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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목적은 SNS에서의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관계를실증적으로규명하는것이
다. 이를위하여국내대표포털사이트로부터집합행동이명확히관찰되는스포츠이슈 5건과관련포털기사 5건을
선정하였고, 그 댓글 중, 추천 수에 따른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집단감정의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해당이슈로부터발생한대중의행위를집합행동의분석대상으로선택하였다. 각 분석대상댓글과집합행동은
전문가회의를통하여 1∼5점의점수를부여하였으며, 이에대한일원배치분산분석및다중회귀분석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SNS에서의스포츠집단감정은스포츠이슈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둘째, SNS에서의스포츠이슈에대
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스포츠이슈, 집단감정, 집합행동, 감정동학, S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to sport issues in SNS. For the purpose, 5 sports issues with obvious collective behavior and 5 concerned articles
in typical portal sites were selected. From those, each 100 comments with highest recommendation and 5 obvious
actions made by the crowd were sampled as the analysis subject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o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materials were as follows. First, collective emotions showed differences by the sports
issu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in SNS. This
study could receive a favorable evaluation due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Key Words : Sport issue, Collective emotion, Collective behavior, Emotional dynamics,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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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가 가지는 원초적 감정의 합법적 표출구라는

속성으로인해현대인들은스포츠현장을통해보다선

명하고강렬한감정을마음껏드러낸다[1]. 그리고 이러

한격렬한감정은그대상이되는경기의선수, 혹은 팀

과의 연대의식 혹은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동질감

을 토대로 집단적 공통성을 지닌 집단감정을 형성하게

된다[2,3].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집단감정이 형성되는 기제를

스포츠 감정동학이라 한다[4]. 스포츠 감정동학은 거시

적감정사회학에적용되는감정동학의기제를스포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스포츠이슈와 집합행동, 사

회 변화의 맥락적 과정과 집단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

정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4]. 단순화하여

표현하자면스포츠현장에서발생하는스포츠이슈가집

단감정을 형성하고 이 집단감정이 집합행동의 원인이

되어 사회구조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5].

집단감정이집합행동으로나타나는과정에대한고전

적인 사회학 이론들은 집단감정의 형성을 이성적 합리

성을 상실한 단순한흥분상태의전염으로나타나는혼

란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6].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감정이조작자와의혹은군중 간의동일시과정

을 통해 매우 혼돈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표출되

는 것이 집합행동이라 보았던 것이다[7,8].

반면, Smelser는 구조적인 긴장이 조성되었을 때, 사

회 구성원 간에 보다 나은 상황(가치)을 지향하는 일반

화된믿음이형성되고, 여기에모종의사건등이촉진요

인으로작용할경우, 그 일반화된가치의실현을위하여

집합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7,9]. 그러나 Smelser의

이러한 이론은 일반화된 믿음이 집단감정이 되어 집합

행동을발생시키게 되는조건에대한 뚜렷한 설명이부

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 이론의 부족한 부분은 감정

동학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감

정이 단순한 느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외부자극을 수

용하여 인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

문이다 [6,10]. 즉,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인지

하면 이에 대한 적대적 감정(정제된 분노)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새로운행위를하거나기존의행위를변화시

키게 되는 것이다[6]. 나아가 사회 구조 속의 일반화된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집단감정을 형성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집합행동의 동력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를 살

펴볼 때, 경쟁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 현장은 구조적 긴

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스포츠라는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팀의 승리 또는 정당하고 멋진 플레이 등

경기의결과로서나타날상황에대한기대, 즉일반화된

믿음을지니게된다. 여기에최종적인스포츠경기의결

과라는 촉진요인이 더해지면, 승리를 얻거나 혹은 패배

를 하거나, 항상 앞으로의 더 많은 승리 혹은 다음번의

설욕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한 집단감정을 형성하

게 되고, 이러한 집단감정은 승리를 기원하거나 패배를

책망하는 등의 집합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스포츠이슈와 집단감정

으로서의 스포츠 감정, 집합행동의 사이에는 스포츠 감

정동학의 기제에 따른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그러나 스포츠 감정동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관

련된 실증 연구는 프로야구가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연구[11], 스포츠이슈에 대한 감정동학 분석 연

구[4]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중 [11]의 연구는스포츠이슈로서의프로야구가집

단감정으로서의지역감정에간접적영향이있음을보고

하였고. [4]의 연구는시계열분석을통해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인과관계를 보고하여, 스포츠 감정동

학의 기제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일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행동이 명확히 관찰되는 스

포츠이슈를조사하여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과집

합행동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감

정동학의 기제에 나타나는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다수의사용자

들로부터 빅데이터(Big Data)라고 지칭되는 막대한 용

량의자료를 만들어내는바탕이 된다[12]. 동시에 익명

성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을 정

도로외부적구속이없는감정과생각의표현이이루어

진다. 또한 SNS에 의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는 사회연결

망 분석을 통해 그 자료의 내용 및 생성과 영향관계에

대한 상황적ㆍ맥락적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12].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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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바탕으로 규범에 구속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감정표현을 집단감정으로 간주하고, 역시 불특정 다수

의 공통된 방향성을 지닌 SNS에서의 활동을 집합행동

으로파악하여, 양자간의맥락에따른스포츠감정과집

합행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할 경우, 통계적 객관성을 가

진스포츠감정동학기제의연구가가능하게될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

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장으로 간주하고 이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대한스포츠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관계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연구에서는 SNS에서의스포츠이슈에대한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집합행동이

명확히 드러나는 스포츠이슈와 그에 대한 포털 기사를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사의댓글과해당이슈에연관된 SNS 상의대중의행

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표적 SNS로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를중심으로한 사전조사를통해 2010년동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의 중국전 패배 이슈, 2014년 소

치동계올림픽의안현수금메달획득이슈와 2018년평

창동계올림픽의노선영출전 자격관련이슈ㆍ여자팀

추월의 팀원 따돌림 이슈ㆍ빙상연맹 임원 방문으로 인

한 이상화 선수의 컨디션 조절 논란 이슈 등 총 5건의

이슈와해당이슈에대해가장객관적인논조를가진포

털 기사 5건을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 수집 대상으로 임

시 선택하였다.

포털사이트 상의 이슈와 기사를 집단감정 및 집합행

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집합행동과 집단감

정의 실행과 표출에있어서네트워크 기반미디어인포

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댓글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표현과 행위의 자율성, 참여의 유연성과 능

동성, 물리적한계의초월성등을통해보다직접적이고

역동적인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발생과전개를촉진하

기 때문이다[13,14].

이후, 해당 이슈와기사들에대한연구진의사전검토

를 거쳐 집단감정의 특성이 불분명한 2010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를 제외하였다. 그 외의 5개 스포츠이슈

들은제외된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와비교하여각이

슈에관련된상반된입장이 명백하여우호적감정과적

대적 감정이라는 대비되는 집단감정이 확인되었고, 각

각의 이슈에 대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협회 등의

홈페이지 마비ㆍ잠정 폐쇄, 청와대 청원 등의 집합행동

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18년평창 동계올림픽 이

상화 선수의 은메달 획득 이슈와 관련 포털 기사 1건을

추가 수집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스포츠이슈들의집합행동이불만과항의의표출

이라는 적대적 형태로만 편향되게 나타나, 이에 대비되

는 우호적 형태의 집합행동을 개념적으로 설정하기 위

한 것으로서, 우호적 댓글 이외의 집합행동은 발견되지

않는 이슈였다.

집합행동 수집 대상인 최종 5건의 스포츠이슈로부터

각각 청와대 청원, 청원 게시판 마비, 협회 홈페이지 마

비, 임시 폐쇄 유도, 우호적 댓글 등 객관적으로 보도된

SNS 상의 대중의 행위를 집합행동의 분석대상으로 수

집하였다.

또한, 선정된 5건의 포털기사에달린감정표현댓글

들을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의분석대상으로수집

하였다. 포털 기사의 댓글과 같은 SNS 상의 댓글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감정의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

[12,14]이기 때문이다.

수집 대상 스포츠 이슈의 포털기사와 분석대상 댓글

수 및 대중의 행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Article(Issue) No. of
com. Behavior

1. Opposite feelings of South Korea
and Russia about Ahn's gold medal

1,120
Long down &
doubted close of
web-site

2. Fail to participate in Pyeongchang,
‘I'm disappointed for 4 year`s Effort’

1,957 Petition(6,159)

3. Fail of communication and
operation’, fail to be 1 team ‘Pursuit’

8,151
Petition(614,127)
Down of web-site

4. KSU explains about the flap of
executive visiting ‘Lee was awake
and he just gave encouraging’

2,551 Down of web-site

5. Lee won silver medal at her last
Olympic, did great job

102 Commenting

Table 1. Analysis subjects of spor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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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자료수집대상으로선정된총 5건의 스포츠이슈와관

련 포털 기사로부터 분석대상 댓글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Python을활용하여수집된전체댓글중, 연구진회의

를통하여해당스포츠이슈와 무관한 정치적 댓글등을

제외하고 각 포털 기사 별 추천 수 기준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선별하였다.

분석대상집합행동은해당스포츠이슈를기준으로관

련이슈에대한대중의행위로포털기사에언급된각각

의 집합행동을 수집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거친 최종

500개의 댓글과 5가지 유형의 집합행동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자료 처리

자료수집과정을 통해 최종 수집된 분석 대상 댓글은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전문가 각 1인과 연구진으로 이

루어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Smelser의 ‘일반화된 믿

음’의 개념을 기준으로 대중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이에배치되는대상에대한적대적

감정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 그 강도에따라 1∼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댓글의 대중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우호적ㆍ적대

적감정에대한점수부여기준은다음 Table 2와 같다.

1점의 경우는 감정적 표현 없이 단순한 현상 기술이거

나혹은대립되는감정만이표현된경우, 2점의경우는

약한 감정적 표현, 3점의 경우는 중간 수준, 4점은 강한

감정표현, 5점의경우는욕설등을포함하는매우강한

비난이나 열광 등의 감정표현에 부여하였다.

집합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SNS 상의 대중의 행위는

위의 Table 1에 주어진 행위를 중심으로, 불만 및 항의

의 제기 빈도와 강도 및 집중도를 고려하여, 소수의 청

원제기나단시간의홈페이지접속장애(Table 1의 2, 4

번이슈)는 3점, 장시간의홈페이지접속장애및차단의

경우는 4점(Table 1의 1번이슈), 다수의청원제기와이

에 따른 청원 사이트 마비의 경우는 5점(Table 1의 3번

이슈)을 부여하였다. 집합행동의비교대상으로채택된 5

번 이슈의 경우는 집합행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

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집단감정

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각 이슈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통하여집단감정과집합행동간의인과관계

를 규명하였다.

Strength point

Collective emotion

Amity for the
proper to

generalized belief

Hostility for the
non-proper to
generalized belief

1 Just description

2 Weak emotional expression

3 Middle emotional expression

4 Strong emotional expression

5 Derision or rave

* Examples

Comments Amity Hostility

I feel irritated. Kill
yourself, f***ing KSU.

1 4

Good, good.
Stupidness of KSU has
been revealed by
Ahn`s Win!

2 3

Lee! You would be
remembered as a great
history of us. we know
you great efforts and ....

5 1

Table 2. The standard of measuring for collective
emotions on comments

3. 결과 및 논의

3.1 스포츠이슈에 대한 스포츠 집단감정

SNS에서발생하는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의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Amity for Issue M SD F p post-hoc
1. Ahn`s gold medal 2.19 1.042

56.766 .00 4<2<1,5
2. Fail to Participate 1.44 0.743
3. Fail to be 1 team 1.25 0.642
4. Flap of visiting 1.02 0.141
5. Lee`s silver medal 2.28 0.877

Hostility of Issue M SD F p post-hoc
1. Ahn`s gold medal 2.92 1.300

49.844 .00 5<2<3,1
2. Fail to Participate 2.43 0.935
3. Fail to be 1 team 2.91 0.996
4. Flap of visiting 2.58 0.768
5. Lee`s silver medal 1.30 0.541

Table 3. Comparison of amity and hostility fo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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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4년소치동계올림픽에서러시아로귀화한안

현수선수의금메달획득과한국선수의메달획득실패

소식을 전한 1번 이슈에서는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

한 우호적 감정과 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

한한국빙상연맹(KSU)에 대한적대적감정이관찰되었

다. 안현수 선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M=2.19, 한국빙

상연맹에대한적대적감정은M=2.92로 우호적감정및

적대적 감정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빙상연맹의 업무상

과실로노선영선수의팀추월자격이상실된것이뒤늦

게 확인되었던 2번 이슈에서는 노선영 선수에 대한 동

정적 감정으로서의 우호적 감정이 M=1.44로 중간 정도

의 강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한국빙상연

맹의 무능력을 탓하는 적대적 감정이 M=2.43으로 상대

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뒤늦게 여자 팀 추월 대표팀 합

류가 가능해진노선영선수를 남겨두고나머지두선수

만 결승선을 통과해 대표팀 내 따돌림 논란을 일으킨 3

번이슈의경우는노선영에대한동정적관점에서다소

약한M=1.25의 우호적감정이, 반대로결승선을통과한

두 선수에 대한 비난을 주로 하는 적대적 감정이

M=2.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의 결승전을 앞둔

아침에 한국빙상연맹의 임원이 이상화 선수 등의 대표

선수단을 방문하여 선수들의 컨디션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는 4번 이슈에서는 이상화 선수에 대한 우호

적 감정이 M=1.02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이슈의 초

점이 임원의 방문이야기한컨디션난조에맞춰져있음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빙상연맹 임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M=2.58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

었다.

집합행동의비교대상으로선정한 5번이슈는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사실을 전한 내용으로 이상화

선수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는 우호적 감정이

M=2.28로 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뚜렷한대상이없는

적대적 감정은 은메달을 강조하는 기사의 논조를 비판

하는표현이소수나타나M=1.30으로매우낮게관찰되

었다.

이상, 각각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적대

적감정은 p< .05 수준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뚜렷한 우호의 대상이 없

는 3번과 4번이슈와뚜렷한적대의대상이없는 5번이

슈의해당 감정강도가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분석된

결과는 스포츠이슈의 내용에 따라 그 집단감정의 내용

역시 차이가 나타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1]의 연구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여준 스포츠이슈와

집단감정 간의 인과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근

거라 할 수 있다.

한편뚜렷한우호의대상이있는 2번이슈에서는우호

적감정은대체로낮은수준을보였으나, 적대적감정이

비교적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안현수의 성과에 기

초한 1번 이슈에서는 안현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매

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처럼스포츠이슈의내용이누군가의성과를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대적 감정이 주로 나타

나는형태는집합행동을유발하는원인으로서의집단감

정이 단순한 비합리적 흥분 상태의 정서반응이 아니라

외적 자극에 대한 인지와 평가의 과정을 거친, 일정한

지향성을지닌합리적반응[6]이자 보다나은가치를향

한 반응임[9]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3.2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 계수는 -

.251, - .334, .504로 p< .001 수준에서중하정도의상관

관계가 있었다.

Collective
behavior

Amity Hostility

Collective
behavior

1 -.251** .504**

Amity 1 -.334**

Hostility 1

** : p< .001

Table 4. Corelation of collective emotion and collective
behavior

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다중회귀분

석결과는다음 Table 5와 같다. 스포츠집단감정의우호

적 감정은 집합행동에 대하여 β= - .093의 기여도를 가

졌으며 이는 p<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적대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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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β= .473의 기여도를가졌으며, p< .05 수준에서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 집단감정

으로부터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위와 같은 인과 모형

은 수정된 R2= .259로 약 25.9%의 설명력을 가졌다(p<

.05).

이러한다중회귀분석결과는 [1]에서추론한집단감정

과 집합행동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명확히 검증한

것이자본연구의서론에서논의한스포츠감정동학기

제의 이론적 타당성을계량적으로입증한결과라할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던 SNS에서의 집합행

동이주로적대적감정에기반을둔불만과항의의제기

였는데, 적대적감정이집합행동에정(+)적영향을미치

며 우호적 감정이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모형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

닌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분노 등의 감정이 보다 적극적인 집합행동

으로표출된다는 [6]의 연구와더불어, 보다나은가치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긴장을 극복하고자 집합행동이 나

타난다는 Smelser의 연구[9]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를 근거로 SNS에

서의스포츠이슈에대한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하여국내대표포털사이트로부터집합행동이

명확히 관찰되는 스포츠이슈 5건과 해당 이슈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논조를 지닌 포털 기사 5건을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ython프로그램을활용하여수집대상으로선정된 5

건의포털기사에달린전체댓글을수집한후, 추천수

에 따른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집단감정의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해당 이슈로부터 발생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고된 대중의 행위를 집합행동

의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선택된 집단감정 분석대상 댓글에 전문가 회의를 거

쳐각각 1∼5점의우호적감정과적대적감정점수를부

여하여집단감정을분석하였으며, 집합행동에대하여도

행위의강도와참여인원 등을기준으로 1∼5점의 점수

를 부여하여 집합행동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

된집단감정과집합행동에대해일원배치분산분석과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집단감정은 스포츠이슈에 따라 다르게 관

찰되었다. 이는 집단감정이 단순한 비합리적 흥분상태

가아닌지향성을가진합리적반응임을확인할수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 우호적 감정은 집합행동에 대하여 유

의한 부(-)적 영향이, 적대적 감정은 유의한 정(+)적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NS에서의 스포

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에는 유의한 인

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상의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따른 SNS에서의 스

포츠이슈, 스포츠 집단감정, 집합행동 간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스포츠 집단감정은 주로

부정적 감정이며, 이때의 집단감정은 상황에 대한 합리

적 반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정성적 고찰의 방법을 통해

주로언급되었던스포츠집단감정과집합행동의인과관

계를계량적분석을통하여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집합행동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스포츠 감정동학 기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Collective
emotion

B SE β t p

(constant) 2.050 .185 11.101 .000

Amity -.136 .060 -.093 -2.263 .024

Hostility .565 .049 .473 11.566 .000

R2= .262, adjusted R2= .259, F=88.052, p= .000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collec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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