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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이미지 및 신뢰도와의 관계:

한국 프로야구단을 중심으로

이 준 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형태

를 기준으로 구단단독, 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으로 나누

어 각각의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하여 한국 프로야구단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1은 프로스포츠구단

의 독자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단명과 보유 선수이름을 활용한 활동으로 설정

하였다. 유형2는 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단명과 보유선수이름

그리고 영리기업명을 활용한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유형3은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단명과 보유선수이름 그리고 비영리 단체명을 활용한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분류를 통하여 설정한 3가지 유형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설정하였

고, 종속변수는 구단 이미지와 신뢰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상의 시

나리오를 활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총 377명을 편의 표집 하여 3종류의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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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무선 할당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8부를 제외하고 총 359부의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

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구

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메시지에 노

출되어지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체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프로스포츠구단, 사회공헌활동, 구단이미지, 구단신뢰도,

학 번: 2012-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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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채

서일, 2011; 장경로, 김민철, 2012).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사회가 경쟁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업 확장, 환경파괴,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사

건 사고로 인한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현대의 기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

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경제 발전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왔다. 1960년대에는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기여하는 주체

로 인식되었고, 1970년대에는 수출을 통한 경제부흥을 비롯한 국가위상을 높이는

경제 발전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왔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격차와

부의축적에 대한 정당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비자금 사건, 인권문제, 환경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문제가 확산되면서, 기업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최숙희, 2004). 기업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민들은 기

업이 유발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의 기업들은 사

회적 지위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의무적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 받기 시작하

면서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도덕적, 재정적, 윤리적 판단의 잣

대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분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Walker & Kent, 2009).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2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나면서이다. Baker et al(2007)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의 태도나 소비를 결정하는 행동변

수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했으며, AI-Tuwaijri et al(2004)은 사회공헌 활동

이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등 성과적인측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 강조하였고, 이밖에도 기업의 이미지 변화(Swaen & Chumpitaz, 2008), 기업

의 매출증대(장지인, 최헌섭, 2010), 종업원의 애사심 증가(허인구, 2009) 등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은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업이미지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을 평가함에 있어 긍정적인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나 후광효

과(halo effect)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Klein & Dawar, 200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효과성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984년 유한킴벌리에서 시행

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환경보호프로그램이 최초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평

가되며,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가족’, LG그룹의 ‘사랑해요’, 동아제약의 ‘국토순

례’ 등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도되었고(신강균, 2003), 이러한 사회공헌활

동은 기업의 호감도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기업호감도(CFI: Corporate Favorite Index)란 국민이 기업에 대하여 느끼는

평가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이미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3년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

해오고 있다.

2012년도 하반기에 발표한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국민의 기업 호감도

는 총점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2008년 세계국제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낮은

하락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호감지수의 세부요소인 ‘국제 경쟁력’(79.6), ‘생산

성 및 기술향상’(63.4)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회공헌활동’(40.8), ‘윤리경영

실천’(22.9) 등은 50점을 밑돌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대한상공회의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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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기업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을 위하여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

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한편 1982년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하며 우리나라는 프로스포츠시장을 형성하

기 시작하였고, 프로축구(1987년), 프로농구(1997년), 프로배구(2005년)가 모기업

과 지역연고제를 기반으로 차례대로 출범 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되

면서, 기업들은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기 시작

하였다.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지역사회공헌, 기금마련활동, 장애인

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그리고 야구관련 후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점차 팬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김일

광, 2009). 이처럼 프로스포츠구단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같이 사회를 구

성하는 하나의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하였고, 프로스포츠구단은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 속에 모기

업과 구단 이미지 제고에 있어 도움을 주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Varadarajan & Menon(1988)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

동이 증가하면서 경영 목적과 연계되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사회공헌활동이 부정적인 지각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Webb &

Mohr(1998)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이윤추구와 연계될 경우, 대중은 기업의

동기 자체가 순수 하지 않다고 귀인 하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평판이나 제품 구매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무분별하

게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동기를 추론하게 되었고, 그 의도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에 따라

기업 평가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 오게 된 것이다.



4

한편 한기훈과 유원용(2008)은 프로축구팀들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를 통하여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 아닌 순수

한 의도로 관중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사회와 팬들을 만족시

키고, 더 나아가 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 한다고 하였다. Dean(2003)은 기

업의 공헌형태에 따라 기업 평판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

정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이타 주의적이라고 인식하면, 기

업의 이미지 평가에 있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들은 사회공헌활

동 의도를 순수하게 인식 할수록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불순하다고 인식

할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Barone, Miyazaki & Taylor, 2000,: 장진

희, 2005).

기존의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재관람의도, 구단에

대한 이미지, 태도, 적합성 등과 같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대부

분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을 대외적으로 노출

되는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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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

에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시행중인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형태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이면의 의도를 추론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회공헌활동 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유형을 본 연구의 기준에 맞게 분류하

여 각각의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유형을 기준으로

구단 독자적, 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화 한다.

둘째, 분류를 통한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

뢰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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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Friedman(1970)은 “사기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만행위

가 없다면 자유로운 경쟁 참여의 관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이

갖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즉,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회적 책임활

동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부정, 부패가 없는 경쟁참여만이

요구되어지며 그 밖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

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은 사회의 발

전을 위한 의무적인 책임을 지각하기 시작하였고,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회의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사

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 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으며,

심도 있는 관심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이다(도은진, 2005).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면서 정

치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지만, 기본적인 법률기

준조차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책임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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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어지면서 사회공헌활동은 어떠한 행위

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학자들은 각자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Ells & Walton(1961)은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되어 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과 윤리의 준수 자체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라고 하였다. McFarland(198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직과 개인

그리고 사회제도 간에 형성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

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Anderson(1986)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속한

사회를 보호하며 강화해야 할 의무의 총체로 정의하였고, 박찬영(1997)은 기업의

이미지 형성을 통하여 장기적인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

다. Wulfson(2001)은 전략적 사회공헌은 순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기업

의 목적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Ricks(2002)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회적인 기대

가 없는 자선적 사회봉사 활동에 유휴 자원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분배 할 것인

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고, Waddock(2004)은 사회공헌 활동

은 조직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 하였다. McAlister

& Ferrell(2002)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정의를 조직의 핵심역량과 주요 이해 관계

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자원이라고 하였으며, 황윤희(2005)는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업이 자산을 투자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보다 넓은 의미가 복합된 활동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공헌활동은 연구자의 관심과 영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commitment activity), 기업의 자선활동(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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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Ells & Walton(1961)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관점 및 사회와의 

관계를 지배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

McFarland(1982)

사회적 책임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제도간의 상화의존성의 

인식을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Anderson(1986)
사회책임은 기업이 속한 사회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의무로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한 보호와 강화해야 할 의무.

박찬영(1997) 기업의 이미지 형성을 통하여 장기적인 수익에 기여하는 활동.

Woulson(2001)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순수한 의도의 사회공헌과 기업이 전개하는 

사업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

McAlister & Ferrell(2002)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조직적인 핵심역량과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자원.

philanthropic), 지역사회참여(corporate community participant), 사회적 마케팅

(social marketing),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등 다양한 명칭으

로 사용되고 있다(Kotler & Lee, 2005).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업이 비영리

자선단체에게 현물을 기부를 하는 시혜적 차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는 기부

또는 자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

공헌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되어져야하며(김창수, 2005),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대표적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사회공헌활동 정의



9

2) 사회공헌활동 분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1단계, 경제적 책임 2단계, 법적책임 3단계, 윤리적 책임 4단계, 자선적 책임

으로 경제적 책임은 가장 근본적인 기업의 존재 근거이며,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최소한으로 준수해야하는 책임이며, 자선적 책임은 적극적으로 기

업이 나서야 하는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단계는

경제적 책임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하기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

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계이며,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다. 2단계는 법적책임의 단계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지는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단계를 말한다. 3단계는 윤리적 책임으로, 사회로

부터 요구되어지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자선적 책임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과 공공시설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림 2> Carroll(1979)의 사회적 책임활동 분류

(출처: Carroll(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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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내용

공익 캠페인

(Cause Promotions)

특정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기금모금과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기업의 독자적 또는 NGO등과의 제휴로 현물 또는 기타의 

기업자산을 제공하는 방식.

공익연계 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

기업 전체매출의 일정액 또는 특정 상품 판매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특정 상품의 

일정수익을 사회문제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는 

활동.

사회 마케팅

(Corporate Social Marketing)

 사회 마케팅은 대상자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 캠페인 개발과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대부분 공익 단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Philanthropy)

사회문제나 공익사업에 직접적인 기부활동을 이행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물이나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Community Volunteering)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식의 

활동.

한편 Davisand & Blomstrom(197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분류를 ①환

경 관리 및 공해 제거 ②소비자보호 ③지역사회활동 ④정부관계 개선 ⑤기부행

위 ⑥소수집단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와의 관계 개선 ⑦근로자와의 관계 개선

⑧주주와의 관계 ⑨경제활동 등으로 분류하였고, 사회공헌 활동 분류에 관한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 정의연구소(1998)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

표의 항목으로 기업 활동의 건전성과 공공성, 사회봉사기여도, 환경보호를 비롯

하여 만족도와 소비자 보호기여도, 경제발전 기여도, 종업원 만족도 등의 유형을

분류 하였고, 한은경(2003)은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을 종업원

만족도, 공익 사회활동 기부, 종업원 만족도, 협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으

로 구분하였으며, 권선희(2009)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출처: 권선희(2009),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정 보완

표 2. 사회공헌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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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스포츠의 사회공헌활동

1) 해외 프로스포츠의 사회공헌활동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존재한다. 첫째는 성공적인 리그를 만드는 것

이고 둘째는 우리의 능력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총재였던 David Stern이 이야기 하면서

프로스포츠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부각시켰다(Genzale, 2006).

스포츠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상

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막강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

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은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

항이며(Babiak & Wolfe, 2006), 현대의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스포츠영역 전 방위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전

개되고 있다.

FIFA(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는 사회적 책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0%이상의 수입을 축구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환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FIFA, 2004), 미국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선수 그리고 관련조직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Join the Team"(지역사회의 자선활동 참여),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NBA Cares(지역사회 청소년과 가족 교

육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의 하키 리그인 NFL(National hocky

league)에서는 "Hocky Fights Cancer"(기금을 조성하여 암 퇴치운동을 전개)와

"NHL Diversity"(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층 아이들에게 하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해당 스포츠

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결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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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major league baseball) 또한 매년 "Mother's Day"에 진행되는 "Going

to bat against breath cancer(유방암협회와 함께하는 퇴치 프로그램)"과 Base

Tomorrow Fund(유소년야구 발전 프로그램)을 MLB(major league baseball)과

MLBPA(major league baseball player association)이 함께 진행하는 유소년 발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MLB

Community, 2013).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메이저리그에서는 매년 "Roberto

Clemente Award"를 진행한다. 이 상은 한 시즌동안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인식되

고 있다. 배경에는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Roberto Clemente”는 푸에르토리코 출

신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로, 18년간 선수로 활약하면서 12번의 올스타 선정,

12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였고, 1966년에는 내셔널리그 MVP(most variable

person)를 수상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선수였다. 평소 빈곤한 아이들을 위

하여 야구장비와 식량 등을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을 통하여 인성 면에서도 인정

받은 선수였다. 1972년 12월 31일,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구호활동을

위해 탑승했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한다. 이와 같은 Roberto Clemente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MLB는 "Roberto Clemente Award"을 제정하여 MLB선수들

에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책임감 또한 일깨워주고 있다

(MLB.com, 2013). 이처럼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미국의 프로스포츠

는 조직과 구단 그리고 선수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

회적인 지지를 받으며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축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움트기 시

작하였다. 프로스포츠가 탄생하기 오래전인 187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의도하지 않은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가 존재하였다. 영국의 축구클럽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 계기는 지역사회의 하층민 아이들에게 교육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축구는 하층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으며 Everton, AstonVilla, Fullham, Southampton 축구클럽은 하층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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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의 축구팀이었다(Bausenwein,

2006). 이러한 교회의 축구클럽은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통하여 사회를 보다 활기

차게 만들고 교육을 통하여 거리를 배회하던 하층민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소양을 갖게 해주었다(Mason, 1980). 이처럼 스

포츠는 사회공헌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사

회공헌활동의 일부를 담당하며 성장하여 왔다.

Vlad(2011)는 프로축구구단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

기장 안과 밖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지역민들과 하나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Walker & Parent(2010)는 프로구단의 팬을 증가시키는 것

은 본연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윤리와 도덕인 측면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

기하면서 프로스포츠구단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른 시기에 프로화가 진행된 해외 프로스포츠의 경우 구단과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전통과 명맥을 현제까지 이어오고 있다.

2) 한국 프로스포츠의 사회공헌활동

한국의 프로스포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프로농구의 ‘사랑

의 3점 슛’으로 알려진 정인교선수의 기부활동을 시초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비롯한 한국 프로스포츠는 선수와 개인 그리고 구단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

치고 있다(박종철, 2011).

한국 스포츠의 사회공헌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프로스포츠구단의 유소년 지원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 등), 스포츠 스타들의 장학재단 설립 및 후원(최경주,

박찬호, 박세리 등), 그 외 기업의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회공헌 활동(SK 그

룹의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등)등이 있으며 비인기 종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

는 기업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단 측면에서 선수들의 기록과 관련한 이

벤트를 실시하여 불우이웃돕기, 어린이, 난치병환우 돕기 등 사회의 발전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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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장경로, 김민철, 2012).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지역사회공헌, 기금마련활동,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

한 이벤트, 유소년 프로그램후원 등 다양한 계층과 대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수와 구단의 임직원 그리고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김일광, 2009).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부 및 현물

지원보다는 구단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김용만, 이승철, 2004).

하지만 이와 같은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스포츠의 사회공헌활

동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TV, 신문 등

의 메스미디어를 비롯한 대중매체들을 통한 노출빈도가 낮고, 사무국 또는 프로

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기위한 능동적인행동 이외에는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Briebarth & Harris, 2008). 실제로 각 구단별로 선수들의 기록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진행현황을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프로스포츠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인기를 구가하

며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그 필요성을

인지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는 해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행하는 형

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과 실행전략이 필

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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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프로야구의 사회공헌 활동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낭만’을 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한국프

로야구는 1982년 창설되었고, 2012시즌까지 누적관중 700백만 명을 돌파하며 한

국의 대표 프로스포츠로 성장하였다. 한국 프로야구가 발전하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현재 KBO(korean baseball

organization)는 대한적십자,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랑의 열매, 100人의 여성체육인 등, 공식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구단과 관련단체

와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KBO는 “야구를 통한사랑 나눔의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현재 프로야구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내용이다

(KBO, 2010).이 프로그램들은 <표 3>와 같이 각각의 단체들과 연합하여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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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프로그램 내용

대한적십자 사랑나눔실천

- 베이스볼 러브 쉐어 (Baseball Love Share)

KBO 총재 및 임직원 등이 함께하는 희망 나눔

봉사센터

- 각 구단 별 2013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 세계헌혈자의 날(6.14) 공동 프로모션

국가보훈처
호국 보훈의 달

행사

-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나라사랑주간’으로 지정,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 9개 구단 선수단 유니폼에「나라사랑 큰 나무」

패치 부착

- 지역별 시구행사 및 보훈가족 초청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

-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관람비용 보조

- 구단별 월 1회 1,000명 단체 관람

(문화소외지역 복지시설 대상자들에게 스포츠관람지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프로야구

저변확대

- 교총 회원 일반석 30% 할인

- 교총 회원 학생 10명 동반입장 시 본인 일반석 무료,

동반 30% 할인

사랑의 열매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와 나눔

참여 유도

-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시상 (1999년부터 시상)

100人의

여성체육인

사회∙문화소외

계층에

프로야구 관람제공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2회 프로야구

경기관람 초청

(1)두산베어스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은 후원파트너와의 연합, 선수의 성적에 따른 기

금 조성 및 기부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야구관련

활동, 복지시설 후원, 장애우 관련 활동, 아마추어 야구단 등에 용품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야구저변확대를 위한 야구클리닉과 야구대회 개최, 자원봉

사 및 병원방문 등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KBO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출처: http://www.koreabaseball.com/About/KboBusinessInfo.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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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 트윈스

LG 트윈스는 선수개인의 기록에 따른 기금마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 활동지원, 도서지원, 연탄배달 등 야구 외적인

활동과 야구대회 개최, 아마추어 야구단 후원 등의 야구 관련활동 등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불우이웃 돕기를 위

한 행사, 난치병 환자 돕기 캠페인에서 확장된 형태로,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확

장해나가고 있다.

(3)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선수와 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을 적립, 야구 유망주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타이거즈 러브 펀드’가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로 시즌이 종료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일 야구교실, 소

외계층 야구동아리 지원, 러브펀드 야구 장학금지원 등 야구와 관련한 활동을 중

심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는 선수 개인 성적을 통한 기부를 중심으로 팬의 기부가 결합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야구장 초청행사를 통하여, 저소득

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탄배달, 생필품 지원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5) 넥센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등 약 80여 개 단체와 협약을 맺

고 소외계층과 복지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 무료관람 행사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야구대회 개최, 생필품 지원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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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전(前)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던, 고(故) 임수혁 선수

가족 돕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프로야구의 동업자 정신을 강조하는 전방위적

인 사회공헌활동 또한 전개해 오고 있다.

(6)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는 모기업 그리고 후원사화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

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아마추어 야구 지원, 연탄배달 행사, 주

요 선수성적에 따른 기부와 결합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캠

페인을 전개하면서 수혜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야구교실과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故)임수혁 선수가족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7)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는 불우 이웃돕기 사인회 행사를 시초로 하여 사회공헌 활동

을 현재까지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 전달, 어린이 무료

경기관람, 야구교실 운영, 복지 시설방문 등 소외계층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 지역 의료원과의 협약, 지역단체와 연계한 다

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8) NC 다이노스

NC다이노스는 주요 선수들의 기록과 관련한 활동을 중심으로 경남지역 야

구대회 개최, 지역 유소년 야구단 후원, 지역단체와 연계한 공동사업 진행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후원사들과 연계한 활동 또한 전개해 나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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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K 와이번스,

SK 와이번스는 선수의 선적에 따른 기금 모금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정체

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금을 사회에 환

원하는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모기업 또는 지역 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야구 관람의 기회를 제공, 다문화 가정 후원, 독거

노인의 무료 검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를 홍석표(2012)가 Walker와 Kent(2009)의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분류를 통하여 한국 프로야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정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분류는 선행연구자가 활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 1은 자선활동, 유형 2

는 지역사회 봉사, 유형 3은 유소년 교육활동, 유형 4는 유소년 건강 활동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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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활동명 내용
유형(대상)

� ‚ ƒ „

두산

사랑나눔
어린이야구단 일일지도, 어린이집 

방문, 사랑의 도루, 안타 적립금 기부
○

○
○ ○

두산베어스기

야구대회

1986년 ~ 2012년 까지 25차례 

두산베어스기 야구 대회  개최

유소년 야구발전 기여

○

사랑의 경매
선수들의 물품 경매, 수익금 사회복지  

및 유소년 야구 발전에 기부
○

○
○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삼진
사랑의 주머니 적립으로 사회에 기부 ○

○

LG

러브  페스티발 LG트윈스 팬 감사행사

서울대학병원 

수호천사기금전달식

터프틴장염으로 투병중인 환아 

남매를 지원, 한 시즌 동안 박용택 

선수의 안타, 도루 성공 시 이대형 

선수 도루 선공시, 적립된 금액 전달

○ ○

불우이웃 돕기 과학 강연극 

행사

유지현 코치와 LG선수들의 ‘1일 과학 

선생님’으로 과학 강연극 행사 참여, 

입장료는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

○ ○

네이버’헤피에너지’

(희귀병 삼진 아웃)

봉중근 선수와 네이버가 연계한 

난치병 환자를 위한 기부 이벤트
○ ○

LG INFINIA 

홈런존 

시즌 중 LG트윈스 선수가 해당 홈런 

존에 기록한 홈런 수 만큼의 TV를 

‘LG’ 다문화 학교에 기증

○ ○

LG 사랑의 

음악학교악기지원 

㈜LG와 LG트윈스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병규 

선수의   시즌 안타 개수 1개당 

3만원 씩 적립한 금액과 ㈜LG에서 

후원하는 금액을 합하여 악기를 

구입하여 기증

○ ○

LG화학 도서관 도서지원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 설립 및 

도서를 지원
○ ○

월드비젼 아프리카 식수지원 

사업

국제 구호개발 NGO월드비전과 

함께 봉중근 선수의 삼진 1개당 

3만원을 적립하여 아프리카지역 

식수펌프지원

○

표 4. 한국 프로야구단의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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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활동명 내용
유형(대상)

� ‚ ƒ „

기아

타이거즈러브 펀드 전달식

선수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록에 따

라 기부금을 적립하여 시즌 종료 후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 

(기아자동차 임직원과 연합)

○ ○

기아타이거즈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교실

타이거즈 러브 펀드 전달 후 선수, 임

직원은 광주지역 사회복지 시설아동 

100여명을 초청 일일 야구교실   개

최

○ ○

소외계층 야구동아리 

지원 사업

아동복지 시설에 야구동아리를 신설, 

용품 및 강사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대

상 동아리 지원 사업 

○ ○

타이거즈 러브펀드 장학금 

지원 

불우한 환경의 유망주들에게 장학금 

지원, 선수들의 멘토링을 통한 기술지

도

○ ○

안치홍-

어린이재단 결연

어린이 재단을 통해 결연, 어린이 10

명에게 도루 당 1만원 후원금적립, 시

즌 종료 후 지원

○

한화

이글스 사랑기금

 김태균 선수의 홈런 등 특정선수의 

기록에 따라 자동 적립, 회원 포인트

는 회원 개인이 야구장 또는 홈페이지 

방문에 따라 적립, 300만 포인트 도달 

시 구단 후원기관인 ‘평화마을’에 야

구 관련용품을 지원

한화 이웃 사랑 성금

대전광역시 아동보조 전문기관에서 아

동들과 함께 피자를 만들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

피자 만들기

(대전 굿네이버스 동부지회 

아동)

대전광역시 아동보조 전문기관에서  

함께 피자를 만들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 ○

사랑의 홈런 쌀-라면 배달

자체 홈런존을 운영해 시즌 종료 후 

봉사활동 실천

생필품을 소외계층에게 선수단이 전달

○ ○

넥센

고(故) 임수혁 선수 

가족 돕기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금 모

금을 실시, 성금을 고 임수혁 가족에

게 전달. 

넥센 선수단 전원은 2011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성금을 적립 후 롯데자이언

츠 상조회에 전달 

○

무료 초청경기
서울지역의 사회단체와 연합한 홈경기 

무료관람 초대
○

NC

사랑의 도넛츠

홈경기 무실점 이닝 당 

던킨 도너츠 1박스(6개)를 적립하여 

진해재활원에 기부

○ ○

다이노스 스프링 챔피온십

경남지역 초-중-리틀 야구팀의 야구

대회를 

개최

○



22

구단 활동명 내용
유형(대상)

� ‚ ƒ „

롯데

고(故) 임수혁 

돕기 바자회

고 임수혁 선수 가족을 돕기 위한 바

자회를 개최,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들

이 참여, 매해 다양한 장소에서 팬들

과 함께 진행.

○

사랑의 쌀 나눔

롯데 건설과 경기 승리 시 쌀 200Kg, 

홈경기 홈런 쌀 100Kg 씩 적립하여 

불우 이웃 지원.

○ ○

희망 포인트 기부“

유니세프 롯데자이언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경기에서 승

리하면 1000만원, 홈런은 200만원, 

안타는 100만원으로 적립하고, 투수

가 탈삼진을 잡으면 100만원을 적립 

하여 시즌 종료 후 기부.

○

삼성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멘토링

삼성의 억대연봉 선수들과 소년소녀

가장 1대1로 지원. 
○ ○ ○

대구지역 야구 협회 

야구용품 지원

매년 개막전에 대구지역 야구협회에 

야구용품 지원.
○ ○

고성동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쌀과 장학금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이 있는 고성동

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생필품과 장

학금 전달.

○ ○ ○

MVP상금기부

타자 및 투수 1명 씩 MVP선정, 이마

트 협찬 100만원 상금수여, 50%를 

불우이웃 돕기 기탁

○ ○

SK

와이번스 행복더하기

경인지역 내의 학교, 아동센터의 

학생들을 찾아가 야구, 치어리딩, 

리더쉽 교육 등을 진행

○ ○ ○

찾아가는 SQ교실

경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PAP'S 측정과 야구에 대한 교육을 

진행

○ ○

출처: 홍석표(2012),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및 동기지각의 매개효과, 한국 프로야구의

사회공헌활동 표, 수정보완



23

3.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1) 귀인이론의 개념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떠한 현상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결과에 따라 그 원인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어떠한 특성들로

형성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상희, 2009).

귀인이론을 제시한 Heider(1958)와 Kelly(1972)는 “인간은 논리적이고 분석

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황 혹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추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인의 추론과정을 능력, 동기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에 의한 내적 귀인과 상황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외적 귀인으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원인

을 추론하는데 있어 특정 행동을 원인의 측면에서 해석하려 하며, 이러한 해석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인은 그 원인을 사람의 내면적 본질에서 찾기도 하며, 외부의 탓으

로 돌리기도 한다(박재진, 2010). 즉, 행동의 이유를 상황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였

다고 하는 것을 상황적 귀인이라고 하며, 개인이 갖는 기질적인 측면에 의한 것

이라고 귀인 하는 것을 기질적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이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과 접근 방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귀인이론의 공통된 관심사는 인간의 행동에 초점

을 맞추어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다(류지은, 2003).

귀인이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이론은 상황적 귀인과 기질적 귀인이다. 상황

적 귀인(situational attribution)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원인이 상황

이나 맥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밤길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주변이 너무 어두워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고

를 발생시켰다고 귀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질적 귀인(dispositional

attribution)은 특정 상황이 발생한 행동의 원인을 사람 고유의 기질, 성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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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귀인 하는 것이다. 즉, 밤길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추론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귀인

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인 현상들은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선 상황에서, 기본적 귀인오류현상에서 사람

들은 타인이 특정한 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 귀인오류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범

하는 오류가 아니며, 다양한 변인들(문화, 개인적 성향 등)에 의하여 조절되어지

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집단주의(collectivism)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양문화의 경우 개인주의(individualism) 성향이 강한

서양의 문화보다 타인의 행동 원인을 유추하는 데 있어 상황적 단서들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hoi & Nisbett, 1998).이러한 기본적 귀인오류 현

상을 반박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갖는 고유 성향이라기보다는 학습되어지는 현상

이라고 이야기한다(Langdridge & Butt, 2004). 또한 개인의 성향(Fein, 2001), 일

시적인 기분(Forgas, 1998), 나아가 타인의 나타내는 행동을 이해하는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수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Rim, Uleman & Trope, 2009)

고 주장하고 있다.

귀인이론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귀인을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내부적 요인(순수한 공익성) 또는 외부적 요

인(자사의 이익을 추구)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중 어떠한 측

면을 보다 강하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지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대중은 공익활동을 이타적 동기로 귀인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러한

귀인은 기업에 관한 신뢰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높인다(김병철, 이철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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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득지식모델((Persuasion Knowledge Model)

현대의 소비자들은 여러 형태의 교육이나 정보, 경험을 통하여 광고 또는

메시지의 동기가 무엇이며, 설득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시도되는가에 대한 많

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설득지식모델은 설득지식의 본질과 개발 과정 그리고 소비자가 발신자의 마

케팅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를 다룬다(김정현, 2008). 이 모델은

설득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 수용자가 주제지식, 주체에 관한 지식, 그리고 설득

의도에 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설득 의도를 인지하고 대처하게 되는 과정을 설

명한다(김윤애, 박현순, 2008).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은 설득에 대하여 소비자

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과 함께 인지 능력의 발달과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하게 되

며,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그대로 수

용하기 보다는 주관을 반영하여 보다 깊은 생각을 통하여 판단하기 시작한다

(Friestad & Wright, 1994). 즉, 소비자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기억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반응을 형

성하게 된다(김충현, 1996).

설득지식모델에 관한 연구는 설득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고, 축적되어 온 설득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 마케터의 전략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설득지식은 설득자의 의

도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쳐 소비자 스스로가 설득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김정현, 2005).

Friestad & Wright(1994)는 다양한 설득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4가지의 주요 용어가 등장한다. 첫째로 타

깃(target)은 설득시도에 있어 목표가 되는 대상으로 설득 주체가 설득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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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둘째 에이전트(agent)는 설득행위를 시도하는 주체로 일

반적으로 기업, 광고제작자, 마케터 등을 의미한다. 셋째, 설득 시도(attempt)는

타깃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전략적

행위에 대하여 타깃이 지각하는 정보이다. 즉, 에이전트의 전략적 행위를 타깃이

지각하는 정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득 에피소드(persuasion episode)는 소비

자의 관점에서 에이전트의 설득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처: Friestad & Wright(1994).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How People Cope with

Persuasion Attempts)

<그림 3> 설득지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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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시도와 설득 대처과정에서 타깃과 에이전트는 상대방에 대한 주제지식

(topic knowledge), 설득지식(persuasion knowledge), 에이전트지식(agent

knowledge), 타깃지식(target knowledge)을 인식한다. 주제 지식은 제품, 서비스,

이슈 등의 설득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설득 지식은 발신

자의 메시지에서 나타난 설득 의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며, 에이전트 지식

과 타깃 지식은 설득 주체와 대상의 특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타깃과

에이전트는 공통적으로 주제지식, 설득지식, 에이전트지식과 타깃지식을 인식하

지만 인식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 중 설득 메시지 이면에 존재

하는 설득 의도를 파악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설득 지식’의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우정임, 2011).

메시지 수용자 측면에서 설득지식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주제지식,

설득지식, 에이전트 지식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주제지식”은 ‘메시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서비스나 제품, 이슈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중요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설득지식”은 에이전트 전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대처 능력에 관한 인식,

메시지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메시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설득 내용의 조작성 또는 인위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를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수용자가 메시지를 접한 후, 전략적 설득 의도를 인식하고

메시지 내용이 인위적 혹은 조작적이라고 인식하면, 설득 시도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에이전트 지식”은 ‘에이전트가 지니고 있는 목적과 능력, 특징에 관한 인식

으로, 수용자가 설득 메시지를 경험할 때 설득 목적의 특징을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김윤애, 박현순, 2008).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Brown & Dacin, 1997; Forehand &

Grier, 2003), 조수영, 김선정(2011)은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는 설득지식의 활성화



28

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 기업 신뢰도, 브랜드 태도 상승과 같이 사회공헌 활동이

가져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

인 경우 수용자는 설득지식의 점화로 사회공헌의 설득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업

과 사회공헌 유형에 대한 적합성은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에 가져오는 효과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며, 적합하다고 판단할수록 수용자의 주제지식이 상승한다고 하

였다. 즉,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기존 이미지는 그 효과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고, 설득 목적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음

을 나타낸다.



29

4. 이미지

1) 이미지와 사회공헌 활동

“이미지(image)”란 라틴어인 “이마고(Imago)”에서 유래된 단어로, 특정 대상

이 가지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속성에 의하여 인지되는 인상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성용, 2012).

Boulding(1964)에 따르면 이미지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종합적인 결과로 형

성되며, 사물의 특성을 세세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에 따

라 주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Aaker(1996)는 특정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대상에 대하여 표현하고, 기억하고

관련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미지란 특정한 사물 또는 대상에 대하여 주관

적인 신념, 생각, 기억과 느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형성되며,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특정 기업과 상품에 대

한 좋고, 나쁜 지각을 의미하며,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창수, 2005).

유병훈(2009)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업과 관련한 이미지

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며,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기업 이미지는 특정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확

신을 증대시키고, 구매결정 및 재 구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황병일, 2004). 이처럼 기업 이미지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며, 경쟁제품과의 차별화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미지 형성과 관

련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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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 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기업이미지 구성요소를 주

로 2원화 또는 3원화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Kennedy(1997)는 기업의 이미지

는 기능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Winters(1986)는 기업행동,

사회적 행동, 기업공헌의 3요소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정환(1995)

은 경험적 요인, 상징적 요인, 기능적 요인이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하봉준(1999)은 기업특성, 사회봉사, 제품이 기업이미지를 구성하

는 주요 구성요인이라고 하였다.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wling(1986)에 따르면 기업경영에 있어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실업,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해 졌으며, 기업이 펼치는 모든 활동은 이미

지형성 측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불안정한 사회분

위기 속에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

동을 활용하여 이미지재고 및 쇄신을 통하여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2) 사회공헌 활동과 프로스포츠구단 이미지

한국 프로스포츠의 생태는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로스포츠구단이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아닌 모기업의 홍보수단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기업은 인기

를 구가하고 있는 프로스포츠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용상과 천재영(2008)은 프로스포츠 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연고지역 주민의 태도는 팀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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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기업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호의적인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전체 매출에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Epstein & Roy, 2001; Gupta & Pirsch, 2008; Rondinelli & London, 2002). 또

한 Wigley(2008)는 사회공헌 활동과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포츠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은 스포츠의 순수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높은 매체의 관심도, 넓은 노

출범위와 파급력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력도을 가진다는

특성을 나타낸다(유용상, 이재희, 이광용, 2008). 즉, 기업은 스포츠와 연계한 사

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이미지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

줄 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연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상 지역사회

와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고지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

석이 되며구단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김기탁, 이기봉,

서성혁, 2011),

5. 신뢰도

1) 신뢰도와 사회공헌 활동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정의된다(Chaudhuri

& Holbrook, 2001).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문적 배경, 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Morgan과

Hunt(1994)는 마케팅 관계연구에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reliability)과 성

실(integrity)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고, Moorman(1992)은 공급자와 수요

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신뢰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의지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찬열(2000)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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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뢰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인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하는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믿고 의지 한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즉, 신뢰는 대상이 정직하고 호의적이며 주어진 역할을

진실 되게 수행한다고 믿는 정도라 할 수 있으며, 신뢰 주체의 특성과 신뢰객체

의 능력 그리고 정직성에 따라 신뢰수준이 달라지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

되지 않았을 경우, 의심을 유발하여 협조를 거부하고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 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효용을 주기

위한 행동을 수행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이 신뢰하는 특정 대상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신중을

기해야하는 상황이나 중요한 선택에 있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한장희, 고영희, 2013).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 판촉활동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협조를 거부하며,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

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소비자는 해당 대상에 과한 모든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도는 소

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김재휘, 2002).

기업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는 무형적 기업 자산인 기업 명성을 중심으로 기

업 동일시와 친숙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Sen &

Bhattacharya(2001)은 기업과 소비자의 동일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개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

의 부정적인 인식을 쇄신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태

도를 형성하며, 신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광호와 이건희(2004).는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는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복적인 구매 행동을 나타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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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Aaker(1992)는 브랜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하여 느끼는 친밀감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신

뢰도는 그 대상이 가지는 이미지, 태도, 적합성, 친숙도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공

헌 활동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공헌 활동과 프로스포츠구단의 신뢰도

스포츠 상품은 일반 제화와 차별되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경기결

과에 대한 불확실성, 둘째,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발생하는 비분리성, 셋째, 경기

의 내용이 언제나 같은 수 없다는 이질성이다.

프로스포츠에서 경기력은 구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열성

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팬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팬들은 승리하는

구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의 승패에 따라 CORFing과 BIRGing 현상

을 나타낸다.

CORFing(cutting off reflected failure)은 실패하는 대상과 개인의 관계를

멀리하려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에서 응원하는 팀의 연패 또는 수치

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경우, 해당 팀을 멀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

로 BIRGing(basking in reflected glory)은 성공하는 대상과 개인을 결부시키려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우승팀 또는 좋은 성적을 꾸준히 거두는 팀을 응원하고 개

인을 투영시켜 대리만족을 얻는 경향을 나타낸다(Merritt, 1999). CORFing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 팬은 응원하는 팀을 바꿀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당

구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스포츠팬들의 특성을 보았을 때, 경기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며, 안정된 경기력은 구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절대적인 강자도, 약자도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구단들은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즉, 프로스포츠구단은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며 구단에 대한 충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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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슬 등(2010)은 스포츠와 신뢰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평가에 있어 기업의 능력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고려하며 부분적으로 브랜드 신

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민철, 김유경(2011)은 구단 평가요인 중 친근

한 이미지와 마케팅의 기능성은 구단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김일광과 최진호(2011)는 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노출된 소비자

들은 구단과 사회공헌 활동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구단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대의 프로스포츠구단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조작이 불가능

한 경기요인을 제외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 많은 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공헌 활동은 구단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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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을 대외적으로 노출되

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이 구단의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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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구단이미지

사회적으로 기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저하되면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하였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영리 단체와 연합한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이 비영리단체와 연합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비영리단체가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nvironics International(2001)의 조사에서

비영리단체는 65%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종교기관은 58%, 언론기

관은 52% 그리고 국내대기업은49%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영리

단체와 연합한 사회공헌 활동의 당위성을 나타낸다.

Drucker(1989)는 연구를 통하여 기업은 비영리단체와 결합한 사회공헌 활동

은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혜진(2004)

은 기업과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연구에서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닌 비

영리단체와 결합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평판과 신용,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있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수행되었다고 하였

다.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 기관과의 연계는 소비자들로 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와의 사회공

헌 활동은 이미지 및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한진(2011)은 K-리그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구단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구단이미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승철(2009)은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소속 선수들이 전개하는 공익연계마케팅 활동은 팀과 선수의 이미지

재고와 동일시를 높이며, 나아가 팀에 대한 충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진국(2004)은 프로축구구단의 이미지를 제품과 서비스, 경기시설, 지역사회공

헌, 성장가능성으로 구분하였고, 지역 연고지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축구단의 지

역사회 기여도가 높을수록 구단의 이미지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명칭 및 보유 선수를 활용한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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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가설 1-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구단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구단 이미지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의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구단 이미지에 대한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5.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 이미지 가설

이 구단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영리기업과의 연합 또는 비영리 단체와 연합은 해 당 주

체에 따라 효과성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에 따라 구단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구단 이미지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

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구단 이미지에 대한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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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구단신뢰도

이한준과 박종철(200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노력은, 전문성에 기초한 신뢰와 호

의성에 기초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제품 및 기업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또한 김아영(2011)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적 책임활동 중 경제적

활동, 지역문화사업 활동, 소비자 보호 활동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Forehand & Grier(2003)는 기업의 ‘사회를 위한 동기(public-serving)’와 ‘기

업을 위한 동기(firm-serving)’에 따라 기업평가에 대한 소비자의반응이 달라진다

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과 공익의 적합도가 높거나 기업에

대한 편익이 두드러질 때, 소비자들은 기업의 동기에 대하여 더 많은 귀인을 하

였으며, 공익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공 동기보

다 의도에 대한 귀인을 활성화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들은 기업의 활동을 통

하여 그 동기를 평가하며 공익적인 목적에 대하여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

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사회공헌 활동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주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논문들을 보았을 때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프로스포츠 의 사

회공헌 활동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연계

주체의 특성에 따라 프로스포츠구단의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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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가설 2-1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따라 구단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구단 신뢰도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과 비영리 단

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의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구단 신뢰도에 대한“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유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에 따라 구단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구단 신뢰도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의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구단 신뢰도에 대한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유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6.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 신뢰도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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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직업 비고

SKH 남 現 프로스포츠 구단 종사

YSH 남 現 국제 스포츠 이벤트 업 종사
前 프로야구단 

마케팅 팀 

LYM 남 現 프로스포츠 구단 전략사업 팀 종사 前 스포츠 산업 연구원 

PSH 남 現 프로스포츠 구단 마케팅 팀 종사
前 스포츠 산업 연구원 

SWJ 남 現 스포츠 산업학 전공 교수재직

HSJ 남 前 스포츠 산업 연구원 

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분류 절차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각

유형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심층면접 기법

(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스포츠 산업전공 전문가, 스포

츠 경영학 교수 등 총 6명과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스

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범주화를 통한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

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새로운 결합

이 생길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큰 범주로 보았을 때 현제 프로

스포츠구단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 유형이 연구자의 분류에 속한다는 의

견에 동조하였다.

표 7. 심층면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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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 분류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분류는 홍석표(2012)가 Walker &

Kent(2009)가 제시한 4가지 프로야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자선활동, 지역사

회봉사활동, 어린이 교육활동, 어린이 건강 활동)을 토대로 한국프로야구단의 사

회공헌 활동 자료와 각 구단의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사회공헌 활동 유형 및 내

용을 파악 하였고 전문가들과의 기법(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을 3가지로 설정하였다. 각 유형별 특징으로는 유형 1

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구단의 팀 명(team name)과 보

유선수의 이름/애칭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한하여 설정하였다. 유형 2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팀명과 보유선수의 이름/애칭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명(名)

이 함께 사용된 활동으로 제한하여 설정하였다. 유형 3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팀

명과 보유선수의 이름/애칭과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명(名)이 함께 사용된 활

동으로 제한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현제 한국 프로야구단에서 진행 중

인 사회공헌 활동을 토대로 유형별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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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구단 CSR활동명 CSR활동내용
유형분류

� ‚ ƒ „

구단단독 

사회공헌 

활동

(Type 1)

두산

두산 베어스 사랑나눔

어린이야구단 일일지도, 어린이집 

방문, 사랑의 도루, 안타 적립금 

기부

○ ○ ○ ○

두산베어스배 

야구대회

1986년 ~ 2012년 까지 25차례 

두산베어스기 어린이 야구 대회 
○

두산 베어스 사랑의 경매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야구 물품 

경매, 수익금 사회복지 및 유소년 

야구 발전에 기부

○ ○ ○

LG

LG트윈스 러브 페스티발 LG트윈스 팬 감사행사 ○

LG트윈스

수호천사기금전달식

터프틴장염으로 투병중인 환아 

남매를 지원, 한 시즌 동안 

박용택 선수의 안타, 도루 성공 

시 이대형 선수   도루 선공시, 

적립된 금액 전달

○ ○

LG트윈스 불우이웃 돕기

 과학연극 행사

유지현 코치와 LG선수들의 ‘1일 

과학 선생님’으로 과학 강연극 

행사 참여, 입장료는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

○ ○

기아

기아타이거즈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교실

타이거즈 러브 펀드 전달 후 

선수, 임직원은 광주지역 

사회복지 시설아동 100여명을 

초청 일일 야구교실   개최

○ ○ ○

타이거즈 소외계층 

야구동아리

 지원 사업

아동복지 시설에 야구동아리를 

신설, 용품, 강사, 수업   등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동아리 지원 

사업 

○ ○ ○

타이거즈 러브펀드 장

학금 지원 

불우한 환경의 유망주들에게 

장학금 지원, 선수들의 멘토링을 

통한 기술지도

○ ○ ○

한화

이글스 사랑기금

팬과 구단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성 

이벤트로 선수는 김태균 선수의 

홈런 등 특정선수의 기록에 따라 

자동 적립되고 회원 포인트는 

회원 개인의 야구장 및 홈페이지 

방문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방식, 

300만 포인트 돌파 시 구단 

후원기관인‘평화마을’에 

야구용품을 지원 

○

한화 이웃 사랑 성금

 2001년부터 기념시구, 홈런존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재전지역 

독거노인에게 선수단 전체가 직접 

배달에 

참여하는 쌀 전달 

○ ○

이글스 사랑의 홈런 

쌀-라면 배달

자체 홈런존을 운영해 시즌 종료 

후 

1가구 당 2010장의 연탄불과 

이불, 라면, 파스 등 소외계층 

에게 선수단이 직접 배달

○ ○

표 8. 구단 단독 사회공헌 활동 유형분류



43

유형분류 구단 CSR활동명 CSR활동내용
유형분류

� ‚ ƒ „

구단/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

활동

(Type2)

두산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삼진
사랑의 주머니 적립으로 사회에 기부 ○

LG

LG INFINIA 

홈런존 

시즌 중 LG트윈스 선수가 INFINIA홈 런 

존에 기록한 홈런 수만큼의 TV를   

‘LG’사랑의 다문화 학교에 기증

○

LG 사랑의 

음악학교악기지원 

㈜LG와 LG트윈스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병규 선수의   

시즌 안타 개수 1개당 3만원 씩 적립한 

금액과 ㈜LG에서 후원하는 금액을 

합하여 악기를 구입하여 기증

○ ○

LG화학 도서관 도서지원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 설립 및 

도서를 지원
○ ○

기아 타이거즈러브 펀드 전달식

시즌 경기 기록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하여 시즌 

종료 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실시

(기아자동차 임직원과 연합)

○ ○

롯데

롯데 자이언츠 –롯데 건설 

사랑의 쌀 나눔

롯데 건설과 경기 승리 시 쌀 200Kg, 

홈경기 홈런 쌀 100Kg 씩 적립하여 

불우 이웃 지원

○ ○

“롯데손해보험 

희망 포인트 기부“

유니세프 롯데자이언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유니세프 

데이’지정, 아동초청행사 및 유니세프의 

유니폼을 착용, 유니세프 광고영상과 

프로모션진행

 이 경기에서 롯데가 승리하면 

1000만원, 타자가 홈런을 치면 

200만원, 안타는 100만원, 투수가 

탈삼진을 하면 100만원등의 후원금을 

적립 후 시즌 종료 후 기부.

○ ○

삼성 이마트 협찬 MVP상금기부

타자 및 투수 1명 씩 MVP선정, 이마트 

협찬 100만원 상금수여, 50%를 

불우이웃 돕기 기탁 

○ ○

NC 사랑의 도넛츠

홈경기 무실점 이닝 당 

던킨 도넛츠 1박스(6개)를 적립하여 

진해재활원에 기부

○

표 9. 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 활동 유형분류



44

유형분류 구단 CSR활동명 CSR활동내용
유형분류

� ‚ ƒ „

구단/

비영리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

(Type 3)

두산

두산베어스와 

월드비젼이 함께 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홍보부스 및 포토 존을 설치, 지구
마을 아동에 대한 후원을 홍보하고 
두산베어스와 결합한 후원프로그램
을 진행

LG

봉중근 선수와 함께하는 

네이버’해피에너지’

(희귀병 삼진 아웃)

봉중근 선수와 네이버 해피에너지의 

난치병 환자를 위한 기부 프로젝트
○ ○

LG트윈스

월드비젼 아프리카 

식수지원 사업

국제 구호개발 ngo월드비전과 함께 

봉중근 선수의 삼진 1개당 3만원을 

적립하여 아프리카지역 

식수펌프지원

○ ○

기아
안치홍-

어린이재단결연

어린이 재단을 통해 결연, 어린이 

10명에게 도루 당 1만원 

후원금적립, 시즌 종료 후 지원

○ ○

한화

한화 이글스 피자 만들기

(대전 굿네이버스 동부지회 

아동)

대전광역시 아동보조 전문기관에서 

아동들과 함께 피자를 만들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

넥센 무료 초청경기
서울지역의 사회단체와 연합한 

홈경기 무료관람 초대
○ ○

표 10.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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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유형 별 할당 수 계

두산 

베어스

1 59

1822 61

3 62

LG 

트윈스

1 61

1772 59

3 57

2.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용을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유형을 3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들이 종속변인인 구단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차이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각 유형

에 따른 3가지의 자극물을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자극물의 각 유형에 대한 반복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본 설문에 앞서 팀 태도와 충성도에 대한 설문을 공통으로 작성하게 한

후, 각 구단의 로고를 활용하여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유형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극물을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 까지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상의

두산베어스 팬 카페와 LG 트윈스 팬 카페의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377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고 최종 수

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8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시켜 총 359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1.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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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18 60.3

여자 141 39.7

연령

20대 163 45.2

30대 160 44.1

40대 33 9.6

50대 3 1.1

학력

고등학교졸업 112 31.2

대학교졸업 221 60.8

대학원 석사졸업 22 6.6

대학원 박사 졸업 4 1.4

직업

학생 123 34.2

전문직 49 13.7

관리직 8 2.5

사무직 86 23.8

자영업 10 2.7

근로직 8 2.2

주부 8 2.2

서비스직 65 18.1

기타 2 5

소득수준

없음 66 18.4

100만원 이하 53 14.8

200만원 이하 73 20.3

300만원 이하 101 27.7

400만원 이하 41 11.5

500만원 이하 18 5.2

500만원 이상 7 2.2

일주일

평균스포츠참

여시간

1시간 이하 39 11.0

1 ~ 3시간 97 27.4

3 ~ 6시간 137 38.4

6 ~ 9시간 30 8.5

9 ~ 12시간 15 4.1

12 ~15시간 23 6.8

15시간 이상 12 3.8

일주일 평균

야구 시청

횟수

없음 7 2.2

1-2회 146 40.5

3-4회 144 39.7

5-6회 56 15.6

7회 6 1.9

표 12.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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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자 359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60.3%, 여자 39.7%

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층은 20대가 45.2%, 30대가 44.1%, 로 가장 많았

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1.2%, 대학교 졸업 60.8%, 직업은 학생 34.2%, 사무

직 23.8%, 서비스직 18.1%,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하 27.7%, 200만원 이하

20.3%,로 대상자들 중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일주일 평균 스포츠 참여시간은

3 ~ 6시간의 비중이 38.4%였으며 일주일 평균 야구 시청 횟수는 1 ~2 회가

40.5%, 일주일 평균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 시간은 2 ~ 3시간이 34. 3 %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실험 자극물(stimulus material)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극물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을 총

3가지의 유형(구단 독자적, 구단과 이윤기업 연합,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실제로 프로스포츠구단이 진행하였던 신

문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극물을 조작하였으며 실제

신문기사 형식과 같은 구조로 제작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극물의 내용을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하여 수혜자와 기부 금모금 방식, 그

리고 기금 전달 방식을 선정하여 자극물에 공통적으로 적용시켰다. 사회공헌활동

의 내용은 Walker & Kent(2009)가 분류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분

야 기부활동, 지역사회 관련활동, 유소년 교육활동, 유소년 건강 활동 중 유소년

건강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수혜자로 선정(유

소년 건강 활동 후원)하여 각 유형의 자극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한 조건 자극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노출되어야하기에

헤드라인의 위치, 메시지 문단의 구성에 대하여 같은 구조로 제작하여 실험상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virus)를 최소화 하였다. 자극물의 공통된 내용은 프

로야구 구단이 시즌 중 “이벤트 데이(event day)”경기에서 모금된 기금을 수혜자

에게 기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메시지의 문단 마지막 단락에서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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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결합주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도를 공통된 메시지로 언급하였고, 사회공

헌활동의 유형에 따라 결합주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자극물을 제

작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들은 팀 이미지, 팀 신뢰도, 사회공헌활동 인식, 주

제지식과 설득지식 이며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팀 충성도, 팀 태도와 단체 태도이

다. 모든 변인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팀 이미지와 관련한 문항은 차희원(2005)이 연구에서 기업의 이미지 측정항

목 으로 사용한 ‘전문이미지’와 ‘신뢰이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하여 팀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팀 신뢰도는 Moorman, Zaltman & Deshpande(1992)이 개발하고 김하영

(2010)이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총 5

개의 문항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하여 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은 이재덕(2005)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4문항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인식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팀 충성도는 Funk(1998)이 개

발하고 조운용(2002)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8문항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팀 태도는 Brown & Dacin(1997)가 개발하고 최미영(2012)이 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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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팀 이미지 프로스포츠 팀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 5

팀 신뢰도 프로스포츠 팀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 5

사회공헌활동 인식 프로스포츠 팀의 사회공헌활동에 느끼는 인식 4

팀 충성도
프로스포츠 팀에 대해 느끼는 태도적 & 행동적 

충성도
8

팀 태도 프로스포츠 팀에 대해 느끼는 태도 4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

시하였다.

1) 기술 통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의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과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균 및 표준편차)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각 요인의 문항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요인추출단계에서 활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를 이용하였고 요인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항목들의 요인

표 13. 측정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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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적합도를 보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값을 구하여 분석하였

다.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구

하기 위하여 Cronbach’s ɑ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을 3가지로 분리하여 사

회공헌활동의 각 유형이 종속변인인 구단 신뢰도와 구단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각각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 충성도,

팀 태도와 결합 주체 태도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

4) 이원 공변량 분석(Two-way ANCOVA)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인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종속변

인인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단

충성도, 구단 태도와 결합주체 태도를 통제하여 이원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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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팀 이미지

팀 이미지 1 1 7 5.20 1.39

팀 이미지 2 1 7 5.32 1.42

팀 이미지 3 1 7 5.51 1.62

팀 이미지 4 1 7 5.06 1.55

팀 이미지 5 1 7 5.14 1.54

팀 신뢰도

팀 신뢰도 1 1 7 5.04 1.50

팀 신뢰도 2 1 7 4.76 1.57

팀 신뢰도 3 1 7 4.65 1.49

팀 신뢰도 4 1 7 4.85 1.77

팀 신뢰도 5 1 7 4.89 1.78

사회공헌

활동 인식

사회공헌활동 인식 1 1 7 5.08 1.61

사회공헌활동 인식 2 1 7 5.93 1.14

사회공헌활동 인식 3 1 7 4.65 1.86

사회공헌활동 인식 4 1 7 5.28 1.30

팀 충성도

팀 충성도 1 1 7 4.15 1.70

팀 충성도 2 1 7 5.15 1.28

팀 충성도 3 1 7 5.19 1.62

팀 충성도 4 1 7 5.00 1.78

팀 충성도 5 1 7 5.18 1.50

팀 충성도 6 1 7 4.92 1.52

팀 충성도 7 1 7 5.03 1.60

팀 충성도 8 1 7 4.25 1.78

팀 태도

팀 태도 1 1 7 5.35 1.34

팀 태도 2 1 7 5.24 1.37

팀 태도 3 1 7 4.96 1.30

팀 태도 4 1 7 5.06 1.36

표 14. 주요변인 자료 요약

Ⅴ.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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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성분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1 Bartlett의 구형검정 자유도
유의 

확룔

팀 이미지

팀 이미지 1 .736

.804

1268.820
10 .001﹡﹡﹡

팀 이미지 2 .707

팀 이미지 3 .634

팀 이미지 4 .788

팀 이미지 5 .761

팀 신뢰도

팀 신뢰도 1 .591

.777

1911.230
10 .002﹡﹡﹡

팀 신뢰도 2 .755

팀 신뢰도 3 .836

팀 신뢰도 4 .804

팀 신뢰도 5 .806

팀 충성도

팀 충성도 1 .656

.919

3040.398
28 .001﹡﹡﹡

팀 충성도 2 .8424

팀 충성도 3 .808

팀 충성도 4 .839

팀 충성도 5 .641

팀 충성도 6 .786

팀 충성도 7 865

팀 충성도 8 .703

팀 태도

팀 태도 1 .925

.801

928.711
6 .001﹡﹡﹡팀 태도 2 .906

팀 태도 3 .797

팀 태도 4 .845

사회공헌

활동 인식

사회공헌 활동 인식 1 .637

.728

397.180
6 .001﹡﹡﹡사회공헌 활동 인식 2 .663

사회공헌 활동 인식 3 .540

사회공헌 활동 인식 4 .560

표 15.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 결과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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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ɑ
팀 이미지 5 .903

팀 신뢰도 5 .916

사회공헌활동 인식 4 .756

팀 충성도 8 .955

팀 태도 4 .890

본 연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하였

으며 주성분 분석(principal analysis)에 의한 직각회전 반식 베리맥스 회전 방식

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항목의 적재량이 요인의 적합도를 판단하

는 기준인 KMO(Kaiser-Meyer-Olkin)값 .07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통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ɑ계수를 사용하였다. Carmines
& Zeller(1979)의 연구에서 Cronbach’s ɑ계수는 측정 항목들에 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ɑ계수
가 .8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70 이상이면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측

정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각 변수의 Cronbach’s ɑ값
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은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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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이미지

유형 1 59 4.76 1.25

46.106 p<.001﹡﹡﹡유형 2 61 4.56 0.76

유형 3 62 5.23 1.47

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이미지

유형 1 61 4.71 1.35

46.386 p<.001﹡﹡﹡유형 2 59 4.58 0.84

유형 3 57 5.21 1.51

3. 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그 유형에 따

라 구단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에 따

라 팀 신뢰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 변수인 팀 이미지, 신뢰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 충성도 팀 태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 공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 구단 이미지에 대한 일원 공분산 분석 결과 (두산)

표 18. 구단 이미지에 대한 일원 공분산 분석 결과 (LG)

***p<0.01, **p<0.05, *p<0.1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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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이미지

유형 1 120 4.73 1.29

93.332 p<.001﹡﹡﹡유형 2 120 4.57 0.79

유형 3 119 5.22 1.48

가설 내용 검증

가설 1-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구단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2

구단이미지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과 비

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의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가설 1-3
구단 이미지에 대한 “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

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표 19>의 분석 결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집단 모두에서 팀 이미지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유형 3에 노출된 집단의 평균(M=5.22, SD=1.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형 1은 평균(M=4.73, SD=1.29)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

형 2의 평균(M=4.57, SD=0.79)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93.332, df=2, p<.001). 따라서 가

설 1-1과 1-3은 지지 되었고 가설 1-2는 유형 1과 2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지 않아 기각되었다. 유형별로는 유형 3(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이 개별, 전체 분석에서 팀 이미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형 2(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이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19. 구단 이미지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전체)

표 20.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 이미지 가설 검증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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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신뢰도

유형 1 120 4.52 1.36

76.400 p<.001﹡﹡﹡유형 2 120 3.69 0.75

유형 3 119 5.20 1.43

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신뢰도

유형 1 59 4.57 1.30

35.815 p<.001﹡﹡﹡유형 2 61 3.65 0.72

유형 3 62 5.16 1.44

종속 변인
사회공헌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신뢰도

유형 1 61 4.47 1.42

38.733 P<.001﹡﹡﹡유형 2 59 3.73 0.77

유형 3 57 5.23 1.43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그 유형에

따라 구단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에 따라

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하여 팀 충성도 팀 태도를 통제 변인으

로 설정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 구단 신뢰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두산)

표 22. 구단 신뢰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LG)

표 23. 구단 신뢰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전체)

***p<0.01, **p<0.05, *p<0.1

***p<0.01, **p<0.05, *p<0.1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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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검증

가설 2-1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따라 구단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2

구단 신뢰도에 대한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

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유형이 “구단과 영리 기업

의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가설 2-3

구단 신뢰도에 대한“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은“유형은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 보다 높게 나타

날 것이다.

지지

<표 23>의 분석 결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집단 모두에서 팀 신뢰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유형 3에 노출된 집단의 평균(M=5.20, SD=1.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형 1의 평균(M=4.52, SD=1.36)으로 나타났고 유형 2의

평균(M=3.69, SD=0.75)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76.400, df=2, p<.000).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2-1, 2-2, 2-3 모두 지지되었

다. 유형별로는 유형 3(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이 팀 이미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1(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

활동)이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구단 신뢰도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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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종속변수
제곱 III 

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팀 신뢰도

팀 이미지

255.606a

232.668b

4

4

63.901

58.167

54.863

62.019

.001

.001

절편
팀 신뢰도

팀 이미지

79.135

52.038

1

1

79.135

52.038

67.942

55.484

.001

.001

구단충성도
팀 신뢰도

팀 이미지

1.014

1.467

1

1

1.014

1.467

.870

1.565

.351

.212

구단태도
팀 신뢰도

팀 이미지

44.021

74.596

1

1

44.021

74.596

37.795

79.536

.001

.001

*TYPE
팀 신뢰도

팀 이미지

108.878

24.640

2

2

57.439

12.320

46.739

13.136

.001

.001

오차
팀 신뢰도

팀 이미지

412.317

332.014

354

354

1.165

.938

합계
팀 신뢰도

팀 이미지

7843.480

8986.408

359

359

수정합계
팀 신뢰도

팀 이미지

667.923

564.682

358

358

표 25.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구단 충성도, 구단 태도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구단 이미지와 구단 신뢰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각 유형

(구단 독자적, 구단과 기업 연합, 구단과 사회단체 연합)은 구단 이미지와 신뢰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Note. a, R 제곱 = .383 (수정된 R 제곱 = .376), b. R 제곱 = .412 (수정된 R 제곱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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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유형를 기준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형 1(구단 단독), 유형 2(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유형 3(구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형 3에 해당하는 “구단과 비영리 단체가 연합한 사회공헌활동”이

구단이미지 및 신뢰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1에

해당하는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이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며, 유형 2에 해

당하는 구단과 영리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단 이미지에 대한 가설에서 유형 1과 유형 2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유형 1이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단 신뢰도에 대한

가설에서는 유형 3, 유형 1, 유형 2의 순으로 각각의 유형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프로스포츠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비영리단체와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가설 1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구단 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각 유형에 따라 구단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

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rink &

Pauwel(2006)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구

단 이미지 및 구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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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권근혜, 안보섭, 2005; 정준경, 2005; 정기환, 허미옥, 신재익, 2007). 이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구단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들이 인식하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논문의 결론을 뒷받침

해준다.

Kim et. al(2010)은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이면의 의도

와는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해당주체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천재영(2008) 역시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팀

이미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은 사회공헌활동 자체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미지란 가시적인 속성에 대하여 인지되어지는 인상으로 소비자들은 프

로스포츠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주체를 판

단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 1(구단 단독 사회공헌활

동)과 유형 2(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못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설 2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구단 신뢰도에 미치는 영

향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은 구단 이미지와는 다르게

구단 신뢰도는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기업과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Maignan & Ferrell(2004)은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은진(2005) 역시 기업들은 사

회공헌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불만을 나타낸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즉, 기업호감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공헌 활동에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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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2를 설명해준다. 연구결과 구단

신뢰도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유형 2는 구단과 영리기업이 결합한 사회공

헌활동으로, 소비자들은 구단과 영리기업이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을 판단함에 있

어, 영리 기업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는 구단 신뢰도에 낮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구단의 사회공헌활

동에 전이되어 신뢰도를 반감시키는 영향을 가져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비영리 단체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결

합 주체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를 증진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Waddell, 2002;

Smith, 2003). 즉, 연구결과 구단 신뢰도에 높은 영향을 나타낸 유형 3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전이되어 구단 신뢰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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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현대의 프로스포츠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

다.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구단이 독자적으로 시행하

는 사회공헌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른 주체들과의 결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단 실무자들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회공헌활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구단과 비영리 단체와 결합한 사회공헌활

동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 반면, 구단과 영리기업이

결합한 사회공헌활동 유형의 경우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인지하면서 그 의

도를 추론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 즉, 구단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형

성하고 있는 주체와 결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

다. 반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결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영리기업과의 결합한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보다 호의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결합한 사회공

헌활동을 전개한다면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이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메시지 구성에 보

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노출되는 사

회공헌활동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

는 주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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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시지 구성에 있어 결합 주체에 대한 언급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하며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제한점

프로스포츠 구단과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사회

공헌활동 분야와 수혜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주체에 대한 분류와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 주체를 분류하여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

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시나리오의 구성은

각 구단별로 실제로 진행되었던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하지

만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기금 모금방식과 수혜대상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을 배재한 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구단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프로스포츠리그 중 프로야구라는 특

정 종목에 한정하였다는 점과 두 개의 구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스포츠구단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른 스포츠종목과 지역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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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표집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20대에서 30대

라는 특정 나이대의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본 연구

의 결과를 반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귀인이론을 주요 이론으로 설정하고 있다. 귀인이론은

어떠한 결과 또는 원인을 인간은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하여 내적 혹은 외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귀인이론이 모든 현

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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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프로스포츠구단은 해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주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구단과 결합 주체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

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회공헌 활동 메시지를 접하면서 주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름의 기준을 통하여 그 동기를 추론한다. 즉, 사회공헌활동

은 계층을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를

경감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외

적으로 노출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을 3가

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각기 다른 영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3가지 유형(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구단

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 구단과 비영리단체 연합 사회공헌 활동) 중 “구

단과 비영리 단체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가장 높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구단 단독 사회공헌활동” 유형

이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구단과 영리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주체와 그 의도에 대한 추론

을 통하여 태도를 형성하며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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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유형 1)

- 두산 베어스 -

2014년 3월 00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강준호

연구자: 석사과정 이준수

e-mail: oumioku@gmail.com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문 조사서 입니다. 

본 설문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자료는 학문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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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두산 베어스의 시합을 경기장에서 직접관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의 구단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의 상품을 구매한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의 경기관람은 나의 여가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의 승패에 관계없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의 시즌권을 구매 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두산 베어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는 친숙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는 믿을 수 있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 베어스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구단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

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단 충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구단 태도 (공통사항)

Part 2. 구단 태도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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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 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시나리오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하였음.

Part 3. 시나리오 유형 선택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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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산 베어스 시나리오 유형 1 -

- 두산 베어스 시나리오 유형 2 -

Part 4. 각 유형에 따른 자극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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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시나리오 유형 3 -



84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 의도는 순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 이행은  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은 보여주기 위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두산베어스는 책임감 있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적극적인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친근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노력하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공헌활동과 구단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5.  사회공헌활동 인식

Part 6. 사회공헌활동과 구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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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두산베어스는 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충실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두산베어스는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o 50대 이상

귀하의 학력 수준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석사졸업 ⑤ 대학원 박사졸업

귀하의 현재 직업은?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관리직 ④ 사무직 ⑤ 근로직 
o주부  p 서비스직 q 기타: 

귀하의 소득 수준은?
① 없음 ② 100만원 이하 ③ 200만원 이하 
④ 300만원 이하 ⑤ 400만원 이하 o 500만원 이하 
p 500만원 이상

귀하는 현재 야구팬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참여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 ~3 시간 이하 ③ 3~6 시간이하
④ 6~9시간 이하 ⑤ 9~12시간 이하 o 12시간 이상

귀하의 일주일 평균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 시간
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1 시간 이하 ③ 1~2 시간 이하
④ 2~3시간 이하 ⑤ 3~5시간이하 o 5~10시간이상
p10 시간 이상

귀하의 일주일 평균 프로야구 시청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귀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다음은 사회공헌활동과 구단의 신뢰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7. 사회공헌활동과 구단 신뢰도

Part 8. 인구통계학 자료



86

Appendix (유형 2)

- LG 트윈스 -

2014년 3월 00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강준호

연구자: 석사과정 이준수

e-mail: oumioku@gmail.com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유형이 구단 이미지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문 조사서 입니다. 

본 설문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자료는 학문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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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LG 트윈스의 시합을 경기장에서 직접관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구단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상품을 구매한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경기관람은 나의 여가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승패에 관계없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시즌권을 구매 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LG 트윈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친숙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믿을 수 있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구단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

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단 충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구단 태도 (공통사항)

Part 2. 구단 충성도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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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 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시나리오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하였음.

Part 3. 시나리오 유형 선택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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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공헌활동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LG 트윈스 시나리오 유형 1 -

- LG 트윈스 시나리오 유형 2 -

Part 4. 각 유형에 따른 자극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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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트윈스 시나리오 유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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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 의도는 순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 이행은  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은 보여주기 위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LG 트윈스는 책임감 있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적극적인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친근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노력하는 구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공헌활동과 구단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5.  사회공헌활동 인식

Part 6. 사회공헌활동과 구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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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LG 트윈스는 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충실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LG 트윈스는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o 50대 이상

귀하의 학력 수준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석사졸업 ⑤ 대학원 박사졸업

귀하의 현재 직업은?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관리직 ④ 사무직 ⑤ 근로직 
o주부  p 서비스직 q 기타: 

귀하의 소득 수준은?
① 없음 ② 100만원 이하 ③ 200만원 이하 
④ 300만원 이하 ⑤ 400만원 이하 o 500만원 이하 
p 500만원 이상

귀하는 현재 야구팬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참여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 ~3 시간 이하 ③ 3~6 시간이하
④ 6~9시간 이하 ⑤ 9~12시간 이하 o 12시간 이상

귀하의 일주일 평균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 시간
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1 시간 이하 ③ 1~2 시간 이하
④ 2~3시간 이하 ⑤ 3~5시간이하 o 5~10시간이상
p10 시간 이상

귀하의 일주일 평균 프로야구 시청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귀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다음은 사회공헌활동과 구단의 신뢰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7. 사회공헌활동과 구단 신뢰도

Part 8. 인구통계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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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ports team’s CSR

activity types, and team image and trust:

Focused o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LEE, JOON 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fessional sports team’s CSR activity types on team image and team trust.

After gathering the current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s CSR

activities, this research categorized three types of CSR activities based on

message appeal. The first type is the team’s independent CSR activity. This

type of CSR activity used the team name and individual player’s name. The

second type of the CSR activity was between the team and commercial

enterprise. This type of CSR activity used the team name and individual

player’s name with commercial enterprise’s name. The third type of CSR

activity used team name with NGO name. This type of CSR activity used the

team name and individual player’s name with NGO name.

The type of CSR activities i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eam image and team trust. Further, this study h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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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line survey with the total of 359 Korean baseball fans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om the team’s web commun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computer package programme. With the

collected data, this research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one-way

ANCOVA, and two-way ANC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CSR activity and the team image

and trust. The type 3 CSR acticity had the most positive influence on team

image and team trust. Type 2 displayed the lowest influence on team image

and team trust. Type 1 had the average influence on team image and team

trust.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people who were exposed to the message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CSR activity significantly consider the image of the

subject. Therefore, type 3 had the most positive influence on team image and

trust due to the positive image of the NGO.

Key Words: professional sports team, CSR, team image, team trust,

Student Number: 2012-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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