 수 없다

(Marinova, 2021).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익명성,

차별강화 그리고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충성도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앞에

서 설명된 변수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스포츠소비 상황에서 서비스 불만

족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은 인터넷이 일상이 된 요즘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행동은 많은 분야에서 관심받는 연구 주제이며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감정을 오프라인보다 더욱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생각과 니즈를 파악하기는 예전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새로운

마케팅 전략 구축 그리고 고객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불만족스러운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행동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상황에서 나타나는 익명성과

차별강화 그리고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충성도가 온

라인 상황에서 스포츠경기장 서비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소비자

의 행동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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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람 스포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경기장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불만족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알아보고, 경기장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온

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조절 변인으로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행

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보통 소비 행동에서 소비자가 타인으로부터 불만족스러운 경험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소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각자

의 경험을 가까운 지인 혹은 타인들에게 공유하거나 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어떠한 소비 행동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타 분야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소비자 행동이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온라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별강화와 익명성

그리고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충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발

된 불만족 감정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발

된 분노 감정이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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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발

된 불만족 감정에 차별강화가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발

된 불만족 감정에 익명성이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

발된 불만족 감정에 충성도가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섯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

발된 분노 감정에 차별강화가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곱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

발된 분노 감정에 익명성이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덟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핵심제품, 서비스 직원)로부터 유

발된 분노 감정에 충성도가 조절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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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와 예상을 충족시켰는가

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된다.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기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요구 충족과 고객의 요구를 통해

달성될 수 있고 서비스품질은 기대 서비스와 지각 서비스의 두 가지 요인

으로 나타난다(Sihombingc & Sitorusd, 2020).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반응

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서비스 경험을 통한 고객의 만족은 소비 행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

고객은 서비스 경험의 세 가지 상호 관련 구성 요소를 경험한다: 물질

적 환경=시설, 서비스 직원=직원, 그리고 서비스 혜택=핵심제품 또는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물리적 환경, 직원, 경기 부

분은 스포츠에서 소비자들이 관람 스포츠를 즐기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이다(Langeard, Bateson, Lovelock, & Eiglier, 1981). 또한

스포츠 관람 상황에서 서비스품질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Theodorakis, Alexandris, Tsigilis, & Karvounis, 2013). Greenwell et. al.

(2002)는 스포츠에서 핵심제품이라고 여겨지는 경기의 수준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팀 성적, 상대의 수준, 경쟁 순위, 선발 선

수들과 같은 요소를 말하며 소비자의 관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고객 경험은 서비스 직원이 핵심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Chelladurai & Chang, 2000). Bitner (1992)는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 직

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핵심제품의 결과와 관계없이 고객의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핵심제품인 경기력(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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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quality)이 좋지 않을 때는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과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개선하여 팬들이 경기(games)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

야한다(Foroughi, Nikbin, Hyun, & Iranmanesh, 2016). 기존의 연구에 따

르면 시설과 직원 요소는 고객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지만, 핵심제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향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

되지 않았다(Zhang, Smith, Pease, & Lam, 1998).

1-1. 물리적 환경의 개념 및 특징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들이 소비 경험을 할 때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기

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조원득 (2015)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수준은 주변 조건(ambient

conditions)(온도, 향기, 음악 등 비 시각적 측면), 시설 디자인(facility

design)(시설의 배치),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고객들 간의 상호작용)

등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구에서 고객의 서비스 수준 평가

에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ady & Cronin, 2001).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가 기대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평가하기에 그들의 인지 수준

과 감정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바로 소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리적

시설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이며(Crane & Clarke,

1988) Bitner(1990)은 체계적이지 않은 환경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평가에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물리적 환경이 고려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적 환경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주변 조

건, 시설 디자인, 사회적 요인은 어디든 적용 가능하고(Brady & Cronin,

2001), 헬스클럽의 경우 물리적 환경의 수준은 시설 내의 시설, 장비, 대기

와 관련된 서비스의 유형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Alexandris et al.,

2004). 그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은행, 소매점 그리고 병원과

같은 곳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의 행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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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곳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Booms & Bitner, 1982).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소

비자가 인지하는 경기장 상태 및 수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포츠 경기관람에서 경기장 환경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얼마나 즐기는지

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akefield & Sloan, 1995).

이처럼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만족도

가 달라질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의 영향은 소비자들의 행동과 고객의 귀속

및 만족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Bitner, 1990). 스포츠 시설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면 고객충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민

철, 김세원, 이동헌, 2019).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장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

는데 스포츠의 관람 수준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김홍

설, 1999).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받거나 경험을 하면 경기장

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

해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경기

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은 경기장에 머무르려는 욕구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

대되며 아마도 관중들을 일찍 떠나게 하고 이후에도 관중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회피하도록 이끌 것이다(Bitner, 1992).

1-2. 핵심제품의 개념 및 특징

Kotler (1989)는 제품(product)을 관심(attetion), 획득(acquistion), 사용

(use) 또는 소비(consumption)를 위해 시장(market)에 제공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욕구(want)나 필요(need)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제품

은 핵심제품(core product), 실제 제품(actual product) 및 증강 제품

(augmented prodct)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

포츠에서 코어 관중 스포츠 제품(core spectator sport product)을 실제 경

기장에서의 이벤트로 정의했다(Masteralexix, Barr, & Hums, 2009).

Schaaf (1995)에 따르면, 스포츠 행사의 핵심제품은 게임 결과의 불확실성

에 기초한 경쟁의 오락, 또는 스포츠 행사의 흥분과 관련된 물리적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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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였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경기와 팀 수준을 스

포츠에서 제공하는 제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핵심제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

한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Foroughi, Nikbin, Hyun, & Iranmanesh,

2016). 이 두 가지 구성을 경기(game)의 플레이(play)와 결과(outcome)의

수준(quality)으로 명명하고 팀 특성은 팀 스탠딩(team standing), 우승률

(winning percentage), 스타플레이어 수(number of star players), 팀 이

력(team history)을 바탕으로 홈 팀 기본 기능에 대한 고객 인식을 참조

하는 반면, 선수 성능으로 선수들의 신체적(physical), 기술적 우월성을

잘 수행하고, 열심히 플레이하고,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한 고

객 인식(customers perceptions)을 말한다(Harrolle & Trail, 2007). 스포

츠에서 경기 수준과 선수의 플레이는 관객 또는 팬 즉 소비자들이 스포

츠를 소비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소비 행동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Foroughi et. al. (2016)는 팀 스포츠에서 핵심제품인 스포츠 경기 수

준(core product quality)은 관중의 감정과 행동 의도에 중요하다고 하였

다. Masteralexix et. al. (2009)는 스포츠 경기의 수준은 실제 경기 측면

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이며, 스포츠 마케터들에게 독특한 도전과제를 만

들어주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마케터들이 팬

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감정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unningham & Leigh, 2011). Holt (1995)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은 긍정적인(positive) 감정(흥분감 등)에서부터 부

정적인(negative) 감정(분노와 실망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팬의 관람에 대한 스포츠 경기 수준과

감정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클럽 관리자가 관중의 관람을 증가시키고 고

객 유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 개발을 돕는데 중요하다(Foroughi et al.,

2016). 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스포츠를 관람하면

서 경기나 팀 또는 선수로부터 감정을 느끼고 이는 스포츠에 대한 소비

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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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비스 직원의 개념 및 특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무형적(intangible)이고 분리 불가능

(inseparability)으로 특징지어지기에, 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나는 대인관

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s)은 서비스 수준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Brady & Cronin, 2001). 스포츠산업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수준 연구의 대부분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에 대한 직원의 중

요성을 지지했다(Alexandris et al., 2001). 이러한 상호작용은 직원과 고

객의 접촉 상황에서 서비스 교환의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다(Hartline &

Ferrell, 1996). 직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은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할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

가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전달은 접촉 직원과

고객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기에, 접촉 직원의 태도와 행동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wen & Schneider, 1985).

유사하게 Gronroos (1990)는 직원들의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 그

리고 능력(skills)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요소들이라고 하였다. 소비

자가 평가하는 직원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

충성도와도 관련이 있다(이승연, 정규엽, 정웅용, 2013). Bitner (1990) 또

한 직원과 고객 상호작용을 실패한 서비스 상황 해결에 있어서 직원들의

태도(demeanor), 행동(actions), 그리고 기술(skill) 세 가지 측면으로 나

누면서 그중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 소비자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 기술 품질과 서비스 환경의 고객 평가와 결

합하여 서비스 수준을 정의한다고 하였다.

1-4. 서비스와 불만족의 관계

많은 스포츠마케팅 연구자들은 경기 만족도(game satisfaction)와 서비

스 만족도(service satisfaction)의 두 가지 유형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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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field & Blodgett, 1996). 관중들의 만족을 ‘경기 중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 및 보조 서비스의 오락에 대한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반응’으로 정의

했다(Yoshida & James, 2010).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긍정적인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Carlson &

O’Cass, 2010). Theodorakis et. al. (2013)의 연구 결과는 팀 성과(team

performance)와 경기 수준(game quality)이 관중 스포츠의 맥락에서 서비

스 수준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관중의 만족과 행동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비스 실패는 고객의 불만족과 관련이 있기에

소비자 행동 및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Folkman &

Moskowitz, 2004).

서비스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서비스 실패는 소비자의 부정

적인 감정(negative emotions)과 고객 불만족(customer dissatisfaction)을

유발한다(Anderson, Baggett, & Widener, 2009).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료

시설, 장비, 대기실 및 기타 물리적인 측면 또는 의사 및 기타 보건 종사자

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서비스 직원 측면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우

면 불만족을 느끼거나 그 이상 더 높은 수준의 감정인 분노를 느낄 수 있

다(Fernández-Castillo & Vílchez-Lara, 2015). 서비스 마케팅 연구자들은

핵심제품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고객 만족과 행동 의도의

선행 요소로 공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Mittal, Kumar, & Tsiros, 1999).

스포츠 소비자들이 경기 패배 후 불만족스러워 할 때, 예를 들어 경기장

시설 및 직원과 같은 서비스 관련 요소들에 대한 만족을 사용하여 경기

만족도의 감정을 분리하고 미래의 소비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Yim &

Byon,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만족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이론

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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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비스와 분노의 관계

Gelbrich (2010)는 감정의 귀인과 평가 이론(the attribution and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을 바탕으로 이전의 연구는 외부 소스(제공자)를 탓하

는 것이 분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황적 출처(불리한 조건)를 탓

하는 것은 좌절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분노와 좌절은 종종 서비스 실

패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분노 감정을 느낀 고객들은 종종 비난받

을 만한 조직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 즉 대칭적인 대처에 관여하고 분노는

앙심을 품고 불평하는 것을 촉진한다(Grégoire & Fisher, 2008). 이러한 상

황은 서비스 실패의 맥락에서 부정적인 구전을 추구하는 지원

(support-seeking negative word of mouth)을 포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불평(problem-solving complaining)을 포함한다(Gelbrich, 2010). 분노는 서

비스 실패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간주된다(Kalamas,

Laroche, & Makdessian, 2008). 또한,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분노

는 회사로부터 불만족스러운 소비 경험에 대한 반응이다(Bougie et al.,

2003). 분노는 대개 높은 수준의 공격성(aggression), 압박(strain), 그리고

지각된 불공정성(perceived unfaireness)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고객들은 회

사에 복수(revenge)를 위한 분노 표출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 대한 공정성

위반(faireness violations)을 보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구전(negative word

of mouth)을 나타낸다(Grégoire & Fisher, 2008). 높은 수준의 무력감

(helplessness)을 인식하는 분노한 고객들이 앙심을 품은 부정적인 구전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Gelbrich,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분노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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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만족의 개념 및 특징

불만족(dissatisfaction)은 구매 그리고 소비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소

비자가 소비하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반응으로 인한 인지 또는 정서적으로

불편한 상태로 정의한다(Fornell & Wernerfelt, 1987). 소비자의 불만족스

러운 감정 상태는 후속 불편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근거를 제공한다

(Westbrook, 1983). 불만은 실제 사용 후 사전 기대치가 예상보다 낮거나

예상보다 더 나쁠 때 발생한다(Seo & Um, 2019). 고객의 불만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자신의 경험을 초과할 때 발생하고 서비스

실패에 따른 서비스 회복 실패는 고객의 후회와 실망을 통해 종종 나타나

는 고객 불만을 이야기한다(Xu & Li, 2016). 또한, Oliver (1980)는 불만족

을 구매 또는 사용 후의 기대치와 결과 사이의 부정적 불일치로 정의하였

다. 불만족은 제품 획득 또는 소비의 특정 시점에 다양한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불쾌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서비스품질은 제품의 전반적인

우수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인지적 판단으로 나타난다(Um & Lau, 2018). 불

만족은 소비자가 소비 전후와 같이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

정이며 이는 소비 과정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Bougie et. al. (2003)는 불만족을 느낀 소비자는 왜 서비스 실패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한다고 하였다. 고객의 불만족은 소

비자의 소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 정도에 따라 브랜드 충

성도 또는 반복 구매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Kasper, 1988). 많은 연구가

서비스 실패 시 불만족이 소비자들에게 공급업체(supplier)를 떠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불만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Sánchez-García & Currás-Pérez, 2011). 이러한 불만족 경

험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불만족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asper (1988)는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할 때 지각하는 문제의 정도 그

리고 인지하는 만족이 반복 구매 행동과 같은 소비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불만은 실망한 태도와 제품에 대한 분노를 초래



- 17 -

할 수 있으며 제품을 결정하거나 떠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Cho, 2011). 불만을 품은 고객들은 불평, 다른 회사 선택, 입소문, 고객 무

관심 등 부정적인 행동 반응을 보인다(Zeelenberg & Pieters, 2004).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환자가 서비스 사용 전, 도중 또는 후에 서비스

가 더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환자에게 불만이

발생한다(Um & Lau, 2018). 이러한 불만족 감정을 느낀 소비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음 소비 행동에서 그전과는 다른 행

동을 나타낼 수 있다.

소비자의 불만은 고객이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다(Sihombingc & Sitorusd, 2020). 불만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만족감

을 높이기 위해 다음 소비에서 대체 브랜드를 찾아 구매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바꿀 확률이 높다(Dharmmesta, 1999).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장점

을 과장하고 기대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불만족

으로 이어질 수 있다(Kotler, 1991). 소비자의 만족도를 기본적으로 기대와

성과 또는 기대 결과의 차이를 포함하고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1)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는 받아들이는 결과가 기대보다

더 나은 것이다. 2) 받아들인 결과가 예상 결과와 일치하는 단순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Shimp & Madden, 1988). 결국 불만족스러운 소비자는 다

른 브랜드로 옮겨가면서 구매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Sihombingc &

Sitorusd, 2020). 소비자의 자아에서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다른 브랜드

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기에 다른 브랜드

로 옮기는 것이다(Ranaweera & Prabhu, 2003).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

비자가 소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만족 요인들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앞으로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2-1. 불만족과 분노의 관계

Bougie et. al. (2003)는 분노와 불만은 같은 수준의 감정으로 볼 수 없

고 분노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감정 그리고 불만족은 공급자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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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많은 감정 이론가들은 만족과 불만족 감정으로

긍정 부정 감정으로 식별하고 분노는 다른 감정으로 본다(Ortony, et al.,

1990).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불만족은 분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ánchez-García & Currás-Pérez, 2011).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은 직

접적이고 중요한 효과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는 중요한 선행 요소이며 정

서적 변수는 분노와 같은 감정과 관련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

이 레스토랑 경험에 영향을 미칠수록 고객 불만의 수준이 높아진다

(Velázquez et al., 2009). 소아 응급처치 아동 부모의 불만과 분노와 관련

된 요인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는데 소아 응급 서비스에서 병원에서 느끼

는 불만족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

(Fernández-Castillo & Vílchez-Lara, 2015). 이러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과 분노의 직접적인 영향은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조사되고 있다(Funches, 2011). 불만족과 분노는 부

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선행연구를 보면 서비

스 상황에서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만족 감정과 분노 감정의 차

이점을 확인하고 두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

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2.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불만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댓글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Song & Im,

2017). 불만족 소비자가 불평 행동을 나타낼 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아

무런 사전 경고 없이 부정적인 댓글을 퍼뜨린다(Grégoire et al., 2015). 일

부 소비자들은 즉시 웹사이트에 눈을 돌리거나 검토하여 판매자에게 연락

하지 않고 부정적인 리뷰(negative reviews)를 게시하여 해결책,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Blodgett & Anderson, 2000). 불만족스러운 감정

을 느낀 고객들은 형편없는 경험에 따라 부정적인 입소문 커뮤니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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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Goldenberg et al., 2007).

직원의 무례함과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리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고

(Harrison Walker, 2001), 호텔 리뷰가 서비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

만족을 느꼈을 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parks &

browning, 2010). 고객이 호텔에 불만을 품으면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쓸 가능성이 커지며 이것은 존재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높

은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불만족이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Nam et al., 2020). 매우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5명에게 말을 걸었고(Richins,

1983), 10명 이상의 다른 고객들과 대화하면서 불만을 품은 고객이 만족한

고객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선행

연구에 나타나고 있다(Anderson, 1998). 소비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

면 인터넷의 문화가 발달한 요즘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타인

의 의견과 관심을 얻으려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구전

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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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노의 개념 및 특징

분노(Anger)는 높은 수준의 각성 또는 흥분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당시

느끼는 상황에 대한 극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Kaufman (1970)

는 분노를 높은 수준의 흥분으로 표현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는 생각이나 의도를 동반할 때 다른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노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해롭고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그들이 “자발적

으로 부당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믿을 때 발생한다(Lazarus, 1991). 분노를

좌절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흥분, 그리고 최

초의 좌절하는 자극에 대한 후속적인 반응을 통합하는 감정이라고 묘사한

다(Novaco, 1975). 다른 연구에서는 분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노 억제(anger-in)” and “분노 표출(anger-out)” (Spielberger, 1991 ;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 억제(anger-In)는 개인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분노를 내면으로 향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Spielberger, 1991). 분노가 자아를 향할 때, 우울

증과 죄책감의 감정을 종종 분노의 감정으로 대체한다(Spielberger et al.,

1988). 반면에, 만약 개인이 분노를 참는다면, 감정적인 상태로 의식적으로

분노 감정을 지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Brunelle, Janelle, & Tennant,

1999). 이러한 내면의 징후는 감정의 내적 결과라고 말한다(Vallerand,

1983). 분노 감정을 유지하게 되면 감정 컨트롤, 집중력 저하, 그리고 생각

을 행동에 옮길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

능성이 클 수 있다.

분노 표출(anger-out)은 환경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분노와 함

께 다양한 공격적 행동 양식의 증상을 포함한다(Spielberger, 1991). 분노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문을 쾅 닫는 등의 물리적 공

격으로 표현되거나, 비판, 모욕, 위협 또는 극심한 신성모독에 사용되는 말

로 표현될 수 있다(Spielberger et al., 1988). 분노의 신체적, 언어적 표현은

실제 도발의 원천 또는 자극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향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감정의 대인관계 결과라고 묘사한다(Vall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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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분노가 운동선수의 경기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더 외부적이고 결과적인 반응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는 것는 꽤

흔한 일이고 개인이 자기, 팀 동료, 상대, 코치 등을 향해 분노한 것은 종

종 추가적인 공격적인 행동, 팀 단합의 붕괴, 공식적인 벌칙, 퇴장 또는 정

지로 확대될 수 있다(Brunelle et al., 1999). 이러한 분노 표출은 스포츠 하

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시청 또는 관람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분노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경기장에서 축구팬의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 감정 세트(consumption emotion set,

CES)에서 여섯 가지 감정(기쁨(joy), 분노(anger), 슬픔(sadness), 흥분

(excitement), 걱정(worry), 사랑(love))을 고려했고 특정한 감정과 그에 따

른 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그중에서 분노(anger)는 다음 경

기관람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Sumino & Harada, 2004).

분노(anger)와 불만(dissatisfaction)은 다른 감정이라고 구분되고 예를

들어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분노는 고객이 상황이 불공정하거나 안정적인

서비스 실패 원인으로 평가할 때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분노가 발생한다

(Bougie et al., 2003). 또한 분노는 서비스 상황에서 일이 잘못될 때 발생

한다고 한다(Smith & Bolton, 2002). 서비스로부터 분노의 감정을 느낀 고

객들은 이미 서비스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를 확

인한다(Ruth et al., 2002). 개인이 분노를 경험할 때, 그들은 개인과 조직

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목표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경

향이 있다(Deffenbacher, Lynch, Oettinget, & Swaim, 2002). 이처럼 서비

스 상황에서 분노 감정을 느낀 고객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입소문

(negative owrd of mouth), 보이콧(boycotting), 보복(retaliation)과 같은 해

를 가하거나 복수하고 싶어 하며, 그들이 서비스 실패에 대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Bougie et al., 2003). 서비

스 상황에서 분노 감정을 느끼면 불만족 감정을 느낄 때 상황의 잘못을

찾을 뿐만 아니라 분노 감정을 끌어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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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1) 감정(feeling), (2) 생각(thoughts), (3) 행동 경향(action

tendencies), (4) 행동(actions), 그리고 (5) 정서적 목표(emotional goal)로

다섯 가지 경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Roseman, Wiest, & Swartz, 1994).

감정은 신체적(physical) 또는 정신적(mental)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다.

Bougie et. al. (2003)는 분노와 불만과 관련된 정서적 목표는 이러한 감정

이 불만 행동(complaint behavior), 부정적인 구전, 그리고 전환(switching)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감정을 구분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 하였다.

감정의 경험적 내용은 마케팅 연구에서 대부분 무시되어 왔으며, 따라서

분노와 불만의 인지적 선행 요인에 대해 많이 알려졌지만, 그들의 경험적

내용, 즉 불만족스럽거나 화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Bougie et al., 2003).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소비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소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다.

3-1.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Gelbrich (2010)는 서비스 실패로 유발되는 분노 감정은 소비자들이 서

비스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구전 행동을 더 촉진한다고 하였다. 불만족

스러운 소비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 온라인 구전

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고객들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로 나타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구전을 표

출한다(Kim, Wang, Maslowska, & Malthouse, 2016). 기대되는 부가가치

의 부재(absence of an expected extra value)로 인한 부정적 불일치

(negative disconfirmation)는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하고 고객

이탈(customer defection)과 부정적인 구전을 초래할 수 있다(Ludwig et

al., 2017). 서비스 거래(service transaction)에서 분노를 경험하는 고객은

이후 후원(patronize)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에 해(harm)를 끼치고

싶어 하며 이러한 분노는 부정적인 구전의 중요한 예측 변수다(Bougie et

al., 2003). 분노한 고객들은 감정적인 긴장(emotional tension)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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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객의 즐거움 목표를 가지고 부정적인

구전을 확산시키고 싶어 한다(Ludwig et al., 2017). 소비 또는 서비스 상

황에서 분노 감정을 느끼면 분노 감정을 유발한 대상을 찾고 당사자가 느

낀 감정에 대한 해소 및 복수를 하려는 경향 높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구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

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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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강화의 개념 및 특징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nring theory)는 네 가지 주요 요소인 차별 연

관성(differential association),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

(imitation), 그리고 정의(definitions)로 설명된다(Akers, 2011). Lowry et.

al. (2016)는 차별강화를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

과를 관찰함으로써 예상되었든 행동과 관련된 보상(rewards)과 처벌

(punishments)의 빈도(frequency), 양(amount), 확률(probability)을 다룬다

고 하였다. 차별강화에서 일탈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가치, 빈도, 가능성이

클수록 반복될 확률은 더 높다. 차별강화가 핵심 행동 형성 방법(the core

behavior shaping mechanism)으로 간주되고 지적한다는 사회적 학습의 모

든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즉 정의, 모방)가 주로 강화 과정에 의해 형성되

기 때문이다(Akers, 1998). 차별강화는 직접 또는 상징적으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범죄(criminal) 혹은 일탈(deviant) 모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

고, 행동에 대해 차별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하거나 정당화된 것으로 정의하

며, 과거에 받아왔고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

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예상한다(Akers, 2011). 일반적으로 보상과 긍

정적인 결과가 관찰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처벌과 부정적인 결과가 관찰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좌절된다

(Lowry et al., 2016). 차별강화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 실패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소비자는 금전적인 서비스 보상(monetary

service recovery)을 받기 위해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 예를 들어 친

구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온라인 포럼과 같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접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에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가능성

이 크다고 인지할 때 개인이 온라인에서 일탈 행동하는 것을 강화한다

(Salehi-Esfahani & Ozturk, 2018).

김한민, 김기문 (2018)는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네 가지 강

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1) 긍정적인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보상

제공), (2) 부정적인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징계 제거) (3)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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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positive punishment)(징계 제공) (4) 부정적인 처벌(negative

punishment)(보상 제거). Lowry et. al. (2016)는 이러한 개념과 그 개념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들은 융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Akers

(2011)는 차별강화는 반복 행동의 강화(reinforing)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고 하였다.

차별강화는 범죄의 억제(deterrence)와 합리적인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ies)과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억제 이론에는 처벌

이 포함되며, 범죄의 합리적인 선택 이론에는 제재와 보상이 수반된다

(Akers, 1990). 억제 이론은 또한 자기 학습 결과인 특정한 억제력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관찰된 경험인 일반적인 억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Gibbs, 1968). 따라서 억제 이론은 학습을 암묵적으로 수반하지만, 사회학

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달리 억제 이론은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억제를 넘어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억제 이론

은 연관성, 정의 또는 균형 확률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Gibbs,

1968). 김한민, 김기문 (2018)는 합리화는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온라인

환경에서 폭력적인 행위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Akers et. al. (1995)가 말하는 범죄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는 차별적 연관성, 차별강화, 모방,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서 이 모든 요소가 일탈 행동에 더 기울어지면 일탈 행동의 확률이 높아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 차별강화의 개념이 적용되면 자신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합리화를 적용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더 증폭될 수

있다. 부정적인 행동이 차별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사용 정의보다는 긍정적

이고 중화될 가능성이 크다(Akers et al., 1995).

Obermann (2011)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보면,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

람일수록 높은 폭력성과 일탈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합

리화가 높을수록 일탈 행위에 대한 거부감없이 나타날 수가 있다. 김한민,

김기문 (2018)은 온라인 상황에서 악성댓글은 합리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빈도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인터넷의 발달로 오늘날 뉴스,

기사,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서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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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차별강화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Lowry et. al. (2016)는 사회 구조와 사회 학습(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SSSL) 그리고 사회인지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SLT)에서 관찰된 범죄 혜택(benefits)이 범죄율 증가와 관련 있다고 하면

서 사람들이 차별강화를 경험할 때 인지된 사이버 괴롭힘 혜택

(cyberbulling benefits)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들

이 온라인 상황에서 앞서 설명한 차별강화의 특징 중 하나인 자신의 행동

에 합리화를 적용하면서 부적절한 행동 빈도수가 늘어날 수 있고 자신이

인지하는 이득(beneift)을 챙길 수 있다. 사이버폭력 연구들에서 주로 매개

변수로 도덕성 또는 합리성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합리성이 악성댓글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김한민, 김기문, 2018).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자

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도 악성댓글이 반

복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김수아, 2019).

Lowry et. al. (2016)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이점(benefit)과 비용(Cost)이

사이버폭력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사람들은 지각된 비용을

줄이고 지각된 이익을 증가시키며 오프라인 도덕적 성향을 중단시키기 때

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중단하기 위한 중립화를 사용하고 사이버폭력에 참

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악성댓글은 작성자의 합리화가

강할수록 활성화된다(김한민, 김기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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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명성의 개념 및 특징

포럼 게시물(forum posts)에서 익명성(anonymity)의 특징은 피해자가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사이버폭력의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다(Moore, Nakano, Enomoto, & Suda, 2012). 인터넷에서 사람의 익

명성이 사회적 결과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개인은 온라인에서 부정

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데 더 정직하다(Yun & Park, 2011). 온라인에서 경

험하는 익명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덜 억제된다고

느끼기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조성할 수 있다(Suler,

2004). 익명성은 사이버폭력을 규범적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의 행동으로부

터 자유롭게 하거나 학교나 형법을 통한 사회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Patchin & Hinduja, 2006). 그래서 익명성 영향력이 커지고

좋은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는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더 큰

피해, 상처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은 익

명성으로부터 유발된다(Ybarra & Mitchell, 2004). 익명성은 피해자가 일반

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하는 힘의 불균형

(imbalance of power)을 사이버폭력을 통해 제공한다(David-Ferdon &

Hertz, 2007). 이러한 익명성을 통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를 받는 사

람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익명성은 가해자(bullies)들에게 더 많은 힘(power)과 통제력(control)을

줄 수 있다(Dooley, Pyzalski, & Cross,2009).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의 불균형과 더 많은 피해자

를 초래할 수 있다. 나중에 가해자들이 “조직적인 권력 남용”(systematic

abuse of power)을 피해자(victims)에게 이용해 스스로 이익(benefit)을 얻

는다는 것도 비슷하게 이론화되었고, 이러한 외부/내부적 혜택은 사이버폭

력과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power imbalance)증가로 확대되며 익명

성은 이러한 불균형을 증폭시킨다(Moore et al., 2012).

온라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가짜 계정이 만들어지며, 같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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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희생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Moore et al., 2012). 익명성을

통한 소셜 미디어에서도 익명의 메시지나 사진 그리고 비방이나 모방과

같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많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줌

과 동시에 가해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간다. 이런 익명의 환경에서는

권력 불균형 공격을(power imbalanced attacks) 가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

어 피해자들은 사실상 무력해지며, 사이버폭력들을 가하는 사람들은 익명

성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이익(perceived benefits)을 만들어낸다

(Ybarra & Mitchell, 2004).

Barlett (2015)는 익명성의 특징 중 하나로 온라인 세계에서 가해자가

희생자와 대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익명성이 사이버폭력 행

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Diener (1976)은 더 넓은 사회심리학

및 의사소통 이론의 문헌에 따르면 익명성은 탈 개인화 과정(dividuation

processes)으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황과 같은 간접 세계에서는 익명성을 1) 가해자가 가짜 사

용자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에 식별할 수 없고 2)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3)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특

징을 보여준다(Barlett, 2015).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양성

(benign) 또는 ”독성(toxic)“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온라인 언어에서 정

중하지 못한 언어, 가혹한 비판, 위협 또는 혐오 발언과 같은 독성 결과

(toxic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다(Suler, 2004).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덜 억제되고 덜 책

임감을 느끼고, 그 결과, 더 반사회적 그리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Festinger, Pepitone, & Newcomb, 1952).

이러한 특징들은 꼭 익명성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익명성이 적

용된다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상황에서

괴롭힘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측면인 가해자의 익명성의 역할은 아직 체

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다(Sticca & Perren, 2013). 그리고 Badiuk

(2006)는 익명성이 친구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잠

재적으로 누구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에 경험된 두려움의 수준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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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고 하였다. 익명성은 좌절감, 불안, 두려움, 무기력감의 수준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Dooley et al., 2009). 익명성으로부터 기존에 알고 신뢰하

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원래 몰랐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Nocentini, Calmaestra, Schultze-Krumbholz, Scheithauer, Ortega,

& Menesini, 2010).

5-1. 익명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김한민 (2018)는 일반적인 사회랑 다른 온라인 환경에서의 익명성은 타

인에 대한 개인의 의식 및 걱정을 감소시키며 악성댓글 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악성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활성화된다(Moore et al.,

2012). 또한, 악성댓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익명성이라고 강조하였다

(Lee & Kim, 2015). 괴롭힘 연구 이론(bullying research theory)을 따르면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가정은 익명성이 메시지의 출처를 감추며

불특정하다고 인식시키고 억제상태를 감소시켜 공격성을 촉진한다(Rost,

Stahel, & Frey, 2016). 이러한 익명성의 특징은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구전을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행동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온라인 익명성은 억제를 감소시키고 온라인 공격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Hollenbaugh & Everett, 2013). 이러한 익

명성의 특징은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Moore et.

al. (2012)는 공격성 강화와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하여, 정신 사회적 동기

는 익명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공격적 행동을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피해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한

다. Rost et. al. (2016)는 사회 정치적 온라인 환경에서 공격적인 구전 전

파(aggressive word of mouth propagation)는 비판이 익명으로 제기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온라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구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익명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익명성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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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마케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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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성도의 개념 및 특징

Bodet & Bernache-Assollant (2011)은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관계마케

팅 접근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충성도는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으며, 선행자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는 목적으로 남아 있다

고 하였다. 충성도(loyalty)의 구성은 그동안 많은 학자에게 흥미를 불러일

으켰으며 브랜드(brand) 충성도와 팀(team) 충성도로 분류한다(Funk,

1998). 이러한 충성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소

비 행동을 촉진 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학자들은 브랜드 충

성도의 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다차원적 관점을 제안했다(Day, 1969). 다차

원적 관점은 브랜드 충성도가 행동적(behavioral) 요소와 태도적

(attitudinal) 요소로 구성됨을 시사했다(Jacoby & Chestnut, 1978). 또한

충성도 연구는 행동론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충성도를 행동적 요소와 태도적 요소로 측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Backman & Veldkamp, 1995). 태도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의 관

계와 두 충성도의 영향력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홍석표, 손승범, 2010). 태도적 충성도 (attitudinal loyalty)는 브

랜드에 대한 몰입으로 볼 수 있으며, 행동적 충성도 (behavioral loyalty)와

같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반복 구매로 연결된다(Keller, 2002). 선행연구를

통해 꾸준히 연구되어온 충성도는 소비행동 그리고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Bodet & Bernache‐Assollant (2011)는 그동안 많은 저자들이 소비자

충성도가 태도와 행동 차원을 모으는 2차원 개념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고

려하기로 동의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비자 충성도는 소비자

재구매 행동(consumer repurchase behavior), 소비 빈도(frequency of

consumption), 관계기간(length of the relationship) 또는 결합한 지표

(combined indicators)와 같은 개별 수준에서 다른 측정에 관한 행동 차원

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다(Homburg & Giering, 2001). 소비자 충성도에 관

한 많은 연구는 주로 이러한 행동 및 태도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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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마케팅 연구원들은 초반에 치약과 세제 같은 제품이나 은행이나 여

행 때 느낄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하였지만 이후 판매(vendor) 충성도, 매

장(store) 충성도 및 소비자 행동의(consumer behavior) 다양한 측면을 포

함하도록 확대되었다(Funk, 1998).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은 마케터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3). 신규고객은 기존고객 유지보

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기존고객과 같은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 약 16배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존고객의 충성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Lindgreen, Davis, Brodie, & Buchanan‐Oliver, 2000). 태도와 행동

적 특성에 따라 팬을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은 마케터가 충성도에 따른

팬층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팀 충성도가 반복 구매 행동의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은 학술 연구자들에 의해 암묵적인 가정으로

남아 있다(Funk, 1998). 스포츠 관람 서비스의 맥락에서 행동 충성도는 다

음 경기(홈과 어웨이 또는 오직 홈), 한 시즌 또는 연장전 동안 참석 또는

관전 빈도, 시즌 티켓 보유, 또는 특정 팀이나 스포츠를 따라 하기 위해 지

출된 돈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Matsuoka, Chelladurai, & Harada, 2003).

Bodet & Bernache-Assollant (2011)는 스포츠 서비스 맥락에서 스포츠

에 관한 관심 증가는 참여와 관람 모두에 대한 것이며, 브랜드와 조직 간

의 경쟁의 강화하는 국제화는 스포츠 매니저의 소비자 충성도에 관한 관

심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서비스 맥락에서 충성도는 비슷하게 적용되겠지

만 스포츠 맥락에서는 다른 분야와는 다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건강

및 피트니스 클럽과 같은 참여를 다루는 스포츠 서비스는 소비자 충성도

형성 과정의 관점에서 다른 서비스와 수많은 공통점을 제시하지만, 스포츠

참석(attendance) 또는 관람(spectatorship)은 주로 소비자와 소비 대상 사

이의 특별한 연결 때문에 다른 과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Funk &

James, 2001). 실제로 소비자 만족과 같은 소비자 충성도의 고전적 요인

(classical drivers)은 캐주얼 관중(casual spectators)과 관련이 있을 수 있

지만, 팀 식별(team identification)은 팬 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로

보이고 이는 오랜 패배와 소비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은 스포츠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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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을 유지한다(Wann, 2006). 스포츠 관람 서비스에서 팀 식별의 결과와

소비자 만족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만, 이 두 선행 요인과 소비

자 충성도의 다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

었기에 스포츠 관람 소비의 맥락에서 소비자 만족, 충성도, 팀 동일시의 개

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되었다(Bodet & Bernache-Assollant

2011).

브랜드 충성도 연구는 수많은 맥락에서 소비자 행동의 측면을 연구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지만, 팀 스포츠에 대한 적용은 운동팀에 대한 개인의 충

성도를 조사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운동팀에 대한 충성도를 측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로 경기 출석 수치(game attendance

figures)에서 도출된 행동 조치(behavioral measures)에 의존해 왔다(Baade

& Tiehan, 1990). 팀 지지(team support)의 개별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

해 태도(attitudinal) 및 행동(behavioral) 지수(index)를 활용하고 팬 참석

을 충성도와 동일시한 연구가 선행되었다(Murrell & Dietz, 1992). Mahony

(1995)는 처음으로 브랜드 충성도의 구조를 통합해 프로 축구팀에 대한 팬

충성도의 개별적 차이를 조사하였다. 충성도가 높은 팬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과 팬들 그룹에 대한 진정한 애착(attachment)과 헌신

(devotion)을 발달하고 표현한다(Wann & Branscombe, 1990). 우리 사회에

스포츠가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팬들의 인지적(cognitive), 정서적

(affective) 능동적(conative) 차이와 이러한 요인들이 팀 충성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Funk, 1998). Kasper (1988)는 매

장 특성의 영향(the influence of the store charecteristics), 제공된 제품/서

비스의 전반전인 품질(overall quality of the products/services offered)과

인적 자원의 역량(the competence of the personnel)은 브랜드 충성 소비자

(brand-loyalty consumers)에 의해 더 호의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스포츠팀의 맥락에서 충성은 지속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며 인지적 사고

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팀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Funk & James, 2006). 팀의 성공, 지리적 위치, 팀에 대한 동료 그룹 지

원으로 인해 사람들이 스포츠 팀에 관한 지지를 시작한다(Schrad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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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되기로 한 초기 결정은 가족, 친구, 경기 참석, 경기 전후 경기장 밖

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Kolbe & James,

2000). 예를 들어 부모, 미디어, 친구들과 같은 사회화 요인(socializing

factors)이 아이들 간의 팀 선호도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James,

2001).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 충성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Funk & James, 2006). 그만큼 충성도의 영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Brewer (1991)는 팀 충성도는 스포츠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충성심은 개인이 운동팀에 강하고 안

정적이며 지속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사회심리학 현상에 반영하며 또한 개

인은 팀 복지에 대한 우려와 헌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범주화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충성도는 중요성

(importance), 직접적인 경험(direct experience), 강도(intentity) 그리고 개

인적 관련성(personal relevance)과 같은 뚜렷한 태도 특성이 특징이다

(Funk & James, 2006).

6-1. 충성도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관계

Liao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충성도와 구전(word of mouth)

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충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구전(positive word

of mouth)확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며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

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충성도가 낮은 소비자는 부정적인 구전 행동

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고객

들 간의 부정적인 구전 커뮤니케이션 의도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회사에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Duygun, 2015). 충성심이 없음은

부정적인 구전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De Matos & Rossi, 2008), 충성심

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providers)을 바꾸

고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인 구전을 그들이 인지하는 불화(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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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nance) 경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줄이기 위해 퍼뜨리려고 한다

(Wangenheim, 2005). 부정적인 구전을 퍼뜨리는 고객들이 회복(recovery)

이나 불만족 회복(dissatisfactory)이 없는 불만의 조건에 있는 고객들과 같

이 충성도가 낮거나 불성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Voorhees et al.,

2006). 부정적인 구전(negative word of mouth)은 대개 불만에 대한 반응

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불충성(disloyalty)과 더 관련이 있고 문제가 심

각할 때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경향은 증가하고 불만에 대한 비난은 조

직에 기인하며 불만에 대한 소매업자의 반응성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Podnar & Javern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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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개념 및 특징

기존 연구는 구전(word of mouth)이 부정적일(negative) 때 더 큰 영향

력을 미친다고 하였다(Herr et al., 1991). 소비자들은 소비에 대한 평가할

때 긍정적인 구전(positive word of mouth)보다 부정적인 구전(negative

word of mouth)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부정적인 구전은 회사의 이미지,

평판, 판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 Cranage, 2014).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negative online word of mouth)가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수익까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Liu,

2006).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회사나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정적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Ahluwalia et al., 200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조직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구

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판 관리는 불

만족을 느끼는 소비자를 달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비자가 경

쟁업체를 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구전에 대한 대처방안

이 필요하다(Lee & Cranage, 2014).

Anderson (1998)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불만족스러운 소비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배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경험은 종종 오작동하는 제품이나 불만족스러운 고객 서비

스 때문에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는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에 지속하고

발생할 수 있거나 제품 품질과 서비스 관행이 자주 누락된 결과일 수 있

다(Richins, 1984).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에서 부정적으

로 자신을 표현하고,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목적,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경향, 재소비하는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한다(Verhagen et al., 2013).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구전을 예를 들어 불만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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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Nyer, 1997). 소비자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나쁜 경험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좋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

하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스로 도움이 되는

지원과 조언을 받았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Brown et al., 2007).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 불평

할 수 있다(Zaugg & Jägi, 2006). 고품질과 신뢰의 관계에서 불평 행동은

온라인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Harrison-Walker, 2001). 불

만스러운 경험으로 파생되는 불평 행동은 소비자들에게 분노와 실망 등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며 온라인 상황에서 더욱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

질 수 있다. 사람들은 서비스 실패의 경험을 온라인에서 일탈 행동(deviant

behavior)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

고 이러한 일탈 행동의 전염성은 질병(disease)과 감염(infection)과는 다르

게 구전과 사회적 상호관계(social interaction)를 통하여 빠르게 가속화된

전염성(contagion)을 나타낸다(Salehi-Esfahani & Ozturk, 2018).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서비스 실패 혹은 고객의 항의와 같은 부정

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는 불만족을 느끼는 고객을 진정시키거나 추가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막도록 대처해야 한다(Swanson & Hsu, 2011). 소비자를

상대하는 마켓에서 부정적인 구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에

서 부정적인 구전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구전에 대한 반응 및 대응이 잠재 소비자

의 구매 태도와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증거를 찾아야 하

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Lee & Cranage, 2014).

특정 연구는 부정적 구전의 위험한 성격을 나타내며 소비자 태도에 해

로운 영향을 경고한다(Bambauer-Sachse & Mangold, 2011). 낮은 수준의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는 꾸준히 부정적인 온라인 구

전 의도(negative electronic word of mouth)를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Tham et al., 2013). 부정적인 구전의 위험 특성과 소비자 태도

(Bambauer-Sachse & Mangold, 2011)에 대한 해로운 결과에 대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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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논의됐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신호보다 더 높은

신호를 가중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여러 연구가 있다(Rozin & Royzman,

2001). 부정적인 구전은 현재의 연구와 기업 관행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Kumar & Purbey, 2018).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유발될

수 있다. 책 판매에서는 긍정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의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Chevalier & Mayzlin, 2006). 부정적인 구전이 긍정적인 구전보

다 서비스 회사에 대한 소비자 의견에 두 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Sweeney, Soutar, & Mazzarol, 2005). 레스토랑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Lee & Cranage,

2014). 경쟁자들은 부정적인 댓글을 이용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

손한다(Kumar & Purbey, 2018).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하는 이

유는 다양하며, 그들이 노출되는 위험의 종류 또는 브랜드 위선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또 다른 요인은 부정적인 감정의 흥분

수준이다(Lis & Fischer, 2020). 부정적 감정에 대한 자극이 높을수록 부정

적 댓글을 확산하려는 의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제품 구매 의도가 낮아진

다(Baghi & Gabrielli, 2019). 게다가, 댓글은 부정적인 구전이 바이러스성

으로 확산할 때 사회적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공유되기에 기업에 대한 홍

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부정적인 구전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졌으나 문헌 고

찰에서는 부정적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는 것이 나타났다(Kumar & Purbey, 2018).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구전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정적인 구전의 형태 중 하나인 부정적인 댓글 또한 온라인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댓글에 관한 많은 연구는 특정 플랫

폼이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요인을 결정하고, 부정적인 댓글의 강도를

조사하고 조직 내의 다른 수준에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

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Williams & Buttle, 2014). 그러나 세계가 디지

털화되고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고, 기업이 다양한 국경을 초월한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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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키

고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힘을 가진 부정적 댓글의 요인을 파악할 필요

가 증가하고 있다(Kumar & Purbey, 2018). 또한, 부정적인 구전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고객의 구매 의도와 태도가 형성될 수 있고 부정적인 구전은

브랜드 희석(Bambauer-Sachse & Mangold, 2011), 주식 수익률 변동성,

기업 가치 하락 등 해롭고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Verhagen et

al., 2013). 부정적인 구전 연구는 불만족한 소비자가 만족한 소비자보다 구

전 행동의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Balaji et al.,

2016). 그리고 부정적인 댓글의 영향이 긍정적인 댓글보다 더 강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Cheung & Lee, 200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구전 형태와 다른 온라인 구전 형태 중 긍정적인 구전보다 영향력이 더

큰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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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및 모형

1. 연구가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 물리

적 환경(Bitner, 1992), 서비스 직원(Bitner et al., 1990), 핵심제품

(Harrolle & Trail, 2007)으로부터 파생되는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는 소비

자에게 불만족(Bougie et al., 2003)과 분노(Lazarus, 1991)와 같은 부정

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부정적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고 차별강화와 익명성 그리고 충

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때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해보고자 한다.

H-1.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3.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4.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5.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6.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7.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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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8.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9.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0.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1.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2.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3.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4.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5.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6.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7. 핵심제품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8.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19.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20.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

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21. 핵심제품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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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23.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H-24.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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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장에서 관람 스포츠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서비

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소비자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 이 감정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을 초래하는지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특징으로 나타

나는 차별강화와 익명성 그리고 스포츠 상황에서 충성도 요인이 부정적

인 감정을 느낀 소비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들을 근

거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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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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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실험대상

본 연구는 스포츠 관람, 인터넷 활동, 자신의 의견 표현에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20세 이하부터 45세 이상 한국 프로스포츠 경기를 실제 경

기장에서 경기관람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2. 실험 절차

1) 사전 조사

본 연구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직원, 핵

심제품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때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

고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이 경험한 상황 그리고 느낀 감정을 온라인 구

전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할 시나리오의 적합도, 시나리오 관련 척도 체크, 설문 문항의 신뢰

도 검사를 통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여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다. 실제 경기장 방문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이용하여 남 44명, 여 21명 총 6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조사에서 제시해야 하는 자극물을

제작하여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

조사 참여자 65명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사전 조사 측정 도구는 물

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Greenwell et al., 2002), 불만족

(Bougie et al., 2003; Um & Lau, 2018), 분노(Bonifield & Co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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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brich, 2010), 차별강화(Lowry et al., 2016), 익명성(Hite et al., 2014),

충성도(Wakefield & Sloan, 1995),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Sánchez-García & Currás-Pérez, 2011; Nam et al., 2020)을 선행 연구

를 참조하여 각 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를 이용해 ‘전혀 아니다’를 1점으

로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매

우 그렇다’를 7점으로 물리적 환경 20명, 핵심제품 25명, 서비스 직원 20

명을 설문을 진행하였다.

2) 본 실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 시나리오

가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 감정에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 후 본

실험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주에 걸쳐 온라인 설

문조사 툴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관람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프로스포츠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중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에서 관중을 대상으

로 설문을 진행할 수 없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7부의 설문지 가운데 설문 대상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342개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극물은 한 사람당 하나의 시나리오만 무작위로 제공했으며 다른

설문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자극물이 노출되는 시간은 각 개인

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보도록 제어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극물을

본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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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리적 환경 시나리오

<그림 3> 서비스 직원 시나리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하였다. 주차공

간 부족, 좁은 입구, 안내표지 없음 등 주차장 환경이 미흡하여 주차에만 30

분 넘게 소비했고 결국 경기 시작 15분이 지나서야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 안내도가 없어 화장실을 찾는데 10분 이상 걸렸

고, 좌석을 찾을 때도 10분 이상 소비하였다.

겨우 좌석을 찾았지만, 좌석에는 이물질이 묻어있었다. 또한, 좌석 간의 간

격이 좁아 무릎이 닿고 뒷좌석에 있는 관람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자가 계속

흔들려 경기관람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왔으

며 스크린에 문제가 생겨 경기 시간과 점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결국, 경

기 중 전광판이 꺼져 경기가 15분 이상 지연되었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티켓을 발권하기 위해 매표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예

약 내용이 없다며 나를 무시하였다. 나는 다시 한번 직원에게 나의 예약 내

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그 직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내가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

저 발권을 마치고 경기장에 들어갔다.

그렇게 20분을 더 기다렸는데 유니폼도 입지 않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다

른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에게 발권을 진행하던 직원에 관해 물어보니 근

무시간이 지나 퇴근했으며 나의 상황은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나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직원 역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다시 티

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원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무책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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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핵심제품 시나리오

A팀은 역사가 30년이 넘었으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팀이지만 벌

써 4번이나 연고지를 바꾸었다. 이 팀은 5년째 최하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11연패와 함께 4승 19패라는 성적으로 최하위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A팀

은 부족한 재정 상태로 최근 5년간 스타플레이어를 영입을 하지 않았고 올

해는 팀의 베테랑 선수와 유망주도 다른 팀에게 현금화하여 트레이드하는

등 팀 발전을 포기한 상태다.

A팀의 선수들은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기량이 부족하여 상대팀

에게 쉽게 압도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매 경기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며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나 사인도 맞지 않아 선수들끼리 충돌하

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그 결과 A팀은 실책과 실점에서 리그 1위에 올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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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분노 감정), 종속변수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조절변수(차

별강화, 익명성, 충성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스포츠 경

기장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가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미

칠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할 조사 도구는 문헌 연구

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입증된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7점 척도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은 Wakefield et. al. (1996)의 sportscapescale을 사용한

Greenwell et. al. (2002)의 물리적 환경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선정하여 부정적

인 감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물리적 환경의 측정항목

요인(문항) 항목

물리적 환경

주차장 시설

전광판 상태

좌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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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제품 (Core product)

핵심제품은 Zhang et. al.(1996)의 설문지를 사용한 Greenwell et. al.

(2002)의 core product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핵심제

품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선정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핵심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핵심제품의 측정항목

(3) 서비스 직원 (Service employee)

서비스 직원은 Howat et. al. (1996)의 four-time staff quality scale을

사용한 Greenwell et. al.(2002)의 서비스 직원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서비스 직원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선정하여

경기장 안내판

요인(문항) 항목

핵심제품

팀의 전반적인 수준

팀의 승패 기록

선수의 플레이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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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서비스 직원의 구체적인 내용

은 [표3]과 같다.

[표3] 서비스 직원의 측정항목

(4) 불만족 (Dissatisfaction)

불만족 감정은 Zeelenberg, Pieters (2004)의 설문지를 사용한 Um, Lau

(2018)의 불만족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불만족에 해

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사용하여 불만족 감정을 측정하였다. 불만족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불만족의 측정항목

요인(문항) 항목

서비스 직원

직원의 대응

직원의 모습

직원의 능력

직원의 전문성

요인(문항) 항목

불만족
불만족스럽다.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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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노 (Anger)

분노 감정은 Bonifield, Cole 2007의 설문지를 사용한 Gelbrich (2010)의

분노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분노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사용하여 분노 감정을 측정하였다. 분노 항목의 구체적인 내

용은 [표5]와 같다.

[표5] 분노의 측정항목

실망한다.

불쾌하다.

요인(문항) 항목

분노

화가 난다.

분노 한다.

짜증 난다.

반감이 든다.



- 53 -

(6) 차별강화 (Different reinforcement)

차별강화는 Lowry et. al. (2016)의 차별강화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차별강화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차별

강화를 측정하였다. 차별강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6]와 같다.

[표6] 차별강화의 측정항목

(7) 익명성 (Anonymity)

익명성은 Hite et. al. (2014)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

여 익명성에 해당하는 항목 10문항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측정하였다. 익

명성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7]와 같다.

[표7] 익명성의 측정항목

요인(문항) 항목

차별강화

심리적으로 좋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심리적으로 이점을 줄 것이다.

심리적으로 이득을 줄 것이다.

요인(문항) 항목

익명성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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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성도 (Loyalty)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unk (1998)와 Wakefield, Sloan (1995)의 충

성도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충성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6문항을 사용하여 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충성도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8]과 같다.

[표8] 충성도의 측정항목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나의 개인 신상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 채 유지될

것이다.

나의 개인 신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려질 수 없다.

나의 개인 신상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인 신상은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나의 개인 신상은 내가 허락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없다.

나의 행동을 나의 개인 신상과 관련 짓는 것은 어렵다.

요인(문항) 항목

충성도

나는 이 팀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팀의 팬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 팀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이 팀을 응원한다.

나는 이 팀과 관련된 용품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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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Negative electronic word of mouth

intention)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는 Sánchez-García, Currás-Pérez (2011)와

Nam et. al. (2020)의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항목을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총

4문항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9]와 같다.

[표9]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측정항목

나는 이 팀의 소식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요인(문항) 항목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불쾌하다고 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타인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안 좋은 점만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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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방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6.0, IBM

AMO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본 연구에서 활용할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검사를 했다. Cronbach's α 검사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로 복수 문

항이 포함된 척도를 활용할 때 검사한 문항 사이의 동질성, 즉 내적 일

치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Cronbach's α가 0.7 이상

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확인적 요인분석(Confi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IBM AMOS ver 25.0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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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밀접한 정도 즉,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5) 일원 분산분석 (One-way ANOVA)

본 연구에서 3개 이상의 표본에 대해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 집단 간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

(5) 조절 회귀분석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절변수

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PROCESS Macro가 효율적이라는 선행 연구의 제언에 따라

(Hayes et al., 2017) Hayes(2013)에 의해 개발된 회귀분석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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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속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357명 중 불성실한 응답

을 한 15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유효표본 342명의 응답자 속성을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가 261명 (76.3%), 여자가 81명 (23.7%)이었으며, 연령대 분포는 20세 이

하 9명(2.6%). 20~25세 60명(17.5%), 26세~30세 77명(22.5%), 31세~35세

97명(28.4%), 36~40세 69명(20.2%), 41~45세 21명(6.1%), 45세 이상 21명

(6.1%)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2명(0.6%), 중학교 졸

업 2명(1.5%), 고등학교 졸업 5명(17.5%), 고등학교 졸업 61명(17.8%),

대학교/전문대 졸업 232명(67.8%), 대학원 졸업 42명(12.3%)으로 나타났

다. 월평균 소득수준의 경우 0원이 32명(9.4%), 100만 원 이하가 35명

(10.2%), 200만 원 이하 46명(13.5%), 300만 원 이하 96명(28.1%), 400만

원 이하 60명(17.5%), 500만 원 이하 28명(8.2%), 500만 원 이상 45명

(13.2%)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가 비용의 경우 10만 원 미만 34명(9.9%),

10만 원~20만 원 64명(18.7%), 20만 원~40만 원 88명(25.7%), 40만 원~60

만 원 69명(20.2%), 60만 원~80만 원 30명(8.8%), 80만 원~100만 원 31명

(9.1%), 100만 원 이상 26명(7.6%)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평균 방문 횟수

(한 시즌 평균)의 경우 0회가 61명(17.8%), 1~2회가 145명(42.4%), 3~4회

가 53명(15.5%), 5~6회가 44명(12.9%), 7~8회가 9명(2.6%), 9~10회가 3명

(0.9%), 10회 이상 27명(7.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연락 유형

의 경우 가족 42명(12.3%), 지인 240명(70.2%), 하지 않음 60명(17.5%)으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속성은 아래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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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분석 결과

구 분 내 용 빈 도 비 율(%)

성 별
남성 261 76.3
여성 81 23.7

나 이

20세 이하 9 2.6
20~25세 60 17.5
26~30세 77 22.5
31~35세 97 28.4
36~40세 69 20.2
41~45세 21 6.1
45세 이상 9 2.6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0.6
중학교 졸업 5 1.5
고등학교 졸업 61 17.8

대학교/전문대 졸업 232 67.8
대학원 졸업 42 12.3

월평균 소득

0 32 9.4
100만원 이하 35 10.2
200만원 이하 46 13.5
300만원 이하 96 28.1
400만원 이하 60 17.5
500만원 이하 28 8.2
500만원 이상 45 13.2

한 달여가 비용

10만원 미만 34 9.9
10만원~20만원 64 18.7
20만원~40만원 88 25.7
40만원~60만원 69 20.2
60만원~80만원 30 8.8
80만원~100만원 31 9.1
100만원 이상 26 7.6

경기장 평균

방문 횟수

(한 시즌 평균)

0 61 17.8
1~2회 145 42.4
3~4회 53 15.5
5~6회 44 12.9
7~8회 9 2.6
9~10회 3 0.9
10회 이상 27 7.9

SNS 연락 유형

가족 42 12.3
지인 240 70.2

하지 않음 6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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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누적 비율(%)

물리적 환경 116 33.9 33.9

서비스 직원 116 33.9 67.8

핵심제품 110 32.2 100

합계 3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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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인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11, 12, 13]에 제시하였다

[표 11] 물리적 환경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표 12] 서비스 직원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표 13] 핵심제품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변인 N 평균
표준

편차
분노 116 4.81 0.15
불만족 116 5.17 0.13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116 4.76 0.13
차별강화 116 3.02 0.15
익명성 116 4.03 0.15
충성도 116 5.33 0.12

변인 N 평균
표준

편차
분노 116 5.05 0.14
불만족 116 5.75 0.14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116 5.72 0.14
차별강화 116 4.87 0.13
익명성 116 3.30 0.14
충성도 116 4.03 0.12

변인 N 평균
표준

편차
분노 110 4.73 0.15
불만족 110 4.76 0.16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110 3.59 0.14
차별강화 110 2.79 0.14
익명성 110 3.76 0.14
충성도 110 5.2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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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그 기준은 학자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

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값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

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0.7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마다 분노

를 평가하는 문항 총 16문항, 불만족을 측정하는 문항 총 16문항,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 총 6문항, 차별강화를 측정하는

문항 총 4문항, 익명성을 측정하는 문항 총 10문항. 충성도를 측정하는

문항 총 6문항으로 총 58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표 14] 물리적 환경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Cronbach’s α 항목 수

분노 .951 4

불만족 .954 4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911 3

차별강화 .964 3

익명성 .931 3

충성도 .87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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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서비스 직원 신뢰도 분석 결과

[표 16] 핵심제품 신뢰도 분석 결과

[표 14, 15, 16]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0.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항목 Cronbach’s α 항목 수

분노 .972 4

불만족 .976 4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900 3

차별강화 .948 3

익명성 .935 3

충성도 .891 3

항목 Cronbach’s α 항목 수

분노 .945 4

불만족 .955 4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897 3

차별강화 .978 3

익명성 .934 3

충성도 .8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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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시나리오별 주요변인의 측정항목인 분노, 불

만족,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집중타당도과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

준화 회귀계수 값,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cn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이용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5 이상, AVE 값은 .5 이상, 개념신뢰도는 .7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

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판별타당도은 AVE값이 각 잠재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크게 나올 때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FI(Goodness of Fit)(내포모델에서 NFI의 결함을 극

복하기 위해 모집단의 모수 및 분포를 표시하는 관점에서 개발되었고 일

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 TLI(Tucker Lewis index)

(원래 요인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다가 구조방정식 모델을 평가하는 데까

지 확장되었고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표본크기가 상당

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chi-squeare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개발된 적합 지수이고 값이 .05~.08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잔차평균을 자승하고 이를 합한 후 이중근을 취한 값이며, 표본자료에

의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산/공분산 크기를 의미하고 최소 .08이하

그리고 값이 작을수록 좋다)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

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들은 표준화계수와 AVE 값이 .05 이상, 개념신뢰

도 값은 .7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겁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의 경우 잠재변인 모두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

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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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의 [표 17]에 나와

있다.

[표 17] 시나리오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의 적합도 향상을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표 18, 19, 20]과 같다.

[표 18] 물리적 환경 측정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시나리오 χ²/df df CFI TLI RMSEA SRMR

물리적

환경
219.549 155 .973 .967 .060 .044

서비스

직원
274.909 155 .955 .945 .082 .053

핵심제품 230.323 155 .968 .961 .067 .048

변인 문항 S.E.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분노

분노1 .054 .92

.68 .89

분노2 .062 .90

분노3 .94

분노4 .059 .88

불만족 불만족1 .064 .93 .7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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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2 .068 .91

불만족3 .89

불만족4 .069 .93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1

.82

.59 .81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2

.084 .96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3

.084 .88

차별강화

차별강화1 .92

.80 .92차별강화2 .048 .98

차별강화3 .054 .95

익명성

익명성1 .85

.64 .84
익명성2 .082 .93

익명성3 .08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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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

충성도1 .76

.50 .75충성도2 .139 .89

충성도3 .14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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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물리적 환경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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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서비스 직원 측정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변인 문항 S.E.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분노

분노1 .98

.79 .94

분노2 .043 .92

분노3 .036 .95

분노4 .041 .94

불만족

불만족1 .95

.82 .95

불만족2 .049 .95

불만족3 .045 .96

불만족4 .046 .96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1
.90

.55 .79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2
.075 .95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3
.089 .76

차별강화
차별강화1 .063 .93

.74 .89

차별강화2 .06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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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강화3 .90

익명성

익명성1 .93

.67 .86익명성2 .060 .94

익명성3 .063 .86

충성도

충성도1 .076 .79

.58 .80충성도2 .92

충성도3 .08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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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직원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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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핵심제품 측정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변인 문항 S.E.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분노

분노1 .93

.68 .86

분노2 .056 .93

분노3 .057 .91

분노4 .064 .86

불만족

불만족1 .90

.69 .90

불만족2 .062 .96

불만족3 .062 .95

불만족4 .064 .93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1
.91

.54 .78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2
.078 .87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3
.078 .81

차별강화
차별강화1 .036 .95

.87 .95

차별강화2 .03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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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강화3 .98

익명성

익명성1 .87

.67 .86익명성2 .081 .88

익명성3 .074 .97

충성도

충성도1 .076 .76

.53 .77충성도2 .145 .80

충성도3 .13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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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핵심제품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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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물리적 환경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 p<.05, **p<.01, *** p<.001

<표 22> 서비스 직원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 p<.05, **p<.01, *** p<.001

변인
상관관계

AVE
1 2 3 4 5 6

충성도 1 .5

분노 .277(.077)** 1 .68

불만족 .279(.078)** .840(.706)** 1 .75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128(.016) .592(.351)** .540(.292)** 1 .59

차별강화 -.063(.004) .108(.012) .094(.009) .302(.091)** 1 .8

익명성 .054(003) .106(.001) .042(002) .202(041)* .343(.118)** 1 .64

변인
상관관계

AVE
1 2 3 4 5 6

충성도 1 .53

분노 .240(.058)** 1 .68

불만족 .194(.038)* .745(.555)* 1 .69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034(001) .386(.149)** .337(.114)** 1 .54

차별강화 -.112(.005) .079(.001) -.002(.001) .197(.039)* 1 .87

익명성 .07(.005) .059(.001) -.021(.001) .156(024) .319(.102)**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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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핵심제품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 p<.05, **p<.01, *** p<.001

변인
상관관계

AVE
1 2 3 4 5 6

충성도 1 .53

분노 .034(.001) 1 .68

불만족 -042(.002) .854(.729)** 1 .69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023(.001) .257(.066)** .347(.120)** 1 .54

차별강화 -.057(.003) -.137(.019) -.093(.009) .327(.107)** 1 .87

익명성 .013(.000) -.009(.000) -.063(.004) .138(.019) .219(.048)*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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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H-1.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1에서는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33.123, p

<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5.497, SD = .1.118)이 저 그룹(M = 4.099, SD = .1.329)보다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50.195 1 50.195

33.123***집단-내 153.056 101 1.515

합계 203.251 102

Note. *p<.05, **p<.01, ***p<.001

H-2.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별강화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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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25]와 같다. 분석결과 불만족 감정과 차

별강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11, t=

-.26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표 25]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

별강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3.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26]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익

명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06, t= -.150).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기각되었다.

[표 26]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

명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521 .136 3.834*** .252 .790

차별강화 .271 .227 1.194 -.179 .721

상호작용항 -.011 .041 -.262 -.092 .071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530 .175 3.039** .185 .876

익명성 .183 .225 .812 -.263 .628

상호작용항 -.006 .041 -.150 -.087 .075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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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충

성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874, t= -1.513)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기각되었다.

[표 27]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

성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5.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5에서는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

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2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

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 32.613, p <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5.304, SD = 1.096 )이 저 그룹(M = 4.014, SD = 1.333)보다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040 .327 .121 -.608 .688

충성도 -.425 .278 -1.531 -.976 .125

상호작용항 .087 .058 1.513 -.027 .202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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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47.088 1 47.088

32.613***집단-내 164.598 114 1.444

합계 211.686 115

Note. *p<.05, **p<.01, ***p<.001

H-6.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

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29]과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차별강

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16, t= -.426)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은 기각되었다.

[표 29]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

강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536 .125 4.296*** .289 .783

차별강화 .286 .204 1.406 -.117 .689

상호작용항 -.016 .038 -.426 -.092 .060

Note. *p<.05, **p<.01, ***p<.001



- 81 -

H-7.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

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0]과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익명성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05, t= -.13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7은 기각되었다.

[표 30]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

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8.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

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1]과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충성도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53, t= 1.13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8은 기각되었다.

[표 31]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

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520 .164 3.177** .196 .845

익명성 .144 .197 .730 -.246 .534

상호작용항 -.005 .039 -.138 -.082 .071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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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9에서는 경기장의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 13.328, p

<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5.412, SD = 1.361 )이 저 그룹(M= 4.413, SD = 1.328)보다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24.124 1 24.124

13.328***집단-내 171.950 95 1.810

합계 196.073 96

Note. *p<.05, **p<.01, ***p<.001

분노 .234 .263 .890 -.287 .754

충성도 -.253 .205 -1.239 -.659 .152

상호작용항 -.053 .046 1.136 -.039 .145

Note. *p<.05, **p<.01, ***p<.001



- 83 -

H-10.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

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별강화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3]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차

별강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23, t=

-.38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표 33]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

별강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11.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

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4]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익

명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26, t= -.429)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표 34]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

명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404 .201 2.009* .006 .803

차별강화 .346 .376 .919 -.400 1.091

상호작용항 -.023 .062 -.381 -.145 .099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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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

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5]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충

성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49, t= -.759)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 35]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

성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13.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

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13에서는 경기장의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

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직원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582 .330 1.763 -.072 1.236

익명성 .246 .385 .639 -.516 1.009

상호작용항 -.049 .065 -.759 -.177 .079

Note. *p<.05, **p<.01, ***p<.001

불만족 .446 .265 1.681 -.079 .971

차별강화 .315 .378 .856 -.413 1.043

상호작용항 -.026 .060 -.429 -.144 .092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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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21.012,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5.520, SD = 1.406 )이 저 그룹(M= 4.296, SD = 1.168)보다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35.466 1 35.466

21.012***집단-내 156.974 93 1.688

합계 192.440 94

Note. *p<.05, **p<.01, ***p<.001

H-14.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

별강화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7]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차별

강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42, t= .655)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표 37]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

강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분노 .258 .196 1.317 -.130 .645

차별강화 -.080 .399 -.200 -.871 .711

상호작용항 .042 .064 .655 -.085 .169

Note. *p<.05, **p<.01, ***p<.001



- 86 -

H-15.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

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8]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익명성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30, t= .475)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표 38]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

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16.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

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39]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충성도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22, t= -.34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표 39] 서비스 직원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

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분노 .256 .271 .946 -.280 .793

익명성 -.053 .399 -.133 -.843 .737

상호작용항 .030 .064 .475 -.096 .157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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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7. 핵심제품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1에서는 경기장의 핵심제품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

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4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제품에 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

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10.291, p <

.00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3.993, SD = 1.455)이 저 그룹(M= 3.067, SD = 1.350)보다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20.338 1 20.338

10.291**집단-내 183.798 93 1.976

합계 204.136 94

Note. *p<.05, **p<.01, ***p<.001

분노 .511 .335 1.525 -.153 1.175

충성도 .051 .366 .140 -.673 .776

상호작용항 -.022 .065 -.340 -.151 .107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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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8.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별강화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1]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차

별강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46, t= 1.127)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8은 기각되었다.

[표 41]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

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19.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2]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익

명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55, t= -1.08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9는 기각되었다.

[표 42]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196 .140 1.404 -.081 .474

차별강화 .152 .201 .754 -.247 .551

상호작용항 .046 .041 1.127 -.035 .128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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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불만족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3]와 같다. 분석 결과 불만족 감정과 충

성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98, t= 1.516)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0은 기각되었다.

[표 43]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21. 핵심제품으로부터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21에서는 경기장의 핵심제품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

도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에 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

불만족 .534 .220 2.425* .097 .971

익명성 .426 .259 1.644 -.088 .941

상호작용항 -.055 .051 -1.085 -.156 .046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불만족 -.235 .363 -.648 -.954 .484

충성도 -.458 .317 -1.444 -1.086 .171

상호작용항 .098 .065 1.516 -.030 .227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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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F= 6.380, p <

.013)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감정 고 그룹(M =

3.861, SD = 1.543)이 저 그룹(M= 3.046, SD = 1.348)보다 부정적인 온

라인 구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집단-간 13.658 1 13.658

6.380*집단-내 175.552 82 2.141

합계 189.210 83

Note. *p<.05, **p<.01, ***p<.001

H-22.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

별강화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8]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차별

강화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 .095, t= 2.082, p < 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표 45]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별강화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분노 .003 .154 .020 -.302 .308

차별강화 -.065 .223 -.291 -.508 .378

상호작용항 .095 .045 2.082* .005 .185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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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3.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익

명성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익명성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036, t= -.64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표 46]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익명성

조절 효과 분석 결과

H-24.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

계에서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충

성도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50]와 같다. 분석 결과 분노 감정과 충성도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 .095, t= 2.082, p < 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표 47]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충성도

조절 효과 분석 결과

β S.E. t(p) LLCI ULCI

분노 .381 .242 1.570 -.100 .861

익명성 .317 .287 1.104 -.252 .886

상호작용항 -.036 .057 -.643 -.148 .076

Note. *p<.05, **p<.01, ***p<.001

β S.E. t(p)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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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3961 .325 -1.218 -1.041 .249

차별강화 -.5569 .284 -1.964 -1.119 .005

상호작용항 .1194 .060 2.005* .001 .238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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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

전 의도의 차이 그리고 경기장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

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가 어떻게 조

절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형태의 경기장 서비

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로부터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

노)의 차이(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의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

하며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기에 경기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고 그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 행동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나리오 제공 및 설문을 통해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서

비스 직원, 핵심제품)로부터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 감정을 느끼고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으로부터 불만족과 분

노 감정을 느끼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나타냈고 불만족과 분노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차이가 나타났다.

Anderson et. al. (2009)는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서비스 실패는 소비자

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서비스의 형태와 상관없이 서비스 실패로부터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을 느꼈고, 부정적인 감정 정도(고

vs 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Zhang et. al. (1998)는 시설과 직원 요

소와 고객 행동의 관계가 유의함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핵심제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증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

였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직원 요소뿐만



- 94 -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언급되었던 핵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핵심제품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을 느낀 소비

자에게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Greenwell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물리적 시설,

서비스 인력, 핵심제품 요인들을 이용해 고객의 만족도를 분석하며 긍정

적인 측면에 집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인 불만

족과 분노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으로부터 유발되는 불만족

과 분노 감정의 정도(고 vs 저)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차이

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경기장 서비스 실패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를 다룬 이유는 사

회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개인마다 다르며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문화 발달로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타인에게 쉽고 빠르게 공유

하며 공감받길 원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만족에 대한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제공

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이에 나타

나는 감정 그리고 소비 형태 중 하나인 온라인 구전과의 관계 연구가 활

발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에 따른 부

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차별강

화, 익명성,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친 것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제품에 따른 분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만 차별강화와 충성도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Akers et. al.

(1995)는 차별강화가 일탈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자기 합리화를 통

해 더 촉진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남에게 피해

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출의 방법

의 하나로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하는데 차별강화를 적용하였다.

이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핵심제품에서만 차별강화의

조절 효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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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차별강화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

정을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Lowry et. al. (2016)

가 말한 차별강화를 통해 자신의 이점(benefit)을 증가시킨다는 점과 유

사하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익명성을 통해 온라인

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는 주장(Yun & Park, 2011)과 반대로 경

기장 서비스에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익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치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Duygun

(2015)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구전 의도가 낮다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충성도가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조절 효과를 미치면서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높아지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Brewer (1991)가 말하는 충성도의 특징인

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충성도가 있어서 자신

이 응원하는 팀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

도를 통하여 핵심제품에 관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상은 했지만, 기각된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

면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소비자가 경기장에서 경기관람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제품(팀, 선수, 경기) 내용과

는 다르게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직원에 대한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경

험을 할 수 없었기에 시나리오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직원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의

조절 효과가 없었다고 예측된다. 또한, 핵심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불만족 정도에서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분노 감정을 느

꼈을 때만 나타났는데 일단 불만족과 분노는 관련은 높지만 다른 감정

(Bougie et al., 2003)이고 이는 핵심제품(팀, 선수, 경기)에 대한 불만족

은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분노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에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통해 자신이 느낀 분

노 감정에 대한 표출과 자기 합리화(Akers et al., 1995)로 인해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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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스르려는 성향이 있기에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쳤을 거로 추측된

다. 그리고 요즘은 자신이 아낄수록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거나 당근보다는 채찍을 꺼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충성도가 있으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Funk & James,

2006)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

지만 익명성의 경우에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손병석, 2011)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어지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Spielberger (1991)의 주장처럼 제 생각과 의

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인다.

따라서 경기장에서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의 관리를 통

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문화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타인과 공

유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경기장에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

라 이후 이어지는 소비 형태 중 하나인 온라인 구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충성도가

있다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무작정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오

히려 그 팀이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쓴소리나 채찍질을 하는

데 이것이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로 볼 수 있다. 점점 서비스의 수준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경기

장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소비

자에게 제공될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과 인지하는 경험이 단순히 개인

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는 곳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정적인 구전이 긍정적인 구

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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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장 서비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로부터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서 차

별강화, 익명성, 충성도의 조절 효과를 보았다. 기존 스포츠 분야에서 연

구가 부족했던 차별강화 요인을 조절변수로 사용했다는 측면 그리고 기

존의 충성도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수, 브랜드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점과 다르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증폭시켰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차별강화는 범죄 혹은 일탈 모델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경기장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차별강화가 조절 효과를 미쳐 부정적

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더 증폭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스포츠 분야에서

차별강화 요인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했기에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충성도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충성도의 특징은 팀, 선수,

브랜드에 애착을 두고 지속해서 지지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

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치며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증가시켰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행동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충성도 요인을 충성도는 높이면서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를 낮추거

나 경기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스포츠 장비나 의류 브랜드에 대

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 및 구전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온다면 충성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 대한 발전과 연구의 폭을 더욱 넓히

는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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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인터넷 문화 발달로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타인에게 공유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

고 개인이 경험한 안 좋은 경험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

개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타인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

정을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보를 습득한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10명 이상의 타인에게 그 경험

을 공유한다(Anderson, 1998)는 의견처럼 온라인 구전을 통한 간접경험

은 부정적일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새로 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강하게는

선입견을 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온라인 구전의 중요성은 스포츠 분야

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Lindgreen et. al. (2000)의 신규고객 유치가 기존고객 유지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고 신규고객에 대한 수익성을 기존고객과 같은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데 약 16배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주장처럼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수준, 서비스 직원의 태도, 핵심제품이라 여겨지는

팀, 선수, 경기력에 대한 관리는 어느 한쪽에 치워지지 말고 동일하게 유

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

심제품 등)로부터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선서하여 최소한의 금액으

로 최대한의 홍보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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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장 서비스의 하위요인인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

심제품을 고려하여 최근 소비 행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로부터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때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불만족,

분노)에 따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

다. 또한 차별강화, 익명성, 충성도가 조절 변인으로서 경기장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

제품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를 느끼면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가 나타났다. 둘째,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품에 대한

불만족과 분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 관계에 차별강

화, 익명성, 충성도가 조절 효과를 미쳤을 때, 핵심제품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때만 차별강화, 충성도 변인이 조절 효과를 미쳐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를 증가시켰다.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직원의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

지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노 감정을 느꼈을 때 익명성이 1차 조절변인

차별강화가 2차 조절변인으로 조절된 조절 효과를 미치면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경기장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핵심제

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인 불만족과 분노 감

정을 느끼고 이는 곧 부정적인 온라인 구전 의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생각할 때, 스포츠에서

경기장, 직원, 팀 그리고 선수 수준을 고려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불만

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경

기장을 방문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주어 긍정적인 온라

인 구전 의도가 높아지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부정적인



- 100 -

온라인 구전 의도는 단순히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 부정적

인 감정을 느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기업이나 팀이나 선수에게 경제

적인 손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고려하는 서비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고

려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추후 계획하고자 하

는 연구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종목을 국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목에 특성에 따라

팬들의 성향도 다를 수 있고 경기장의 규모나 특징도 다를 수 있기에 하

나의 종목을 정하고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표본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표본

수를 더 확보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다양한 그룹을 확보하여

본 연구와는 다르게 다양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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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negative emotions, dissatisfaction and anger, elicited by the sport

spectating service failure experiences of stadium employe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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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physical environment failure, and core product failure (i.e.,

poor performance of the team and player) lead to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s.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onymity, and loyalty. In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recruited 342 spectators of Korean professional sports games through

random sampling.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stimulus material

manipulated the type of service failure experienced (i.e., employee,

physical environment, or core product). Next,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naire items measuring their dissatisfaction, anger,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s,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onymity, and loyalty. A series of one-way ANOVAs revealed that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and anger (high vs. low) from the physical

environment, service employee, and core product. In addition,

moderated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d loyal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from the core product and negative online word-of-mouth w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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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sports stadium services, negative emotion, negative

electronic word of mouth intention,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onymity,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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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원하는/좋아하는 팀이 있습니까?

2. 좋아하는 팀명을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그 팀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팀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스포츠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이 팀의 열렬한 팬이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팀의 팬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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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이 팀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7. 나는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이 팀을 응원한다.

8. 나는 이 팀과 관련된 용품을 착용한다.

9. 나는 이 팀의 소식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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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

하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직접 경험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시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물리적 환경 시나리오

※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나는 주차장 시설에 화가 난다.

11. 나는 주차장 시설에 분노한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하였다. 주차공

간 부족, 좁은 입구, 안내표지 없음 등 주차장 환경이 미흡하여 주차에만 30

분 넘게 소비했고 결국 경기 시작 15분이 지나서야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 안내도가 없어 화장실을 찾는데 10분 이상 걸렸

고, 좌석을 찾을 때도 10분 이상 소비하였다.

겨우 좌석을 찾았지만, 좌석에는 이물질이 묻어있었다. 또한, 좌석 간의 간

격이 좁아 무릎이 닿고 뒷좌석에 있는 관람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자가 계속

흔들려 경기관람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왔으

며 스크린에 문제가 생겨 경기 시간과 점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결국, 경

기 중 전광판이 꺼져 경기가 15분 이상 지연되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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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주차장 시설에 짜증 난다.

13. 나는 생각할수록 주차장 시설에 반감이 든다.

14. 나는 전광판 상태에 화가 난다.

15. 나는 전광판 상태에 분노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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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는 전광판 상태에 짜증 난다.

17. 나는 생각할수록 전광판 상태에 반감이 든다.

18. 나는 좌석 상태에 화가 난다.

19. 나는 좌석 상태에 분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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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좌석 상태에 짜증 난다.

21. 나는 생각할수록 좌석 상태에 반감이 든다.

22.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화가 난다.

23.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분노한다.

24.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짜증 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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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생각할수록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반감이 든다.

※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나는 주차장 시설이 불만족스럽다.

27. 나는 주차장 시설이 불만이다.

28. 나는 주차장 시설에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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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나는 주차장 시설에 불쾌하다.

30. 나는 전광판 상태가 불만족스럽다.

31. 나는 전광판 상태가 불만이다.

32. 나는 전광판 상태에 실망한다.

33. 나는 전광판 상태에 불쾌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조금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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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는 좌석 상태가 불만족스럽다.

35. 나는 좌석 상태가 불만이다.

36. 나는 좌석 상태에 실망한다.

37. 나는 좌석 상태에 불쾌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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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가 불만족스럽다.

39.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가 불만이다.

40.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실망한다.

41. 나는 경기장 안내판 상태에 불쾌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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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직원 시나리오

※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나는 직원의 대응에 화가 난다.

11. 나는 직원의 대응에 분노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터넷으로 예매한 티켓을 발권하기 위해 매표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예

약 내용이 없다며 나를 무시하였다. 나는 다시 한번 직원에게 나의 예약 내

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그 직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내가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

저 발권을 마치고 경기장에 들어갔다.

그렇게 20분을 더 기다렸는데 유니폼도 입지 않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다

른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에게 발권을 진행하던 직원에 관해 물어보니 근

무시간이 지나 퇴근했으며 나의 상황은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나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직원 역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다시 티

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원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무책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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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직원의 대응에 짜증 난다.

13. 나는 직원의 대응에 반감이 든다.

14. 나는 직원의 모습에 화가 난다.

15. 나는 직원의 모습에 분노한다.

16. 나는 직원의 모습에 짜증 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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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생각할수록 직원의 모습에 반감이 든다.

18. 나는 직원의 능력에 화가 난다.

19. 나는 직원의 능력에 분노한다.

20. 나는 직원의 능력에 짜증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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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생각할수록 직원의 능력에 반감이 든다.

22. 나는 직원의 전문성에 화가 난다.

23. 나는 직원의 전문성에 분노한다.

24. 나는 직원의 전문성에 짜증 난다.

25. 나는 생각할수록 직원의 전문성에 반감이 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조금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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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나는 직원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

27. 나는 직원의 대응이 불만이다.

28. 나는 직원의 대응에 실망한다.

29. 나는 직원의 대응에 불쾌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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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적원의 모습이 불만족스럽다.

31. 나는 적원의 모습이 불만이다.

32. 나는 적원의 모습에 실망한다.

33. 나는 적원의 모습에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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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는 직원의 능력이 불만족스럽다.

35. 나는 직원의 능력이 불만이다.

36. 나는 직원의 능력에 실망한다.

37. 나는 직원의 능력에 불쾌하다.

38. 나는 직원의 전문성이 불만족스럽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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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나는 직원의 전문성이 불만이다.

40. 나는 직원의 전문성에 실망한다.

41. 나는 직원의 전문성에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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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품 시나리오

※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화가 난다.

11.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분노한다.

12.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짜증 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팀은 역사가 30년이 넘었으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팀이지만 벌

써 4번이나 연고지를 바꾸었다. 이 팀은 5년째 최하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11연패와 함께 4승 19패라는 성적으로 최하위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A팀

은 부족한 재정 상태로 최근 5년간 스타플레이어를 영입을 하지 않았고 올

해는 팀의 베테랑 선수와 유망주도 다른 팀에게 현금화하여 트레이드하는

등 팀 발전을 포기한 상태다.

A팀의 선수들은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기량이 부족하여 상대팀

에게 쉽게 압도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매 경기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며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나 사인도 맞지 않아 선수들끼리 충돌하

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그 결과 A팀은 실책과 실점에서 리그 1위에 올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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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생각할수록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반감이 든다.

14. 나는 팀의 승패 기록에 화가 난다.

15. 나는 팀의 승패 기록에 분노한다.

16. 나는 팀의 승패 기록에 짜증 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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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생각할수록 팀의 승패 기록에 반감이 든다.

18. 나는 선수의 플레이에 화가 난다.

19. 나는 선수의 플레이에 분노한다.

20. 나는 선수의 플레이에 짜증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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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생각할수록 선수의 플레이에 반감이 든다.

22.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화가 난다.

23.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분노한다.

24.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짜증 난다.

25. 나는 생각할수록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반감이 든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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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를 읽고 느낀 감정을 생각하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이 불만족스럽다.

27.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이 불만이다.

28.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실망한다.

29. 나는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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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팀의 승패 기록이 불만족스럽다.

31. 나는 팀의 승패 기록이 불만이다.

32. 나는 팀의 승패 기록에 실망한다.

33. 나는 팀의 승패 기록에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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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는 선수의 플레이가 불만족스럽다.

35. 나는 선수의 플레이가 불만이다.

36. 나는 선수의 플레이에 실망한다.

37. 나는 선수의 플레이에 불쾌하다.

38.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가 불만족스럽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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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가 불만이다.

40.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실망한다.

41. 나는 팀의 스타플레이어 수에 불쾌하다.

※ 다음 문항을 보고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42.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할 것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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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불쾌하다고 할 것이다.

44.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45.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할 것

이다.

46.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타인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것이

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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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내가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안 좋은 점만 말할 것이다.

※ 다음 문항을 보고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48. 심리적으로 좋을 것이다.

49. 심리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50. 심리적으로 이점을 줄 것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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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심리적으로 이득을 줄 것이다.

※ 다음 문항을 보고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52.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다.

53.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확신한다.

5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55. 나의 개인 신상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 채 유지될 것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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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나의 개인 신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려질 수 없다.

57. 나의 개인 신상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58. 나의 개인 신상은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59. 나의 개인 신상은 내가 허락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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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나의 행동으로 나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없다.

61. 나의 행동을 나의 개인 신상과 관련 짓는 것은 어렵다.

※ 아래의 설문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62. 나는 경기장을 방문한 경험이

① 있다. ② 없다.

63. 경기장 평균 방문 횟수(한 시즌 평균)

① 0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8회 ⑥ 9~10회 ⑦ 10회 이상

64. 경기장 방문 시 주로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① 가족 ② 지인 ③ 혼자

65. SNS 연락유형

① 가족 ② 지인 ③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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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67. 연령(만 나이)

① 20세 이하 ② 20~25세 ③ 26~30세 ④ 31~35세 ⑤ 36~40세 ⑥ 41~45세

⑦ 45세 이상

68. 최종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 졸

업 ⑤ 대학원 졸업

69. 직업

①학생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서비스직 ⑦ 기타

70. 월평균 수입

① 0 ② 100만 원 이하 ③ 200만 원 이하 ④ 300만 원 이하 ⑤ 400만 원

이하 ⑥ 500만 원 이하 ⑦ 500만 원 이상

71. 한 달 여가비용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20만원 ③ 20만원~40만원 ④ 40만원~60만원

⑤ 60만원~80만원 ⑥ 80만원~100만원 ⑦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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