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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factors affecting team identifi
cation of professional basseball fans
in Korea. Variables have been divide
d into two domains; game factors incl
uding Player(X1) and Team performa
nce(X2), and SNS factors including I
nformativeness(X3), Timeliness(X4),
Reliability(X5), Interaction between u
sers(X6) and Amusement(X7), Als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ame fact
ors and SNS factors have been inves
tigated for the stereoscopic understa
nding of SNS-related consumer beha
vior. For the sample, 7 investigators
visited stadium for two games and th
e total number of 196 spectators was
sampled by convenience sampling m
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
ression analyses, X1, X2, X3, and X7
proved to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eam identification. The interaction ef
fects between X1 and X7, and X2 an
d X5 have been identified. Hypothese
s related X4, X5, X6, however, did no
t confirmed. Even though several hyp
otheses have not been supported, thi
s study will contribute to related studi
es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
ns for managers in the field at the sa
me time, since it has attempted to fig
ure out not only direct effects but mo
derating effects of SN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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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년대 이후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이용자들간
의 상호소통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 짐으로써(Sae-Bom
Jung, Kwang-Min Cho, Yu-Mi Chung, 2011)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조는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Boyd and Ellison, 2007).
이러한 SNS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SNS를 소통채널을 넘어
서서 다양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Sung-Hun Kim, Han-Joo
Kim, 2012) 구체적으로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고객서비
스, 제품개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Seung-Nyun Choi, 2015).
한편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국내 프로야구 구단들은 전통
적으로 팀 성적의 향상이 팬들의 충성도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지만 2000년대 이후 스포츠도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선진화 된 마케팅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팬서비스와 경기장 프로모션 등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국제 대회에서의 성과 등을
동력으로 2012년에는 출범 31년 만에 700만,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834만 명의 관중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제 1의 스포츠리그 자리매김하
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프로야구산업 역시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단에 대한 팬들의 강한 충성도를 구축하고 유
지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
야구산업에서도 SNS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한 정보제공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프로구단의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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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프로야구 산
업에서 SNS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연구들이 프로
야구의 속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핵심요인들을 함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SNS영역과 타 영역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구조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
다. 또한 스포츠 팬들에게서 관찰되는 독특한 특성인
구단에 대한 동일시와 SNS를 서로 연결시킨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 맞춰 기존 연구에
서 주로 다룬 SNS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
시에 전통적인 마케팅 영역에서 핵심요인으로 다루
어져 왔던 경기관련 변수들과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변수가 스포츠팬들의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프로야구 산
업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야구
구단 SNS활동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구
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지에 대
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Theory and Hypotheses
1. Concept and Meaning of SNS

SNS란 온라인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간의 관계형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
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 프로
파일의 생성, 정보 및 콘텐츠의 공유, 다른 사용자들
과의 의사소통 등을 지원해 주는 유무선 웹서비스를
의미한다(Boyd and Ellison, 2007). SNS가 제공되는
형태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페이스
북, 유튜브, 트위터 또는 인스터그램 등 다양하다.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가 그룹중심인 반면
SNS는 개인중심의 서비스로서(Jong-Soo Kyung,
Myung-Su Kim, 2012)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간의 사
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
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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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NS
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조를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
로 변화시키고 있으며(Boyd and Ellison, 2007), 특히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폭발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Jong-Soo Kyung, Myung-Su Kim,
2012). 기업들은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서 SNS가 갖는 가치와 기능에 주목하면서 고
객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충성고객확보 수단으
로 SNS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Hye-Jin Sung,
2012). 특히 SNS이용자들은 전통적인 과거의 소비
자들과는 달리 SNS 서비스의 질과 콘텐츠에 만족할
경우 추가적인 유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
에 참여하면서 이를 주위에 전파하기 때문에(Kwon
and Wen, 2010), SNS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Elison, Steinfield, and Lampe, 2011).

2. Related Studies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들은 SNS자체에 대한
연구, 다양한 산업에서의 SNS, 그리고 프로구단이
제공하는 SNS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SNS
자체에 대한 연구로 Byung-Gon Kim(2012)은 특정 산
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SNS특성 요인들
(정보성, 상호성, 유희성 등)이 SNS만족과 SNS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고, Jea-Hoon
Yang(2012)은 SNS서비스품질을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로 구분하고 이중 정보품질의 영향력을 SNS의
신뢰성 및 유희성과 함께 분석하여, 신뢰성과 유희성
이 SNS의 재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또한 Mi-Hyeon Oh와 Il Kim(2014)은 상호작
용성을 포함한 다양한 SNS특성들과 패션산업에서
의 소비자태도, 구매의도, 그리고 온라인 구전 간 구
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NS특성 중
최신성과 유희성이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ye-Sung Lee와 Young
Namkung(2014)은 외식기업의 SNS품질과 SNS만족
도와 이용의도, 그리고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미적품질 및 오락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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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NS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급부상한 SNS의 다양한 특
성, 예를 들어 자기자신의 표현(presence), 정보와 콘
텐츠의 공유(sharing), 커뮤니케이션, group활동, 홍보
와 명성, 관계구축과 유지, 주체성(identity)의 표현 등
(Jong-Soo Kyung, Myung-Su Kim, 2012)과 SNS의 품
질요인(정보제공성, 유용성, 신속성, 상호작용성, 개
방성 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Moon-Bong Lee, 2011; Jea-Hoon Yang, 2012).
한편, 프로구단의 SNS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많지 않지만(Myung-Soo Shin, Gyo-Jin Kim, Ch
ung-Rak Choi, 2015),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들 연구는 SNS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요인들을 공통적으로 다루되 프로야구
의 맥락을 고려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에 따른
측정도구들을 개발하였으며, 팬으로서 갖는 구단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SNS
특성으로 구단의 정보 제공성과 유희성(Myung-Soo
Shin et al., 2015), SNS사용편의성과 이용자간 상호작
용성(Sung-Je Park, Je-Uk Lee, 2012), 구단의 정보품질
과 이용자간 상호작용성(Seung-Nyun Choi, 2015) 등
이 구단에 대한 충성도나 재관람 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연
구가 구단과 팬의 관계를 일반적인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로 간주한 반면, 스포츠산업만의 독특한 소비자
특성, 예를 들어 스포츠팬의 팀 동일시 등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Su
ng-Je Park, Je-Uk Lee (2012)은 스포츠만의 고유한 특
성과 이에 따른 팬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선행된 타
분야 연구의 관련 요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ung-Nyun Choi (2015)
는 본 연구와 특히 관련이 깊으며, 프로야구 팬들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SNS요인과 스
포츠 경기 관람유인 요인간의 교호효과를 분석하였
다. 단, SNS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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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potheses
(1) Team Identification

프로스포츠에서 팀에 대한 동일시란 스포츠팬이
특정 구단에 대해 갖는 감정적, 심리적 결합을 의미한
다(James, Kolbe, and Trail, 2002). 스포츠 경기에서 팀
과 팬 사이에는 신비한 동일시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데, 이는 일반적인 산업에서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에
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스포츠 경기관람
을 통해 팬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Real and Mechikoff, 1992). 실제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동일시 된 스포츠팬은 그들이 응원하
는 팀을 언제나 '우리 팀'이라 부르며, 팀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이러한 감정을 평생에 걸쳐
이어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의 주요 스포츠
리그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단순한 즐거
움에서 보다 확장되고 발전된 경험으로서, 스포츠 팬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팀 충성도과 깊은 관련을
갖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Min-Jea Kwon,
Chan-Soo Jun, Jung-Man Kim, 2010). Doo-Yong Park

는 프로야구단이 제공하는 상호작용품질, 환경
품질, 결과품질이 구단 동일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이는 다시 충성도와 관람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Seung-Nyun Choi (2016)
은 12세 이하의 유년기부터 특정 팀을 응원하기 시작
하는 것을 발달심리학의 애착이나 각인과 연계하여
설명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응원을 시작하면 팀에 대
한 더욱 강한 애착이 이루어지고 이는 보다 강한 팀
동일시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다만 관련연
구고찰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SNS와 팀 동일시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것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팀 동일시와 SNS요인들 간의 관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
스포츠에 대한 연구에서 팀 동일시, 팀 충성도, 관람
의도 간의 긍정적 관계가 거의 일관되게 입증되었고
(2012)

(Doo-Yong Park, 2012; Min-Jea Kwon et al., 2010) SNS
Seung N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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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로야구 팀 충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Sung-Je Park,
Je-Uk Lee (2012), Seung-Nyun Choi (2015)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SNS와 동일시 간에도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고 판단된다.
(2) Game Factors
(Player, Team Performance)

프로스포츠 구단은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중에서 스포츠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구단에 대해 강한 동일시와 충성도를 갖게 하는 요
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Yong-Man Kim, Jung-Hee Jung, Se-Yun Kim, 2010).

이런 연구의 흐름은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구단의 마케팅 믹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략
적 브랜드 자산을 다룬 연구,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관람유인요인을 분석한 연구, 제품속성과 서비스 품
질을 함께 분석한 연구 등이다(Seung-Nyun Choi,
2016). 이 중에서 프로구단이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
성격을 갖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기요인은 많은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핵심요인으로, 선수,
감독, 경기결과, 경기력(team performance) 등으로 구
성된다. 이중에서 감독요인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주
기가 빠르기 때문에(Seung-Nyun Choi, 2016)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팬들의 팀 동일시 형성
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경기결과는 팀의 경
기결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 상 결과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경기요인으로 선수 요인과 경
기력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수 요인이란 스타플레이
어나 팬이 좋아하는 선수에 관한 요인으로서, 기량
이 우수하거나 매너가 좋다는 등의 선수에 관한 특
성을 의미하며, 경기력 요인은 팀의 경기내용이 흥
미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팀 동일시, 팀
충성도, 재관람 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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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되었다. Yong-Chan Cho, Jea-Jun Nam
(2011)은 프로야구 관중의 관람유인 중 하나로 경기
상황을 설정하고 구성내용을 팀성적이나 스타선수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들이 관람만족과 팀 충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
한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Min-Jea

Kwon et al. (2010), Jea-Suk Eo, Dae-Sung Park (2009)

등의 연구에서도 경기력 또는 팀 요인과 선수 요인
이 팀 동일시와 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응원하는 팀의 선수는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 응원하는 팀의 경기력은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3) SNS Factors

전술한 것처럼 프로구단이 제공하는 SNS특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에서 SNS의 역할
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Myung-Soo Shin et al., 2015),
최근에는 프로구단의 SNS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스포츠 팬들의 구단에 대한 태도나 행동
에도 다양한 SNS 특성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웹사이트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의 스포츠 참여가 높아진다는 연구결
과(Sung-Je Park, Je-Uk Lee, 2012)는 구단이 제공하는
SNS의 특성이 SNS이용만족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구단에 대한 팬들의 긍정적인 소비
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팬의 구단
에 대한 동일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SNS
요인을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SNS정보품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단의 정보제공
성, 신속성, 신뢰성 등 세 개를, SNS이용시의 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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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요인으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과 유희성 등
두 개를 선정하였다.(2의 5번)
■ 구단의 정보제공성

정보성 또는 정보제공성은 SNS 정보의 정확성이
나 유용성이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
는 정도라 정의할 수 있으며(Byung-Gon Kim, 2012)
구체적으로 구단이 제공하는 SNS 정보가 얼마나 매
력도나 유용성이 높은 적절한 정보인가와 관련이 있
다. 정보성은 SNS 정보품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여기서 정보품질이란 시스템 품질과 함
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Delone and McLean, 2003)을
구성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Muylle, Moenaert,
and Despontin (2004)는 SNS 이용자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보제공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 사이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Byung-Gon Kim (2012), Myung-Soo Shin et al. (2015)

등은 기업 또는 프로구단이 제공하는 SNS의 정보성
이 SNS이용만족이나 구단에 대한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침을 검증하였다. SNS의 가장 큰 특성은
소통이며, 프로야구 팬들은 구단이 직접 제공하는 커
뮤니케이션수단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구단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및 팬들과의 의사소통은 SNS에 대한 인지된 가치와
SNS참여지속의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Sung-Hun
Kim, Han-Joo Kim, 2012). 또한 이는 구단에 대한 긍
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
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를 통한 구단의 정보제공성은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 SNS

■ 신속성

신속성은 온라인 서비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모바일 SNS의 경우 뛰어난 확장성과 이동성을 통해
ISSN 1229-9936 (Print), ISSN 2466-1716 (Online)

즉시성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Mi-Hyeon
Oh, Il Kim, 2014). 관련 연구로 Sang-Won Lee,
Sang-Ki Han, Sang-Sun Yi (2009)는 블로그와 SNS이
용자 만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SNS 이용자 만족모델을 개발하고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신속성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업데이
트된 소식을 즉시 알려주거나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
에 사람들이 신속하게 댓글을 다는 등과 같은 SNS이
용시의 실시간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ung-Je Park,
Je-Uk Lee (2012)는 프로야구 팬들의 SNS이용만족
하위요인으로 실시간성을 설정하고 커뮤니티 동일
시, 지속사용의도, 경기관람의도 등과의 관계를 확인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프로구단이 제
공하는 SNS의 신속성이 팬들의 팀동일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신속성은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4 : SNS

■ 신뢰성

신뢰성이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예를 들어 기
업)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제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며, 편견이 없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
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Shankar, Ratchford, and Pan, 2002),
연구에 따라 SNS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 또는 SNS정
보제공자(기업)에 대한 신뢰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SNS의 특성이나 품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Jea-Hoon Yang,
2012). 왜냐하면 SNS이용자의 태도가 기업이 의도하
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업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SNS정보 모두에 대해 높은 신뢰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Mi-Hyeon Oh, Il
Kim, 2014). 실제로 SNS의 신뢰성이 이용자들의 태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
고 있다. Jea-Hoon Yang (2012)는 신뢰성이 SNS재이
용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고,
Seung N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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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블로그 정보의 신뢰성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고려할 때 SNS의 신뢰
성은 SNS이용만족과 기업에 대한 충성도 제고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프로야구 구단 SNS의 신뢰성은 팬들의 만족에 영향
을 주며 이는 구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중 하나인
팀 동일시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Byung-Uk Park, Hyun-Suk Seo, Yoon-Kyu Na (2008)

신뢰성은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은 팀 동일시 정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 SNS

H 6 : SNS

■ 이용자간 상호작용성

■ 유희성

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
의 상호작용, 이용자와 기업 간 상호작용,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Sung-Je
SNS

Park, Je-Uk Lee, 2012 Jong-Soo Kyung, Myung-Su

가 갖는 본질적 특성과 프로스포츠
팬들의 SNS관련 행동을 고려할 때 이용자 간의 상호
작용성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Sanderson, 2008; Sung-Je Park, Je-Uk Lee, 2012). 이
용자 간 상호작용성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분되
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서(Jong-Soo Kyung,
Myung-Su Kim, 2012) SNS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다
른 이용자들의 특성과 반응을 수집 또는 기억하여
이를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활용하면서 이
에 따라 반응하는 메시지 교환과정을 뜻한다
(Deighton, 1996).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성
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고(McMillan
and Hwang, 2002), 특히 SNS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사용자 참여가
요구되는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
하며 이는 SN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Sang-Won Lee et al., 2009). 이러한 특징은 프로
야구 산업에서도 드러난다. 프로야구 팬들은 SNS를
통하여 같은 구단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응원하는
Kim, 2012), SNS

8

다른 팬들을 만날 수 있고, 이들과 친구가 되며, 자유
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Sung-Je Park,
Je-Uk Lee, 2012). SNS의 상호작용성을 다룬 기존 연
구로 Sung-Je Park, Je-Uk Lee (2012), Myung-Soo Shin
et al. (2015) 등은 프로야구단의 SNS 이용자 간 상호
작용성을 구단에 대한 태도나 팀충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유희성은 SNS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재미, 즐거
움, 흥미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Jea-Hoon Yang, 2012). 유희성은 일반적으로 SNS 사
용의 내부적 동기요인으로 인식되며(Byung-Gon
Kim, 2012)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개입 없
이 스스로 새로운 시도나 선택을 할 때 갖게 되는
자유, 융통성, 독창성 등의 경험을 통해 생성된다
(Kyung-Hee Kang, 2012). 이와 같이 유희성은 오락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놀이와 마케팅이 융합된 엔터마
케팅의 수단으로 SNS가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Sang-Hee Park, 2009), 이용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친숙한 것으로 인지하는데 기
여한다(Mi-Hyeon Oh, Il Kim, 2014). 관련된 많은 연
구들이 SNS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유희성을 분석하고 있지만(Davis, 1989;
In-Jung Kim, 2011) 엔터테인먼트가 주목적인 프로
스포츠 산업의 특성 상 프로구단이 제공하는 SNS
이용을 통해 얻는 유희성은 프로구단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와 애정을 보다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Byung-Gon
Kim (2012), Jea-Hoon Yang (2012) 등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희성이 SNS만족도나 이용의도, 또는
제품구매의도나 프로구단에 대한 충성도 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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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은 팀 동일시 정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7 : SNS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연구의 내용들은 <Table 1>
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연구의 독립변수들 중 밑줄
친 변수들이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요인(2
개)와 정보품질요인(3개)간의 교호작용항 6개, 그리
고 경기요인과 SNS 이용자 효용요인(2개) 간의 교호
작용항 4개를 각각 확인하고자 한다.

경기요인과 SNS요인간에는 교호효과가 존
재할 것이다.
H 8-1 : 경기요인은 SNS정보품질요인이 팀 동일시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H 8-2 : 경기요인은 SNS이용자효용요인이 팀동일
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강화할것이다.

H8:

(4) Interaction Effects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요인 및 SNS요인의 영
향력을 별개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있지만 이들간
의 교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고, 실무적 관점
에서도 교호효과와 관련된 논의를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요인과 SNS요인들 중 어떤 변수들간에
교호작용이 존재하는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이론 연구의 진행과정 상 현재 단계에
서는 SNS관련 요인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분류에
맞춰 경기요인과의 교호작용 조합을 모두 확인해 볼

Ⅲ. Research Methodology
1. Research Model

이상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Figure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설정 시 특히 고려한

<Table 1> Summary of Related Studies
Context
(Industry)

Dependent Variable(s)
Studies

김병곤(2012)
양재훈(2012)
SNS
경종수,
김명수
Itself
(2012)
이문봉(2011)
이상원 등(2009)
오미현, 김일
(2014)
General
한태숙(2014)
Industry
이혜성, 남궁영
(2014)
김성훈, 김한주
(2012)
이정학 외(2012)
ProBaseball 박성재, 이재욱
League
(KBO) 신명수(2012)
외(2015)
정새봄 외(2011)
최승년(2015)

Independent Variables

연결성, 기업과이용자간상호성,
정보성, 접근성, 유용성, 유희성
정보품질, 신뢰성, 유희성
유용성, 이용자간상호작용성, 고객화, 사용용이성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유용성, 커뮤니케이션, 개방성, 실시간성
접근편의성, 이용자간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신뢰성, 최신성, 유희성
정보성, 오락성, 자극성, 개별성, 상호작용성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미적품질, 오락품질
정보교류, 사회적관계형성, 오락성
SNS정보공신력(매력성, 신뢰성, 전문성)
사용편의성, 이용자간상호작용성, 개방성, 실시간성
구단의정보제공성, 이용자간상호작용성, 유희성
인지적 관여도, 행동적 관여도
정보품질, 이용자간상호작용성

ISSN 1229-9936 (Print), ISSN 2466-1716 (Online)

SNS-related
Factor(s)

V
V
V
V
V
V
V
V
V

Firm
Loyalty

Team
Loyalty

V
V
V
V(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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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의 특성을 올바
로 반영하기 위하여 SNS관련 요인과 함께 제품에 해
당하는 경기관련요인을 변수에 포함시켰다. 둘째,
SNS특성을 구단이 제공하는 SNS의 정보품질요인
(Delone and McLean, 2003)과 SNS활동을 통한 이용자
의 효용 요인 등 둘로 구분함으로써 SNS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변수 간 중복되는 내용
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SNS요인과 경기요인이 갖는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요인을 구
성하는 변수들 간의 교호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프로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소비자 행동을 설
명하기 위하여 팀 동일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 Sample

본 연구의 모 집단은 KBO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SN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프로야구 팬이며, 편의표본 추출
법을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사전에 교육
된 다수의 조사원들이 2016년 9월 중에 서울에 위치
한 두 개 구단(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각 1회 씩 총 2회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
다. 단, 응답자는 해당경기의 홈팀과 원정팀 응원자
를 포함해 모두 8개 구단의 팬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구단이 유사한 형태의 SNS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단 요인과 관계없이
본 연구의 표본은 일정 수준의 대표성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응답자 중 SNS와 관련된 설문문항
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SNS 미 사용자)와 불성실 응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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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를 제외한 총 1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3. Measurement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타당성
과 신뢰성이 확보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구성하
였으며, 설문구성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이용
하였다. 경기요인으로 선수(X1)는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지’, ‘멋진 플레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매너가
좋은지’, ‘기량이 우수한지’ 등 네 개 문항으로, 경기
력(X2)는 ‘흥미로운 경기’, ‘매력적인 경기’, ‘라이벌
팀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 ‘재미있는 경기’ 등 네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NS요인 중 정보품질과 관련
있는 정보제공성(X3)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유익한 정보를 제공’,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
공’,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유용성이 높은 정보
를 제공’ 등 다섯 개 문항을, 신속성(X4) 측정을 위해
‘빠른 속도로 제공되는 SNS서비스’, ‘팬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 ‘팀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 줌’, ‘불편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등 네 개 문항을, 신뢰성
(X5) 측정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SNS를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남성
성별
여성
20-29
30-39
연령
40-49
50세 이상
직장인
대학생
직업
자영업
전업주부
기타
트위터
페이스북
주로 인스타그램
사용하는
SNS유형 인터넷카페
블로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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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10
86
105
60
26
5
71
59
16
10
40
12
94
42
22
9
17

%

56.1
43.9
53.6
30.6
13.3
2.5
36.2
30.1
8.2
5.1
20.4
6.1
48.0
21.4
11.2
4.6
8.7

믿을만함’,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믿을만함’,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음’ 등 네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SNS요인 중 이용자의
효용과 관련이 있는 상호작용성(X6)은 ‘SNS를 통해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음’, ‘나와 관
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음’, ‘다른 사
람과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함’,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음’ 등 네 개 문항으로, 유희
성(X7)은 ‘SNS를 통한 정보수집, 공유과정이 즐거
움’, ‘SNS활동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낌’, ‘SNS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낌’ 등 세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팀 동일시(Y)의 측정을 위해서는 ‘시

즌 내내 응원하는 팀을 생각함’, ‘팬인 것이 자랑스러
움’, ‘기꺼이 우리 팀이라고 부름’, ‘이 팀을 응원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함’ 등 네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참조한 관련
연구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Results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은 모두 설문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

<Table 3> Items for Each Variable and Related Studies
Variables

선수(X1)
경기력(X2)
구단의
정보제공성(X3)
신속성(X4)
신뢰성(X5)
이용자간
상호작용성(X6)
유희성(X7)
팀 동일시(Y)

Items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음
멋진 플레이를 위해 노력함
매너가 좋음
기량이 우수함
경기가 흥미로움
매력적인 경기를 펼침
라이벌 팀과의 경쟁의식이 강함
경기가 재미있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함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
팀과 선수에 대한 유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함
온라인 또는 SNS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제공됨
팬들의 질문에 빠르게 응답함
팀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줌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음
SNS나 온라인 서비스는 믿을만함
제공되는 정보는 믿을만함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음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음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음
다른 사람과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함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음
정보수집과 공유과정이 즐거움
SNS 활동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낌
SNS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낌
시즌 내내 응원하는 팀을 생각함
우리 팀의 팬인 것이 자랑스러움
응원하는 팀을 '우리 팀'이라고 부름
이 팀을 응원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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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이 해당 개념
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거한
문항은 없었고, Cronbach’s α값은 선수(X1) 0.782, 경
기력(X2) 0.782, 정보제공성(X3) 0.946, 신속성(X4)
0.847, 신뢰성(X5) 0.910, 상호작용성(X6) 0.919, 유희
성(X7) 0.939, 팀 동일시(Y) 0.865로 나타나 신뢰성
역시 매우 양호한 설문결과임이 확인되었다. 변수들
의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행렬은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
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VIF값은 모든 독립변수들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
는 모형2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값이 X7의 2.34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
두 이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Table 5>),
모든 회귀계수의 추정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영향
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가 포함된 구조적 관계가
아니라 주요 변수들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변수 간
교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교호작용항
이 포함된 연구모형의 검증 시 많이 쓰이는 절차에
따라 <Table 6>과 같이 네 단계에 따라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 1은 경기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
고, 모형 2는 SNS요인(SNS정보품질 요인과 SNS 이

<Table 5> Variance Inflation Factors
Variables

VIF

X1
X2
X3
X4
X5
X6
X7

1.284
1.308
1.961
2.034
2.336
1.584
1.698

용자효용 요인)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모형 3과 모형
4는 교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Ⅱ장의 서술 중 교호
작용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경기요인
과 SNS요인간의 교호효과존재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선수요인과 SNS 이용자효용요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기력요인과 SNS 정보품질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모형들에게서 교호효과가
존재하는 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포함된 모형
두 개를 각각 모형3과 모형4로 나타내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값은 adjusted R-square값
을 기준으로 모델 1~4에서 차례대로 0.343, 0.460,
0.466, 0.484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들과 교호작용항
을 순차적으로 추가할수록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
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네 개 모형 모두
F검정의 p값이 매우 낮으므로 모든 회귀모형 역시
적합하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Variables

Mean

s.d.

X1
X2
X3
X4
X5
X6
X7
Y

4.608
4.642
3.828
3.779
3.861
3.841
3.929
4.448

0.494
0.486
0.753
0.802
0.840
0.645
0.69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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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0.3***
0.188**
0.354***
0.235***
0.27***
0.518***

0.542***
0.636***
0.481***
0.515***
0.45***

X4

X5

X6

X7

0.4***

0.219**
0.135†
0.288
0.205**
0.318***
0.468***

0.645***
0.507*** 0.433***
0.481*** 0.505*** 0.497***
0.273*** 0.366*** 0.3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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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가설검증결과 선수, 경기력, 구단의 SNS 정보제
공성 등의 변수가 팀 동일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2, 3 지지). 하지만 예
상과는 달리 SNS의 신속성, 신뢰성, 이용자 간 상호
작용성 등은 팀 동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가설 4, 5, 6기각). 교호작용의 경우, 선수와
SNS유희성, 그리고 경기력과 SNS신뢰성 간의 상호
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8 부
분적 지지).

2. Discussion

본 연구에서 경기요인으로 선정한 선수 및 경기력
은 모두 팬들의 팀 동일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관련연구(Jung-M
an Kim, 2010; Yong-Man Kim et al., 2010 등)에서 검증
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프로야구 경기를
구성하는 선수와 팀의 경기력이 팬들의 충성도와 동
일시 형성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

<Table 6>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es

X1
X2
X3
Independent X4
Variables
X5
X6
X7
X1·X6
X1·X7
Interactions X2·X3
X2·X4
X2·X5
Model parameters
R square
Adj R square
F-statistic
N

model1

0.310 ***
(4.9)
0.394 ***
(6.23)

0.350
0.343
51.88 ***
196

※ Valu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 T-values are in ( )
※ †: p<0.10, ＊: p<0.05, ＊＊: p<0.01, ＊＊＊: p<0.001
ISSN 1229-9936 (Print), ISSN 2466-1716 (Online)

model2

0.228 ***
(3.83)
0.317 ***
(5.27)
0.222 **
(3.01)
-0.022
(-0.3)
-0.085
(-1.05)
0.005
(0.08)
0.285 ***
(4.16)

0.480
0.460
24.77 ***
196

model3

0.237 ***
(3.68)
0.317 ***
(5.06)
0.219 **
(2.98)
-0.02
(-0.27)
-0.116
(-1.42)
0.054
(0.75)
0.275 ***
(4.01)
-0.132
(-1.57)
0.158 †
(1.92)

0.490
0.466
19.87 ***
196

model4

0.202 ***
(3.42)
0.399 ***
(5.5)
0.241 **
(3.26)
-0.029
(-0.39)
-0.083
(-1.04)
0.006
(0.09)
0.265 ***
(3.93)
-0.03
(-0.34)
-0.202 **
(-2.97)
0.170 *
(2.3)
0.511
0.484
19.31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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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Results

1
선수 → 팀 동일시
O
2 경기력 → 팀 동일시
O
3 정보제공성 → 팀 동일시
O
4 신속성 → 팀 동일시
X
5 신뢰성 → 팀 동일시
X
6 상호작용성 → 팀 동일시
X
7 유희성 → 팀 동일시
O
8
교호작용
△(일부 지지)

회에서 보여준 경쟁력이나 KBO 리그에서의 치열한
순위다툼 등이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는 프로야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Jung-Man Kim, 2010).
다음으로 SNS 관련 변수 중 구단의 정보제공성과
유희성은 예상대로 팀 동일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yung-Gon Kim (2012),
Moon-Bong Lee (2011) 등 다수의 연구에서 이들 요
인이 SNS 지속사용의도 또는 프로 구단에 대한 충성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야구단의 SNS서비스
에 있어서 유익하고 매력적인 정보, 그리고 유용성
이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
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웹 환경
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관리자의 일방적인 정보제시
가 아니라 팬과의 관계지향적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SNS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 락커룸
에서의 경기전 준비과정, 시합 중 덕아운 분위기, 스
토리텔링 기반의 흥미로운 콘텐츠(비시즌 동안의
선수 동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스태프 소개
등) 등이 제공된다면 팬들의 충성도와 팀 동일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Jeoung-Hak Lee, Seung-Hoon Jeo
ng, Sung-Yong Kim, Sun-Hee Park, 2012). 특히 유희
성을 변수로 포함시킨 대부분의 SNS관련 연구에서
유희성의 효과는 일관되게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14

관련 다른 요인들보다도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경우도 확인될 정도로(Mi-Hyeon
Oh, Il Kim, 2014)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Jea-Hoon Yang (2012)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소비
자들이 SNS에 몰입할 수 있는 유희성 높은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오락성을 겸비한 SNS 이벤트 사례들을 제
시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구단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제공하는 제품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단, 경기, 선수 등과 관련된
정보에는 이미 유희적 성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구단들은 이러한 오락적 특성을 적극 활
용하여 팬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보다 큰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콘텐츠 측면에서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선수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좋아하는 선수들의 인간적인 속성, 선수들
간의 친밀한 관계, 또는 훈련과정 등을 공유하도록
하거나, 선수들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
벤트나 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독 또는 코치
진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 둘째,
구단의 SNS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
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SNS를 통해 팬
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와 행복감을 주요한 콘셉트
로 한다면 많은 팬들의 호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SNS의 신속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에 대한 가설은 예상과 달리 지지되지 않
았다. 이중에서 신속성과 신뢰성은 많은 연구에서
정보품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품질을 변인으로 설정한 기존 연
구들을 살펴보면, Moon-Bong Lee (2011)는 SNS만족
과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 반면,
Jea-Hoon Yang (2012), Seung-Nyun Choi (2015)에서
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Jea-Hoon Yang (2012)는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모델을 위한 중요한
SNS

<Table 7> Hypotheses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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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을 이루는 정보품질의 역할이 최근의 SNS에서
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속성을 별도로 다룬 연구들 중 Mi-Hyeon Oh,
Il Kim (2014)에서는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이 실증된 반면, Sung-Je Park, Je-Uk Lee (2012)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과 관련해서 Jea-Hoon Yang
(2012)는 신뢰성이 재이용 및 추천의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Jeoung-Hak Lee et al. (2012)는 정보의 공신
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신뢰성은 프로야구단
의 사회적 이미지 및 구단의 브랜드 연상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Mi-Hyeon Oh, Il Kim (2014)의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소비자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신속성과 신뢰성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
지 않은 이유는 프로야구 팬들의 특성을 통해 유추
해 볼 수 있다. 즉, 팬들은 그들이 이미 응원하고 있
는 구단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연구의 가설 3과 7의 결과를 통해 이들의 SNS 이용
동기는 주로 좋아하는 선수나 경기와 관련된 매력적
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재미를 추구하는데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속성은 팬들이 SNS를
이용하는 주요한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 팬들은
SNS를 통해 그들의 깊이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질적으로 충실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반면,
신속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정보들은 이미 기존의 미
디어나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산업의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제품에 대
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하며, 많은 경우 이는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신뢰성은 보다 중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지만 전술한 것처럼 구매가 주목적
이 아닌 프로야구 팬들의 SNS활동에서 신뢰성은 상
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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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Sung-Je Park, Je-Uk Lee (2012)은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이 SNS 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고, Jong-Soo Kyung,
Myung-Su Kim (2012), Seung-Nyun Choi (2015)도 이
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Mi-Hyeon Oh,
Il Kim (2014), Myung-Soo Shin et al. (2015) 등의 연구
에서는 상호작용성이 구단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용자 간 상호작용
성의 영향력 역시 분석대상자의 특성이나 산업 또는
맥락(context)의 차이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방향으
로 나타남에 따라 상호작용성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
역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
구팬들의 SNS 이용과 관련하여 Myung-Soo Shin et
al. (2015)는 프로야구팬들은 SNS 이용시 다른 이용
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구단과의 상호작용
을 원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런 주장은 구단의
정보제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서도 다시 지지되었다. 즉, SNS 이용자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유대강도가 낮은 익명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Mi-Hyeon Oh, Il Kim, 2014), 팬들
은 이용자간 상호작용보다는 구단이 제공하는 입맛
에 맞는 정보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yung-Gon Kim (2012)도 SNS 이용자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요인들과 SNS요
인들간의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전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경기요인과 5개의 SNS요인간의 모든 교호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선수와 유희성(모형 3), 그
리고 경기력과 신뢰성(모형 4) 등 두개의 교호작용
항에서 유의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선수와 유희성은 각각 직접적 효과를 가
질 뿐 아니라 이 둘이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팬들은 선수속성에 만족
Seung N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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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더욱 더 SNS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이는
팀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모형 4는
SNS신뢰성 자체만으로는 직접적 효과가 없지만 경
기력과 신뢰성이 상호작용하여 팬들의 동일시 형성
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독
립적으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던 SNS신뢰성의
역할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결과
는 프로스포츠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경기 또는 제품품질 관련 요인들이 최근에 관심대상
으로 부상하고 있는 SNS요인들과 결합하여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거의 최초로 확
인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관련연구
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프로야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SNS 활동에 임해야 함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교호작
용항을 조합한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증결과
역시 SNS요인들의 특성에 따른 특징적인 패턴이 두
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경기력과 신속성 간에 음의
교호효과가 확인되었고, 교호효과가 존재하는 변수
들의 조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논리적
근거를 유추하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짓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모
든 구단의 팬을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표본을 수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더욱 정교한 논거와 설계에 의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전통적인 마케팅 요인과
SNS요인들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이
론적, 실무적 설명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국내프로야구 구단을 대상으로 팬들의
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기요인과 SNS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경기요인인 선수 및 경기력이 팀 동일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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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SNS 요인 중에서는
구단의 정보제공성과 유희성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
는 것이 입증된 반면, 신속성, 신뢰성 및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선수요인과 유희성, 그리고 경기력과 신뢰성
요인간에 교호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SNS 요인과 경기관련
요인들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SNS의 영향력을 파악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프로스포츠 자체가 갖는 특징을 함께 고려
하지 않고 오직 SNS관련 요인에만 집중하였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스포츠경기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SNS요인들간의 관계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선수요인 및 경기력 요인이 SNS
요인들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는 물론
프로야구단의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프로
스포츠산업에서 SNS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 이용만족이나 지속사용, 또는 구단에 대한 태
도를 종속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구
단에 대해 팬이 갖는 팀 동일시에 직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가 거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팀 동일시는 본문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현상으
로서, 구단들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팬들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
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입증된 SNS 요인
들과 팀 동일시의 관계는 역시 프로구단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Young Choi,
Sung-Hyun Park (2011)은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 즉,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
한 매체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소비자 행동의 이해
와 이에 따른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지만(Su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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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
를 통해 프로야구팬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및 이를
통한 전략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
로야구 시즌 중 어떤 시기냐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나
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Seung-Nyun Choi, 2016) 본 연
구는 표본 수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특정 시점의 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호효과 분석과 관련하
여,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중 어떤 변수 간에
교호효과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리가 불충
분하고 실제 분석결과 나타난 교호효과가 존재하는
변수들의 조합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의 제시 역시 여의치 않았다.
이와 관련된 사전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심층적인 현장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
하고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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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로야구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성과 경기요인이
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최승년*
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프로야구 팬들이 갖는 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기요인과 SNS요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9월 중 서울에 위치한 야구장을 두 차례 방문하여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수집한 설문지 196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역점을 둔 사항은 두 가지로, 우선 기존에 SNS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프로야구 팬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섯 개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며, 다음으로 SNS 관련요인과 전통적인 경기요인간의
교호효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팬들의 팀 동일시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과, 경기요인인 선수 및 경기력, 그리고 SNS요인 중 구단의 정보제공성과 유희성이 팀 동일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와 유희성 요인, 그리고 경기력과 신뢰성 요인간에 긍정적인
교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에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경기요인과 SNS요인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 뿐
아니라, 프로야구 구단이 향후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적 근거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팀 동일시, 선수, 경기력, 정보제공성, 신속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유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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