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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구단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계획 및 수행하면
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SR 활동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 혹은 부정적이라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CSR 활동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CSR 활동 적합성에 대한 혼재된 결과의 선행변인으로써 설득지식이란 조절변인
을 제시하여,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과 낮은 CSR 활동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수
용자들의 설득지식이 높은 경우,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에 반해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2(CSR 적합성: 고 vs. 저) × 2(설득지식: 고 vs. 저) 
요인 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설득지식 분류는 설득지식 문항 측정 후 중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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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기준으로 고와 저를 분류하였고, 적합성은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과 낮
은 CSR 활동 구별을 위한 첫 번째 사전조사를 거쳐, 적합성 조작점검과 실험자
극물 신뢰도점검을 위한 두 번째 사전조사를 통해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 
20~30대 대학(원)생 및 일반인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
식이 높은 경우, 구단과 CSR 활동 간에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사회적 책임활동, 프로스포츠구단, 설득지식, 적합성, 태도
학  번: 2013-21475



i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5

3. 연구의 목적 ······················································································ 10

Ⅱ. 이론적 배경 ·········································································· 1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개념 ·········································· 11

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다양한 관점 ···················· 13

1) 주주중심주의(Stakeholder Primacy) ················································ 14

2)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 ·············································· 16

3) 기업시민론(Corporate Citizenship) ·················································· 17

3. 스포츠조직의 CSR 활용 ································································· 18

1) CSR 활동 현황 ······················································································ 18

2) CSR 활동의 긍정적 효과 ····································································· 23

3) CSR 활동의 부정적 효과 ····································································· 26

4. 조직-CSR 적합성의 역할 ······························································· 29



ii

1) 적합성의 개념 ························································································ 29

2) 적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 30

 (1) 적합성의 긍정적 효과 ········································································ 31

 (2) 적합성의 부정적 효과 ········································································ 33

3) 조절변인 존재의 가능성 ······································································· 34

5. 설득지식(Persuasion Knowledge)정도의 조절효과 ··················· 37

1) 설득지식이론의 개념 ············································································· 37

2) 설득지식이론을 이용한 선행연구 고찰 ··············································· 42

Ⅲ. 연구모형 및 가설 ································································· 44

1. 연구모형 ···························································································· 44

2. 연구가설 ···························································································· 45

1) 설득지식정도가 높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 45

2) 설득지식정도가 낮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 46

Ⅳ. 연구방법 ················································································ 49

1. 실험자극물 선정 및 제작 ································································ 49

1) 1차 사전조사 ·························································································· 49

2) 2차 사전조사 ·························································································· 51

2. 연구대상 ···························································································· 53

3. 조사도구 ···························································································· 55



iii

1) 독립변인 ·································································································· 55

2) 조절변인 ·································································································· 55

3) 종속변인 ·································································································· 57

4) 통제변인 ·································································································· 57

3. 자료처리방법 ····················································································· 58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 58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58

3) 신뢰도 분석 및 t-test ·········································································· 58

4) 이원공분산분석 및 일원공분산분석 ···················································· 58

Ⅴ. 연구결과 ················································································ 59

1.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 ·································································· 59

2. 확인적 요인분석 ··············································································· 59

3. 신뢰도 분석 ······················································································ 61

4. 조작 점검 ·························································································· 62

5. 가설의 검증 ······················································································ 63

Ⅵ. 논의 ······················································································· 67

1. 설득지식정도가 높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 68

2. 설득지식정도가 낮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 69



iv

3. 학문적 시사점 ··················································································· 70

4. 실무적 시사점 ··················································································· 71

Ⅵ. 결론 및 제언 ········································································ 72

1. 결론 ···································································································· 72

2. 제언 ···································································································· 73

참고문헌 ······················································································· 74

부록 ···························································································· 102

Abstract ···················································································· 114



v

표 목차

<표 1> K리그 클래식 구단들의 CSR 활동 ······························································ 50
<표 2> 2차 사전조사 적합성 검증 ············································································· 52
<표 3> 2차 사전조사 기사신뢰도 검증 ····································································· 52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4
<표 5> 선행연구의 CSR 적합성 개념 ······································································· 56
<표 6>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 ········································································· 59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 60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 61
<표 9> 요인별 신뢰도 ·································································································· 62
<표 10> CSR 적합성 조작 점검 ················································································ 62
<표 11> 이원공분산분석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결과 ·········································· 64
<표 12> 이원공분산분석 검증 결과 ··········································································· 64
<표 13> 설득지식 고 집단에서 적합성 효과검증 결과 ·········································· 66
<표 14> 설득지식 저 집단에서 적합성 효과검증 결과 ·········································· 66



vi

그림 목차

[그림 1] Carroll(1991)의 CSR 피라미드 ································································· 12
[그림 2] 설득지식모형(Persuasion Knowledge Model) ······································· 38
[그림 3] 연구모형 ·········································································································· 44
[그림 4] 설득지식과 적합성의 상호작용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65



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한국 기업은 과거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전략을 통한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배려와 지원을 등에 업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배
제한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했던 탓에 
현재까지 당시의 잔재로 인한 정경유착 등의 폐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변선영 
외, 2012). 국내 프로스포츠 또한 프로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정치적으로 권력의 과도기가 도래하여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
로 국민들의 혼란과 요구가 여러 방면으로 분출되어 있는 것을 통제, 수습, 충
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치격변
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혼란을 중재시키고 이데올로기나 
정치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총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의 방법으
로 스포츠를 이용하였다(강현민, 1999). 즉, 국내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의 자체
의 본질이나 필요성에 의한 태동이 아닌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정권과의 합리
적 결탁에 의한 단순한 기업홍보의 성격이 짙은(육종술, 신승엽, 2001), 우민정
책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국내 기업들은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을 운영
해오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선진국들과는 달리 국내 프로스포츠구단은 기업으
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운영 체계가 아닌 모기업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영한, 2005). 예를 들어, LG경제연구원(2009)에서 조사한 국내 프로
야구구단의 수익구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경기장 내 발생수입이 전체 수익
의 51%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단지 6%만 경기장 내 수익이며 모기업 
지원금이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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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반정서 성향 또한 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KDI 경제정보센터(2004)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82.4%의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고, 정경유착(52.3%), 경영세습(37.6%), 불투명한 경영 관행(37.6%)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려 91%의 응답자들이 기업 오너 재산의 절
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9.1%)보다 근로자의 복지와 발전(45.7%)과 이윤의 사회 환원(32.1%)이라
고 답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2014)가 2013
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 Corporate Favorite Index)를 조사한 결과에서
도, 반기업정서 수준이 높다(70.2%)는 의견이 높지 않다(29.8%)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점수에서도, 사회공헌활동(40.9점)과 윤리경영
실천(25.2)에는 여전히 낮은 점수를 주어 국민들은 기업에게 더욱 적극적인 
CSR 활동 참여와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프로스포츠가 가지는 기형적 태생과 프로스포츠구단들의 부단한 홍
보 및 이벤트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단에 대한 팬의 인지도가 낮을 뿐더러 정부
와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윤리경영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여느 때보다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김희진, 2005). 기
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몇 가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면 첫 번째, 기업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이에 걸맞
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Clarkson, 1995), 두 번째, 광고를 포
함한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CSR 활동이 고려되고 있으며(Keller, 1987), 마지막
으로, CSR 활동을 통한 ‘좋은 기업’이라는 연상이 구축되면 브랜드 자산 형성
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확보, 투자의도, 임직원의 사기증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긍정적 관계 구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Bhattacharya & Sen, 2004; Kotler & Lee, 2005; Lichtenstein et al., 
2004; 윤각, 류지영, 2011).  

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 판매촉진 등과 같은 효과와 더
불어 소비자들의 신제품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일출효과(spillover)나 후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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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effect) 또한 얻을 수 있다(Klein & Dawar, 2004). Thorndike(1920)는 
특별히 후광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하였는데, 후광효과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전체적인 큰 틀의 평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지각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기업이나 스포츠구단에서 CSR 활동을 통
한 긍정적인 이미지 고취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기업의 전체적인 그리고 구체적
인 속성에 대한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Cone & Roper(1997)의 공익브랜드 및 CSR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인의 삼분의 이 이상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할 때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동을 고려한다고 밝혔고, Barone et al.(2000)의 CSR 활동과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또한, 경쟁 브랜드간의 제품 품질의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브랜드를 선택했으며, 경쟁 브랜드 간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CSR 활동이 주는 구체적인 속성에 따라서 비록 
품질 면에서 열세에 있더라도 CSR 활동을 수행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 Dacin(1997)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의 질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CSR 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 상황에서 내면적 가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기
업의 CSR 활동은 판매율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및 기업 영향력 강화, 시장 
점유율 증가 등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남문희 역, 2007), 
기업의 내·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한 위기상황 시, 대중들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
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Kim et al., 2009), 기업은 이러
한 CSR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임내락, 
김일광, 2010).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은 과거에 의무적인 관점에서의 CSR 활동
이 아닌 CSR 활동 자체를 전략적이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비전과 최
고의 가치제공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김영찬 외, 2008).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의 기업이 평소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CSR 활동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자아실현 가
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이학식 외, 2006). 이러한 기업의 CSR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은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고(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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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나아가 그 영역이 기업이 CSR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스
포츠 구단과 지자체 소유구단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김일광, 2009). 

어떻게 보면, 프로스포츠 구단을 존립하게 하는 수익 창출 및 여러 가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생성하게 해주는 핵심 주체는 스포츠팬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팬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긍정
적 관계를 형성하고 무형적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원 목적론(multiple 
goal theory) 관점에서의 경영활동이 필수가 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이 이
윤 극대화에만 있다고 보는 경제적 성과 중심의 단일목적론(single goal 
theory)에서 벗어나, 다원 목적론 관점에서 경영활동은 지속적인 성장과 장
기적인 존속을 위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같이 수행하여 유·무형적 
자산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창희, 2004).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환경은 사회문화적 
의미체계와 관습, 규범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구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체제적 틀 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 조직 및 
개인은 영리행위 등의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Handelman & Arnold, 1999). 이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윤 극대
화라는 기업의 성공은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규범체제 내에서의 
정당성 획득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업
의 CSR 활동을 자사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CSR 
수행과 이윤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
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Varadarajan & Menon, 1988).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역할은 
이익창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일 것이다(윤각, 조재수, 2007a). 
하지만 제도이론은 기업과 프로스포츠구단은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 존재가 되었음을 말한다(Carroll, 1979; 
Shaw & Post, 1993).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단 존립 그리고 일반기업
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한 수단으로 
CSR 활동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박상윤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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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학문적 영역에서 조직의 CSR 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CSR 활동이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에 직접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익창출에 초점을 맞췄지만(배지양, 조수영, 2011),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정량적인 결과물을 넘
어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 및 명성을 형성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윤각, 조
재수, 2005).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최애정, 조
수영, 2011), 첫째, CSR에 대한 대중의 인식연구(이한준, 문형구, 2007; 조영
기 외, 2007; 조형오, 2006a), 둘째, CSR 효과에 집중한 연구(박종철, 2009; 
윤각, 조재수 2007b; 조수영 외, 2010), 셋째, CSR이 기업의 명성, 이미지, 구
매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수정, 차희원, 2009; 유지수, 조삼섭, 
2008; 윤각, 서상희, 2003; 윤각, 조재수, 2005), 마지막으로 CSR의 유형, 동
기 및 실태연구(김회성 외, 2009; 문철수, 2004; 이현우, 김형석, 2006; 박준
우, 2009; 박철, 정성재, 2009)가 포함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CSR 활동이 소비자들의 신념, 태도, 동
일시 등의 인지적인 측면과 아울러 구매의도, 충성도 등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고(한은경, 류은아, 
2003; 박종철, 홍성준, 2009; Brown & Dacin, 1997; Ellen et al., 2000), 더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재무적 가치 상승, 시장가치 및 경쟁력 제고와 같
은 유·무형적 성과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oeche & 
Cruz, 2010; Jones & Hiller, 2005; Pava & Krause, 1996; Stanwick & 
Stanwick, 1998). 스포츠분야의 연구에서도 CSR 활동은 구단이미지, 구단평
판, 브랜드자산 등과 구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충성도, 구매의도, 관람의사 
등의 소비자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일
광, 김수잔, 2011; 박상윤, 장경로, 2010; 최세희 외, 2009). 따라서 CSR 활동
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 모두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창출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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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CSR 활

동에 대해 우호적인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상황에서 CSR 활
동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윤각, 조재수, 2007a). 최숙희(2004)는 기업
의 CSR 활동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성과 지속성 및 투자개념 결여 등의 전문성
이 부족하여 노력 대비 성과 측면의 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듯,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에서 CSR 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
구는 각기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박상윤 외, 2012; 이지은 외, 2012). 

예컨대 CSR 활동이 소비자의 해당 기업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
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Luo & Bhattacharya, 2006; Nan & 
Heo, 2007), CSR 활동이 소비자의 설득지식(persuasion knowledge)이나 위
선(hypocrisy)을 야기 시켜 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Yoon et al., 2006; Wagner et al., 2009). 이는 CSR 활동에 
관한 연구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데(이지은 외, 2012),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된 CSR 활동 연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CSR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혼재되어있는 만
큼, 학계 연구자들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CSR 활동의 효
과를 결정짓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김정현, 송준산, 2010; Ellen et al., 2006).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조재수(2013)는 CSR 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중 적합성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라고 하였고, 박종철 외(2011) 또한 기업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노력해야할 것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특성과 이미지에 적
합하게 CSR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적합성은 CSR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Menon 
& Kahn, 2003; Nan & Heo, 2007), CSR 활동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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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이은미, 2008), 그리고 CSR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전략적 결정사항이자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도은진, 2005).

Haley(1996)는 기업이미지와 CSR 활동 간의 적합성에 따라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 Pracejus & 
Olsen(2004)은 소비자들은 기업의 특성과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동대상과의 
적합한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업의 CSR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
다. Sigry et al.(1997)에 따르면, 적합성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선호, 방문 및 재방문의도, 구매의도, 
충성도 등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적합
성이 CSR 활동에 대한 결과들을 나타내주는 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특성이나 소비자특성 등과 적합할
수록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파급효과가 더욱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윤각, 조재수, 2007b; 이은미, 2008; Drumwright, 1996; Menon & 
Kahn, 2003).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업의 전
문성이 CSR을 통해 잘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Speed & Thompson, 2000; 
Hoeffler & Keller, 2002), 적합성이 낮았을 때에는, 기업이 CSR을 수행하는 
의도에 대한 사고의 정교화를 일으켜 CSR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Fein, 1996; Becker-Olson et al., 2006). 즉, 적합성이 높은 CSR의 경
우 소비자들은 CSR 활동을 공리민복을 위한 활동으로 인지하는 반면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합성이 CSR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이미영, 2011).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효과와 대조
적으로, 적합성이 높더라도 CSR 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는 결과(김자경, 김정현, 2001; 조형오, 2000)가 동시에 공존하기 하면서 기업
특성과 CSR 활동 간의 적합성이 높았을 경우의 긍정적 효과와 오히려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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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다(박종철, 김유경, 2011).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CSR이라는 메시지 노출이 수용자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메시지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Friestad & 
Wright, 1994). 즉, 기업들이 CSR 활동 관련 메시지를 노출하면 수용자들은 
그 메시지를 당연히 접할 것이고, 노출된 CSR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CSR 활동
에 대한 이해 및 습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간주하였다는 것이다(김효숙, 
2010). 하지만 Bhattacharya &  Sen(2004)와 Mohr et al.(2001)은 실제 현
실 세계에서 CSR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낮은 
인지는 기업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Dawkins(2004)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CSR 활동 관련 정보를 대중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CSR 활동의 적합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지정도가 
전략적 CSR 활동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수용
자들이 CSR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실험의 경우 인위적으로 인지 
상황을 조작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Mohr et al., 
2001).

CSR 관련 활동의 적합성을 다룬 학술연구들을 살펴보면, 광고 분야(김병
철, 이철한, 2011; 김윤지, 성민정, 2012; 김정현, 송준상, 2010; 김주란 외, 
2010; 김해룡 외, 2012; 박수정, 차희원, 2009; 이지은 외, 2012; 윤각, 조재
수, 2007a; 조재수, 2013; 조형오, 2006b), 경영학 분야(권영훈 외, 2009; 권영
훈, 2010; 박종철, 2009; 손용석, 유건우, 2013; 이문규, 김해룡, 2002; 이장혁 
외, 2008; 채서일, 2011; Ellen et al., 2000; Menon & Kahn, 2003; 
Pracejus & Olsen, 2004), 패션 분야(이정임, 2011; 이정임, 신수연, 2011; 최
미영, 2012), 스포츠분야(김일광 외, 2013; 김욱기, 2011; 김종백, 구강본, 
2013; 박상윤, 장경로, 2010; 박종철 외, 2011; 장경로, 김민철, 2012; 노승찬 
외, 2013) 등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CSR 활동의 적합성이라는 메시지 노출 
후 수용자들이 메시지에 대한 인지정도여부의 차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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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Fishbein & Ajzen(1981)와 Ahluwalia et al.(2000)에 의하면, 광고나 홍보 

등과 같은 메시지를 수용자들이 접할 때 메시지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고 언급하지 않는 속성에 대
해서도 추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듯이, 기업의 CSR 활동의 적합성이 높
거나 낮은 메시지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적합성의 여부에 따라 CSR 활동을 수
행하는 기업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박현순, 이종혁, 2009), 이를 간과한 채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
이다. 즉, 수용자들이 CSR 적합성에 대한 메시지에 노출된다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설득의도 파악 여부에 따라 적합
성의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의 적합성 여부에 따른 효과
를 논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선행변수로써 수용자의 설득지식이란 조절변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존의 불명확했던 결과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
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어 학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CSR 활동
을 전략적 관점에서 수행하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프로스포츠 구단
에게도 가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어 실무적인 의의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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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SR 활동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적합성 효
과의 혼재된 결과에 대한 선행변인으로써 설득지식이란 조절변인을 제시하여, 
프로스포츠 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과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구단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하는 것이 구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도움
을 줄 것인지, 아니면 CSR 활동 메시지를 접하는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정도에 
따라 때로는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구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CSR 적합성의 불명확했던 결과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정도가 높은 
경우,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적합성(고 vs. 저)여부가 구단에 대한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정도가 낮은 
경우,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적합성(고 vs. 저)여부가 구단에 대한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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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한충민, 김언정, 2013; 윤각, 조재수, 2005; 안주아 외, 
2011; 임내락, 김일광, 2010), 연구자의 관심 영역과 목적에 따라 공익연계 
프로모션(cause-related promotion: Varadarajan & Menon, 1988), 지지
광고(advocacy advertising: Haley, 1996), 비영리조직의 협력(alliance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Drumwright, 1996), 자선적인 스폰서십
(philanthropic sponsorship: Menon & Khan, 2003) 등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방
면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아직도 명확한 개념적 정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진, 김종근, 2009).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론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인용된 
학자 중 하나로 Carroll(1991)을 들 수 있는데(김병철, 이철한, 2011; 이철
한, 권선희, 2011),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CSR과 관련된 논문 총 
61편 중 54%에 상응하는 33편이 Carroll(1979, 1991)이 정의하고 개념화한 
이론을 인용한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고 널리 쓰이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노한균, 201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Carroll(1979, 1991)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Carroll(1979)은 CSR을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져야하는 의
무”라고 정의하고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법률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y),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자선적 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등 네 가지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태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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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rroll(1991)의 CSR 피라미드
출처: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
∼48, p. 42.

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책임은 기업
의 가장 기본적 존립 근거로서 사회가 기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결국 핵심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있다는 것이고, 법률적 책임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는 것을 기본으로 정부와 법의 틀 안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업이 의심을 살만한 관행이나 회피 등을 지양
하고 정의실현, 윤리, 규범 및 리더십 등을 지향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의 구
체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지역
사회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교육, 예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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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책임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은 이윤 극대화, 준
법정신, 윤리·규범 준수, 자발적인 자선 및 자원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후, Carroll & Buchholtz(2009)는 위의 정의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
며 부연설명을 덧붙였는데, 경제적 책임이 법률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 자
발적 책임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우위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이 아니며,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배타적인 작
용보다는 상호간 동시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한, 피라미드에서 각각의 요소들의 경계가 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요소들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다양한 관점

초기 몇몇 학자들은 기업의 역할을 자사와 주주를 위한 경영과 기업 최대
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CSR 활동에 대해 기업의 자산을 
유용하는 행위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Levitt, 1958; Friedman, 1970). 또
한, 지금까지 CSR 활동에 회의적이었던 학자들은 기업이 기업 자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생산 및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되레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기업의 이윤손실
은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재화 및 용역 서비스의 공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았다(권상우, 2007). 

그러나 반대로 Nader & Green(1973)은 현대 사회의 기업은 그 규모와 
경제력과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정부와 거의 비슷한 위
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활동 
범위가 증대되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
은 단순히 자사의 이익과 대의를 위해 해야 할 일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즉, 현대적 의미의 기업관을 따라 기업은 본래의 목적인 자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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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추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인
간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김찬석, 2006). 따라서 기업은 기업이 존립하는 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목적인 경제적인 가치보다 광
범위한 인간적인 가치를 우선시에 둔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Clark, 2000). 

이렇듯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다양한 관점의 견해들을 밝히고 있는데, Smith(2003)는 CSR에 관련된 문헌
고찰을 통해 기업이 CSR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으
로 간주한 규범적인 활동으로 보는 시각과, 기본적으로 기업은 자유 시장 체
제에서 이윤추구라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에 CSR 활동 또한 
기업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엇갈린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CSR에 대한 관점을,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이
론, 기업시민론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염보연, 2010). 

1) 주주중심주의(Stakeholder Primacy)

주주중심주의에서 기업은 주주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기초로 한다(Adams-Bloom & Cleary, 2009). 즉, 주주중심주의에서의 기업
의 CSR이란, 주주는 기업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고(김
선화, 이계원, 2013), 기업은 주주의 가치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
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김지혜 외, 2010).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규칙과 규범을 지키며 자사
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과 노력을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
이 극대화되고(가륜희, 2011), 부정, 부패가 개입된 수단으로서의 경쟁이 아닌 
윤리적인 경쟁참여만 요구될 뿐 그 밖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박소윤 외, 2012). 따라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닌 다른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
며, 주주에게 CSR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에 참여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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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기업의 부를 증대하는 것이다(김동근, 2013). 
Friedman(1970)은 주주중심 관점에서 경영자들이 CSR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과 단순 경력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였고, McWilliams & Siegel(2000)은 CSR은 쓸데없는 투자이자 낭비
라고 주장하였다. Wright & Ferris(1997)의 주주중심주의를 배경으로 한 
CSR 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의 투자는 주주 가치와는 대조되며 CSR 활동
에 따른 기업성과는 서로 간에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주중심주의에서 CSR 부정에 대한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
사는 주주의 소유재산이고, 둘째, 오로지 주주만이 잔여청구권자로서 기업이
익 창출에 관심이 있으며, 셋째, 주주에 대한 보호책이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약하고, 넷째,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다(장덕조, 
2010). 이에 덧붙여, Friedman(1962)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주중심 이론
적 관점에서 기업이 CSR을 위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첫
째, 주주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단 한 가
지 목적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였는데, 기업이 CSR에 자
원을 투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이윤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은 주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는 곧, 계약적 의무 이
행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자금을 사용하면 경
영인은 마치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정
부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맡는 것이 마땅하며(Friedman, 1970), 기
업은 경제적인 이윤 창출에 충실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그 자체로서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Levitt, 1958). 

그러나 이러한 주주중심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Fisch, 
2006). 예컨대 주주 소유권의 객체는 기업이 아니라 주식이므로 주주는 기업
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권을 취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
주가 기업에 가지는 권리는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회사 자산을 직접 관
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Bainbtidge, 2002), 기업에 대한 잔여 이익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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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 또한 주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이사, 근로자 등
도 가질 수 있다(김동근, 2013). 결론적으로, 주주중심 이론은 주주이익 이외
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의 기
업의 행위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철저히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tout, 2002). 

2)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

이해관계자 이론은 Freeman(1984)의 ‘Strategic Management’라는 저
서에서 재 개념화 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주주의 요구만을 
위한 목적 설정과 성과 달성이 아닌 기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배려와 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이윤 상승을 도모한다면 
더욱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김선화, 이계원, 2013; 변선영 외, 
2012). 즉, 절대적으로 주주만을 위한 이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들까지 포함한 균형적 관점을 중시하여 기업경영과 지배구조 내에 있는 이
해관계자들에 대한 기본적 고려와 의사결정권에 대한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주, 2009).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비중
이 커지면서, 기업은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을 경영기법의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
하고 있다(Cooper et al., 2001).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이해관계자는 좁게는 주주, 소비자, 노조, 공급자, 
종업원, 하청기업에서 넓게는 지역사회와 환경, 복지, 윤리까지 포함하는 개
념이기 때문에(Clarckson, 1995), 이 모두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
었다고 볼 수 있다(박흥식, 2009). 또한, 다원성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이론
에서 기업은 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이라는 시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김동주, 2009).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의 생존이 주주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비자,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자
연스럽게 영향을 받고(Donaldson & Preston, 1995),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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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활동을 하기 위한 무형자산이 기업 내에 축적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
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Hillman & Keim, 2001), 이해관계자 이론을 
기반으로 한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은 기업 내의 무형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결국,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3) 기업시민론(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론이란 기업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의무를 수행하도
록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지표라 해석할 수 있다(Etzioni, 
1988; Wood, 1991). Goddard(2005)는 기업이 기업시민론적 관점에서, 사
회 내 공동체에 속해 같이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공명정대한 경영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따르면서 주주의 이
익창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자연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
의 인격체로 기업을 간주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의무와 권리의 존재 
여부를 묻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가 원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
어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김선화, 이계원, 2013). 그렇지만 기업
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동시에 이를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여 기
업 목적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인과는 다른 특징라
고 할 수 있겠다(지속가능경영원, 2006). 

기업은 평범한 사회 내 시민으로서의 경영활동과 그 과정에 있어 의사 
결정권에 영향권을 가지는 기업, 조직구성원,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기업이 기업 시민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긍정적인 이미
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변선영 외 2012), 기업이 CSR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 투자를 한다면 소비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시민론 관점의 CSR 활동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
에게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박종철, 홍성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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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조직의 CSR 활용

1) CSR 활동 현황

오늘날 기업들의 규모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미국 경제지인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들 중에서 
2008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14%에 불과할 정도로(National entrepreneurs 
association, 2009),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기업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면 생존여부 조차 장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정임, 
신수연, 2011). 따라서 기업은 단지 소비자의 경제적인 요구만을 들어주고 만
족시켜주는 생산 주체의 역할보다는 인간의 전반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자 하고 있다(Clark, 2000; Smith & 
Stodghill, 1994; Stendardi, 1992). 다시 말해, 과거 기업이 오로지 생산중심
의 경제적 가치만을 고수했던 것을 지나 인간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기업환
경으로 변모하였고(유지수, 조삼섭, 2008), 최근 기업들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
에 경제와 사회영역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기업이 
사회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이려정, 2007).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인상
을 심기 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Maignan & Ferrell, 2004), CSR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자선’ 차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속
한 산업영역이나 비전에 따라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전략적 CSR 활동 방식을 
채택하여 수행하고 있다(이장혁 외, 2008; 김봉철, 2006). 즉, 단순한 기업의 
여유 자원의 재량적 기부나 가진 자의 자선 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회 모두의 이익과 혜택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장기 비전과 전략 목표와 
CSR 활동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김자경, 김정현, 2001).

Seifert et al.(2003)은 기업이 CSR을 수행하는 이유로 첫째, 전략적 자선
활동, 둘째,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기업시민정신, 도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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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회적 책임의 의무, 셋째, 기업의 정당성 획득 및 존속을 위한 활동, 넷
째, 기업오너의 명성을 얻기 위한 활동, 다섯째, 정치적인 동기 등 기타 이유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주문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성립은 기업이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있으며, 이
를 반영하듯 해외 각국에서 CSR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SR은 미
국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CSR을 적극 적
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미국의 제너
럴 일렉트릭(GE)사는 GE사의 전체 매출액 1%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의 금액
을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직후 순직한 소방관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하였고, 이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던 미국인들에게까
지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HP사는 인도 남부의 한 지역으로 자사 직원을 
파견해 자원봉사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및 고용창출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이지은 외, 2012). 이처럼,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로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문철수, 2004; 신헌철, 2003; 
최찬순, 2002).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이후, 
초기의 CSR 활동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일회성 이벤트식의 행사로 인식
되어 자발성이 부족했고 단발성의 성격 또한 짙었으며, CSR을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부가적 활동으로 인식한 탓에 투자 개념 자체가 부족했었
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CSR에 대한 관심
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CSR에 투입되는 비용증
가와 장학, 학술 연구, 사회 복지, 예술·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
을 하고 있다(이상민, 2002).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은 아시아 국가 중 일
본 다음으로 높은 CSR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김민철, 2010), ‘나눔 경영’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공익연계마케팅, 비영리 기구(NPO)와 파트너십 체결, 
문화·예술·체육 지원활동,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매해 CSR 지출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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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전국경제인연합회(2013)에 따르면, 국내 222개의 기업이 2011년 CSR에 지

출한 총 금액은 2010년 2조 8,735억 500만 원에서 약 8.7% 증가한 3조 
1,241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지출현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38.3%), 교육·학교·학술연구(23.2%), 문화예술 및 체육(11.6%)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임직원들의 CSR 참여율도 전체직원의 76%, CSR에 들이는 시간도 
2010년 대비 7시간 늘어난 평균 17시간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의 증가와 더
불어 CSR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
여 기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수혜대상, 지원방법이나 정도 등을 통제해가며 
유동적으로 CSR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 현금이나 현금 외 현물 기부, 
시설제공 등의 기부활동,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여 직원을 참여하게 하거나 기
업 내 직원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
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CSR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여러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Wilson, 2000). 즉, 많은 기업들이 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
양한 분야에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ex나 
Visa와 같은 카드회사들부터, Avon사와 같은 미용용품회사, Levis등의 의류회
사, Tesco와 같은 유통업체 등 많은 기업들이 결식아동 돕기, 청소년 독서함
양, 유방암 방지 및 치료 등의 CSR 활동 또는 공익연계마케팅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Pringle & Thompson, 2001). 

한국의 경우에도, 2003년 1월 한국 암웨이(Amway)사가 다양한 유형의 기
업자산을 대의명분을 위해 지원함과 동시에 직원 및 고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CSR을 전담하는 ‘한국 암웨이 아동센터(Amway Children 
Center)'를 설립하여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CS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결식아동보호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건강 지킴
이 캠페인, 어린이들의 건강 체육사업인 뉴트리키즈 축구교실, 소외된 오지 지
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놀이터와 결식아동 보호,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유창조 외, 2009). 이렇게 기업의 CSR에 대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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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이 확대됨에 따라, Fortune지에서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이라는 
항목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매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Fortune, 2003).

스포츠분야에서의 CSR 활동은 스포츠 관련 조직의 사회적 역할로써 논의
가 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스포츠 자선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연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
여를 하기 위해 스포츠 스타와 프로팀들이 스포츠자선재단을 적극적으로 설립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보이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Babiak & 
Wolfe, 2006; 유용상, 천재영, 2008). 이에 따라,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
업에서는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CSR 활동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
다(문병일 외, 2013). 이처럼 프로스포츠구단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CSR 
활동은 스포츠팬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Babiak & Wolfe, 2006). 실제로 프로스포츠를 관람하는 팬들은 팀이
나 선수들이 사회적 기여나 자선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되기도 한다(Roy & Graeff, 2003).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스포츠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 CSR 활동은 주로 각
종 경기장과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프로와 아마 스포츠구단 운영, 스
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 스포츠 단체 후원, 직장 내 스포츠 활동 장려 등을 
꼽을 수 있다(유용상 외, 2008). 프로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농구협회(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NBA Cares 프로그
램을 들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NBA Cares는 지금까지 5개 대륙, 20개국에 
걸쳐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살고, 배우고, 놀 수 있는 460개의 공간을 제
공해오고 있다. 사회적 책임분야의 리더로서 NBA 팀과 선수들은 지금까지 
1,3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NBA, 2010). 
Babiak & Wolfe(2006)의 연구에 따르면, 40회 NFL 슈퍼볼 대회 개최지였던 
Detroit시는 CSR 정책으로써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기회 부여, 
Green 프로젝트의 일환인 나무 심기와 잡초제거 캠페인, 노숙자들을 위한 주
거지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상업적인 이미지가 강한 NFL 슈퍼볼 대회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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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였고, 일본프로야구(NPB: 
National Professional Baseball)는 경기 시간 단축과 경기장 조명의 전력소비
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량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베이스볼 프로
젝트’를 발족하여 2008년 ‘Speed Up’, 2009년 ‘Let’s 省 타임’을 통해 환경캠
페인 형태의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박상윤, 외, 2012). 또한, 국제축구연
맹(FIFA)도 수입의 40% 이상을 유소년 선수 육성, 구호 단체와의 협력관계 등
으로 사용하고 있다(Walker & Kent, 2009). 

국내의 경우에도 프로구단이 선수중심 자선기부 형태의 CSR 활동을 넘어 
프로스포츠 조직 중심의 CSR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박상윤, 2010). 프로스포츠 
부문 CSR 활동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대중매체의 관심과 노출 
효과, 파급력 등이 크기 때문에 구단들은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홍보, 이미지 제
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유용상 외, 2008). 
특히, 기업들이 스포츠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CSR 활동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기업태도, 기업명성 등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
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김보룡 외, 2011). 

예를 들어, STX그룹은 경남도민의 염원이었던 경남 FC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5년간 2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는 경남의 대표기
업으로서의 확고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외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그룹
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프로스포츠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 사례를 
남겼고(고진현, 2007), 현대캐피탈 프로배구단도 2007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활
동 및 용품지원, 학교 체육활성화, 불우이웃돕기, 해외봉사활동, 연고지역 체육
회 발전기금 기부 등을 통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김민철, 
2010).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 또한, 축구구단의 CSR 활동이 지속
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필수 요소임을 인지시키고 효과적인 CSR 활동을 도모하
고자, 2013년 12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에 소속되어 있는 22개 구단에게 
‘사회공헌활동 매뉴얼’을 제작 후 배포하는 등 축구 분야에서의 CS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익적 측면에서 박지성, 박찬호, 최경주 등 스포츠스타
들의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SK그룹의 핸드볼 경기장 건립 등의 CSR 활동과 
비인기 종목을 후원하면서 CSR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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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아자동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팀
을 후원하였고, 남녀 핸드볼 팀을 후원하는 SK, 현대자동차는 30년 이상 양궁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장경로, 김민철, 2012). 이처럼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후원 종목과 방법에 관계없이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조직구성원의 조직 몰입도, 기업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자산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CSR 활동의 비율은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김민철, 2010; 문철수, 2004). 

이처럼, 이제는 프로스포츠 구단들도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과 사랑을 다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대내외적으로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짐과 동시
에 사회적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선수 입장에
서 이에 대한 역할로서 CSR 활동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까지의 스포츠 구단들의 CSR 활동은 구단과 모기업이 축적한 부를 의무적이
고 일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환원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팀의 장기 비전
이나 전략 목표와 연관된 차원에서의 CSR 활동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선수
들도 사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팬들의 사랑과 성원 혜택
을 받는 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이다(박창범, 2010).

2) CSR 활동의 긍정적 효과

강성민(2012)은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존립근거로써 기초적이고 필
수요소라 지적하면서 기업의 근본적 목적인 이윤창출과 새로운 시대적 명제
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포츠관련 기업 및 구단들은 CSR이라는 덕
목을 함양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CSR이 가지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양자가 이익을 도모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의 장기 비
전이나 전략 목표와 연계된 CSR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조됨에 따
라 CSR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이수정, 1999). 



24

무엇보다 CSR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CSR 활동의 마케팅적인 관점에
서 소비자태도 및 소비를 결정하는 행동변수들과의 깊은 관련성 때문이며
(Becker-Olsen et al., 2006; Du et al., 2007), 더 나아가, CSR 활동이 기업
의 재무적인 측면을 개선하여 결국, 기업의 유·무형적 성과창출과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Al-Tuwaijri et al., 2004; Jones & Hiller, 2005). 
Till & Nowak(2000)는 연상학습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다양한 CSR 활동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많
은 브랜드 연상네트워크의 노드(nodes) 중 하나로써 기업의 연결고리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품질이 비슷하고 제품이 다양할 때 소비자는 제품의 속
성보다는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회상으로 구매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김성환 외 역, 2005), 소비자들이 기업의 CSR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제품 구매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업과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고취 시킬 수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안재한, 김일광, 2010). 

MaAlister & Ferrell(2002)은 기업이 CSR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
과로 교환비용의 절감,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확립, 조직 내 협동심 증가, 사
회자본 형성, 종업원들의 충성심 증대, 고객과의 관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고, 
궁극적으로는 CSR 활동 자체로서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을 더욱 호의적으로 형성 
또는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태도 및 구매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Lichtenstein et al., 2004; Brown & Dacin, 1997). 기업의 CSR 
활동이 내부고객인 조직 구성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
도 있는데, CSR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기업은 기업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직무 만
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 채용 시에도 인재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Maignan & Ferrell, 2001; Maignan et al., 1999; Sen et al., 
2006). 종합해보면, CSR 활동은 기업이미지 상승(Swaen & Chumpit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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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지석 외, 2012; 배현미, 2008), 소비자 구매태도의 긍정적 변화
(Berens et al., 2005; Lorge, 1998; 서구원, 진용주, 2008; 신강균, 2003)를 
이끌어 기업의 매출증대(장지인, 최헌섭, 2010)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애국심 증
가(허인구, 2009)를 도모하는 등의 기업 환경 내·외적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전략적으로 우수한 CSR 활동은 기업이 위기상황을 맞았을 경우 위
기방어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Dawar & Pillutla(2000)는 제품의 문제 및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위험 없이 잘 모면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적절한 대응과 반응은 필
수적 요소임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사전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CSR 활동은 위기 시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반감시켜주는 역할
은 한다고 하였다. 윤각, 조재수(2005)는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 기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CSR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호의적인 기업이미지
가 강하게 형성 되었을 때 부정적인 기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우호적인 인식
이 적절히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CSR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에 비해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e Communication Press Release, 
2006).

스포츠 산업분야에서 또한 스포츠를 통한 CSR 활동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김민철, 2010; 박창범, 2010; 안재한, 김일광, 2010), CSR 활동이 긍정
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CSR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프로스포츠구단과 관련한 공익연계마케팅(김용만, 이승철, 
2004; 구기용, 아담러브, 2007; 유원용, 2007), CSR 활동과 팀 충성도 및 
팀 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용만, 2008; 유원용, 2007; 이재덕 외, 
2005; 양준선, 2013) 등이 있다. 2007년 이후 프로스포츠 분야의 CSR 관련 
연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프로스포츠 종목인 축구, 야
구, 농구를 중심으로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연관하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유용상, 천재영, 2008; 유용상 외, 2008; 최세희 외, 2009), 적합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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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욱기, 2011; 김일광, 2009; 박상윤, 2010), 스폰서십에 관한 연구(김
용만 외, 2010; 남상백, 조운용, 2010) 등이 진행돼 오고 있다. 유용상, 천재
영(2008)은 프로농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연고지역 주민들의 태도는 프로
농구팀 동일시 형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
하는 팀 충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단 팀 이미지와 팀 동일시를 매개로 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CSR 활동 홍
보 전략을 연구한 양준선(2013)은 자신의 혜택이 포함된 CSR 메시지에 자
신의 혜택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팀 충성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기업들이 CSR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업이 
수많은 기업 및 제품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면서도 긍정적 이미
지 또한 소비자에게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경, 2003；유용상 외, 
2008). 즉, 스포츠경기, 라이센싱 제품 판매 등 연고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스포츠조직은 지역주민, 스포츠 
팬, 스폰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상호 간
에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박상윤 외, 2012).

3) CSR 활동의 부정적 효과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제품 판매 등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항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영국 석유회사 BP
와 Shell은 환경 보호와 CSR을 강조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변화시
켰던 반면, 미국의 농업생물공학 기업인 Monsanto와 석유화학회사인 Exxon은 
BP와 Shell사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도 오히려 역효과를 보았다(Yoon et 
al., 2006). 그 이유는 CSR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때문
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지원하고자하는 대의의 중요성
(Lafferty, 1996;  조형오, 2000), 기부금액의 과다지출(Dahl & Lavack, 
1995; Holmes & Kilbane, 1993), 기부금액과 관련 마케팅 비용의 비율(Yoon 
et al., 2006), 지원 유형(Dean, 2003) 등에 따라 CSR 활동의 효과는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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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는 CSR 활동이 기업의 특성이나 
이미지, 제품과의 연관성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CSR 활
동 효율성과 소비자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이 반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김성호, 2007; 이은미, 2008; Sen & Bhattacharya, 2001). 

관련 통계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1조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CSR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지출 규모 또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조사한 기업 호감도 점수는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CSR 관련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공헌지수 역시 37.4점에서 35.3점
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김영찬 외(2008)는 기
업들이 CSR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CSR 활동의 효율성으
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CSR 활동의 비율
적인 측면에서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의 수와 
지출비용은 많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국내 기업 중 CSR 활동을 비용적인 측
면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상위 10대 그룹에 속해있는 이른바 
‘재벌 기업’들로 상당 부분 편중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수행되고 
있는 CSR 활동은 다방면에 걸친 분야가 아닌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사회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업이 사회에 가지는 책임과 공헌은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충
분하며 별도의 CSR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Friedman(1970)의 주장을 
반영하듯, 최근 CSR의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Bae & Cameron, 2006; Becker-Olsen et al., 2006; Ellen 
et al., 2006; Klein & Dawar, 2004; Sen & Bhattacharya, 2001; Sen et 
al., 2006). Ellen et al.(2006)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CSR이 지속적으로 
수행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CSR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고, Bae & Cameron(2006)와 Webb & Mohr(1998)은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연관성이 있다고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경우
에는, 기업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귀인하게 되어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
식을 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나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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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Walker & Kent(2009)의 연구에서 미국미식축구팀의 CSR 활동
에 대한 팬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CSR 활동이 구전의사와 구매의도에는 긍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경기시청의도와 재 구매의사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끼
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듯 CSR 활동은 지출금액 증가와 다양한 CSR 
영역 확대 등 양적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부정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유지수, 조삼섭, 2008). 

이처럼 소비자들이 CSR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은 CSR 활동에 대한 광고,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CSR 활동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CSR 활동을 대중들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안주아 외, 2010). 이처럼 CSR 활동의 
효과는 항상 긍정적이기보다는 선행변인과 소비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윤각, 조재수, 
2007a). 

신호창(2004)은 한국의 CSR 활동이 가지는 네 가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첫째, 지나친 형식주의이다. 기업의 CSR 활동이 사회 내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한 보조 수단이며, CEO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
에 그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요구에 대한 압박과 기업들 사이의 유행을 좇아 
기업의 역량과 철학, 원칙이 배제되는 활동으로 이는,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며 
유행에 편승하는 CSR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의 경우 개인 기부율의 수
치가 높음에 반해 국내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기업자금 기부율로 인해 기부에 
있어 높은 기업 의존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지 못한 일시적이고 단
발적인 CSR 활동으로, 기업의 제정 상황을 고려하여 잉여 자금이 충족됐을 시
에만 전개하여 사회의 즉각적인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2007)는 기업의 CSR 활동은 획일적인 기부 중심 형태의 
활동이 아닌 기업의 사업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는 등의 전략적 효과를 반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Porter & Kramer(2002)와 Marx(1996)는 기업 입
장에서 성공적인 CSR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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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으로, 기업은 기업경영전략과 경영시스템을 접목한 CSR 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탈세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들이나 
경영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CSR 활동에 아무리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고 국민
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조직-CSR 적합성의 역할

1) 적합성의 개념

적합성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Aaker & Keller, 1990). 적합성은 연구자에 따라 적합성(fit: 
Baingridge, 2001; Kanungo & Pang, 1973; Till & Busler, 2000), 부합성
(cause fit: 김주란 외, 2010; 조형오, 2006a), 또는 일치성(congruence: 
Kamins, 1990; Lynch & Schuler, 1994; Rifon et al., 2004) 등으로 사용되
고 있다. Varadarajan & Menon(1988)은 기업과 CSR 활동 맥락에서 적합성
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는데,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업이 환경보존 
캠페인을 수행하는 이미지의 적합성, 식품 회사가 결식아동을 돕는 기업과 
CSR의 특성의 적합성, 화장품 회사가 유방암 퇴치 캠페인을 하는 CSR 활동의 
표적 시장과 제품의 표적 시장의 적합성이 있다고 하였고, Drumwright(1996)
는 CSR 활동과 기업의 핵심 사업 간의 적합성, 목표 소비자층이 느끼는 CSR 
활동에 대한 이미지의 적합성, 그리고 CSR 활동에 대한 관련 커뮤니티 지원의 
적합성으로 구별하였다. 

일반적으로 적합성이란 기업과 CSR 활동 간의 연결고리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인식하는 지각된 관련성(perceived link)을 의미하며, 기업특성이나 이
미지와 CSR 활동 간의 연결되는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박종철, 김유경, 2011; 
Becker-Olsen et al., 2006; Gupta & Pirsch, 2006; Trimble & Rifon, 
2006; Bigné et al., 2012). 이러한 적합성은 기업과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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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얼마나 논리적 관련성을 가졌으며(박은아 외, 2005; Ruth & Simonin, 
2003; Johar & Pham, 1999), 기업의 철학과 신념, 특성, 기업의 주요 산업 
군과 기업이 지원하는 CSR 활동 이슈 간의 수용자들이 인식하는 유사성 또는 
관련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Drumwright, 1996; Menon & Kahn, 2003).

또한, 크게 기업과 CSR 활동의 직접적 적합성이나 간접적 적합성에 따라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McDonald, 1991), 직접적 적합성은 CSR 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CSR 활동에 사용될 때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적 적합성은 기업과 CSR 활동을 수행하는 이미지의 가치가 소비
자들의 핵심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Benezra, 1996). 

2) 적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CSR 활동의 효과는 기업의 CSR 활동의 내용 및 공중의 인식 정도나(Sen 
& Bhattacharya, 2001), 적합성 인식(Drumsright, 1996; Haley, 1996), 그리
고 위기의 유형(Kim et al., 2009)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윤지, 
성민정, 2012). 이중 적합성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
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조재수, 2013), 기업이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Park et al., 1991; Nan & Heo, 2007; Bigné et 
al., 2012), 또는 CSR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주제를 선택하게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Hoeffler & Keller, 2002). 또한, 적합성의 중요성으로  
첫째, 소비자들이 기업과 CSR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적합성의 정도에 따라 그 
두 대상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현재 제시된 메시지의 정보가 불일
치 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업에 대한 정교화를 증가시키는 정교화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다(Forehand & Grier, 2003; Meyers-Levy & Tybout, 1989; 
Meyers-Levy et al., 1994). 둘째, 적합성은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사고의 방향
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적합성이 낮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때론 낮은 적합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Forehand & Grier, 2003). 

따라서 적합성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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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여 구분 짓게 하는 변수로 기업 특성, 소비자의 특성, 상황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CSR 활동의 효과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하고 
할 수 있다(Barone et al., 2000; Rifon et al., 2004). 

(1) 적합성의 긍정적 효과

기업의 CSR 활동은 종류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김일광, 2009), 적합성은 CSR 활동의 효과를 결정
짓는 중요변인으로써 많은 연구에서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특성이나 소비
자특성 등과 적합할수록 소비자 인식과 파급효과가 더욱 긍정적임을 보여주
고 있다(윤각, 조재수, 2007a; 이은미, 2008; Brown & dacin, 1997). 이러
한 이유로 기업은 CSR 활동과 자사의 주요사업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수단
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영찬 외, 2008). 

Taylor & Crocker(1981)의 스키마(schema)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CSR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해당 기업과 CSR 활동에 관한 정
보는 각각의 기억에서 인출된다고 한다. 즉, 해당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스키마와 대조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반응이 형성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스키마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과의 적
합성이 높을 경우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된 링크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개념으로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Collins & Loftus, 1975). 이는, 소비자
들에게 이미지 전이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
적 태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McDaniel, 1999). 이 스키마 일치 이론을 
적용한 Drumwright(1996)는 기업의 업종과 CSR 활동분야가 일치하는 경
우,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Rifon et 
al.(2004)은 적합성이 높을 경우 이타주의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하는 기업에 소비자가 노출되면 기업과 CSR 활동 간의 연상
이 쉽게 일어나게 되어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인식처리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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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기존 스키마와 관련지어 이해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인
지적 정교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Misra & Beatty, 1990). 

또한, 주로 광고모델과 제품 및 브랜드 간의 적합한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조화가설(match-up hypothesis)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Kamins, 
1990; Till & Buster, 2000), 조화가설에서는 모델의 이미지에 의해 전이된 정
보와 제품이나 브랜드의 특성이나 속성이 일치해야 그 효과가 긍정적이 되지
만, 만약 이러한 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양자 간 적합성의 괴리가 클 경우 소비
자는 이를 처리하여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Kahle & Homer 1985; Kirmani & Shiv, 1998; 
Stayman et al., 1992). 이처럼 소비자는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의 특성과 
적합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CSR 
활동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인식시킬 수 있다(Pracejus & Olsen, 2004).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기업의 CSR 활동의 적합성 여부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Forehand & Grier, 2003; Sen & Bhattachararya, 2001), 그중 
Webb & Mohr(1998)와 Becker-Olsen et al.(2006)은 CSR 활동의 효과는 장
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기업과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CSR 활동의 동기가 이타적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효과가 높다는 것을 
밝혔고, 이장혁 외(2008)는 CSR 활동과 기업의 산업영역의 적합성 여부에 따
른 구매의도와 기업이미지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적합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
우보다 구매의도 및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임, 신수연(2011)도 기업과 CSR 활동 간의 적합성과 소비자 자신과 CSR 
활동의 적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CSR 활동을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한바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프로스포츠 구단이 수행하는 CSR 활동의 적합성에 대
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CSR 활동의 적
절한 주제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여러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임내락, 김일광, 2010). 박종철 외(2011)는 소비자가 프
로야구 구단의 적합성 지각이 구단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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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2011), 김일광(2009), 박상윤(2010)은 구단-CSR 활동 간의 적합성과 
소비자-CSR 활동 간의 적합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김욱기(2011)는 팀 
동일시에, 김일광(2009)은 팀 동일시, 팀 브랜드 태도, 재 구매의도에, 박상
윤(2010)은 구단 이미지에 등 소비자 반응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적합성의 부정적 효과

수많은 연구에서 CSR 적합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도 하였지만, CSR 적합성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Drumwright(1996)는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인지적 부조화 때문
에, 그리고 적합성이 높은 경우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반드시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김주란 외, 2010). 

Hastie(1980)가 스키마 이론에 근거하여 비 적합한 정보는 더욱 정교화된 
처리를 요구하여 결국, 더 많은 회상을 야기하여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예
상한 것과는 다르게 Rifon et al.(2004)에 의하면, 스키마이론은 비 적합할 때 
수많은 정교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정교화의 내용 자
체는 쉽게 예측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적합성에 근
거한 결과론 제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를 반박했다. Lafferty(1996)는 적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비교할 때 기업, 제품, 구매의도에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듯,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동이 제품 판매 촉진 
보다는 오히려 제품 판매가 CSR 활동의 성과를 높여준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Lafferty & Goldsmith, 2005).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적용한 연구들 또한 기업의 특성과 CSR 
분야가 적합할수록 오히려 이기적인 동기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박종
철, 2009). 기본적으로 귀인이론이란 인간이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마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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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고자 하는 동기를 일컫는데(Kelly, 1973), 이러
한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은 달라
질 수 있다(Weiner, 1996). 따라서 오히려 적합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들이 기
업에 대한 이기적 동기를 추론하게 하고 이렇게 유발된 부정적 동기에 대한 의
심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수용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박
종철, 김유경, 2011). 

김자경, 김정현(2001)은 제품과 CSR 활동 간의 적합성이 지나치게 명백하
여 기업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부각될 경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 될 수
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CSR 활동의 효과는 제품군이나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
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우유와 같은 실용적 제
품은 제품과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는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지원
하는 경우가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초콜릿과 같이 쾌락적 욕구 충족
을 위한 제품은 제품과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CSR 적합성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윤지, 성민정(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CSR 적합성이 높으면 위기 시 정당
성 인식을 높게 지각하고(박수정, 차희원, 2009), 기업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이세진 외, 2011) 결과와는 다르게 CSR 적합성의 높더
라도 공중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해룡 외(2012)는 제품의 유해성 
정도가 높을 경우 낮은 적합성의 대의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Ellen et al.(2000)은 기부활동 문맥에서 자사의 특성과 기부의 종류의 적합성
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반드시 적합한 기부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업의 특성과 기부활동의 적합성이 낮더라도 효과적
일 수 있다는 혼재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3) 조절변인 존재의 가능성

적합성은 기존의 지식이나 기대, 행동 및 연상의 전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스폰서십, 광고, 브랜드확장 등의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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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수, 2007a). 하지만 적합성의 효과는 어떤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 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Drumwright(1996)와 Rifon et al.(2004)은 적합성이 높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와 반대로, 귀인이론을 적용한 
Forehand & Grier(2003)와 Becker-Olsen et al.(2006)은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오히려 수용자들이 CSR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담배 생산 및 판매업체인 필립모리스는 사업 특성과 
적합한 ‘금연 캠페인’, ‘흡연 에티켓’과 같은 CSR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사업 
영역이나 특성과 적합성이 낮은 ‘바다 사랑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 음주’, ‘Smart 
Driving’과 같이 적합한 활동을 하였지만 ‘발렌타인 챔피언십’처럼 적합하지 않
은 활동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컴퓨터 장비업체인 HP사는 자사의 특성과 이
미지와는 적합하지 않은 세계야생생물기금(WWF)과 세계적인 기후 환경 문제에 
해결을 위한 CSR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적합성에 따른 효과 여부가 다른 이유는 소비자들의 동기 추론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CSR을 평가하는데 있어 해
당 기업이 어떤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CSR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의도나 목적
을 추론하는 내재적 동기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또는 자사의 
이익을 위한 수익창출, 이미지 제고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있다(손용석, 유건우, 
2013). 즉, CSR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은 기업이 ‘무엇’을 하는
가에 대한 관심보다 ‘왜’ 하는지에 더 많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Gilbert & 
Malone, 1995), 수용자들이 CSR이라는 정보를 접할 때 어떠한 이유로 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상식적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인과적 추론을 하
는 과정에서 수용자들마다 CSR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리복이 국제인권사면위원회와 함께 수행한 ‘Human Rights 
Now!’ 캠페인을 일부 대중들은 캠페인 자체의 목적처럼 인권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였으나 또 다른 일부는 리복의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
로 인식하기도 하였다(Baron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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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메시지 수용자는 메시지를 해석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목
적에 간섭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동기들에 의해서 메시지 자체에 의구심을 갖
게 된다(Szykman et al., 2004). CSR 동기란 애초의 CSR 활동 목적이 아닌 
소비자가 인식하는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CSR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지 않고 이면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추론의 과정을 거
친다(박소윤 외, 2012). 따라서 기업이 비록 높은 적합성의 CSR 활동을 수행한
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업의 의도대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박현순, 이종혁, 2009). 

따라서 CSR 활동이라는 설득메시지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가 느끼는 설득
지식에 따라 메시지가 의도하고자 하는 효과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수
용자들은 CSR 활동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CSR 활동 적합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Wagner et al., 
2009). 즉, CSR 적합성의 효과는 기업의 의도에 대한 수용자들이 느끼는 동기
지각에 달려있기 때문에(Friestad & Wright, 1994),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설득대처행위 즉, 설득 관련 지식이 언제, 어떻게, 왜 설득자들이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규명해야 
하며, 설득지식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김
정현, 2005). 

Friestad & Wright(1994)가 제안한 설득지식이론은 설득자가 사용하는 설
득 전술에 대해 수용자가 언제 그리고 왜 주목하게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Menon & Kahn, 2003).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CSR 활동을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활동으로 계획하는 것만큼
이나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수준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설득지식이론
은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기업의 CSR 활동 의도와 효과를 유용하게 설명해주
는 틀을 제공한다(조영신, 정세훈, 2013). 따라서 적합성이 높은 CSR과 낮은 
CSR 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선행변수로써 설득지식이란 조절변인에 대한 검
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느끼는 CSR 적합성의 설득의도 파악여부에 따라 적합성
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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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득지식(Persuasion knowledge)정도의 조절효과

1) 설득지식이론의 개념

소비자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지
각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Burnett & Woods, 1988). 즉, 메시지를 접하는 수용자는 광고, 프로모션, 판
매사원 등 다양한 설득시도에 노출되었을 때, 설득자의 설득 의도를 파악하려
고 하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설득시도에 대한 대처행동이 달라진다(Campbell 
& Kirmani, 2000). 이러한 설득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있어 지난날 많은 연구자
가 주목했던 분야는 소비행위로서의 설득활동이다(임명서 외, 2011). 우리가 일
상생활에 마주치는 설득활동을 다룬 설득지식이론은 기존의 소비자 행동에 관
한 연구 분야에 실증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설득 주체와 객체 간의 설득 및 대
응 과정을 다루고 있다(김정현, 2006에서 재인용).

Friestad & Wright(1994, 1995, 1999)가 제안한 설득지식이론은 설득을시 
도하는 설득자가 수용자 자신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목적과  
방법을 지각하여 이에 대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용자가 설득자의 설득행위
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 및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며 설득지식을 어떻게 활성
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설득지식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설득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학습효과에 대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각 설득환경에서 어떻게 수용자가 자신의 심리적 행동을 대처하고 결정하는지
에 대한 것까지 다루면서 더욱 넓은 의미로 설득의 개념화를 하였다. 즉, 설득
지식이론은 수용자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설득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득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다(Friestad & Wright 1994, 1999).

Friestad & Wright(1994)는 다양한 설득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고, 설득 관련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Target)’과 ‘설득자(Agent)’ 모두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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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득지식모형(Persuasion Knowledge Model)
출처: Friestad, M., & Wright, P. (1994).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How 
people cope with persuasion attempt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1), 1
∼31, p. 2.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비록 실제 환경에서 설득자와 설
득시도 주체인 수용자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Friestad & Wright(1994)는 설득
자와 수용자와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자는 외부로부터의 설득
시도의 메시지에 노출되면 수동적인 ‘반응자’가 아닌 이를 분석, 평가하여 설득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자’의 역할 수행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충현, 권영진, 2011). 

Friestad & Wright(1994)가 설명한 설득지식모형에 쓰이는 용어부터 정리
하면, 설득주체가 목표로 하는 대상자 즉 소비자, 유권자 등의 수용자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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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기 위하여 타깃(Targ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설득시도를 고
안하고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주체자 즉, 설득자를 일컬어 에이전트(Agent)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설득자의 메시지 전달에 있어 타인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을 일컬어 설득시도
(Persuasion Attemp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설득자는 설득을 시도
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를 기획하고 이 설득시도를 광고, 홍보, 이벤트 등과 같
은 구체적인 설득 에피소드(Persuasion Episode)를 가지고 수용자들을 설득하
고자 하며, 설득 에피소드에 노출된 수용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설득 대처 행
동(Persuasion Coping Behavior)을 한다고 가정한다. 설득지식모형은 설득시
도와 설득대처 행동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용자와 설득자는 상대방
에 대한 주제지식(Topic Knowledge), 설득지식(Persuasion Knowledge), 그
리고 설득자 지식(Agent Knowledge)을 인식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지식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결국 설득지도의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주제지식은 설득자의 설득메시지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 홍보, 마케팅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 및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설득
지식은 설득지식모형의 핵심개념으로 설득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경험에 의해 쌓인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설득시도를 하는 주체인 
설득자의 설득시도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득자 지식은 설득 대상자인 메시지 수용자가 설득주체인 설득자의 특징, 능
력 등에 대한 지식 정도에 관한 것이다(Friestad & Wright, 1994; 김정현, 
2005; 박현순, 이종혁, 2009에서 재인용). 

수용자에게 메시지가 노출된 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설득행위가 어떤 의도로 지각되는지에 대한 것은 의미 변화의 원칙(change of 
meaning principle)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Friestad & Wright, 1994). 
수용자가 설득자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
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용자가 설득자의 행위가 설득을 위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설득지식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들
의 저항이 덜한데 반해, 수용자가 설득자의 설득메시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
어 그러한 행위들이 인위적이고 조작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설득지식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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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어 결국 설득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는 설득 의도를 파악하고 심리적 방
어기제가 형성하게 되며 이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구매의
사결정 과정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Austin et al., 2002; Boush et 
al., 1994; Campbell, 1995; Darke & Ritchie, 2007; Fein, 1996; Hibbert 
et al., 2007; Kirmani & Zhu, 2007). 즉, 수용자는 광고나 홍보 등 다양한 
설득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설득자에 대한 설득의도를 파악하고, 파악여부에 따
라 수용자의 대응행동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용자와 
설득자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며 설득지식을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Campbell & Kirmani, 2000).

설득지식모형의 가장 핵심 요인인 설득지식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신
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심리적 중재자(beliefs about psychological mediators)에 관한 신
념이다. 설득자가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신념이란 설득
자가 메시지를 통해 수용자의 주의, 관심, 확신, 판단, 구매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둘째, 설득자의 전술(beliefs about marketers’ tactics)에 대한 신념이다. 
설득자의 전술에 대한 신념은 광고, 홍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득시도를 위한 
설득메시지를 수용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
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 등을 수용자가 인식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자신의 대응 전술(beliefs about one’s own coping tactics)에 대한 
신념이다. 자신의 대응 전술에 대한 신념이란 설득자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는 
자신을 목표로 한 설득시도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 정서
적, 감정적, 물리적 행동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
념을 의미한다. 

넷째, 설득자 전술의 효과와 적합성(belief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marketers’ tactics)에 대한 신념이다. 설득 전술의 효과
와 적합성에 대한 신념은 설득 메시지가 유발한 심리적 효과에 대해 얼마나 효
과적이며 적절하고 조작적인지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을 의미한다. 

다섯째, 설득자의 설득 목적과 자신의 대응 목적(belief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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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ers’ persuasion goals and one’s own coping goals)에 관한 신념
이다. 설득자의 목적에 대한 신념은 설득자가 수용자들을 최대한 자신이 원하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수용자의 목적에 대한 신
념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자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설득목적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의미한다(Friestad & Wright, 1994, 1995; 
김정현, 2005; 박현순, 이종혁, 2009에서 재인용).

수용자는 설득자가 시도하는 설득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설득전술에 대한 
목적에 대해 인지하려고 하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다. 이러한 설득지식은 
정보습득 또는 학습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습득, 축적된
다. 이러한 수용자의 설득지식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마케팅 상황이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Ahluwalia & Burnkrant, 2004; 
Campbell, 1995), 설득지식은 설득자와 수용자 모두의 측면을 고려하여 사람
들을 자신의 설득목적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설득 메시지에 대한 대응행동을 하
는 과정에서 어떤 설득 행위가 목적 달성에 최적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김정현, 2006에서 재인용).

2) 설득지식이론을 이용한 선행연구 고찰

설득지식이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CSR과 관련된 분야에
서도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권구홍, 정세훈, 
2013), 설득지식이론을 배경으로 삼은 주된 선행연구들은 설득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두진희, 김정현, 2011). 

김윤애, 박현순(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같은 내용의 설득 메시지가 퍼블
리시티와 광고의 형태 그리고 개인 블로그와 기업 블로그의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정도와 태도, 구매의도에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가에 대
한 수용자들의 메시지 처리과정의 차이를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퍼블리시티 보다 광고에, 개인 블로그보다 기업 블로그에 수용자들은 설득 메
시지의 목적과 의도를 더욱 잘 인식하여 설득지식정도가 높아져 결국 태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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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uwalia & Burnkrant(2004)의 연구에서는 메시지 제시 유형을 단순 정
보제시와 비유 및 은유 등으로 표현된 정보 제시에 따른 수용자의 태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유나 직유와 같은 정보제시 방법이 수용자의 
설득지식을 높여서 브랜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형성하게 했다. 연구자들은 
광고 전략으로써 널리 사용되는 비유 및 은유와 같은 언어적 기교는 소비자들
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메시지 처리과정에서 정교화를 야기 시
켜 수용자의 설득지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희, 윤각(2010)은 최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한 부분인 광고에 대
한 수용자들의 인식에 관하여, 대부분의 광고 메시지가 숨겨진 상업적 의도
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주목하며 광고에 대한 설득동기 
추론 및 광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설득지식의 활성화정도가 광고에 
대한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
의 설득지식이 낮을수록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설득지식이론을 바탕으로 한 Szykman et al.(2004)와 김정현(2005)의 연구
에서는 기업의 후원유형에 따라 수용자가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내용을 담은 동일한 메시지의 출처를 영리조
직과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하여 수용자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수용자들은 영
리조직이 스폰서 하는 메시지보다 비영리 조직이 스폰서 하는 메시지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아져 스폰서와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즉, 공
익적인 내용의 동일한 메시지였지만 영리 조직이 후원할 때보다 비영리 조직이 
후원할 때 수용자들은 메시지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조영신, 정세훈(2013)의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CSR 활동
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가 기업일 때보다 비영리조직일 때 수용자들의 설득
의도가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CSR 메시지에 대해 더욱 우호적으로 평가하였
다. 

임명서 외(2011)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후원했던 국내 기업을 중심
으로 스폰서의 친숙성, 스폰서와 이벤트간의 적합성, 스폰서의 노력 및 진실성 
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설득지식의 유발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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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숙할수록 그리고 스폰서-이벤트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설득지식유발을 
감소시켜 스폰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고, 수용자들은 스폰서가 스
폰서십에 들인 노력에 비례하여 설득지식의 활성화 정도가 변화하였다. 하지만 
스폰서십을 수행하는 기업의 진실성 여부는 설득지식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설득 메시지 형태나 설득자의 유형, 수
용들이 메시지에 대해 느끼는 복합된 감정 등으로 인해 비록 수용자들은 동일
한 설득메시지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설득지식정도에 따라 기업이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윤애, 박현순, 
2008). 즉, 수용자들이 기업의 CSR 활동 메시지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하더라
도 이에 따른 평가는 수용자들이 메시지의 설득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인
지했는지에 대한 설득지식정도가 조절적인 역할은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수용자들의 설득지식(고 vs. 
저)정도에 따라 프로스포츠구단과 CSR 활동의 적합성(고 vs. 저)이 구단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모형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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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설득지식정도가 높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사회적 대의에 관한 활동을 수행할 
때 수용자들은 기업과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더욱 신뢰한다고 하였다(Priester & Petty, 1995). Menon & Khan(2003)은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는데, 기업이익과 관련된 공익연계마케팅의 
경우, 기업의 특성과 광고의 내용과의 적합성이 높아야 수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기업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공익광고
는 적합성이 낮아야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CSR과 같은 
공익적인 활동은 적합성이 낮은 분야에서 수행되어야 수용자들이 기업 이윤
을 위한 활동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이 
높아져 있는 경우, 기업과 CSR 활동과의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현저하게 드러나
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반발을 유발하여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CSR 활동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수용자에게 파악돼 있어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단지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수행하
는 것은 오히려 사전기대와 새로운 정보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기업이 
얻고자 하는 이득을 부각시키고 진정성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Folkes, 1988). 따라서 설득지식이 높아져 있는 수용자들에게
는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는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을 수행할 때 
수용자들이 CSR이라는 정보를 더욱 신뢰하고 의구심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조수영, 김선정(2011)은 기업의 사업 특성과 기업이 수행하는 CSR 유형
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설득지식의 활성화와 기업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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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
동보다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을 하더라도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을 낮추지 
못했으며, 기업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태도,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또
한 끼치지 못했다. 

박종철, 김유경(2011)은 기업특성과 공익활동 간의 적합성에 따른 경로효과
(호혜적 감정→몰입→기업평가)를 분석한 결과, 적합성(고 vs. 저) 수준에 상관
없이 기업의 자선활동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적합성이 높은 자선활동보다 적합성이 낮은 자선활동의 경우에 기업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추가분석을 통
해 이러한 결과를 규명하였는데, 적합성이 높은 경우에 수용자들은 자선활동의 
숨은 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동기 추론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높은 경우 적합  
           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  
           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설득지식정도가 낮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출발점은 신뢰에 있으며 신
뢰는 CSR이 자선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Bigné, et 
al., 2012; Rifon et al., 2004). 기업이 CSR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미지제고 
및 판매촉진 등과 같은 목적도 존재하기 때문에(Ellen et al., 2006), 소비자는 
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CSR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는 기업
이 수행하고 있는 CSR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태도까지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Barone et al., 2000; Varadarajan & Menon, 
1988). 이처럼 CSR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기업이 CSR을 수행하는 목적이 
이기적인지 혹은 이타적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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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Olsen et al., 2006; Menon & Khan, 2003). 
범주화 이론(categorization theory)에 의하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메시

지나 정보와 같은 유·무형의 메시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들을 각각 개별적
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지니고 있던 태도와 
신념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유사한 것끼리 범주로 묶어 이를 조정하고 
해석하여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강연아, 2013). 따라서 수용자가 외부의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면 기존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정보와 스키마
가 일치될수록 인지적인 노력을 덜 하게 되어 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발
생하며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나 태도에 일치지 않는 즉, 적합성이 떨어지
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김충현, 권영진, 2011; Maclnnis & Park, 1991; Stayman et al., 1992).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은 수용자들에게 적합성이 높은 CSR 활
동을 실행하는 경우에, CSR 활동과 기업 간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지
적 정교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적합성이 낮은 불분명한 활동에 비해 
CSR에 대한 비판과 회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Pracejus & Olsen, 2004). 
그리고 회의적인 반응이 적을수록 수용자는 기업의 이타적 동기를 더 추론하여 
기업의 CSR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안 비본질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Rifon et al., 2004), 설득지식이 낮은 수용자들에게 적합성 또
한 낮은 CSR 활동은 오히려 해당 기업의 동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Becker-Olsen et al., 2006; Lafferty et al., 
2004).

Rifon et al.(2004)는 스키마 이론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특성
과 CSR 활동 이 두 현상의 적합성이 결여되는 순간 수용자는 ‘왜’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용자로 하여금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CSR 활동을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고, 적합성이 높은 
경우에 수용자는 기업이 이타적 동기를 위하여 CSR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
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스키마 이론을 근거로, 기업의 특성과 연관
되는 분야에 CSR 활동을 하는 경우 수용자들은 기업이 박애적인 동기에서 
CSR을 한다고 인지하게 되고 이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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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은 다시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Rifon et 
al., 2004).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메시지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은 수용자들은 기본
적으로 구단의 CSR 활동에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적합성이 낮은 CSR을 접했을 때 기업과 CSR 활동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연관성을 찾지 못할 경우 기업의 숨은 의도에 
대해 추론하게 될 것이다(Gupta & Pirsch, 2006; Lii & Lee, 2012; Nan & 
Heo, 2007). 반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는 호의적인 태도나 기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과 CSR 활동
과의 관련성을 쉽게 지각하여 인지적 정교화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는, CSR 활
동을 기업의 선행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기업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김요한, 200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 적합  
           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  
           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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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실험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는 2(CSR 활동 적합성: 고 vs. 저) × 2(설득지식: 고 vs. 저) 피험
자간 팩토리얼(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
다. 설득지식은 CSR 활동에 대한 설득지식 측정 후 중위수(median) 값을 
기준으로 고와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맞는 실험자극물 조작
을 위하여 적합성여부(고 적합성 vs. 저 적합성)에 따른 프로축구단의 CSR 활
동 선정을 위한 1차 사전조사와 적합성조작여부와 실험자극물 신뢰도 검증을 
위한 2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1) 1차 사전조사

1차 사전조사는 최근 한국 프로축구구단에서 수행되고 있는 CSR 활동을 
기준으로 적합성이 높은 활동과 낮은 활동을 구분하기 위함 이였다. 이를 위
해, K리그 클래식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12개의 팀들의 2013년 3월 이후의 
CSR 활동에 대한 홈페이지 및 관련 기사를 참조하여 총 8개의 활동으로 분류
하여 적합성여부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의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였다. 구체적인 CSR 활동 내용은 <표 1>와 같다. 

분류한 CSR 활동의 적합성정도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적합성 문항은 이은미(2008), 김일광 외
(2013)의 적합성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3문항으로 사용하였다. 

1차 사전조사 결과, 축구육성 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M=4.40)과 배식
봉사 CSR 활동(M=2.03)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5.78, p<.001).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로 사용될 CSR 활동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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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명
구단명 축구교실 배식봉사 연탄배달 축구육성 기금 쌀 지원 팬 사인회 소외계층현물 경기장 

및 물품지원 및 현금 지원 무료 초청
FC 서울 O

경남 FC O O O O

부산 아이파크 O

상주 상무 O

수원 삼성 O O

울산 현대 O O O O

인천 유나이티드 O O O O O

전남드래곤즈 O O O O O

전북 현대 O O

제주 유나이티드 O O O

포항 스틸러스 O O O O

성남 FC O

<표 1> K리그 클래식 구단들의 CSR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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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활동은 축구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활동으로,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을 배식봉사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2) 2차 사전조사

2차 사전조사는 앞서 선정한 적합성 고/저의 CSR 활동에 대한 피험자들의 
적합성조작 인지여부와 실험자극물인 기사 신뢰도에 대한 검증 이였다. 우선적
으로, 실험대상 프로축구단을 선정하는데 있어, 김윤지, 성민정(2012), 이세
진 외(2011)는 수용자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및 태도
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상기업을 선정하였
으며, 이와 반대로 권구홍, 정세훈(2013)은 CSR이라는 메시지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기업을 실험 처치 물로 이용한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시지의 사실성을 높이면서 수용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불호
를 배제하기 위해서(조수영, 김선정, 2011), 현재 존재하는 프로축구구단이면
서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프로축구단을 선정하기 위해 말레이
시아 1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파항 축구단을 실험대상 구단으로 선정하였
다. 이후 국내대학에서 40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여 적합성조작 인지여부와 기
사 신뢰도를 조사했던 2차 설문조사와 함께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인지여
부 또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원(N=40, 100%)이 파항 축구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여 본 연구의 실험구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축구단 CSR 활동의 적합성과 실험구단선정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후, 2차 사전조사를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실험자
극물은 실험 자극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기사를 참고하여
(박수정, 차희원, 2009)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뒤, 파항 프로축구단이 CSR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구체적으
로,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은 축구육성 기금 및 물품지원,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은 배식봉사 활동을 하는 내용 이였고 이때, 두 종류의 기사는 파
항 프로축구단이 특정 CSR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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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유의확률

고 적합성 20 4.15 .524
16.69 p<.001

저 적합성 20 1.80 .349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유의확률

고 적합성 20 4.07 .454
.40 p>.110

저 적합성 20 4.02 .315

<표 2> 2차 사전조사 적합성 검증

<표 3> 2차 사전조사 기사신뢰도 검증 

이후 2차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40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적합성의 조작여부와 기사 신뢰도에 대한 검증 이
였다. 적합성이 높고, 낮은 두 가지의 다른 기사가 담겨있는 설문지를 각각  
2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배포하였다. 적합성에 대한 항목은 앞서 1차 사
전조사에 사용한 적합성 항목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사 신뢰도 문항은 
반현(2003)의 기사 신뢰도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
문항(“기사는 신뢰할 만하다,” “기사는 믿을만하다,” “기사는 객관적이다”)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기사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적합성의 경우 <표 2>와 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인 축구육성 기금 및 물품지원 활동이(M=4.15), 적합성이 낮은 배
식봉사 CSR 활동(M=1.80) 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6.69, 
p<.001). 따라서 적합성여부가 잘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기사신뢰도의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은 기사와(M=4.07) 적합성이 낮은 기사의(M=4.02) 평
균이 높게 나와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두 기사간의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t=.40, p>.05), 실험자극물로 사용될 기사 또한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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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대부분의 CSR 활동의 목표대상이 20~30대 집단의 연령대로 설정되는 경우
가 많고, 그 이상이나 이하의 연령대보다 비교적 CSR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
여율이 보이기 때문에(김병철, 이철한, 2011), 실험 대상자들이 본 연구의 CSR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실험대상자를 20~30대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비확률 표집방법에 해당하는 편의
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
하는데 있어 sen et al.(2006)은 CSR 활동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실험실
상황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
한 점과, 최근 들어 온라인 SNS의 사용자 증가와 스마트 폰의 등장 및 활성화
로 대부분의 스포츠구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구축하여 스포츠팬들에
게 다양한 정보 전달과 콘텐츠 공유, 판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
(Wann & Pierce, 2003)을 감안하여, 모바일, E-메일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편
이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이계오 2000; Schillewart et al., 1998). 

최종 수집된 설문 216부 중 불성실한 응답과 본 연구와 맞지 않는 연령 7
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209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
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65.6%, 여자 34.4%로 남
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층은 20대가 85.2%, 30대가 14.8%로 20대의 응답
률이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45.5%, 1년 평균 프로축구 관람횟수는 1회 
이하가 62.7%, 일주일 평균 축구시청 시간은 30분 이하가 46.4%로 응답자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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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137 65.6

여 72 34.4

연 령
20대 178 85.2

30대 31 14.8

학 력

고 졸 7 3.3

대학교 재학 95 45.5

대학교 졸업 64 30.6

대학원 재학 33 15.8

대학원 졸업 10 4.8

1년 평균   
프로축구 
직접관람 

횟수

1회 이하 131 62.7

2회 이하 17 8.1

3회 이하 17 8.1

4회 이하 19 9.1

5회 이상 25 11.9

일주일 평균 
축구시청 

시간

30분 이하 97 46.4

1시간 이하 59 28.2

1~5시간 이하 39 18.7

5시간 이상 14 6.7

합 계 209 100%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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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각 변인들에 관련
된 타당한 측정도구를 선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주요 변인들은 모두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의 자
세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적합성이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적합성 정도(고/저)의 실험자극물에 대해 설문 참여자들이 
어떻게 적합성여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 이였다. 적합성의 개념
과 정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Aaker & Keller, 1990),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표 5>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프로축구단의 특성과 이미
지와 축구단이 수행하는 CSR 활동 간의 관련성 및 연관성(이은미, 2008)으로 
정의하여, 이은미(2008), 김일광 외(2013)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7>과 같다.

(2)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으로써 Friestad & Wright(1994)가 제안한 설득지식이
론을 제안하였다. 설득지식은 메시지에서 드러난 설득의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
식으로, CSR 메시지의 인위성, 조작성, 의도성으로 정의하였다(조수영, 김선정, 
2011). 본 문항을 측정하기 위해 조영신, 정세훈(2013)과 박현순, 이종혁(2009)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
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된 총 9개의 문항 중 4개
의 문항이 제거된 총 5개의 문항이 추출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음의 연구결과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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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개념 조작적정의 측정항목 출처
이은미 적합성 사회공헌활동이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과 1.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업종특성과 일치한다. Berens et al. 
(2008) 과 기업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부합되는 2.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업종특성과 관련이 있다. (2005)

정도 3.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업종특성과 유사하다.
4.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업종특성과 관련이 있다.
5.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6.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7. 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김주란 부합성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군과 사회공헌활동 1. 기업의 CSR 활동과 기업의 산업, 제공하는 제품 또는 김주란, 황장선
외(2010) 과의 관련성 2. 서비스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2008)

장경로, 김  적합성 기업이 지원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1. oo의 스포츠를 통한 CSR 활동이 기업과 일치한다. 이은미(2008),
민철(2012) 책임 활동과 기업 간의 유사성 및 관련성 2. oo의 스포츠를 통한 CSR 활동이 기업과 어울린다. 박상윤(2010)

3. oo의 스포츠를 통한 CSR 활동이 기업과 연관성이 있다.
조재수 적합성 CSR 이슈와 제품/기업 이미지와의 유사 1. A기업의 제품 특성과 공익활동의 연관성은 높다. Menon & 
(2013) 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2. A기업의 이미지와 공익활동의 연관성은 높다. Kahn(2003)

3. A기업의 목표시장과 공익활동의 연관성은 높다.
김일광 외 적합성 프로야구 구단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1. 구단이미지와의 일치성. Menon &

(2013) 활동의 내용과 팀 간의 관련성 및 연관성 2. 구단이미지와의 관련성. Kahn(2003),
3. 야구종목과의 관련성. 이은미(2008)

김요한 관련성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이 실행하는 CSR 활 1. OOO 기업은 △△△에 대해 전문적이다. Haley(1996)
(2009) 동 간의 적합성 또는 관련 정도 2. OOO 기업은 △△△ CSR활동은 믿을 만하다.

3. OOO 기업은 △△△ CSR활동에 대해 지식을 지니고있다.
4. OOO 기업은 △△△ CSR활동에 적합하다.
5. OOO 기업은 △△△ CSR활동과 어울린다.

<표 5> 선행연구의 CSR 적합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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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태도는 소비자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지
속적으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성향으로 정의된다(Ajzen & Fishbein, 
1980). 본 연구에서는 김용만, 김세윤(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표 7>과 같다. 

(4) 통제변인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통제 변인은, 설문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CSR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CSR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Menon & Khan, 2003; Berens et al., 2005), CSR 활동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CSR 인식과(김수연 외, 2013), 연
구 참여자들이 프로축구단과 관련된 CSR 활동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구관여도를 통제하였고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CSR 인식은 CSR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으로 정의하여(김정현, 송준
상, 2010), 김정현, 송준상(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축구관여도의 개념은 한 개인이 느끼는 가치, 관심, 
욕구를 바탕으로 지각되는 개인적 관련성을 의미하며(Zaichkowsky, 1985), 
강명학, 박영일(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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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AMOS 18.0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신뢰도 분석 및 t-test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CSR 적합
성(고 vs. 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4) 이원공분산분석 및 일원공분산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득지식(고 vs. 저)과 적합성(고 vs. 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SR 인식과 축구 관여도를 공변량(covariance)으로 사용하여 
이원공분산분석(2-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설득지식 고 집단에서의 적합
성(고 vs. 저)의 차이와 저 집단에서 적합성(고 vs. 저) 차이 값을 검증하기 위
해 일원공분산분석(1-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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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R 적합성 1 5 3.19 1.11

설득지식 1 5 2.74 0.66

태도 1 5 3.46 0.97

CSR 인식 1 5 3.61 0.77

축구 관여도 1 5 3.10 0.99

Ⅴ.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치가 .65 이
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이에 따라, 
설득지식변인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개의 항목을 제외시킨 총 5개의 문항
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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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항목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임계치
(CR) 

설득지식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인위적이라
는 생각이 든다. - .741 -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조작적이라
는 생각이 든다. .093 .841 12.357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089 .894 13.181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사회에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9 .764 11.117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의 의도가 의심
스럽다. .103 .894 13.183

태도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긍정적이다. - .870 -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호의적이다. .069 .848 13.290

파항프로축구단은 좋다. .073 .668 10.221

CSR 인식

나는 CSR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840 -

나는 CSR 활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062 .893 16.338

나는 CSR 활동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060 .923 17.064

축구 
관여도

나는 축구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
하여 자주 보는 편이다. - .902 -

나는 인터넷 기사 또는 신문을 읽을 때 축구에 
관한 기사를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읽는다. .058 .904 19.004

나는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062 .792 14.859

나는 축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059 .811 15.510

CSR 
적합성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축구와 연관
성이 있다. - .835 -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프로축구단
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073 .926 16.570

파항프로축구단의 OOO CSR활동은 프로축구단
의 업종특성과 관련이 있다. .079 .890 15.997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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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rmed  TLI CFI RMSEA 

적합도지수 231.209 125 1.850 .951 .960 .064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 p<.001

본 연구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면서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김민규, 김주환, 2006). 사용된 연구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231.209(=125, p<.001), TLI=.951, CFI=.960, RMSEA=.064로 
나타났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Bentler, 1990), RMSEA .06 이하일 때 적합한 모형, .08 이하일 때 적당
한 모형, .10 이상일 때 부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는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3.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항목과 관련된 신뢰도를 평가에 있어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Carmines & Zeller, 1979; 최현철,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도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내적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70 이상이면 신뢰
수준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신뢰도 분석 결과인 <표 9>과 같이 신뢰도 계수가 .832 ~ .915를 나타내고 
있어 수용 가능한 수치인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본 설문지의 항목들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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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CSR 적합성 3 .912

설득지식 5 .914
태도 3 .832

CSR 인식 4 .915
축구 관여도 3 .914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유의확률

고 적합성 106 4.18 .478
29.83 p<.001

저 적합성 103 2.18 .491

<표 9> 요인별 신뢰도 

4. 조작 점검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조작점검을 통해 CSR 활동의 적합성에 대한 실험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였다. 의도했던 데로 <표 10>과 같이 
CSR 적합성의 차이는 고 적합성인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M=4.18)과 저 
적합성인 배식봉사(M=2.18)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9.83, p<.001). 
따라서 CSR 적합성은 연구자가 의도한데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CSR 적합성 조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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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은 프로스포츠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높은 경
우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가설 2는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2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
을 위해 설득지식(고/저)와 CSR 적합성(고/저)를 독립변인으로, 프로스포츠구
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이원공분산분석(2-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SR 인식과 축구 관여도를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11>에 보고된바와 같이 CSR 활동에 대한 기사에 설득지식이 높은 집
단(N=102)의 경우, CSR 활동의 저 적합성(M=4.03) 활동이 고 적합성(M=2.96) 
활동보다 평균값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지식이 낮은 집단
(N=107)은, CSR 활동의 고 적합성(M=3.79) 활동이 저 적합성(M=3.09) 활동보
다 평균의 수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작
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2>에 보고되어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은 설
득지식이 높았을 경우 저 적합성(M=4.03)의 CSR 활동을 하는 것이 고 적합성
(M=2.96)의 CSR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설득지식이 낮았을 경우에는 고 적합성
(M=3.79)의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저 적합성(M=3.09)의 CSR 활동을 하는 것
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7.064, 
p<.001). 한편 설득지식과 적합성은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으며(p>.05), 공변인으로 사용한 CSR 인식과 축구 관여도는 종속변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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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지식정도 CSR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N

고
고 2.96 0.62 52

저 4.03 0.68 50

저
고 3.79 0.94 54

저 3.09 1.10 53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CSR인식 12.800 1 12.800 19.729 p<.001 .089

축구 
관여도 3.717 1 3.717 5.729 p<.018 .027

설득지식 .038 1 .038 .058 p>.810 .000

CSR
적합성 1.681 1 1.681 2.592 p>.109 .013

설득지식*
CSR

적합성
30.534 1 30.534 47.064 p<.001 .188

오차 131.701 203 .649

<표 11> 이원공분산분석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결과

<표 12> 이원공분산분석 검증 결과

note.   .328(수정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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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득지식과 적합성의 상호작용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한 이원공분산분석 결과에 추가적으로, 설득지식이 높았을 때 적합성 
고(M=2.96)/저(M=4.03)에 따른 평균값에 대한 차이와, 설득지식이 낮았을 때 
적합성 고(M=3.79)/저(M=3.09)에 해당하는 평균값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첫째, CSR 인식과 축구 관여도를 공변인으로 두고, 설득지식이 높은 집단
에서 CSR 적합성(고/저)를 독립변인으로, 구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을 종속변
인으로 일원공분산분석(1-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13>에 제시된바와 
같이 설득지식이 높았을 때 CSR 적합성에 대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공변인으로 투입한 CSR인식과 축구 관여도는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p>.05).

둘째, 설득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CSR 적합성(고/저)를 독립변인으로, 구단
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CSR 인식과 축구 관여도를 공변인으로 사용하
여 일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의 결과와 같이 설득지식이 낮았을 
때 CSR 적합성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공변
인 중 CSR인식만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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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CSR인식 .019 1 .019 .045 p>.833 .000

축구 
관여도 1.110 1 1.110 2.616 p>.109 .026

CSR
적합성 27.645 1 27.645 65.165 p<.001 .399

오차 41.575 98 .424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CSR인식 22.800 1 22.800 29.888 p<.001 .225

축구 
관여도 1.066 1 1.066 1.397 p>.240 .013

CSR
적합성 5.742 1 5.742 7.572 p<.007 .068

오차 78.575 103 .763

<표 13> 설득지식 고 집단에서 적합성 효과검증 결과

note.   .420(수정된  .402)

<표 14> 설득지식 저 집단에서 적합성 효과검증 결과

note.   .367(수정된  .349)

결과적으로, 가설 1, 2에서 예측했던 것과 같이 설득지식이 높았을 경우 적
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설득지식이 낮았을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은 CSR 활
동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1,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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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 적합성 여부에 따라 수용자들의 설
득지식 정도가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CSR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수용자가 느끼는 기업의 
CSR 동기, 적합성, 지속성 및 지출금액 등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김정현, 송준상, 2010). 

CSR 활동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는 특별히 CSR 
적합성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CSR 적합성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각기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수용자들은 CSR 적합성 여부를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적합성에 효과가 달
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
서 CSR 적합성 여부를 단순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수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적합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 이였다. 또한, 김주란 외(2010)는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와 특성에 따라 적합
성이 높은 CSR 활동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높은 적합
성의 CSR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였고, 김요한
(2009)도 기업이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기업의 특성이나 이미지와 
적합하지 않은 CSR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저소
득층이나 독거노인지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CSR 활동과 적합한 기업만이 사
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기
업과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특정 육체를 사
용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프로스포츠선수들에게 구단은 항상 특정스포츠와 적
합한 CSR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기가 다소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 
대상에 따라 CSR 활동 선택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들에 대한 결
과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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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득지식정도가 높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로,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 정도
가 높았을 경우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구단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설득지식이 높았던 집단에서 프로축구단과 
해당 구단이 수행하는 CSR 활동 간의 적합성이 높은 활동보다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즉, 수용자들이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높아져 있다면 
축구구단과 관련이 있는 CSR 활동보다는 관련이 없는 분야의 CSR 활동을 하
는 것이 CSR 대상자들에게 구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을 낮추는데 있어 기업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은 수행하더라도 설득지식 변화에 긍정적 반응을 이끌지 못했으
며 기업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태도, 신뢰도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
했다는 조수영, 김선정(2011)의 연구와 일치하며 기업이 적합성이 높은 활동을 
하면 수용자들의 부정적 동기 추론을 유발시켜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박종철, 김유경, 2011)와 적합성이 높을 때 오히려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고자 하는 동기가 명백히 보일 수 있기 때문
에 수용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김자경, 김정현(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첫 번째 연구 가설 결과를 종합해보면, CSR 활동은 적합성이 높아야 효과
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Hoffler & Keller, 2002; Pracejus and Olsen, 2004; 
Rifon et al., 2004)에 대해, 본 연구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구단과 CSR 활
동에 대한 수용자들의 설득지식이 높은 경우에는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다른 관점의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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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득지식정도가 낮았을 때 적합성의 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의 설
득지식 정도가 낮은 경우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
보다 구단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분석 결과, 설득
지식정도가 낮았던 집단에서 CSR 활동과 구단과의 적합성이 높은 활동이 적합
성이 낮은 활동보다 구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CSR 활동 대상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 구단과 CSR 활동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축구구단과 관련이 없는 CSR 활동보다 관련이 있
는 활동이 구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SR 활동과 구단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설득지식이 낮은 집단에게, 적합성이 낮은 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구단에 대한 
숨은 의도를 추론하게 되지만(Gupta & Pirsch, 2006), 반대로 기업이 CSR 활
동을 해당기업의 특성과 비 일치하는 적합성 낮은 활동보다 일치하는 즉, 적합
성이 높은 CSR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Becker-Olsen et al., 2006)와 일치한다. 또한, 기
업과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은 수용자들이 기업과 CSR 활동과 연결고리에 
대한 이미지 전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효
과적이라는 Meenaghan(2001)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해당 기업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Ellen et al., 2000)와 
적합성이 높을 때 수용자들은 CSR 활동을 기업 자사의 이익을 위해 CSR 활동
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긍정적이라는 Forehand 
& Grier(2003)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자들의 설득지식 수준이 낮다
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기업이나 스포츠구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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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CSR 적합성 효과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CSR 적합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CSR 적합성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의 혼재된 결과와 같
은 맥락으로, CSR 적합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검증
의 필요성을 강조한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담론 수준에만 그쳤던 
CSR 적합성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써 설득지식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CSR 적합성의 효과는 설득지식 정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학문적 시사점
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는, CSR 적합성에 대한 혼재된 결과에 대
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의 필요성을 피력한 Becker-Olsen et al.(2006)와 CSR 
적합성 정도에 따른 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합성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원 외(2013)의 제안에 대해, 본 연구는 CSR 적합성의 
효과는 설득지식정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의 부족했던 간격을 메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스포츠와 관련된 CSR 활동 적합성의 기존 연구(장경로, 김민철, 
2012; 노승찬 외, 2013; 박상윤, 2010)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수행하는 
CSR 활동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실험 처치 물 제시 후 이에 따른 종속변인 혹
은 조절변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쳤지만, 본 연구는 CSR 적합성에 효
과의 선행변인 가능성 검토를 통해, 스포츠관련 CSR 적합성 관련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설득지식이란 조절변인을 제시하여 CSR 적합성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설득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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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부터 CSR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업 및 스
포츠구단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 및 스포츠구단들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제는 단순히 
적합성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조직들이 CSR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명분
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기에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이는, CSR 활동 
대상에 따라 적합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 계획 단계서부
터 대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CSR 대상이 해당 조직이나 CSR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다면 조직의 특성과 이미지와 관련성이 낮은 CSR 활동을 하는 것이 구단
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의 경우, 
CSR 대상이 조직 및 CSR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해당 
조직의 특성과 이미지와 관련성이 높은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신생 구단 혹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CSR 활동을 할 때, 이를 접하는 수용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구
단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 및 동기에 대한 부정적 추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수용자들의 회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때, 프로스포츠 
구단은 해당 스포츠조직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CSR 활동보다는 해당 조직 특
성과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설득지식 유발
을 낮출 수 있으며, CSR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말한다.

Lantos(2001)는 기업이 단순한 물질적 기부형태의 CSR 활동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와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보다 전략적 CSR 활동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적합성이 CSR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
요한 변인임을 인지하여 혼재된 적합성의 결과에 대해 CSR 활동 대상이 해
당 조직과 CSR 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적합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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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CSR 활동은 전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함과 동시
에 해당 조직의 이미지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 또한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선택적 성격
이 짙었던 패러다임에서 현재 조직의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낌에 따
라,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가설을 통해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 적합성이 
구단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지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전
략적인 CSR 활동에 대한 제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설득지식이 높은 경우, 해당 구단과 

CSR 활동 간에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보다 구단
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스포츠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 적합성이 
높은 CSR 활동이 적합성이 낮은 CSR 활동보다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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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CSR 적합성 효과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연구
에서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CSR 활동 적합성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
합성을 조직의 특성과 이미지와 조직이 수행하는 CSR 활동 간의 관련성 및 연
관성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CSR 활동의 적합성은 다차원
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인식하는 CSR 활동과 기업의 상품 종
류, 브랜드 이미지, 기업의 포지션, 타킷 시장 간의 관련성(최미영, 2012), CSR 
활동과 사용자 이미지 측면의 적합성(Smith, 2004), 기업 성격과 CSR 활동간
의 부합성(조형오, 2006) 등이 있다. 따라서 CSR 활동 적합성 효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적합성에 관한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CSR 활동의 적합성 조작에 관한 지적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CSR 적합성 정도를 고/저 두 수준으로 분류를 하였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적합성을 고 적합성, 중 적합성, 저 적합성(Meyers-levy & Tybout, 
1989) 혹은 고 적합성, 저 적합성, 역 적합성(김병철, 이철한, 2011) 등 세 단
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적합성 정도를 보다 명
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CSR 활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20~30대로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연구결과의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적타당도
(external validity)는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외적타당도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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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프로
축구단의 업종특성과 이미지의 적합성 정도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이 구
단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이나 응답 내용 등은 연구목
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김기한
석사과정: 김경열

E-mail: kky6748@snu.ac.kr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1년 평균 직접 프로축구   
  관람 횟수는?            회

5. 귀하의 일주일 평균 축구시청     
  시간은?            시간            분

부록 (적합성 저)

프로스포츠구단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설득지식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m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03

프로스포츠구단이 이윤추구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
는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기부활동, 해당 종목 무료 스포츠 
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m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아래의 기사를 자세히 읽고 이어지는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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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축구와 연관성이 있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프로축구단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프로축구단의 업종특성과 
관련이 있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은 훌륭한 구단일 
것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은 구단 운영을 잘
할 것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친근감을 주는 
구단이다. � ‚ ƒ „ …

4 파항프로축구단은 호감을 주는 구
단이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 ‚ ƒ „ …

2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 ‚ ƒ „ …

3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을  
일관되게 수행해왔다. � ‚ ƒ „ …

m 다음은 위의 기사를 읽고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동의하시는 문항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 동의하시는 문
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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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을 신뢰할 수 있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을 믿을 수 있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정직하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긍정적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호의적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좋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기회가 된다면 파항 프로축구단
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생각이 
있다.

� ‚ ƒ „ …

2 기회가 된다면 파항 프로축구단
의 경기를 시청할 생각이 있다. � ‚ ƒ „ …

3 파항 프로축구단을 다른 사람에
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 ‚ ƒ „ …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행동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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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
한 것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자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자사의 호의적인 태도를 만
들기 위한 것이다.

� ‚ ƒ „ …

4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상업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 ƒ „ …

5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 ƒ „ …

6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조작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 ƒ „ …

7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 ‚ ƒ „ …

8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ƒ „ …

9 파항프로축구단의 배식봉사 CSR 
활동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 ‚ ƒ „ …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CSR 활동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 � ‚ ƒ „ …

2 나는 CSR 활동이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한다. � ‚ ƒ „ …

3 나는 CSR 활동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하여 자주 보는 편이다. � ‚ ƒ „ …

2
나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읽을 
때 축구에 대한 기사를 다른 기사
들보다 먼저 읽는다.

� ‚ ƒ „ …

3 나는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ƒ „ …

4 나는 축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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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다음은 귀하의 평소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귀하의 평소 축구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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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프로
축구단의 업종특성과 이미지의 적합성 정도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이 구
단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이나 응답 내용 등은 연구목
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김기한
석사과정: 김경열

E-mail: kky6748@snu.ac.kr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1년 평균 직접 프로축구   
  관람 횟수는?            회

5. 귀하의 일주일 평균 축구시청     
  시간은?            시간            분

부록 (적합성 고)

프로스포츠구단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이 구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설득지식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m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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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구단이 이윤추구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
는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기부활동, 해당 종목 무료 스포츠 
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m 프로스포츠구단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아래의 기사를 자세히 읽고 이어지는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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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축구와 
연관성이 있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프로축
구단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프로축
구단의 업종특성과 관련이 있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은 훌륭한 구단일 
것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은 구단 운영을 잘
할 것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친근감을 주는 
구단이다. � ‚ ƒ „ …

4 파항프로축구단은 호감을 주는 구
단이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 ‚ ƒ „ …

2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 ‚ ƒ „ …

3 파항 프로축구단은 CSR 활동을  
일관되게 수행해왔다. � ‚ ƒ „ …

m 다음은 위의 기사를 읽고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해 동의하시는 문항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 동의하시는 문
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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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을 신뢰할 수 있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을 믿을 수 있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정직하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긍정적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에 대해 호의적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은 좋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기회가 된다면 파항 프로축구단
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생각이 
있다.

� ‚ ƒ „ …

2 기회가 된다면 파항 프로축구단
의 경기를 시청할 생각이 있다. � ‚ ƒ „ …

3 파항 프로축구단을 다른 사람에
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 � ‚ ƒ „ …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행동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에 대한 귀하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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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자사의 이미
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 ƒ „ …

2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자사의 이익
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 ƒ „ …

3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자사의 호의
적인 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 ƒ „ …

4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상업적이라
는 생각이 든다.

� ‚ ƒ „ …

5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인위적이라
는 생각이 든다.

� ‚ ƒ „ …

6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조작적이라
는 생각이 든다.

� ‚ ƒ „ …

7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 ‚ ƒ „ …

8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은 사회에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ƒ „ …

9
파항프로축구단의 축구 육성기금 및 
물품지원 CSR 활동의 의도가 의심
스럽다.

� ‚ ƒ „ …

m 다음은 파항 프로축구단의 CSR 활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후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CSR 활동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 � ‚ ƒ „ …

2 나는 CSR 활동이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한다. � ‚ ƒ „ …

3 나는 CSR 활동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 ‚ ƒ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하여 자주 보는 편이다. � ‚ ƒ „ …

2
나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읽을 
때 축구에 대한 기사를 다른 기사
들보다 먼저 읽는다.

� ‚ ƒ „ …

3 나는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ƒ „ …

4 나는 축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 ‚ ƒ „ …

113

m 다음은 귀하의 평소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m 다음은 귀하의 평소 축구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14

Abstract

The influence of fit of pro sports teams’ CSR 
activities on consumers’ attitudes: 

The moderating role 
of persuasion knowledge theory  

Kim, Kyungyeol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consumers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many 
franchises have become involved in conducting diverse CSR activities. 
Pro teams perform CSR not only to contribute to society, but also to 
enhance their image and public awareness. Yet prior researches have 
not shown clear resul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SR. This research, 
however, intends to provide a practical guide for pro teams seeking to 
operate effective CSR activities.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fit between sports franchises’ 
characteristics and image, and pro teams’ CSR is an important 
variable in evaluating CSR. Yet the studies of fit related to CSR have 
not given consistent results: Some show that if fit between pro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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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SR is high, consumers will evaluate the teams more positively. 
But other studies have revealed contrary results. Consumers evaluated 
the pro franchises more negatively although the teams performed 
high-fit CSR. In order to effectively assess CSR fi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persuasion knowledge theo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level of fit on consumers’ attitudes regrading team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consumers’ persuasion knowledge. To meet the 
purpose, this study utilized 2 (CSR fit: high vs. low) × 2 (persuasion 
knowledge: high vs. low) of a 2-by-2 factorial experiment with two 
hypotheses. Two pretests were conducted in the study—one to 
distinguish the level (high vs. low) of CSR fit, and the other to 
examine the manipulation of CSR fit and the reliability of manipulated 
articles. 

Out of 216 questionnaires, 209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 
an effort to analyze data, 2-way ANCOVA and 1-way ANCOVA of SPSS 
21.0 were conducted. And descriptive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t-test of SPSS 21.0 and AMOS 18.0 
were utilized.

The result were twofold: When consumers’ persuasion knowledge 
was perceived to be high, low-fit CSR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the teams more positively than high-fit CSR. When persuasion 
knowledge was perceived be low, however, high-fit CSR had a more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s’ attitudes than low-fit CSR.  

Key Words: CSR, pro sports team, persuasion knowledge theory, fit, 
attitude

Student Number: 2013-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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