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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한 연구

스포츠는 사회에 건강, 공정성, 협동심 등과 같은 스포츠 가치를 전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스포츠와 대중 사이에서 스포츠 

스타들은 그 가치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중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들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스포츠 가치를 내재화

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 가치의 전달이라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스포츠에서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일

탈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함께 떠올리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가 스포츠 일탈에 의하여 변화가 일

어나는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대중들이 인지하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

치의 강도를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파이썬 기반

의 OpenSesame를 활용하여 구조화하였다. 표적 대상은 각각 스포츠 스

타와 비스포츠 스타를 활용하고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속성 단어로는 스

포츠 가치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반응속도로써 측정하였

다. 이들 표적 대상과 속성 단어는 각각 한번 씩 조합되었으며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가 묶였을 때가 스포츠 가치와 비스포츠 스타가 묶였

을 때보다 반응속도가 빠른지를 측정하였다. 20-30대 남녀 대학생/대학

원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들 실험참여자들은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가 연합되었을 때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가 연

합되었을 때보다 유의미한 차이의 속도로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스포츠 스타를 볼 때 스포츠 가치를 더 강하게 떠올린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가 강하게 연합되어 있

는 것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실험은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스포츠 가치

와 스포츠 스타의 조합이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였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표적 대상은 스포츠 스타 하나로 두고 스

포츠 스타를 평가할 속성 단어는 2개의 그룹(스포츠 가치와 부정 단어)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암묵적 연합 검사의 변형인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표본

은 20대 이상 남녀 대학생/대학원생 40명이었다. 실험은 먼저 참여자들

이 인지하는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며 시작하

였다. 이후 연구자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탈 상황을 동영

상 형태로 실험 참여자들에게 노출시켰으며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다시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여 일탈 상황 전후의 

연합 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일탈 상황을 목격하기 전의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조합보다 일탈 상황을 목격한 이후의 스포츠 가치

와 스포츠 스타의 조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 대상으로 선정된 

스포츠 스타들과 연관성이 적은 일탈 상황들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여자들은 일탈 상황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연합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여 연합 강도를 약화시켰다. 이를 통

해 대중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탈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일탈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스포츠 일탈 유형과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도

덕적 판단 전략에 따라 후원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암묵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을 혼용하여 대중이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였을 때 일탈의 유형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판단 기준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일탈 행위는 폭력 행위와 약물 행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도덕적 판단 전략은 도덕적 분리,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결합의 3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암

묵적 태도 측정은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이용하였으며 명시적인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암묵적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스포츠 일탈 유형별

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른 후원

기업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도덕적 결합이 높은 

그룹이 도덕적 결합이 낮은 그룹에 비해 스포츠 일탈을 목격한 이후 후

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낮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시적 측정 

방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덕

적 결합에 의해서 일탈 전후 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대중이 인지하는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관계성을 실

험적으로 규명하였고 스포츠 일탈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태도를 측정하

는데 있어서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스포츠 가치,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 일탈, 도덕적 추론 전략, 

암묵적 연합 검사,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학  번 : 2017-3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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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의 감소, 업무효율화에 의한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일과 일상의 양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대두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 역

시 사회의 주류 문화로 성장하면서(이윤영, 2007)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에 참여를 하는 계층이 다양해졌고 그 수 또한 증가하였다. 이렇듯 스포

츠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졌

으며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해주고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사회통

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김두현, 2010). 특히나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는 행복이나 실제적인 가치

와 같이 무형적 가치, 감정적 가치 또는 경험적 가치와 같은 인간의 본

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오인애, 임충훈, 2019). 

  스포츠는 다양한 무형적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등과 같은 가치들은 사회 정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렇기에 스포츠를 하는 행위자, 즉 선수들은 이러한 가

치를 표출하는 인물로 여겨지며 빈번하게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Carlyle(1993)에 따르면 대중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이런 인물이 나타났을 때에

는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스포츠 스타는 스포

츠의 가치를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대변해주는 

존재라고 인식되며 대중의 관심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며 더욱 많은 관

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미디어는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를 포장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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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부각한다. 자신만의 브랜드가 구축된 스포츠 스타의 경우 유무형의 

가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기업에서 주목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

은 때때로 스포츠 스타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존감을 높이거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Chang, Ko, & Carlson, 2018). 이렇다 보니 기업

들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스포

츠 스타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스폰서 계약을 맺거나 광고 출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스포츠 스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들이 기업에 전달된

다고 여기기 때문이다(Mckraken, 1989). 전달된 가치와 의미들은 소비자

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 기업,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았고 형성된 이미지는 기업이나 조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라 여겨져 현재까지도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은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이라 여겨지는 특성 때

문에 스포츠 스타들은 다른 분야의 스타들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

구받게 되며(원영신, 함은주, 2010) 스포츠 스타나 스포츠 조직은 이러한 

도덕성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신체활동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때때로 스포츠 가치에 반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허정식, 

2015). 또한 인간본성의 이기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욕구와 갈등은 스포츠 

경쟁에서 승리라는 최고주의와 경제적 물질만능주의 현상으로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스포츠 일탈행위가 유발되기도 한

다(장윤창, 이금희, 2016). 스포츠 일탈이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규범위반 행동을 의미하며 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 또는 가

치, 법률과 스포츠 자체의 규범적 체계 기준과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임번장, 2010). 이러한 스포츠 일탈은 폭력, 성폭력, 약물, 승부

조작 등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으며,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가치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갖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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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일어난다. 가장 최근에는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하였던 유명 배구 

선수들이 과거 동료 선수들에 대해 폭력과 갑질 등을 일삼은 것이 확인

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를 필두로 여러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폭력, 

성폭력, 갑질 행위가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

건들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스포츠 선수, 나아가 스포츠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스포츠 분야

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선수 개인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바라보

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일부 조직들

과 개인들은 아직도 문제가 일어나면 이를 은폐, 축소, 왜곡하는 등 피

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김두현, 

2010). 

스포츠 조직이나 선수가 스포츠 일탈을 행하게 되면 그 책임성 여부에 

의해 부정적인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이로 인해 해당 스포츠 

조직, 스포츠 스타 또는 둘 모두에 대한 관심과 평판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방신웅, 2012). 소비자들은 보통 긍정적

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미

디어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집중하여 정보를 모으고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보다 초점을 두고 기사화 하는 경

향성이 최근 들어 가속화 되고 있다(김효숙, 2010).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정보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특정 대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부정적인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Fiske, 1980; 전성률, 박

현진, 2007; 김효숙, 2010). Richins(1983)는 이 현상을 부정성 우월 효과

(negativity bias effect)라고 하였으며, 부정성 우월 효과는 소비자의 정

보처리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강시은, 박지혜, 

2013). 특히 스포츠와 관련되는 부정적인 이슈들은 스포츠가 지닌 가치

와 연관되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스포츠 선수들의 이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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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했던 기업들은 통제할 수 없는 선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부정적인 이슈들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슈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부정적인 정보

는 소비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부정적 행동 반응을 이

끌어낸다. 특히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

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동기가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조직이 소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

라고만 가정하고 감정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

향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소비자들의 부정적 감정을 규명하

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정재일, 2013). 부정적인 감정 중 대표

적인 것이 분노이다. 분노는 높은 흥분과 같은 특정한 신체적 각성과 억

울함, 공포감 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예

측하는데 사용되는 감정이다(Turner, 2007; 이준희, 차희원, 2016). 분노

는 개인의 욕구 실현이 좌절될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정, 정의, 자유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나타난다

(Horberg, Oveis, & Keltner, 2011). 이때 문제가 되는 특정 사건 또는 상

황의 결과에 대해 비난할 대상이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

성을 띄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도덕적인 욕구가 분노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Smith & Ellsworth, 1985; 김현정, 윤영민, 2020). 

보통 스포츠 일탈의 경우 그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

우가 많고 스포츠의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은 일탈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관계된 기업, 조직에게까지 표출된다

(Grappi, Romani, & Bagozzi, 2013; Romani, Grappi, Zarantonello, & 

Bagozzi, 2015). 기업이나 조직들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리

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선수와 후원계약을 맺을시 다양한 조항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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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비슷할 것이

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

이는 현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내재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끔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판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사람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개인차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Greene & Haidt, 2002; Haidt, 2001). 특히 유명인이 일탈

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해 추론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달리 보게 되는 것이다(Bandura, Barbaranelli, Ca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Berman, & Reed, 2013; Ditto, Pizarro, & 

Tannenbaum, 2009). 이런 차이는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라 나

타나기도 한다. 지식은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로 정의되며 이중 

주관적 지식은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아 평가된 

지식 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Brucks, 1986). 

달리 표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의 수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수정, 성민정, 

2011). 이외에 사람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본인

만의 기준들을 세우고 체화함으로써 내면에 저장하게 된다(McCracken, 

1989). 이렇게 내재화된 기준들은 소비자들이 특정 현상을 바라볼 때 자

동적으로 판단을 내리게끔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것을 무의식 반응이라 한

다(Phillips-Wren & Adya, 2020).  

신경-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은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Rydell et al., 2008). 무의식 반응은 강력한 행동 예측 변

수이며 이를 측정하면 소비자들이 스포츠 스타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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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의 효

과성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Chang, Ko, & Carlson, 2018; Jost, 

2019). 이전까지는 스포츠 소비자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보는데 있어

서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이다. 이러한 자기기입

식 설문방법은 설문 대상자가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왜곡 없이 보고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Cunningham, 

Preacher, & Banaji, 2001).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선입

견, 개인의 의지 등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의 개념

으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Kinermann & Schreiner, 2018) 대표적인 것이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 IAT)이다. 암묵적 연합 검사는 최초에 특

정 대상과 그를 상징하는 속성 단어의 연합 강도를 반응속도로 측정하여 

개인의 선입견,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영역에서는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표면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가 다를 수 있고 명시적 태도

와 암묵적 태도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행동 예측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이 밝혀졌다(오자영, 2018). 이렇듯 스포츠 소비자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서 이제는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선입견, 편견과 같은 무의식 속을 들여다볼 필요

가 있다. 

최근 들어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의 가치를 전달하여야 할 스포츠 스

타들이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등과 같은 스포츠 일탈 행위를 저질렀거

나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가 이러한 스포츠 스타의 일탈을 접하였을 때 그 일탈 유형과 부정적인 

반응이 후원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

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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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가 느끼는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심리

적 거리감과 스포츠 일탈 행위를 목격했을 때 그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

를 살펴보는 한편 스포츠 일탈 유형과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판

단 전략에 따라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영

향을 받는지를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가 느끼는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심리적 거리감을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측정하여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스포츠 

스타에게 전이 되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소비자가 스포츠 스타의 일탈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 간의 연합의 강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여 스포츠 일탈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 스타가 저지르는 일탈 행위의 유형에 따라 후원기업

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소비자들의 도덕적 추

론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암묵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스포츠 스타에 전이 되어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 강하게 연합되었는지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가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들이 인식하는 스포

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간의 연합 정도가 변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스타의 일탈 행위 유형과 일탈 행위를 바라보는 소

비자의 도덕적 추론 전략이 후원기업에 대한 암묵적, 명식적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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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가치

  스포츠 가치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개개인의 인식으로 스포

츠 상황 또는 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심미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

교적 가치를 포함 하는 것을 말하며(김동희, 2012), Edwards(1973)는 스포

츠의 가치 반영과 관련하여 스포츠는 행동의 규제와 목표 성취 및 일상

생활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대한 의사결정 가치관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원초적 기능 작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가치는 행동양식, 목표 및 평가

에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하였다(임번장, 2010). 따라서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배성민, 

김경렬, 2007). 또한, 오주훈(2000)는 스포츠 가치란 개인이 스포츠를 바

라보는 시각으로 스포츠 사회화과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듯이 

스포츠에 대한 가치 또한 서로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스포츠는 개인과 삶에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에서는 스포츠의 가치를 신체적, 정신적 측면과 함께 경기규칙 준수, 페

어플레이, 승패인정 등으로 여기고 있다(UNESCO, 2006). 또한 유네스코

(UNESCO)의 60년 기념문에서는 평등, 윤리, 평화와 같은 세상의 이상적 

가치들이 스포츠를 통해 증진 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자유민주

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워주는 것도 스포츠의 가치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UNESCO, 

2006). 또한 IOC에서 운영하고 진행하는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

(OVEP)은 올림픽의 가치를 탁월성(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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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을 바탕으로 노력의 기쁨(joy of effort), 페어플레이(fair play), 

타인존중(respect for others), 탁월성 추구(pursuit of excellence), 신체와 

정신의 균형(balance between body, will and mind)의 다섯 가지 스포츠 

가치를 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홍애령, 안지연, 2016).

스포츠에서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겠지만 사회학적 측면에

서 스포츠의 가치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Spreitzer & Snyder(1975)가 

있다. 이들은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스포츠의 가치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자기수양, 공명정

대한 정신함양, 권위에 대한 존경심, 훌륭한 시민정신 함양이 높이 평가

되는 가치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승곤 등(1997)은 체육관련 지도자와 

일반교과목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귀납적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육관련 지도자들은 최선, 정직과 성실성, 인

내심, 페어플레이 정신, 자율과 책임감, 타인배려(공동체 정신), 예의범절, 

정신건강, 적극성, 육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과

목 담당교사들은 정직성, 자율과 책임, 최선, 타인배려(공동체 의식) 및 

적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스포츠는 일반적으

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사회 질서, 자기통제, 훈련, 여가)를 생산한

다고 할 수 있다(Spreitzer & Snyder, 1975).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양상에 대

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스포츠의 질적 양상이라 함은 스포츠

인의 올바른 속성, 가치, 유용성을 통한 스포츠의 올바른 행위를 뜻한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 올바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스포츠에서는 

이것이 스포츠맨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인들

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들은 스

포츠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서경화, 황정현, 2013). 

그렇기에 스포츠인들은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스포츠를 가치

있는 신체활동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한

다(신민철, 손용기, 강유원, 2021).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 스타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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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스타들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원영신, 함은주, 

2010). 이렇게 구축된 스포츠인들의 이미지는 기업과 같은 조직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노력 하는데 이중 대표적인 방법이 스포츠 스폰서

십이라고 할 수 있다.

2. 스포츠 스폰서십

1) 스포츠 스폰서십과 이미지 전이

  스포츠 스폰서십은 기업이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이벤

트, 구단, 선수 등 스포츠 자산으로 하여금 상업적 잠재성을 활용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현금 혹은 현물에 대한 지급으로 정의된다(Speed & 

Thompson, 2000; 남상백, 변현, 배정섭, 2020). 스포츠 스폰서십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하나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김재민, 박성복, 이형석, 2021). 기업들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관

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등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와 함께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때문이

다(윤해진, 안희정, 2019; 전찬수, 김세웅, 2019).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지 전이 효과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미지 전이 이론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미지 전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유명인이 특정 역할

을 수행하면서 의미 또는 이미지를 습득하게 되는데 특정 기업들이 이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후원계약을 맺

고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소개하거나 직접 착용, 시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유명인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소개, 이용함으로써 

유명인이 지니고 이미지가 제품과 서비스에 전달되게 되고 이렇게 제품/

서비스에 전달된 의미는 다시금 소비자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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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racken, 1989). 이 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2) 스포츠 스폰서십과 스포츠 스타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스타를 스폰서하면서 자사의 브랜드를 착용하게 하여 소비자들로

부터 브랜드가치와 신뢰를 얻으려 노력한다(전찬수, 김세웅, 2019). 대형 

기업들이 이렇듯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이유는 스포츠 스타가 갖는 휴

먼브랜드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스포츠 스타의 휴먼브랜드는 

스포츠 스타 본인의 인간적인 특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신들의 브랜드나 제품에 투영

하여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송성수, 

2020). 앞서 우리의 삶은 도덕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스포츠

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개념 아래 스포츠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런 올바름에 대한 가치와 스포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

성들과 어우러져 스포츠인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관심을 

포착한 기업들에서는 이들 스포츠인들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스

포츠 분양에서의 스포츠 스타는 성공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영웅이나 유

명인으로 받아들여지며(Calrson & Dnavan, 2017),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

※ 출처 : McCracken 1989

그림1 의미 전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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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파급력을 갖는다(박

상윤, 김태희, 장경로, 2014). 스포츠 스타는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뛰

어난 성적을 이루어낸 기능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와 연합되었을 때에

는 타 분야의 유명인보다 스포츠 브랜드 광고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알

려져 있다(이상민, 유승엽, 2003). 특히 스포츠 스타는 소비자들의 마음속

에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광고에 대한 주의 집중과 관심

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품, 브랜드 또는 기업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여겨

진다(김태희, 문지운, 장경로, 2012). 이상일, 김원경, 황인선(2014)은 스포

츠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스포츠 스타는 소비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스포츠인들은 스포츠를 구성하

는 요소인 동시에 스포츠를 가치있는 신체활동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

드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하고 스포츠 스타들은 다른 분야의 스타들

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고 하였다(신민철, 손용기, 강

유원, 2021; 원영신, 함은주, 2010). 또한 Sassenberg(2015)는 스포츠 스타

는 롤모델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Dix, Phau 

& Pougnet(2010)는 마찬가지로 막 성년기에 진입한 이들에게 스포츠 스

타는 본받을만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러 이유로 스포츠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스포

츠 일탈은 지금도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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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일탈과 소비자 반응

1) 스포츠 일탈의 정의

  스포츠 일탈이란 사회적 일탈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규범위반 맥락에

서 설명될 수 있다. 스포츠 일탈이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규범위반 행동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 

또는 가치, 법률과 스포츠 자체의 규범적 체계 기준과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스포츠 일탈로 규정한다(임번장, 2010). 다시 말해 스포츠 자체의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스포츠 일탈이며 스포츠 규범을 어기거

나 위반하는 스포츠 참가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스포츠 일탈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규칙성을 파괴함으로써 스포츠의 본질과 가치를 떨어

뜨린다.

  스포츠에서의 부정적 일탈은 스포츠 규범이나 가치, 규칙을 위반 하는 

행위로 폭력, 부정행위, 약물복용, 선수담합, 승부조작, 페어플레이 정신

과 스포츠맨십 등 사회적인 질타와 낙인찍히는 행위를 말한다(정의권, 

김형균, 2003). 스포츠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 오직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

기 때문에 부정적 일탈이 경기 중에 발생하게 된다.

  Eitzen(1981)은 부정적 일탈은 사회적 문제로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행

동,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 등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행

동, 비합법적으로 사람, 용구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였

다. 이 밖에도 폭행 및 성폭행, 승부조작, 부정 선수선발, 약물중독, 금품

갈취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일탈의 원인은 다양한 행동이 포함되며 

그 예로 개인 성취욕구에 관한 요인, 공격 및 좌절에 따른 요인, 스포츠 

참가 및 팀 소속에 대한 집착, 팀 동료 및 중요타자에 의한 일탈의 학

습, 경기에서 유리한 상황제압, 코치 및 감독의 의한 강요, 심판의 편파

판정 등이 해당된다. 이렇듯 스포츠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스포츠 일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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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입장은 배제되어 있으며 스포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aker, Fournier, & 

Brasel(2004)은 당사자(개인 또는 조직)간의 관계를 위협하는 묵시적이거

나 명시적인 규칙 위반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Kelly, Weeks, & 

Chien(2017)은 스포츠 일탈은 경기장 안팎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이들 간

에 일어나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들을 포함하며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해가 가며 더 나아가 스포츠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일탈을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다양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규범 위반 행동으로 인하여 이해관

계자들 또는 스포츠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스포츠 일탈과 소비자 반응

이렇듯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탈행위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많은 요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일탈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Mclaren(2008)은 위법행위가 

페어플레이 인식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여 스포츠 일탈로 인하여 스포

츠의 가치가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은 스

포츠 스타를 활용한 스폰서십 활동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스포츠 

스타의 일탈은 후원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Solberg, 

Hanstad, & Thoring, 2010), 해당 선수가 활동하는 스포츠 뿐 아니라 그

와 연계된 이벤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Doyle, Pentecost, 

Funk, 2014; Hughes & Shank, 2005; Wilson, Stavros, & Westberg, 2010). 

특히 스포츠 스타의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은 크게 나타

나는데 Loie & Overmiller(2002)은 스포츠 관련 조직이 후원하는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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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인지도

가 높은 인물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높을 때 해당 인물 뿐만 아니라 그

를 후원하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맥락에서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조직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간

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ombs & Holladay(1996)는 조직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일탈 행위자의 의도성과 책임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는

데 이는 그림[2]와 같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사고

(Accident)

과실

(Faux Pas)

행동(Action)

위반

(Transgression)

테러

(Terrorism)

의도적(Intentional)

내부

(Internal) 원인(Created)

외부

(External)

그림2 스포츠 일탈 유형(Coombs & Holladay, 1996; Wilson, Stravros, & Westberg, 2010)

  먼저 의도성이 없고 원인이 조직의 밖에 있을 때는 과실(Faux Pas)라

고 정의하였으며 잘못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외부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를 스포츠적인 상

황에 대입하였을 때의 예는 박태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태환은 금지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법정공방 끝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판

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박태환은 대중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

으며 그 동안 이루어낸 결과들도 부정당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의도성이 없으면서 내부에서 원인이 일어난 상황을 사고

(Accident)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비의도적인 상황이

다. 2007년 브라질의 축구 선수였던 호마리우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이

유로 3개월의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호마리우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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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탈모 예방을 위

하여 복용했던 약 때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이의는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호마리우는 금지약물을 복용할 의도는 없었지만 해당 약물이 

들어있던 탈모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해당

된다고 설명된다.

  의도성이 있으면서 외부의 원인으로 일어난 상황은 테러(Terrorism)이

라고 명명되었다. 이 테러의 대표적인 예는 90년대를 풍미했던 테니스 

스타 모니카 셀레스(유고슬라비아)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여자 테니스

는 스테피 그라프가 평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 모니카 셀레스가 등장하면

서 그라프를 제치고 우승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라프의 극성팬이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1993년 경기를 치루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셀레스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로 셀레스는 그 후유증으로 

선수생활은 내리막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의도성이 있으면서 내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위반

(Transgression)이라고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암을 극복한 기

적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할 수 있다. 

랜스 암스트롱은 미국의 사이클 선수로 고환암을 이겨내고 투르 드 프랑

스(Tour de France)에서 사상 최초로 7연패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그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 모든 타이틀이 회수 되었다. 암스트롱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을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2017년 오프라 윈프리쇼

에 출연하고 모든 것을 시인하였으며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똑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들 4가지 상황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들 중에서도 Wilson, Stravros, & Westberg(2010)는 스포츠 스타가 위반

(Transgression)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성과 의도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

들의 상당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해당 스포츠 스타와 

스폰서십 관계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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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스포츠 스타의 일탈 유형에 대해 살펴볼 

때 대표적인 유형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의 

사생활 중에 일어났는지를 구분(On-field vs Off-field)하여 보는 것이다. 

Hughes & Shank(2005)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개인

이 사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행위에 비하여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낸 연구들을 진행하였다(Fink, Parker, Brett, & Higgins, 2009; 

Lee, Kwak, & Moore, 2015).

  또 다른 유형은 의도성의 유무(Intentional vs Unintentional)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스포츠 스타가 상황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일

탈행위를 하였을 때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를 비교할 때 

의도적인 일탈행위를 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Sato, Ko, & Kellison(2018)은 일탈상황에서 

의도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귀인이론을 바탕으

로 스포츠 스타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분노와 부정적 구전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의도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스포츠 스

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분

노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포츠 일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많이 도출하였다. 하지만 의도적

(Intentional)이면서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On-field)하는 경우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Wilson, Stravros, & Westberg(2010)가 스포츠 

스타가 의도성과 내부에서 원인이 발생하는 위반(Transgression)을 저질

렀을 때 대중들의 상당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였을 때 이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유형은 Sato, Ko, Park, & 

Tao(2015)가 연구를 진행하여 스포츠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의도적이면

서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을 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스포츠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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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 집단은 스포츠와 연관되지만 의도적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태

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상 연구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 의도성이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데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성이 없을 때 더

욱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볼 때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은 

일관성이 부족(Lee, Kwak, & Moore, 2015)하며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연

구는 아직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연구들

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

펴보아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Sato, Ko, & Kellison, 2018). 또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

나는 비행행위(e.g. 가정폭력, 성폭력 등)는 그 비윤리성이나 강도에 따라

서 세금탈루 또는 약물남용과 같이 하나의 개인이 연루된 사건과 비교해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성

이 있다(Kwak, Lee, Olmsted, 2018; Lee & Kwak, 2016). 

4. 소비자의 도덕적 추론 전략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은 사람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개인의 판단기준에 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

다(Greene & Haidt, 2002; Haidt, 2001). 유명인이 일탈 행위를 자행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반응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판단 기준

을 바탕으로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행동 반응

이 일어난다고 하였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et al., 2013; Ditto et al., 2009).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3가

지의 도덕적 추론 전략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 분리

(moral decoupling), 도덕적 결합(moral coupling), 도덕적 합리화(moral 

rationalization)로 구분된다(Bandura, Barbaranelli, Ca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et al., 2013; Ditto et al., 2009; Lee & Kwa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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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의 암묵적 태도

  소비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는 두가지의 형태로 나뉜

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명시적인 태도로써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표현

이며 다른 하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동화된 인지처리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암묵적 태도이다. 이러한 암묵적 태도는 자동적이고 빠

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기 어렵다

(Greenwald & Banaji, 1995). 이 암묵적 태도는 이 암묵적 태도는 인지심

리학에서 연상기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Greenwald & Banaji, 2017; 

Keller, 1993). 연상기억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

질과 사회화를 통하여 얻은 많은 정보들을 여러 노드로 만들어 기억속에 

저장을 시키기고 특정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노드들이 자동적으로 연결

되어 특정 대상을 빠르게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타이거 우즈의 팬인 소비자는 골프와 연관된 단어, 형상, 

그림 등을 보면 자동적으로 타이거 우즈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

게 연상된 이미지들은 소비자들의 감정과 맞물려 다양한 감정 반응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묵적 태도는 명시적 태도와 구분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다양한 연구에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일치하는지(Wittenbrink, Judd, & Park, 1997;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또는 불일치(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Wenger, Bota, & Odera, 2012)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두 태도의 차이

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Serenko & 

Turel(2020)이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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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암묵적 태도 명시적 태도

형성 속도 느림 빠름

대상과의 직접 작용 불필요 필요

변화 속도 느림 빠름

통제 불가능에 가까움 가능

기억 연상 과정 불필요 필요

반응 순서 선(先) 후(後)

영향 태도, 무의식 반응, 상태 행동 의도, 인지적 과정

표1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 비교

출처 : Serenko & Turel, 2020

  표[1]에 따르면 암묵적 태도는 명시적 태도에 비하여 그 형성 속도가 

느리다고 하였다. 앞서 연상기억이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은 선천적으

로 갖고 있는 기질과 사회화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정보를 

노드의 형태로 기억속에 저장하는데 이 속도가 느리다고 하였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발현과 관련해서는 명시적 태도는 항상 판단의 대상

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암묵적 태도 역시 대상에 대한 노출

을 통해 태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이 살아온 과정을 통하

여 축적된 정보들의 연합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명시적 태도에 비해 판단 대상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

와 연관되어 오랫동안 개인의 삶속에서 축적되어온 암묵적 태도는 그 특

징으로 인하여 태도 변화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이는 이미 노드의 형태

로 저장된 정보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연상 작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명시적 태도는 통제가 쉬운데 이는 판단 대상에 대하여 충

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시적 태

도는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는 반면 암묵적 태도는 이미 무의식 속에 저장된 

노드들의 자동적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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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영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는 태도를 인지적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대다수 자기

기입설문과 같은 직접적 측정 방법으로 태도를 측정하여 왔다(Bluemke 

& Friese, 2008; Koenigstorfer & Groeppel-Klein, 2012). 현재까지 태도와 

같은 개념들을 직접 측정하는 자기기입설문은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널

리 사용되어 왔고 학문적인 기여도 컸다. 다만 자기기입설문은 편견이나 

집단의 규범, 개인의 대상에 대한 인지도, 자기 감정 통제력이 뛰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암묵적 태도의 측정은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드

러내는 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며 때로는 이러

한 부정적인 태도가 편견으로 보이지 않을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때

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성나경, 성

현준, 임광현, 김성현, 김성희, 김사라, 이수정, 2019). 이러한 이유로 최

근에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추세이며 특히 스포츠 맥락에서는 선수와 같은 휴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살피는데 더욱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Gawronski & Bodenhausen, 2006; Rydell et al., 2008) 특히 감

정은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 과정으로서 무의식에 가까운 빠르고 자

동적인 인지 과정으로 설명된다는(Sato et al., 2018)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 일탈 행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암묵적 태도

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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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1>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암묵적 연합 

강도 탐색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스포츠의 가치와 스포츠 스타가 강하게 연합되어 연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 올바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스포츠

에서는 이것이 스포츠맨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스포츠맨십은 스포

츠인들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들

은 스포츠인들이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서경화, 황정현, 2013). 그렇기에 스포츠인들은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

인 동시에 스포츠를 가치있는 신체활동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

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하며(신민철, 손용기, 강유원, 2021) 다른 분야의 스

타들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원영신, 함은주, 2010). 스

포츠 스타의 이미지는 해당 선수의 과거/현재 경기력 뿐만 아니라 성격, 

행동, 사회성, 교양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구성원이 이

를 보고 평가하는 것(김재범, 최명일, 2003; 서진교, 최명일, 2003)이라고 

볼 때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이들 스포츠 스타들이 스포츠맨십이 내포하

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대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태도

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학습되는 것이며 일관된 반응을 일으키고 특정 

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경향

(Haugtvebt & Petty, 1992; 이상일, 김원경, 황인선, 2014)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무의식 태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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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속도를 비스포츠 스타와의 반응속도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가치를 내재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가 연합 되었을 때의 반응속도가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가 연합 되었을 때보다 반응속도가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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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로 이들은 베이비

부머나 X세대에 비하여 레저·엔터테인먼트, 건강과 웰빙에 지출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화, 2020).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수혜

를 받은 세대로서 네트워크 세대로도 불리며 정보공유, 개성과 감각의 

추구, 소비, 쌍방향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시만, 2008). 

이 세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경험하며 스포츠

가 주는 즐거움, 감동과 같은 가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IMF시절

의 박찬호, 박세리, 그리고 최근의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스타의 힘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밀레니얼 세대가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같이 연상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

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실험연구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대상으

로 삼았기에 표본은 편의표본추출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이상의 남녀 대학/대학원생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Faul, Erdfelder, Buchner, & 

Lang(2009)이 고안한 G*Power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test(양측검정), 효과크기는 중간(0.5),   유의확률(α=0.05), g power(1-

β=0.8)으로 설정하여 최소 33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명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징은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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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22 55

여자 18 45

합계 40 100

나이

19-24세 4 10

25-30세 15 37.5

31-35세 15 37.5

36-40세 6 15

합계 40 10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연합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Greenwald et al.(1998)에 의해 개발된 암묵적 연합 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것이며 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험하였다. 

가) 암묵적 연합 검사

  암묵적 연합 검사는 개인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태도나 고정관념

을 살펴보기 위한 기법이다. 태도나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 자동 활성

화 과정을 반응시간으로 측정하여 태도, 고정관념, 자아개념의 강도를 

파악하는 도구이다(김성수, 류권석, 2018). 암묵적 연합 검사는 표적 대상과

그 표적 대상을 표현하는 속성 개념 간 연합 정도를 반응시간의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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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피는 방법이며 표적 대상과 평가 속성이 심리적으로 근접하게 연

합되어 있다면 반응시간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제

하고 있다(나은영, 권준모, 2002).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지칭하는 단어가 연합되었을 때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지칭하는 단어가 연합되었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빠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나) 실험 자극물 구성

   (1) 표적 대상 선정

  스포츠 스타-스포츠 가치의 암묵적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적대상

으로써 스포츠 스타와 비스포츠 스타를 선정하려고 한다. 선정 방법은 

Hur, Lim, Won, Kwon(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극물 구성을 위한 표

적 대상을 선정하였다. 스포츠 스타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우선 

스포츠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인물들 중에서 스포

츠 영웅으로 추대 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던 선수들을 위

주로 모색하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친숙한 선수들을 명단에 포함

시키고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석사과정생 5

명과 함께 사전 선정된 명단 이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추가로 모색한 이후 1차 명단을 확정하였다.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확정

된 1차 명단을 스포츠 매니지먼트 박사 1인과 박사과정생 2인과 검토하

였으며 이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인물들을 제외한 2차 명단을 확정하였

다. 2차 명단은 다시 한번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6명을 대상으로 각 인물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조사하기 위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예비조사 

참여자들에게 앞서 확정한 2차 명단을 나누어 주었으며 명단을 받은 참

여자들에게 각각의 스포츠 스타를 인지도 순으로 1(높음)부터 10(낮음)의 

순서로 표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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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2차 명단을 예비조사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인지도와 

호감도를 각각 1부터 10의 순으로 스포츠 스타의 이름 옆에 표기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렇게 표기된 점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빈도수와 순위에 

따른 합산점수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스포츠 

스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다음 표[3]과 같다.

김동현 김연경 김연아 박세리 박인비

박지성 박찬호 손흥민 윤성빈 차범근

표3 표적 대상(스포츠 스타) 선정 명단

이들 스포츠 선수와 대비되는 표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비스포츠 스

타들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비스

포츠 스타들은 모두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 같은 휴먼브랜드의 범주에 속

한 것(김종백, 2013)이며 소비자들의 주의 또는 관심을 이끄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용만, 이계석, & 이준원, 2006;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지

닌 비스포츠 스타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스포츠 스타와 동일하다고 판단

된다. 이들 비스포츠 스타의 선정과정은 스포츠 스타의 선정과정과 동일

하게 진행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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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늘 김혜수 류준열 박보영 박서준

신민아 유재석 윤아 조승우 조정석

표4  표적 대상(비스포츠 스타) 선정 명단

   (2) 속성 단어 선정 

  속성 단어 선정은 스포츠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그와 대비되

는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를 설정할 것이다. 선정 방법은 Hur, Lim, Won, 

Kwon(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극물 구성을 위한 속성 단어를 선정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총 3단계의 절차에 따를 것이다. 먼저 1단계에

서는 스포츠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중들이 인식하는 스포츠 가치와 관련된 키워드들과 올림픽 

헌장과 각종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추구하는 비전, 구호 등을 분석하여 

핵심 단어들을 추렸다. 그리하여 속성 단어로 선정할 수 있는 후보 단어

군을 만들었으며 이들 단어군은 표[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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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성 즐거움 용기 리더십

협력 자기수양 예의 노력
포용 인성 열정 관계

평등 인내 상호존중 결의
페어플레이 인권 배려 건강

표5 스포츠 가치 단어 후보군

  2단계에서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수 1인과 박사/박사과정생 각 1명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통합할 수 있거나 본 연구에 맞지 않는 단어들을 색

출하여 제거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

렇게 수정된 단어군을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스포츠를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10개의 단어를 최

종 선정하였다. 스포츠 가치와 대비되는 부정적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Karpinski & Steinman(2006)이 활용하였던 부정적 단어들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단어는 표[6]로 나타나 있다.

스포츠 

가치 단어

탁월성 협력 평등 페어플레이 즐거움

노력 인내 열정 상호존중 건강

부정적

단어

혐오 실패 좌절 냉소 불쾌

증오 비겁 거짓 불행 미움

표6 최종 선정 속성 단어

다) 실험 도구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실험 저작 도구로는 OpenSesame

(오픈세서미) 버전 3.3.9를 이용하였다. OpenSesame는 파이썬(Python) 기

반의 오픈소스 그래픽 실험 제작 도구로 심리학, 사회심리학, 신경과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Mathôt, Schreij, & Theeuwes, 2012)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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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합 검사, 마우스 트레킹(mouse tracking), 아이 트레킹(eye 

tracking), 설문(questionnaire) 등과 같은 실험/비실험에 쓰이고 있으며 현

재까지 1500여회가 넘게 인용되고 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홈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https://osdoc.cogsci.nl/3.3/download/)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메뉴얼, 추가 기능 실행을 위한 플

러그인(Plug-in)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OpenSesame를 실행시키기 위

한 최소사양은 다음 표[7]과 같다. 

최소 시스템 사양 운영체제

• 2GB 이상의 메모리

• 2GHz 이상의 프로세서

• 오디오 가능

• 해상도 : 1024px ⨉ 768px  

윈도우(Windows) 맥(Mac)

• 윈도우 8.1 이상 • macOS 10.14(Mojave) 이상

표7 OpenSesame 최소사양

  OpenSesame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과 같다. 

우선 화면 상단은 프로그램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을 모아놓은 메뉴바

(menu bar)와 빠른 실행 도구 모음(quick launch toolbar)이 있다. 메뉴바

는 새로운 실험 만들기, 불러오기, 편집하기, 도움말 등과 같은 명령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는 새로 만들기, 실험 실행, 

스크립트 활성화, 명령 되돌리기/재실행 등과 같은 명령들로 구성되며 

표[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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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메뉴바/빠른 실행 도구(Menu bar/Quick launch toolbar) : 모든 프로그램 도구 모음 및 빠른 

실행

(2) 아이템바(Item bar) : 실험 구성에 쓰이는 아이템 모음

(3) 실험 구조 개요창(Overview area) : 실험 구조 개괄적 표현 

(4) 조작 화면 (Tab area) : 실험 편집/구성/조작

(5) 파일 목록(File pool) : 실험에 쓰인 파일 모음

표8 OpenSesame 프로그램 구성

메뉴바의 좌측하단에 위치한 아이템바(item bar)는 실험의 구조를 구성

할 때 사용되는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이템은 아래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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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내용

loop 구조 설계 다른 단일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실행 / 독립변수 통제

sequence 구조 설계 순차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을 실행함 

sketchpad 자극물 제시 시각적 자극물을 표현

feedback 자극물 제시 실험 참여자에게 피드백 제공

sampler 자극물 제시 소리 재생

synth 자극물 제시 소리 합성 

keyboard_response 반응 측정 키보드 반응 정보 수집

mouse_response 반응 측정 마우스 반응 정보 수집

logger 데이터 기록 변수에 대한 데이터 기록

inline_script 스크립트 작성 임의로 작성한 스크립트 실행

표9 주요 아이템 설명

  OpenSesame는 나무 구조(tree structure)를 바탕으로 실험 구조를 구성

하는데 이들 아이템 중 “loop과 "sequence”는 실험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아이템들이다. 먼저 sequence는 그 아래에 놓인 아이

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sequence 아래

에 sketchpad, keyboard_response, logger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

험을 실행시켰을 시에 sketchpad를 통해 시각자극물을 제시하고 이에 따

른 키보드 반응(keyboard_response)을 수집하며 데이터를 기록(logger)하

게 된다. Loop은 loop을 제외한 단일 아이템을 반복 실행시키는 한편 독

립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이템바(item bar) 옆에는 실험 구조 개요창(overview area)이 위치하

고 있으며 연구자가 구성한 실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시각화

한 창이다.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아이템 창에서 아이템을 드래그 하여 

실험 구조 개요창 안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구조의 순서를 수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나면 개별 아이템들을 실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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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도록 변수, 자극물 등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이 조작 화면(tab area)이다. 예를 들어 앞서 loop에서는 독립변수

를 삽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loop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조작 화

면에는 그리드가 생성되고 이 그리드 안에 변수와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

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측 끝에는 파일 목록(file pool)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창에는 실험에 쓰인 그림이나 소리/음성 파일이 

표기되며 한번 불러낸 파일은 다시 불러내기를 할 필요 없이 해당 창에

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위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구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penSesame를 활용하여 그림[3]과 같이 실험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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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

서식

전체 실험 구조(sequence)

실험 소개

설문 단계

설문 순서

성별

나이

스포츠 관여도

입력 항목 기록

표적대상/속성 단어 소개

실험 단계

실험 순서

피드백 초기화 활성

1단계 설명

1단계

스포츠 스타 / 

비스포츠 스타 식별

1단계 종료

2단계 설명

2단계

스포츠 가치 단어 / 

부정적 의미 단어 식별

2단계 종료

그림3 연구1 OpenSesame 프로그램 구조



- 35 -

3단계 설명

3단계

최초 조합 과제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단어 /

비스포츠 스타 + 부정적 의미 단어

3단계 종료

4단계 설명

4단계

1단계의 역배치

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스타

4단계 종료

5단계 설명

5단계

역조합 과제

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단어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의미 

단어

5단계 종료

피드백 제공

전체 실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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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실(2.5m X 2.5m의 분리된 공간)에 입장하게 되면 

LG전자社의 27인치 LCD 모니터와 삼성 QSENN 블루투스(bluethooth) 키

보드와 마우스가 설치된 책상에 착석하도록 안내받았다.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들이 자리에 착석한 이후 실험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이 실험에 임할 준

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주면 연구자는 통제용 노트북(ASUS社 / i5-9300H 

CPU @ 2.40GHz / 16G RAM / NVIDIA GeForce GTX 1050 / Windows 10 

Education)을 활용하여 OpenSesame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으며 실험 참여

자들은 통제용 노트북과 연결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4]은 위의 사항을 그림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그림4 실험 환경

  실험 참여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화면을 기준으로 순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참여자는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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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으로는 설문 단계에서 실험 참여자의 성별, 나이, 그리고 스포

츠 관여도를 측정한다. 설문을 실시한 다음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하게 될 

표적대상들과 속성단어를 모두 나열한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표적대상과 

속성단어가 제시된 화면을 본 후 실험 참여자는 실험에 돌입하게 된다. 1

단계에서는 표적 대상인 스포츠 스타(좌)와 비스포츠 스타(우)를 식별하는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2단계는 속성 단어를 식별하는 단계로 스포츠 가

치 단어(좌)와 부정적인 단어(우)를 구분 짓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3단

계는 최초 조합 과제로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좌) / 비스포츠 스타 

+ 부정적 의미 단어(우)가 조합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4단계는 스포츠 스

타(좌)와 비스포츠 스타(우)의 위치를 바꾸어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비스

포츠 스타(좌)와 스포츠 스타(우)를 식별하도록 연습 시키는 단계이다. 마

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역 조합 과제로 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좌)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의미 단어(우)가 조합된다. 실험 절차는 다음 그

림[5]와 같다.

그림5  연구 1 실험 절차

  그림[5]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험 참여자는 표적 대상/속성 단어/조합과

제에서 자극물이 화면에 제시되었을 때 해당 자극물을 최대한 빠른 속도

로 위치시켜야 할 방향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 이때 반응 방향은 왼쪽은 

키보드의 “Z”, 오른쪽은 “/”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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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다.   

   (1) 1단계(스포츠 스타/비스포츠 스타 변별) 

  1단계에서는 스포츠 스타와 비스포츠 스타를 구분하였다. 보다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표적대상인 스포츠 스타는 왼쪽, 비스포츠 스타는 오른쪽

으로 위치하였다. 그림[6]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 참여자는 화면 중앙에 스

포츠 스타/비스포츠 스타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타났을 때 해당되는 각각

의 방향(좌 : 스포츠 스타 ‖ 우 : 비스포츠 스타)의 키(좌 : z키 ‖ 우 : /키)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눌러 스포츠 스타와 비스포츠 스타를 분류하였다.

그림6 IAT 1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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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속성 단어 변별)

  2단계에서는 스포츠 가치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구분하였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속성 단어인 스포츠 가치 단어는 왼쪽, 부정적인 단어는 오

른쪽으로 위치시켰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화면 중앙에 스포츠 가치 단어 

또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타나면 실험 참여자는 자극물을 해당되는 방향(좌 

: 스포츠 가치 / “Z”키 ‖ 우 : 부정적인 단어 / “/”)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분류하였다. 다음 그림[7]는 2단계의 예시이다.

그림7 IAT 2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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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최초 조합 과제) 

  3단계는 최최의 조합과제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스포츠 스타

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연합하였다. 앞선 단계

와 마찬가지로 실험 참여자들은 화면 중앙에 스포츠 스타/비스포츠 스타

나 스포츠 가치 단어/부정적인 단어가 나타났을 때 해당되는 방향의 키

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누르도록 안내 받았다. 그림[8]은 3단계 예시이

다.

그림8 IAT 3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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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단계(표적 대상 역 변별) 

  4단계는 1단계(좌 : 스포츠 스타 / 우 : 비스포츠 스타)의 역반응 단계

이다. 본 단계는 1단계(좌 : 스포츠 스타 / 우 : 비스포츠 스타)의 위치를 

바꾸어 비스포츠 스타가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스포츠 스타가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실험 참여자들이 바뀐 위치에 익숙해지

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9]는 4단계의 예시이다.

그림9 IAT 4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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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단계(역으로 된 조합과제) 

  5단계는 4단계에서 위치를 바꾼 표적 대상(비스포츠 스타 : 좌 / 스포

츠 스타 : 우)과 속성 단어(스포츠 가치 단어 : 좌 / 부정적인 단어 : 우)

간의 조합과제로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

하기 위한 단계이다. 그림[10]은 5단계의 예시이다. 

그림10 IAT 5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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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자료의 정제 및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산출 

Opensesame를 활용하여 측정한 각 단계의 반응속도는 Microsoft사의 

Excel 프로그램의 파일로 저장되었으며 연구에 맞게 필요한 변수들만을 

추출하였다. 이후 Greenwald et al.(2003)가 제시한 점수화 절차를 따라 

excel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 효과크기 d값을 산출하

였다. 산출된 d값은 연합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Greenwald et al.(1998)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d값과 관련하여 기준점을 

.2(작음), .5(중간) .8(강함)로 제시하였다. 점수화 절차는 다음 표[10]과 같

다.

단계 내용

1 반응 시간이 10,000msec보다 긴 시행은 삭제

2 반응시간이 300msec 미만의 시행이 10% 이상인 참가자 제외

3 3,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평균 반응 시간 계산

4 3,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시행들에 대한 표준편차 각 계산

5
3, 5 블록 중 틀린 반응(incorrect)을 보인 시행들은 각각의 블록  

평균(3단계에서 계산된 평균)에 600 msec를 합산한 값으로 대체

6 수정된 반응시간을 활용하여 각 블록의 평균을 다시 계산 

7 5블록 - 3블록의 차이 값을 계산

8 3, 5 블록의 총괄적인 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 계산

9
단계 7의 차이 값을 단계 8의 총괄적인 표준편차로 나누어 d값 산

출

표10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점수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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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절차에 따라 산출한 평균 반응속도, 차이 값, 효과크기 값 등

은 다음 표[11]과 같다. 이들 결과 값들 토대로 볼 때 3블록의 조합(스포

츠 스타 + 스포츠 가치 단어)의 반응속도(M=881.40, SD=212.84)가 5블록

의 조합(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단어)의 반응속도(M=1286.77, 

SD=282.63)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 값은 405.37msec이

며 두 그룹의 총괄 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는 250.18msec로  

두 그룹의 차이 값을 총괄 표준편차로 나눈 d값은 1.62이다. 앞서 

Greenwald et al.(1998)이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d값과 관련하여 기준점을 

.2(작음), .5(중간) .8(강함)로 제시함에 따라 d값이 1.62로 나타났다는 것

은 그 효과크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그룹별 반응속도 차이 검증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산출한 d값(1.62)을 보면 스포츠 스타와 스포

츠 가치의 연합 강도가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를 기준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t검정을 실

시한 결과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조합(M=881.40, SD=212.84)

과 비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조합(M=1286.77, SD=282.63)은 

유의한 차이(t = 10.16, p < .001)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과는 

구분 M(SD)
총괄 

표준편차(SD)
차이 값 d값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881.40

(212.84)
250.18 405.37 1.62

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1286.77

(282.63)

표11 연구 1 암묵적 연합 검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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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과 그림[11]에 나타나 있다. 

881.40

(282.63)

1286.77

(212.84)

그림11 연구1 그룹별 평균 반응속도

종속변수 집단(n=40) M(SD) t 자유도 p

반응속도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881.40

(282.63)
10.16 39 <.001

비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1286.77

(212.84)

표11 연구 1 집단간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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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스포츠 일탈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암묵적 연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문제 

  스포츠 스타들이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규칙과 규범을 지킬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스포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생긴다. 규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고 스포츠 스타들은 그 

규칙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

포츠 스타들이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를 목격한 대중들은 사회

적 합의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 현상을 부정적으

로 바라보게 된다(서경화, 황정현, 2013). 현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대

중들은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들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펴보게 되는 

부정성 우월 효과(negativity bias effect)를 경험하고 정보처리과정과 의

사결정과정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강시은, 박지혜, 2013; Richins, 

198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 스포츠 스타

가 저지른 일탈행위를 접하게 된다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는 스포츠 일탈 행위를 

목격한 후 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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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밀레니얼 세

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로 이들은 베이비부

머나 X세대에 비하여 레저·엔터테인먼트, 건강과 웰빙에 지출을 더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화, 2020).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수혜를 

받은 세대로서 네트워크 세대로도 불리며 정보공유, 개성과 감각의 추

구, 소비, 쌍방향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시만, 2008). 이 

세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경험하며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 감동과 같은 가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IMF시절의 

박찬호, 박세리, 그리고 최근의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에 이르기까지 스

포츠 스타의 힘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밀레니얼 세대가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같이 연상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

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정의, 올바름,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추구하

는 의식있는 (컨셔스/Conscious)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삼정 KPMG 경

제연구원, 2019). 이들은 본격적으로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 이전 세대에 

비하여 가족 구성원이 적은 상태에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차별에 대한 반감, 평등, 공정성의 추구와 같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SNS로 활발히 입장을 표명하는 세

대이기도 하다(이상윤, 안인숙, 2018). 본 연구가 스포츠 스타의 일탈행위

로 스포츠 가치가 훼손된다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스포츠 스타와 스포

츠 가치의 연합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 올바름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의식 있는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

얼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가 실험연구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대상으

로 삼았기에 표본은 편의표본추출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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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0살 이상의 남녀 대학/대학원생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Faul, Erdfelder, Buchner, & 

Lang(2009)이 고안한 G*Power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test(양측검정), 효과크기는 중간(0.5), 유의확률(α=0.05), g power(1-β

=0.8)으로 설정하여 최소 33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40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은 다음 표[13]과 같다.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22 55

여자 18 45

합계 40 100

나이

19-24세 4 10

25-30세 15 37.5

31-35세 15 37.5

36-40세 6 15

합계 40 100

표13 연구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스타의 연합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Karpinski & Steinman(2006)이 단일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바탕으로 개

량한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SC-IAT)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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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SC-IAT)는 암묵적 연합 검사(IAT)의 변형

으로 단일 범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사용된다. 암묵적 연합 검사의 

경우 대비되는 두 개의 항목에 대한 두 개의 속성을 바탕으로 태도를 연

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일 범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제

약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 검사를 변형

한 것이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Karpinski & Steinman, 2006)이다.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는 표적 대상과 표적 대상을 평가하는 속성 

단어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합 되면 반대의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빠를 

것이라고 전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표적 대상이 있고 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랑, 행복이라는 긍정적 단어와 불쾌, 더러움 이라

는 부정적 단어가 있다면 사람들은 대체로 꽃과 긍정적인 단어의 조합에 

대해 더 빠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의 경우 실험 참여자가 본인의 반응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전제

하고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 태도를 측정하는데 널

리 쓰이고 있다(Karpinski & Steinman, 2006).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

사는 그 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암묵적 연합 검사와 유사하나 하나의 대

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둘의 차

이는 다음 표[1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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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2는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바탕으로 실험을 구성하였

으며 연구 1의 암묵적 연합 검사와의 절차적 차이는 다음 표[15]와 같다.  

IAT

표적 대상(A,B) / 속성 단어(C,D)

SC-IAT

표적 대상(A) / 속성 단어(C,D)

1
표적 대상 연습 시행

(좌: A / 우: B) 1
조합 과제 연습 시행

(좌: A+C /우: D)

2
속성 단어 연습 시행

(좌: C / 우: D)
2

조합 과제 시행

(좌: A+C /우: D)

3
최초 조합 과제

(좌: A+C / 우: B+D)

3
역조합 과제 연습 시행

(좌: C /우: A+D)
4

1단계 역배치

(좌: B / 우: A)

4
조합 과제 시행

(좌: C /우: A+D)5
역조합 과제

(좌: B+C / 우: A+D)

표14  암묵적 연합 검사와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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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IAT) 연구 2(SC-IAT)

1 스포츠 스타/비스포츠 스타 식별 1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 

부정적 단어 조합 과제 연습 시행

2 스포츠 가치 단어/부정적 단어 식별 2
스포츠 가치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조합 과제 시행

3

최초 조합 과제

(스포츠 스타+스포츠 가치 / 

비스포츠 스타+부정적 단어)

3 스포츠 일탈 뉴스 시청

4
1단계 역배치

비스포츠 스타/스포츠 스타
4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 

부정적 단어 조합 과제 연습 시행

5

역조합 과제

(비스포츠 스타+스포츠 가치 / 

스포츠 스타+부정적 단어)

5
스포츠 가치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조합 과제 시행

표15 연구 1(IAT)과 연구 2(SC-IAT) 비교

나) 실험 자극물 구성

   (1) 표적 대상 선정

  스포츠 일탈에 의한 스포츠 스타-스포츠 가치의 암묵적 관계성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표적대상으로서 스포츠 스타를 선정하였으며 스포츠 

스타들은 연구 1에서 사용한 자극물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 

1의 예비조사를 통해 대중에게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스타들이라는 것

이 드러났고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스포츠 가치 단어들과도 내재적으

로 강한 연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

구에서는 연구 1과 다르게 대비되는 표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제

외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만을 자극물로 삼았다. 이는 실험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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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선입견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비되는 표적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스타의 사진이 자극물로 사용되었을 시 실험 참여자들

은 사진은 곧 스포츠 스타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는 실험에 왜곡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표적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문자로만 구성하였

다. 표[16]는 연구 2에서 활용된 표적 대상들이다. 

김동현 김연경 김연아 박세리 박인비

박지성 박찬호 손흥민 윤성빈 차범근

표16  표적 대상(스포츠 스타) 선정 명단

   (2) 속성 단어 선정 

  속성 단어는 연구 1에서 활용한 스포츠 가치 단어들을 본 연구에 사용

하였다. 연구 1을 통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간의 연합 강도

가 강한 것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 2에서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속성 단어

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속성 단어군은 다음 표[17]과 같다.  

스포츠 

가치 단어

탁월성 협력 평등 페어플레이 즐거움

노력 인내 열정 상호존중 건강

부정적

단어

혐오 실패 좌절 냉소 불쾌

증오 비겁 거짓 불행 미움

표17 최종 선정 속성 단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 또는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가 

조합될 때 Karpinski & Steinman(2006)가 제안한 방법을 인용하여 사용하

였다. 먼저 표적 대상이 스포츠 스타만 있기 때문에 표적 대상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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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묶이는 범주는 20개가 되고 대비되는 속성단어의 범주는 10개로 

제한되며 화면상에 자극물이 나타나는 비율이 2:1이 되어 반응속도를 측

정하는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자극물이 나타나는 횟수, 즉 노

출빈도를 조정하였다. 스포츠 스타의 경우 스포츠 가치 단어와 부정적 

단어와 항상 함께 나타나기에 7개로 제한하였으며 속성 단어의 경우 스

포츠 스타와 조합되는 경우에는 7개 대비되는 속성 단어로 제시될 때에

는 10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7:7:10의 비율이 되고 정답률로 따지

면 58:42정도가 되어 노출 빈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조합일 때의 자극물 수는 표[18]

과 같으며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의 조합일 때의 자극물 수는 표

[19]와 같다. 

스포츠 스타 +

긍정 단어

스포츠 가치 

단어(7개)

협력, 평등, 페어플레이, 

인내, 열정, 상호존중, 노력

부정적 단어

(10개)

혐오, 실패, 좌절, 냉소, 불쾌, 

증오, 비겁, 거짓, 불행, 미움

스포츠 스타

(7개)

김연경, 김연아, 박세리, 박지성, 

박찬호, 손흥민, 차범근

표18 스포츠 스타와 긍정 단어 조합에 따른 자극물 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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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 +

부정 단어

스포츠 가치 

단어(10개)

탁월성, 협력, 평등, 페어플레이, 즐거움, 

인내, 열정, 상호존중, 노력, 건강

부정적 단어

(7개)
혐오, 좌절, 불쾌, 비겁, 거짓, 불행, 미움

스포츠 스타

(7개)

김연경, 김연아, 박세리, 

박지성, 박찬호, 손흥민, 차범근

표19  스포츠 스타와 부정 단어 조합에 따른 자극물 수 조정 

   (3) 스포츠 일탈 상황

  스포츠 일탈에 의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자극물로써 스포츠 일탈 상황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스포츠 현장에

서 발생하였던 모든 일탈 상황들 중에서 잘 알려진 사건들을 위주로 탐색

하였다. 그렇게 1차 적으로 탐색한 이후 이들 사건들을을 음주운전, 승부

조작, 성폭행,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된 

사건들이 표적 대상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반응속도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

라는 판단에 이 반응의 왜곡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선정된 스포츠 일

탈 상황들은 앞서 선정한 표적 대상들과 연관이 없거나 적은 상황들을 위

주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스포츠 일탈 상황들은 다시 스포츠 매니

지먼트 박사 1명과 박사과정생 1명과 함께 토의하고 검토하였으며 실험 

자극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험에 쓰일 동영상을 만들

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정된 일탈 상황들을 보도한 뉴스들을 동영상 형태

로 저장하였고 이들 동영상들에서 헤드라인 부분과 핵심 내용들만이 드러

나도록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곰 인코더(Gom encoder)를 활용하여 편집

하였다. 이후 각각의 영상들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정하였으며 

이들을 한데 엮어 1분 20초 길이의 동영상(출력정보 : MPEG-4, 

1280X720/AAC, 128kbps)으로 편집하였다. 각 영상의 주요 내용은 표[20]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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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일탈 상황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폭행 학교폭력

폭력 스포츠맨십 위배 의혹

표20 선정된 스포츠 일탈 상황

다) 실험 도구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SC-IAT)를 실시하기 위한 실험 저작 도구

로는 OpenSesame(오픈세서미) 버전 3.3.9를 이용하였으며 설계 구조는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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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

서식
전체 실험 구조(sequence)

실험 소개

설문 단계

설문 순서

성별

나이

스포츠 관여도

입력 항목 기록

실험 단계

실험 순서

피드백 초기화 활성

1단계 설명

1

단

계

연습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2단계 설명

2

단

계

연습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부정적 단어 + 

스포츠 스타)

실제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부정적 단어 + 

스포츠 스타)

그림12 연구 2 실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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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지

뉴스 영상 시청

3단계 설명

3

단

계

연습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4단계

4

단

계

연습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부정적 단어 + 

스포츠 스타)

실제 시행

(스포츠 가치 단어 / 

부정적 단어 + 

스포츠 스타)

피드백 제공

실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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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2 실험 절차

  연구 2의 실험 참여자들은 연구 1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에 임하였

다. 실험 참여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화면을 기준으로 순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참가자는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게 된

다. 다음 설문 단계에서 실험 참여자는 성별, 나이, 그리고 스포츠 관여도

를 측정한다. 설문 단계가 지나면 본 실험에 임하게 되며 실험에서 사용

하는 표적대상들과 속성단어들이 모두 나열된 화면을 접하게 된다. 1단계

에서는 표적 대상인 스포츠 스타들과 속성 단어 중 스포츠 가치 단어의 

조합(좌)과 부정적 단어(우)를 변별하는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2단계는 

스포츠 가치 단어(좌)와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의 조합(우)을 변별하

게 된다. 2단계를 마치면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가 상영될 것이라는 안내

가 나오며 실험 참여자는 공지를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스페이스 바를 누

르면 뉴스 영상이 재생된다. 뉴스 영상은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뉴스들로 

앞서 자극물로 제작한 1분 남짓의 편집된 영상이 재생된다. 뉴스를 시청

한 실험 참여자는 이어서 3단계를 진행하게 되며 3단계는 1단계와 마찬

가지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좌)와 부정적 단어(우)를 변별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스포츠 가치 단어(좌)와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의 조합(우)을 변별하게 된다. 이를 나타내면 그림[13]과 같다. 

그림[14]과 그림[15]는 실험 참여자가 마주한 실제 화면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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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연구 2 실험 절차

그림14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 조합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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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 조합 과제 예시



- 61 -

4) 연구 결과 

가) 자료의 정제 및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산출 

  각 단계의 반응속도는 Microsoft사의 Excel 프로그램의 파일로 저장하

였으며 연구에 맞게 필요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Karpinski & Steinman(2006)가 제시한 점수화 절차를 따라 excel로 일탈 

전후의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 효과크기 d값을 산출하

였다. 점수화 절차는 다음 표[21]과 같다.

단계 내용

1 반응 시간이 10,000msec보다 긴 시행은 삭제

2 반응시간이 350msec 미만의 시행이 10% 이상인 참가자 제외

3 1, 2, 4,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평균 반응 시간 계산

4 1, 2, 4,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시행들에 대한 표준편차 각 계산

5
1, 2, 4, 5 블록에서 틀린 반응(incorrect)을 보인 시행들은 각각의 블록

평균(각 단계에서 계산된 평균)에 400 msec를 합산한 값으로 대체

6 수정된 반응시간을 활용하여 각 블록의 평균을 다시 계산 

7 2블럭과 1블럭(일탈 전), 5블럭과 4블록(일탈 후)의 차이 값을 각각 계산

8
블록 1와 2, 블록 4과 5의 총괄적인 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를 각각 계산

9 산출된 차이 값을 각각의 총괄 표준편차로 나누어 d값 계산

표21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점수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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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절차에 따라 산출한 집단별 평균 d값, 최소/최대 값, t값 등은 

다음 표[21]과 같다. Greenwald et al.(1998)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연

합 강도는 0.2(작음), 0.5(중간) 0.8(강함)로 나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스포츠 일탈 전에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연합 강도의 d값

은 .45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 일탈 상황을 목

격한 이후의 d값은 .13으로 스포츠 일탈 상황을 목격하기 전의 효과크기 

d값보다 작아졌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 일탈 목격 전과 후의 d값이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으며 두 값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t(39)=3.47. p<.05의 값을 보였다. 이를 나

타낸 것이 그림[13]이다.

  

구분 M(SD) 최소 최대 자유도 t p

스포츠

일탈 전
.45(.54) -.66 1.26

39 3.47 <.05
스포츠

일탈 후
.13(.45) -1.30 .94

표22 연구 2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d값 차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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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4)

.13

(.45)

그림16 스포츠 일탈 전과 스포츠 일탈 후 d값 

나) 그룹별 반응속도 차이 검증

  스포츠 일탈 목격 전과 후에 따른 d값의 차이(스포츠 일탈 전 : .45 / 

스포츠 일탈 후 : .13)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 일탈은 스포

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연합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d값이 아닌 실제 반응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스포츠 일탈 

목격 전의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단어의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

(M=835.04, SD=245.28)과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의 조합의 평균 반응

속도(M=1017.01, SD=308.40)는 유의한 차이(t=-3.79, p < .05)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포츠 일탈을 목격한 이후의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조

합의 평균 반응속도(M=811.36, SD=202.43)와 스포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

의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852.80, SD=215.19)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1.57, p > .05).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일탈 전

(M=835.04, SD=245.28)과 일탈 후(M=811.36, SD=202.43)를 비교했을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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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57, P > .05), 마지막으로 스포

츠 스타와 부정적 단어의 평균 반응속도를 볼 때 일탈 전(M=1017.01, 

SD=308.40)과 일탈 후(852.80, SD=215.19)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유

의미한 차이(t = 4.67, p < .05)를 보였다. 이들 결과 값들은 표[23]와 그

림[17]에 나타나 있다. 

종속변수 집단(n=40) M(SD) t 자유도 p

반응속도

일탈 

전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835.04

(245.28)
-3.79 39 <.05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1017.01

(308.40)

일탈 

후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811.36

(202.43)
-1.57 39 .12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852.80

(215.19)

스포츠 스타 + 

스포츠 가치

일탈 전
835.04

(245.28)
.57 39 .57

일탈 후
811.36

(202.43)

스포츠 스타 + 

부정적 단어

일탈 전
1017.01

(308.40)
4.67 39 <.05

일탈 후
852.80

(215.19)

표23 연구 2 집단간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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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전 일탈 후

그림17  연구 2 집단간 t검증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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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3> 스포츠 일탈 유형과 도덕적 추론 전략이 후원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문제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일탈이 스포츠 현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정 선수의 사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

졌는지(On-field vs Off-field)에 따라 일탈 행위자 및 후원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주로 살펴보거나(Fink, Parker, Brett, & Higgins, 2009; 

Lee, Kwak, & Moore, 2015), 일탈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가 후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Sato et al., 2015; Sato et al., 2018). 이러한 

흐름은 스포츠 일탈의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지만 각기 다른 차원에서(스포츠 현장 내/외부 또는 의도성 유/무)  

현상을 바라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Coombs & Holladay(1996)는 위기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여러 유형 중 조직 내부에

서 일어난 사건을 의도성의 유/무(위반: transgression 對 사고: accident)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 참여자들은 내부에 원인이 있으면

서 의도성 있는 ‘위반(transgression)’을 내부에 원인이 있으면서 의도

성이 없는 ‘사건(accident)’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밝혀냈다. 

내부에 원인이 있으면서 의도성 있는 사건을 대중이 보다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 내에서 일어나는 의도성 있는 일탈 

행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 일탈 현상을 연구해온 연구자들

은 스포츠 일탈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Kwak, Lee, & Olmsted, 2018). 

  Davis & Ryall(2017)은 스포츠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며 상

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편법으로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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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폭력행위가 약물행위에 비해서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덜 받고 있으며 대중들 또한 폭력행위를 승

부욕의 과다 표출로 보거나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약물행위자를 더욱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혀냈다. 반면 폭력, 성

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명한 사람간의 비행행위가 대중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Lee & Kwak, 2016; Kwak, Lee, & Olmsted, 2018). 이와 함께 대중은 스포

츠 일탈 행위를 목격하면 일탈 행위자, 후원기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일탈 행위자가 몸담고 있는 스포츠 또는 이벤트에까지 부정적인 시선으

로 바라본다(Doyle et al., 2014; Hughes & Shank, 2005; Wilson, Stavros, 

& Westberg, 2008). 

  스포츠 현상에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폭력행위와 약물행위의 두 유형을 

비교하고 일탈에 의해 후원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일탈이 

후원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현재까지 태도를 인지적 과정

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삼아 많은 경우 자기기입설문과 같은 직접적 

측정 방법으로 태도를 측정하여 왔다(Bluemke & Friese, 2008; 

Koenigstorfer & Groeppel-Klein, 2012).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가 편견으

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때때로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려

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스포츠 스타와 같은 휴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들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살피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성나

경 외, 2019; Gawronski & Bodenhausen, 2006; Rydell et al., 2008). 암묵

적 태도는 명시적 태도와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연구에서 사

용되었으나 명시적 태도와의 일치성 여부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어(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Wenger, Bota, & Odera, 2012; Wittenbrink, Ju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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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1997)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일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비슷할 것

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마다 특정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다르고 이 기준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은 사람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인 판단을 내릴 때 개인의 판단기준에 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Greene & Haidt, 2002; Haidt, 2001). 유명인이 일탈 행위를 

자행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반응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행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et al., 2013; Ditto et al., 2009).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3가지의 도덕적 추론 전략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 분리(moral decoupling), 도덕적 결합(moral coupling), 도덕적 합

리화(moral rationalization)로 구분된다(Bandura, Barbaranelli, Ca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et al., 2013; Ditto et al., 2009; Lee & 

Kwak, 2016). 이에 따라 대중이 각각의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스포츠 

일탈을 일으킨 선수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해 어떻게 바라

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약물 행위가 폭력 행위보다 후원기업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암묵적 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MC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MD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MR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약물 행위가 폭력 행위보다 후원기업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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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명시적 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 MC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 MD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 MR는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가설들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8]과 같다. 

그림18  연구 3의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앞서 연구 2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정의, 올바름, 진정성, 진실성, 도덕

성을 추구하는 의식있는 (컨셔스/Conscious)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9). 이들은 본격적으로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 이전 세대에 비하여 가족 구성원이 적은 상태에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차별에 대한 반감, 평등, 공정

성의 추구와 같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SNS로 활발히 입

장을 표명하는 세대이기도 하다(이상윤, 안인숙, 2018). 본 연구가 스포츠 

스타의 일탈행위의 유형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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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이기에 공정성, 올바름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의식 있는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24]와 같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실험 자극물 구성

(1) 스포츠 일탈 유형 및 후원기업 선정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소비자의 도덕적 추론 전략이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준실험(Quasi-experiment)을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스포

츠 현장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일탈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폭력행위를 

한 유형과 약물복용을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유형별로 잘 분류 되었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27 57.4

여자 20 42.6

합계 47 100

나이

19-24세 5 10.6

25-30세 22 46.8

31-35세 13 27.7

36-40세 7 14.9

합계 47 100

표24 연구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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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 박사 1명과 박사과정생 2명과 함

께 평가 및 토의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은 제거하였다. 

이때 종목, 성별, 호감도 등에 따른 반응의 왜곡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목은 

농구, 선수들은 90년대에 활동하였던 선수들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

된 2개의 사건은 다음 표[25]와 같다.

론 알테스트 린제이 헌터

•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 도중 벤 월리스와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해 양팀간 

  물리적 충돌 발생 

• 2007년 당시 금지약물(패터민)에 대한

  양성반응으로 10경기 출전 금지 당함

표25  폭력/약물 상황 및 선수 선정 

  두 선수간 인지도와 태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체육교육

과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4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선택한 두 선수간 인지도와 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최종

적으로 자극물에 사용하였다. 인지도와 태도 차이 값은 각각 표[26]과 표

[27]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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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구분 M(SD) 자유도 t p

인지도

론

알테스트

2.17

(2.13)
31.341 1.97 .06

린제이

헌터

1.21

(1.02)

표26 선수간 인지도 차이

종속 구분 M(SD) 자유도 t p

태도

론

알테스트

4.71

(.97)
45 -.25 .80

린제이

헌터

4.78

(.85)

표27 선수간 태도 차이

  후원기업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를 선정하였다. 나이

키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으며 밀

레니얼 세대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이다. 본 

연구가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른 후원기업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가상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시 실험 참여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형성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런 경우 스포츠 일탈에 

의하여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하여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Thomas & Fowler, 

2016) 대중들이 잘 알고 있으며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인 나이키를 선정

하게 되었다.   

  최종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스포츠 일탈 상황과 선수 선정에 이어

후원기업까지 모두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최종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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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였다. 우선 외적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언론사의 인터

넷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형식을 모방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차이가 없도록 기사 제목의 크

기 및 길이, 전체 본문의 길이, 사진 위치와 크기, 내용의 심각성, 기사 

작성일, 가상의 기자명과 이메일을 수록하으며 최대한 동일하게 보이도

록 조정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그림[19](폭력)와 그림[20](약물)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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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상황

후원기사

스포츠 일탈 기사

그림19 폭력 상황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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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상황

후원기사

스포츠 일탈 기사

그림20 약물 상황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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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속성 단어 선정

  연구 3은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른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중 암묵적 측정 방법은 단일 범

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활용하였다.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

하기 위한 표적 대상과 속성 단어는 다음고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표적 대상인 나이키에 대한 단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나이키와 

관련된 단어들을 나이키 공식 사이트, 광고 등을 토대로 1차로 목록화 

하였다. 이후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대학원생들 중 나이키에 대한 관여

도가 높은 3명을 임의 선정하여 함께 논의를 거친 후 최종 10개의 단어

를 선정하였다. 표적 대상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속성 단어의 경우 

앞선 연구 1에서 사용한 단어와 Karpinski & Steinman(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과 부정 단어들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단어들을 추려내어 

사용하였다. 이들 단어들은 박사 1명, 박사과정 2명과 함께 논의하여 적

합하지 않은 단어들은 제거하거나 교체하고 최종적으로 긍정 단어 10개

와 부정 단어 10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단어는 표[28]과 같다. 

긍정적 단어

(10개)
탁월성, 멋짐, 행복, 우수함, 기쁨, 성공, 신뢰, 정직, 열정, 노력

부정적 단어

(10개)
혐오, 실패, 좌절, 냉소, 불쾌, 증오, 비겁, 거짓, 불행, 미움

나이키 

관련 단어

(10개)

Just Do It, Swoosh, Air Jordan, Air Max, NSW, SKNRS

저스트두잇, 스우시, 에어맥스, 에어조던

표28 최종 선정 표적 대상과 속성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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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적 대상이 하나(나이키)이기 때문에 표

적 대상과 속성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 조합되는 쪽이 조합되지 않는 쪽

에 비하여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표적 대상과 속

성 단어가 조합될 때의 경우 즉, 나이키와 긍정적 단어 또는 나이키와 

부정적 단어가 조합될 때 Karpinski & Steinman(200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출 빈도의 왜곡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표적 대상은 

나이키이고 나이키를 표현하는 단어는 10개이다. 속성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와 부정 단어 10개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의 경우 표적 대상 대하여 속성 단어로써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는 표적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속성 단어에 노출되게 된다. 

이 때 노출되는 숫자를 조정하지 않고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시

행할 경우 표적 대상과 속성 단어가 조합되는 경우와 속성 단어 단독으

로 노출되는 경우의 비율은 2:1이 된다. 노출 비율이 2:1이 될 경우 실험 

참여자는 더욱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조합에 대하여 학습효과를 경험하

거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 반응속도를 측정하는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자극물(표적 대상 단어/속성 단어)이 나타나는 횟수, 즉 노출

빈도를 조정하였다. 나이키의 경우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와 항상 

함께 나타나기에 7개로 제한하였으며 속성 단어의 경우 나이키와 조합되

는 경우에는 7개, 대비되는 속성 단어로 제시될 때에는 10개로 설정하였

다. 이렇게 되면 7:7:10의 빈도로 자극물이 나타나게 되고 정답률로 따지

면 58:42(단위: %)가 되어 노출 빈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나이키와 긍정적 단어의 조합일 때의 자극물 수는 표[29]와 같으

며 나이키와 부정적 단어의 조합일 때의 자극물 수는 표[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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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

긍정 단어

긍정적 단어

(7개)
탁월성, 행복, 우수함, 기쁨, 성공, 신뢰, 열정

부정적 단어

(10개)

혐오, 실패, 좌절, 냉소, 불쾌, 

증오, 비겁, 거짓, 불행, 미움

나이키 관련 단어

(7개)

Just Do It, NSW, SKNRS

저스트두잇, 스우시, 에어맥스, 에어조던

표29 나이키와 긍정 단어 조합에 따른 자극물 수 조정 

나이키 +

부정 단어

긍정적 단어

(10개)

탁월성, 멋짐, 행복, 우수함, 기쁨, 

성공, 신뢰, 정직, 열정, 노력

부정적 단어

(7개)
혐오, 좌절, 냉소, 불쾌, 증오, 거짓, 미움

나이키 관련 단어

(7개)

Just Do It, NSW, SKNRS

저스트두잇, 스우시, 에어맥스, 에어조던

표30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에 따른 자극물 수 조정

다) 실험 도구 

  본 연구 3에서는 연구 2와 동일하게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SC-IAT)를 활용하려고 한다.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실험 저작 도구로는 OpenSesame(오픈세서미) 버전 3.3.9를 이용하

였으며 프로그램 구조는 그림[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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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

서식

전체 실험 구조(sequence)

실험 소개

설문 단계

설문 순서

스포츠 관여도

입력 항목 기록

자극물 안내

실험 단계

실험 순서

피드백 초기화 활성

1단계 설명

1

단

계

연습 시행

(나이키 + 긍정적 단어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나이키 + 긍정적 단어 / 

부정적 단어)

2단계 설명

2

단

계

연습 시행

(긍정적 단어 / 

나이키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긍정적 단어 / 

나이키 + 부정적 단어)

그림21 연구 3 OpenSesame 프로그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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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지

뉴스 영상 시청

3단계 설명

3

단

계

연습 시행

(나이키 + 긍정적 단어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나이키 + 긍정적 단어 / 

부정적 단어)

4단계

4

단

계

연습 시행

(긍정적 단어 / 

나이키 + 부정적 단어)

실제 시행

(긍정적 단어 / 

나이키 + 부정적 단어)

설문지 작성 안내

실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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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시적 반응 측정도구

(1)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MacKenzie & Lutz(1989)가 제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의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문항은 

“매우 나쁘다-매우 좋다”, 매우 혐오-매우 호감“, 매우 적대적-매우 

호의적”이며 나이키에 대한 태도를 사전, 사후 두 번 측정하였다. 신뢰

도 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를 산출한 결과 .79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는 표[31]에 나타나 있다. 

(2) 도덕적 추론 전략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

(moral reasoning strategy)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도덕적 

분리 3문항 (Bhattacharjee et al., 2013), 도덕적 합리화(Bhattacharjee et 

al., 2013) 5문항, 그리고 도덕적 결합(Lee & Kwak, 2016) 2문항을 본 연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MacKenzie &Lutz, 1989)

내용(7점 리커트 척도) 문항 수 Cronbach α

매우 나쁘다-매우 좋다

3 .79매우 적대적-매우 호의적 

매우 혐오-매우 호감

표31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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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는 .67(도덕적 

분리), .88(도덕적 합리화), .80(도덕적 분리)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세

부적인 내용은 표[32]와 같다. 

도덕적 추론 전략

(Bhattacharjee et al., 2013; Bandura et al., 1996; 

Lee & Kwak, 2015)

문항수 Cronbach α

MD

ㅇㅇㅇ의 잘못된 행동들은 나이키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67
나이키의 경쟁력은 ㅇㅇㅇ의 도덕성과 별개로 평가

되어야 한다.

ㅇㅇㅇ의 잘못에 대한 보도 등은 나이키에 대한 나

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

MR

ㅇㅇㅇ의 문제점은 다른 개인들이 행하는 잘못에 

비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5 .88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 ㅇㅇㅇ의 행위는 정당

화 될 수 있다.

ㅇㅇㅇ의 행위가 실제로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과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ㅇㅇㅇ

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경기 상황의 경쟁상황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ㅇㅇ

ㅇ의 잘못이라고 여길 수 없다. 

MC

ㅇㅇㅇ의 잘못은 나이키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연관시켜야 한다. 
2 .80

ㅇㅇㅇ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이키의 잘못을 고려

해야 한다. 

표32 도덕적 추론 전략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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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3 절차

  연구 3의 목적인 스포츠 일탈 유형과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른 후원기

업에 대한 암묵적/명시적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들을 2개의 그룹(폭력 행위 對 약물)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명시적 

측정)와 실험(암묵적 측정)을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그림[16]과 같으며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16 연구3 절차

  실험 참여자는 실험 공간에 입장하여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설문지가 놓인 책상 앞에 착석하였다. 착석한 후 실험 참여자는 본 연구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을 통

해서 성별, 나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이키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을 마친 후에는 나이키와 스포츠 스타가 후원을 맺었다

는 기사를 읽었다. 후원 기사를 읽은 다음에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며 1차 설문조사를 모두 마쳤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실험

참여자는 연구자의 통제에 따라 나이키에 대한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였다.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의 1단계에서는 나이키

와 긍정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이키와 부정 단

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2단계가 끝난 후 실험 참여자는 뉴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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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모니터에 나타날 것이라는 공지를 받았다. 공지문 하단에는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스포츠 일탈에 대한 뉴스 기사가 화면에 노

출되었다. 뉴스 기사를 모두 읽은 실험 참여자는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

름으로써 3단계로 넘어갔으며 3단계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나이키와 

긍정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나이키와 

부정 단어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4단계까지 마친 실험 참여자는 단

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는 모두 끝났으며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해달라

는 안내를 받았다. 안내에 따라 실험 참여자는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스포츠 일탈을 목격한 이후 나이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개인의 도

덕적 추론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사의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증

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그리고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다.

5) 연구 결과

가) 상관관계 분석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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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33]과 같다. 각 요인의 상관 계수가 .85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유발할 만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Kline, 2005)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관관계

구분 암묵적 측정 명시적 측정

일탈 전 
나이키 긍정

1 　 　 　 　 　 　 　 　 　 　 　

일탈 전
나이키 부정

.64** 1 　 　 　 　 　 　 　 　 　 　

일탈 후
나이키 긍정

.55** .71** 1 　 　 　 　 　 　 　 　 　

일탈 후
나이키 부정

.59** .77** .71** 1 　 　 　 　 　 　 　 　

일탈 전 d값 -.37* .33* 0.24 0.24 1 　 　 　 　 　 　 　

일탈 후 d값 -0.1 -0.07 -.50** 0.13 0.07 1 　 　 　 　 　 　

전 NIKE 태도 -.32* -0.04 0.05 -0.09 0.28 -0.15 1 　 　 　 　 　

후 NIKE 태도 -0.25 -0.17 -0.16 -.29* 0.14 0.01 .49** 1 　 　 　 　

일탈 유형 -0.003 -0.01 -0.23 -0.06 0.01 0.27 0.07 0.26 1 　 　 　

MD -0.24 -.30* -.34* -.34* -0.01 0.10 0.10 .43** 0.11 1 　 　

MR 0.01 0.006 0.02 -0.06 0.05 -0.06 -0.15 -0.13 -.4** 0.04 1 　

MC 0.20 0.19 .30* 0.19 -0.14 -0.29 -0.03 -0.17 -0.003 -0.28 -0.02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33 변수간 상관관계

나)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산출 및 분석

  각 단계의 반응속도는 Microsoft사의 Excel 프로그램의 파일로 저장하

였으며 연구에 맞게 필요한 변수들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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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inski & Steinman(2006)가 제시한 점수화 절차를 따라 excel로 일탈 

전후의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 효과크기 d값을 산출하

였다. 점수화 절차는 다음 표[34]와 같다.

단계 내용

1 반응 시간이 10,000msec보다 긴 시행은 삭제

2 반응시간이 350msec 미만의 시행이 10% 이상인 참가자 제외

3 1, 2, 4,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평균 반응 시간 계산

4 1, 2, 4, 5 블록의 정반응(correct) 시행들에 대한 표준편차 각 계산

5
1, 2, 4, 5 블록에서 틀린 반응(incorrect)을 보인 시행들은 각각의 블록

평균(각 단계에서 계산된 평균)에 400 msec를 합산한 값으로 대체

6 수정된 반응시간을 활용하여 각 블록의 평균을 다시 계산 

7 2블럭과 1블럭(일탈 전), 5블럭과 4블록(일탈 후)의 차이 값을 각각 계산

8
블록 1와 2, 블록 4과 5의 총괄적인 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를 각각 계산

9 산출된 차이 값을 각각의 총괄 표준편차로 나누어 d값 계산

표34 암묵적 연합 검사 효과크기(d값) 점수화 방법

상기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각 스포츠 일탈 유형별(폭력, 약물)로 d값을 

산출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d값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먼저 폭력 유형에 있어서 스포츠 일탈 전(M=.43, SD=.48)과 후

(M=.23, SD=.46)의 d값을 비교하였을 때 하락한 값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t=1.30, p=.21). 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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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과 그림[23]에 나타나 있다. 

구분 M(SD) 최소 최대 자유도 t p

스포츠

일탈 전

.43

(.48)
-.69 1.21

22 1.30 .21
스포츠

일탈 후

.23

(.46)
-.36 1.15

표34 폭력 유형 d값

그림23 폭력 유형 d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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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SD) 최소 최대 자유도 t p

스포츠

일탈 전

.44

(.39)
-.31 1.20

23 -.60 .56
스포츠

일탈 후

.49

(.43)
-.26 1.67

다음으로 약물 유형 d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스포츠 일탈 전

(M=.44, SD=.39)과 후(M=.49, SD=.43)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

으며(t=-.60, p=.56) 일탈 전에 비해 일탈 후가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표[36]과 그림[24]에 나타나 있다. 

표36  약물 유형 d값

그림24  약물 유형 d값 그래프



- 89 -

폭력과 약물 유형의 d값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F=1.53, p=.21). 

이는 표[37]에 나타나 있다.  

구분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절편 14.82 1 14.82 49.86 .006

d값 그룹 .89 3 .297 1.53 .21

오차 17.55 90 .195

표37 그룹 간 d값 차이 분석

다) 스포츠 일탈 유형별 반응속도 분석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라 스포츠 일탈 전과 후의 d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d값이 아닌 실제 반응속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

시하였다. 먼저 폭력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스포츠 일탈 목격 전의 

나이키와와 긍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648.87, SD=105.83)과 나

이키와 부정 단어의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752.93, SD=165.95)는 유의

한 차이(t=-3.71, p < .05)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포츠 일탈을 목격한 

이후의 나이키와 긍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710.52, SD=179.70)

와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761.43, SD=175.71)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89, p=.07). 나이키와 긍정 단어의 일

탈 전(M=648.87, SD=105.83)과 일탈 후(M=710.52, SD=179.70)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89, p=.07), 마지막으로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를 볼 때 일탈 전(M=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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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65.95)과 일탈 후(761.43, SD=175.71)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유

의미한 차이(t=-.33, p=.75)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결과 값들은 표[38]

과 그림[25]에 나타나 있다.  

종속

변수
집단(n=23) M(SD) t 자유도 p

폭력

유형

반응

속도

일탈 전

나이키 + 긍정 /

부정

648.87

(105.83)
-3.71 22 <.05

긍정 / 

나이키 + 부정 

752.93

(165.95)

일탈 후

나이키 + 긍정 /

부정

710.52

(179.70)
-1.89 22 .07

긍정 / 

나이키 + 부정 

761.43

(175.71)

나이키 + 긍정

일탈 전
648.87

(105.83)
-1.89 22 .07

일탈 후
710.52

(179.70)

나이키 + 부정 

일탈 전
752.93

(165.95)
-.33 22 .75

일탈 후
761.43

(175.71)

표38 폭력 일탈 전/후, 긍정/부정 반응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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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폭력 일탈 전/후, 긍정/부정 그래프

  약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포츠 일탈 목격 전의 나이키와와 긍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648.33, SD=105.06)과 나이키와 부정 단어

의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749.03, SD=184.90)는 유의한 차이(t=-3.60, p

< .05)가 나타났다. 스포츠 일탈을 목격한 이후의 나이키와 긍정 단어 조

합의 평균 반응속도(M=643.42, SD=108.01)와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속도(M=741.79, SD=133.86)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77, 

p < .001). 나이키와 긍정 단어의 일탈 전(M=648.33, SD=105.06)과 일탈 

후(M=643.42, SD=108.01)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29, p=.78),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일탈 전후를 살펴보면

일탈 전(M=749.03, SD=184.90)과 일탈 후(741.79, SD=133.86)의 유의미한 

차이(t=.35, p=.73)가 없었다. 이들 결과 값들은 표[39]와 그림[26]에 나타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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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집단(n=23) M(SD) t 자유도 p

약물

유형

반응

속도

일탈  전

나이키 + 긍정 /

부정

648.33

(105.06)
-3.60 23 <.05

긍정 / 

나이키 + 부정 

749.03

(184.90)

일탈  후

나이키 + 긍정 /

부정

643.42

(108.01)
-4.77 23 <.001

긍정 / 

나이키 + 부정 

741.79

(133.86)

나이키 + 긍정

일탈 전
648.33

(105.06)
.29 23 .78

일탈 후
643.42

(108.01)

나이키 + 부정

일탈 전
749.03

(184.90)
.35 23 .73

일탈 후
741.79

(133.86)

표39 약물 일탈 전/후, 긍정/부정 반응속도 차이 

그림26 약물 일탈 전/후, 긍정/부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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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살펴보기 위하여 폭력 유형과 

약물 유형을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기 전 나이키

와 긍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 속도는 폭력이 M=648.87, SD=105.83 그

리고 약물이 M=648.33, SD=105.06으로 차이가 없었다(t=.02, p=.99). 스포

츠 일탈을 목격하기 전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 속도는 폭

력이 M=752.93, SD=165.93 그리고 약물이 M=749.03, SD=184.90으로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08, p=.94). 다음으로 스포츠 일탈을 목

격한 이후 나이키와 긍정 단어 조합의 평균 반응 속도를 보면 폭력이 

M=710.52, SD=179.70으로 나타났고 약물이 M=643.42, SD=108.01로 나타

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54, p=.13). 마지막으로 스포츠 일탈을 목

격한 이후 나이키와 부정 단어 조합의 반응 속도는 폭력이 M=761.43, 

SD=175.71이었으며 약물은 M=741.79, SD=133.86으로 역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들 값은 표[40]와 그림[27]에 나타냈다. 

종속

변수
집단 M(SD) t 자유도 p

반응

속도

일탈  전

긍정

폭력
648.87
(105.83)

.02 45 .99

약물
648.33
(105.06)

일탈  전

부정

폭력
752.93
(165.93)

.08 45 .94

약물
749.03
(184.90)

일탈 후

긍정

폭력
710.52
(179.70)

1.54 35.77 .13

약물
643.42
(108.01)

일탈 후

부정

폭력
761.43
(175.71)

.43 45 .67

약물
741.79
(133.86)

표40 스포츠 일탈 유형/전후 반응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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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른 반응속도 차이 검정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스포츠 일탈에 대한 반응속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도덕적 분리(moral decoupling : MD), 도덕적 합

리화(moral rationalization : MR), 그리고 도덕적 결합(moral coupling : 

MC)은 각각 고(高) 그룹(MD : M=5.21, SD=.76; MR : M=3.71, SD=.98; MC 

: M=4.18, SD=1.02)과 저(低) 그룹(MD : M=2.94, SD=.77; MR : M=1.62, 

SD=.43; MC : M=1.79, SD=.42)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고저 그룹

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질적인 집단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이들 결과 값은 표[41]에 나타냈다.   

그림27 스포츠 일탈 유형/전후 반응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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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SD) 자유도 t p

MD

저 그룹 23
2.94

(.77)
45 -10.15 <.001

고 그룹 24
5.21

(.76)

MR

저 그룹 22
1.62

(.43)
45 -9.25 <.001

고 그룹 25
3.71

(.98)

MC

저 그룹 19
1.79

(.42)
38.51 -11.09 <.001

고 그룹 28
4.18

(1.02)

표41 도덕적 판단 전략 고저 그룹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단일 범주 암

묵적 연합 검사의 반응 속도에 차이가 나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

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5

보다 높게 나타나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었다. 스포츠 일탈 목격 전과 

후 나이키와 긍정 단어의 연합 강도인 d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일탈 유형

(폭력과 약물)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MD, MR, MC)을 독립변수

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체 내에서는 스포츠 일탈 목격 

전과 후의 차이는 도덕적 결합(MC)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87, p=.02). 개체 간 분석에서는 도덕적 결합(MC)만이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5.89, p=.02). 결과 값은 표[42]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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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유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Mauchly’s 

W

d값

개체 내

d값 .01 1 .01 .07 .79

1.00

d값 * 일탈 유형 .13 1 .13 .77 .39

d값 * MC 그룹 1.02 1 1.02 5.87 .02

d값 * MD 그룹  .1 1 .1 .07 .79

d값 * MR 그룹 .11 1 .11 .60 .44

d값 * 그룹 * MC 그룹 .03 1 .03 .18 .69

d값 * 그룹 * MD 그룹 .09 1 .09 .49 .49

d값 * 그룹 * MR 그룹 .05 1 .05 .26 .61

오차(d값) 6.76 39 .17

개체 간

절편 13.49 1 13.50 69.50 .00

일탈 유형 .44 1 .44 2.27 .14

MC 그룹 1.14 1 1.14 5.89 .02

MD 그룹 .04 1 .04 .21 .65

MR 그룹 .07 1 .07 .37 .55

일탈 유형*MC 그룹 .06 1 .06 .29 .59

일탈 유형*MD 그룹 .35 1 .35 1.78 .19

일탈 유형*MR 그룹 .39 1 .39 2.02 .16

오차 7.58 39 .19

표42 암묵적 측정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개체 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탈 전에는 도덕적 결합 그룹 간(고 : M=.40, SD=.09; 저 : 

M=.42, SD=.11, F=.01, p=.93) 평균 차이가 없었으나 일탈 후에는 도덕적 

결합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 M=.16, 

SD=.08; 저 : M=.62, SD=.09, F=12.95, p < .05). 이들 결과 값은 표[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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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룹
d값

평균 차이 표준오차 p
평균 표준오차

1

MC 그룹(저) .42 .11

.02 .14 .93

MC 그룹(고) .40 .09

2

MC 그룹(저) .62 .09

.46 .13 <.05

MC 그룹(고) .16 .08

구분 d값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1
대비 .002 1 .002 .01 .93

오차 7.83 39

2
대비 2.16 1 12.951 12.95 <.05

오차 6.51 39

표43 개체 내 분석

상기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28]이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포츠 일탈 전에는 d값의 평균 차이가 없었으나 일탈 후에는 도

덕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나이키와 긍정 단어의 연합 강도에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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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개체 내 분석 그래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개체 간 차이는 도덕적 결합 그룹에서만 발생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적 결합이 높은 그룹(M=.28, SD=.06)

은 낮은 그룹(M=.52, SD=.07)에 비해 나이키와 긍정 단어를 연합하는 정

도가 낮았다(F=5.89, p < .05). 이들 결과 값은 각각 표[43]와 그림[2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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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d값

평균 차이 표준오차 p
평균 표준오차

MC 그룹(저) .52 .07

.24 .09 <.05

MC 그룹(고) .28 .06

구분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대비 .57 1 .57 5.89 <.05

오차 3.79 39 .09

표44 도덕적 결합 그룹 간 차이 분석

그림29 도덕적 결합 그룹 간 차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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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포츠 일탈과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른 명시적 태도 측정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에 따라 명시적 태도 

차이가 나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나 분산의 동

질성이 가정되었다. 스포츠 일탈 상황을 전후로 나이키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도덕적 추론 전략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한 결과 개체 내에서 나이키에 대한 태도 차이만이 나타났으며

(F=55.46, p < .001) 이는 표[44]에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스포츠 일탈 

사전 태도의 평균은 6.05이고 일탈 후의 평균은 4.93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24]이다. 

그림30 명시적 태도 개체 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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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유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Mauchly’s W

태도

개체 내

나이키 태도 26.66 1 26.66 55.46 <.001

1.00

나이키 태도*일탈 유형 1.25 1 1.25 2.60 .12

나이키 태도*MC 그룹 1.35 1 1.35 2.80 1.0

나이키 태도*MD 그룹 1.20 1 1.20 2.49 .12

나이키 태도*MR 그룹 1.01 1 1.01 .000 .99

나이키 태도*일탈 유형*MC 그룹 .55 1 .55 1.15 .29

나이키 태도*일탈 유형*MD 그룹 .50 1 .50 1.05 .31

나이키 태도*일탈 유형*MR 그룹 1.05 1 1.05 2.18 .15

오차(나이키 태도) 18.75 39 .48

개체 간

절편 2561.62 1 2561.62 1681.69 <.001

일탈 유형 2.93 1 2.93 1.93 .17

MC 그룹 .17 1 .17 .11 .74

MD 그룹 4.62 1 4.62 3.03 .09

MR 그룹 2.20 1 2.20 1.44 .24

일탈 유형*MC 그룹 .94 1 .94 .62 .44

일탈 유형*MD 그룹 2.90 1 2.90 1.90 .18

일탈 유형*MR 그룹 1.40 1 1.40 .92 .34

오차 59.41 39 1.52

표45 명시적 태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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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관계성이 스포츠 일탈에 의하여 어떻게 변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여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였고 연구 2와 연구 3을 통하여 스포츠 일탈이 스포츠 스타 그리

고 후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1은 소비자들의 인식 속의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심

리적 거리감을 반응속도로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활용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스포츠 가치 단어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스포츠 가치 단어와 비스포츠 스타(연예인)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보

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 가

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포츠의 가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브랜드들은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투자를 하

거나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 가치를 자신들의 브랜드 이

미지에 전이하려고 한다. 이는 McCracken(1989)의 이미지 전이 이론에 

의한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스포츠 가치는 스포츠 스타에게

도 투영되어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

미지 전이는 특히 전달하는 주체와 전달 받는 객체의 핏(fit)이 맞을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핏이 적절할 때 이미지를 전달 

받는 객체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중들에게 

인지적, 감정적으로 강한 자극을 준다고 하였다(Kim, Lee, Magnusen, & 

Kim, 2015; Simmons & Becker-Olsen,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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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유명인을 활용

하기보다는 스포츠 가치와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지닌 스포츠 스타를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가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가치를 생산하고자 할 때 그 매개체로써 스포츠 스타를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Spreitzer & Snyder, 1975). 그 동

안 스포츠계는 스포츠의 가치들을 사회에 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

였으며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체로 이미지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향후 스포츠 

가치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대중들이 스포츠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또

는 내재화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회의 필수 요소로서 스포츠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확인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 강도가 

스포츠 일탈에 의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단일 범주 암묵적 연

합 검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간의 연합 강도는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기 전보다 목격한 이후에 반응속

도가 느려졌다. 이는 규칙, 공정성을 최우선 기치로 삼는 스포츠 스타가 

일탈을 감행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렸다는 판단으로 대중들

은 스포츠 스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서경화, 황정현, 2013)는 선

행연구와도 접점이 있다. 특히 Mclaren(2008)은 위법행위가 페어플레이 

인식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스포츠 일탈은 스포츠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고 하였는데 본 연구 2의 실험을 통하여 스포츠 일탈 행위를 목격한 실

험 참여자들은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 간의 연합 강도를 낮추는 것

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은 스포츠 일탈을 목

격하게 되면 스포츠 일탈과 연관된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스포츠 일탈 행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스포츠

라는 틀 안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 실험자극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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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대상(스포츠 스타)과 연관성이 적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

치의 연합 강도를 약화시켰다.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탈행위

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탈 행위를 바라볼 때 일탈 행위자 뿐

만 아니라 일탈 행위자가 속한 스포츠 더 나아가 스포츠 자체를 부정적

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포츠 일탈

은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일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많은 가치들을 내포

하고 있고 그 가치들을 사회에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 스타들은 그 가치들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활약할 

수 있다. 건강함, 공정함, 협동심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전파하고 사회 속에서 스포츠의 필요성과 영역을 확대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일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대중의 인식 속

에서 스포츠와 스포츠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 간의 괴리감이 생길 것

이고 이는 결국 스포츠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스포츠 일탈을 바

라볼 때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에 국한하지 말고 그 분노

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연구 3은 이미지 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 스타가 일탈을 저질렀을 

때 스포츠 스타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

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스포츠 일탈 상황을 폭력행위와 금

지약물 복용 행위로 구분하였고 스포츠 일탈을 목격하고도 개인의 도덕

적 추론 전략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단일 범주 

암묵적 연합 검사와(암묵적인 방법) 설문조사(명시적인 방법)를 혼용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스포츠 일탈 유형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는 암묵적/명시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도덕

적 추론 전략에 따라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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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도덕적 결합(moral coupling : MC)을 하였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명시적인 측정법을 활용하였을 

때는 스포츠 일탈에 의해 사전/사후 태도 간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요인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3의 결과를 통해 소비

자들은 유명인의 일탈에 대해 판단할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추

론 전략에 따라 일탈을 달리 해석한다는 선행연구들(Bandura, 

Barbaranelli, Carara, & Pastorelli, 1996; Bhattacharjee et al., 2013; Ditto 

et al., 2009)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스포츠 스타

의 일탈은 후원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Solberg, 

Hanstad, & Thoring, 2010), 해당 선수가 활동하는 스포츠 뿐 아니라 그

와 연계된 이벤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Doyle, Pentecost, 

Funk, 2014; Hughes & Shank, 2005; Wilson, Stavros, & Westberg, 2010)

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물론 소

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스포츠 스타의 일탈행위를 목

격해도 이를 후원기업에 결부시키지 않는 점도 있겠으나 Monga & 

John(2008)이 주장하였듯이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와 강한 심리적 태도

를 형성하고 있으면 스포츠 스타의 일탈이 반드시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현상은 스포츠 스폰서십에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브랜드가 소비자들과 독자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

는 방안이 있고 그것이 성공하였다면 브랜드에서는 굳이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스폰서십의 효과에 대한 의

문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스폰서십의 영역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을 것이다.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기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들은 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하여

야 할 것이다. 물론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본연의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로 브랜드 본연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소비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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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

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강한 심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충성심을 높이

는 한편 통제하기 어려운 스포츠 스타의 일탈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스포츠 스타들은 스폰서십의 축소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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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학문적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미지 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

한 브랜드가 스포츠 스타들로부터 이미지를 전달 받는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이 스포츠 가치를 

떠올렸을 때 타 분야의 유명인에 비해 스포츠 스타라는 대상이 떠오르는

지를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로부터 일종의 이미지들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다른 대상에게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이미지 전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긍

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는지를 보거나 특정 요인이 전달 주체에서 객체

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

들이 실제적으로 스포츠 스타들을 떠올리는지 또는 스포츠 스타를 바라

보았을 때 스포츠 가치를 떠올리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암묵적 연합 검사는 표적 대상에 대한 속성 평가만을 하

여 표적 대상과 속성 단어의 연합의 강도만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단편

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합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려

고 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존의 암묵적 연합 

검사의 경우에는 표적 대상에 대한 선입견(ex. 백인과 흑인에 대한 긍정

적 태도, 종교에 대한 선입견 등) 또는 단순 태도(관광지에 대한 태도, 

사이다/콜라에 대한 태도 등)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활용하여 도핑에 대한 태도(Brand, Mezler, 

& Hagemann, 2011), 스포츠의 남성성을 측정(Clément-Guillotin, 

Chalabaev, & Fontayne, 2011) 등이 있었으나 모두 태도를 일회성 측정

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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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대중이 이 가치들이 스포츠 스타에게 전이되어 있다고 여

기는지와 스포츠 일탈에 의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세부적으로 스포츠 일탈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의 연합이

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명시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측정 방법으로도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암묵적 측정은 행동반응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

한 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인 반응을 살펴 볼 수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더하여 암묵

적 연합 검사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스폰서십 효과의 측정의 적용 가

능성을 엿보았다. 

셋째,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폭력과 약물사용이라는 

부정적 스포츠 일탈 상황에 대해서 암묵적인 반응과 명시적인 반응이 다

르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 두 반응의 일치여부에 대한 논의에 단

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와 연관된 마케

팅, 프로모션을 함에 있어서 타 분야의 유명인보다 스포츠와 핏(fit)이 맞

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포츠맨십과 같은 스포츠만의 핵심 가치

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더욱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전달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스포츠 스타의 일탈

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일

어난 실제 일탈 행위 뉴스 영상들을 활용하여 실험 참여자들이 실제로 

뉴스를 보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며 이후 실험을 통해 부정적 상황

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특별히 그 상황과 관계가 없

더라도 소비자들은 작은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엮어서 연관된 부분들까지 

부정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밝혀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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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스포츠 스타가 부정적 일탈 행위를 저질러도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을 밝혀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스

포츠 스타가 일탈행위를 저질러도 부정적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 본 연

구를 통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실무적 시사점들을 토대로 

향후 기업들에서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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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대중들이 타 분야의 유명인에 비해서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스포츠 일탈에 의해

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미지 전이 이론(McCracken, 1989)에 스포츠 스타가 저지른 스포츠 일탈

의 유형에 따라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기업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이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가치를 얼마나 

강하게 연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 검사를 사용하

였으며 그 대조군으로서 비스포츠 스타, 즉 연예인을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국내에서 인지도 및 호감도가 높은 스포츠 스타는 때로는 연예인과 

동급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방송과 광고 활동을 하게 되기에 스포츠 스타

와 연예인을 대조군으로 두고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때로는 비시즌 기간동안 스포츠 스타가 방송 활

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은퇴 후 본격적으로 방송활

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이 둘을 확연히 구분 짓기에는 모호한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커리어

를 쌓은 인물들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암묵적 연합 검사를 위하여 속성 단어를 스포츠 가치 단어로 설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조직,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현장 

등에서 단어들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스포츠 가치 단어의 경우 

많은 부분 보편적인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명확

하게 스포츠 가치 단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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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포츠 가치 단어들 또한 보편적 인류 가치와 

중첩되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고 경쟁, 희생, 승부욕 등과 같이 엘리트 

스포츠를 대변할 수 있는 가치들이 불포함되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속성 단어를 선정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는 구분되면서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 또한 포함된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 일탈 상황을 설정함에 있어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와 금지약물을 복용 행위로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탈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폭력 

행위도 분명하게 스포츠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상

황을 유발하는 경우이기는 하나 종목의 유형이나 스포츠를 바라보는 문

화의 유형(스포츠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행위를 묵인하는 문화)에 따라서 

스포츠 일탈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들어 승부조

작이나 금지약물 복용은 행위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비교 또는 흔히 4

대악이라고 하는 폭력, 성폭력, 약물, 승부조작을 동시에 비교해보는 것

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스포츠 일탈에 의한 후원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호감도 높은 브랜드와 인지도가 낮은 선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선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가상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를 사용한 것은 대중이 가상의 브

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한되고 이는 결과에 영

향에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호감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

를 택하여 사용하다보니 반대로 브랜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에

는 제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존 브랜드를 사용할 

시에는 호감도가 매우 높지도 또는 낮지도 않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상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실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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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당 브랜드에 특정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밀레니얼 세대인 서울특별시 소재 4

년제 대학교의 체육교육과 대학(대학원)생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이미 스

포츠에 대해서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학생들이었으며 글로벌 스포츠 브

랜드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태도를 보였던 것이 실험 연구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구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

을 실험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표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암묵적 반응, 연구 3에

서는 명시적 반응과 함께 암묵적 반응을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에 있어서 명시적 반응과 암묵적 반응의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 주제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스포츠 일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려고 하였

는데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동일한 반응

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되, 브랜드의 대응전략 혹은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을 더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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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rt industry makes great effort to spread out the value of 

sports such as health, fairness, and cooperation to the society. Sports 

stars are viewed as individuals who deliver these sport value to the 

public. People can internalize sports value through participating in 

sport or by making emotional connections with sport stars. Despite that 

they have an important role as an ambassador for sport, sport stars 

frequently get involved in transgressive situations. As a result not only 

do they hurt their own reputation, they also har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cluding the sport they participate and even sport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 perceives 

sport stars and sports values as a whole and to experimentally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is changed due to sports 

transgressions.

In the first study,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conducted to 

measure how strong consumers connect sports value with sports stars 

compared to non-sport celebrities. The experiment was structured using 

OpenSesame, a python based computer program. The target words were 

sports stars and non-sports stars, while the attribute words were sports 

value related words and negative words. The strength of the connection 

between sports value and sports stars were measured by reaction time. 

Each of the targets and attribute words was combined at leas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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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ain purpose was to measure when sports value and sports 

star were tied up. 4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graduate 

students over 20 years of age were recruited.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reacted faster at a significant rate of difference when 

sports value and sport stars were combined.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public perceives sports value more strongly with sports 

stars rather then non-sport celebrities.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a strong connection between sports 

values and sport stars was witnessed. The second experiment examined 

whether this strongly combined relationship between sports values and 

sport stars change after witnessing a transgress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a modified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known as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target were sport stars and 

the attribute words were sports value related words and negative words. 

The sample was 4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graduate students 

over 20 years of age. The experiment began by measuring participants 

perceived combination strength between sports value and sport stars. 

Afterwards, the researcher exposed various transgressions which 

occurred in the sports field in the form of a video. After the 

participants watched the video they again did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find out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compared to the previous test. Results show that the strength of the 

combination between sports value and sports star has weakened after 

the transgression. Also it can be seen that when the public witnesses a 

transgression in sports, they perceive the situation negatively and 

connects it with subjects even if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ransgressor.

Finally, research 3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e type of sports 

transgression and consumers moral reasoning strategy affected the 

attitude towards the sponsor.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attitude toward the sponsor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transgression and how consumers  moral judgment criteria 

activates when they witnesses a transgression. To this end, the 

transgression type was divided into violent behavior and dru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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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ral judgment strategies examined attitudes toward sponsor 

companies using three strategies: moral decoupling, moral 

rationalization, and moral coupling. A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implicit attitude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explicit attitud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implicit attitude, there were 

no differences by the type of the transgression. Next, according to the 

moral reasoning strategy,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who uses 

high moral coupling had a lower attitude toward the sponsor compared 

to the low group.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by conducting a 

survey, which is an explicit measurement method,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explicit attitude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the type 

of transgressions. Moral coupling showed a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transgre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values and sport stars perceived by the 

public and suggested another approach in measuring the negative 

effects and attitudes of sports transgression.

Keywords : Sports value, Sport Sponsorship, Sport transgression, Moral 

reasoning strategy, Implicit association test,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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