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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정치성향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 차이

허          윤

서울 학교 학원

체 육 교 육 과

스포츠선수는 경기력과 외모 등 외형 인 요소들에 의해 자신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스포츠팬들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선수에 

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단순히 외형 인 

요소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 인 

특성들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 정치성향은 개인을 표 할 수 있는 표

인 특성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개인의 정치성향

이 정치성향을 띄는 선수와 사회공헌활동의 정치성향에 따라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 조사를 통해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조작 검증을 실시했고, 선

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와 기부 시나리오를 각각 진보와 보수로 나 어 

2*2로 조합하여 총 4가지 유형의 설문을 제작했다. 각 시나리오 제시 후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를 측정했다. 총 318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기술통계분석, 일원·이원 분산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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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정치성향은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

지 않는다.

둘째, 개인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더 

정 이다.

셋째, 기부는 개인과 선수의 정치성향에 계없이 정 인 행동으로 

인식된다.

넷째,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은 보수 성향 집단보다 다른 정치성향의 

선수에 해 더 배타 인 입장을 갖는다.

본 연구는 정치성향을 이용하여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를 악한 

최 의 시도로써 그 학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선수의 정치성

향을   선수에 한 마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배경을 

제공했다는 에서 실무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스포츠선수, 정치성향, 이미지, 태도, 사회공헌, 기부

학  번 : 2017-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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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사회에서 스포츠와 정치는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강 국인 미국에서는 선수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미디어를 통해 사회 상 는 정치  사안에 해 직 인 발언이나 소

신을 밝히는 경우를 쉽게 할 수 있다. Giardina와 Newman(2011)은 정

치와 소비문화에 한 연구에서 스포츠선수(이하 선수)의 정치  발언이 

에게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유명 NFL( 

National Football League) 선수인 라샤드 멘덴홀(Rashard Mendenhall)이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희화화한 일부 미국 국민들을 트 터(Twitter)를 

통해 공개 으로 비 하면서 들로부터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이후 멘덴홀은 자신의 스폰서인 스포츠 랜드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했고, 

이 결정에 한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이 되는 응답자들이 옳은 결정이

라고 답했다. 선수의 정치  발언 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설 인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선

수 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은 자신의 고향인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주에서 정치 인 행동과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한 

입장을 표명하며 립 인 치를 지켰다(Gill Jr, 2016). 2017년 9월에는 

스테  커리(Stephen Curry), 르 론 제임스(Lebron James) 등 NBA 선

수들이 미국 통령 도 드 트럼 의 백악  에 한 거부의사를 표시

하는 등 자신들의 정치  소신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처럼 선수 한 정

치성향을 갖는 한 개인으로서 스포츠팬들에게 많은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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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이란 사회정의와 사회질서를 달성하는 방법에 한 개인의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Jost, 2006). 나아가 정치성향은 사회 상에 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정 가치  는 성향이 투 되어 표출되는 행동양

식이라 할 수 있다. 정치성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향을 끼치며 

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성향은 

일반 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 인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강원택

(2005)은 진보와 보수를 설명하는 다양한 틀을 구분했는데, 좌우

(left-right) 개념인 경제 -물질  가치의 배분 문제, 권 (authority)와 

자유주의(libertarian)로 나눠지는 특성, 그리고 근 (modern) 가치와 

탈근 (post-modern) 가치 간의 갈등으로 분류했다.

정치성향은 가장 표 으로 한 개인의 정치이념  정치태도가 반

되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투표로 이어지는 데에 큰 향력을 

행사한다(이내 , 2009). 한 정치성향은 선거 이외에도 일반 인 상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 민희와 이원태(2015)는 

한 개인이 미디어를 선택하는데 정치성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

했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보수성향의 일간지에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 다. 정치성향은 일반 재화를 

구매하는 데에도 하나의 소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Boycott(불매운동)과 

Buycott(구매운동)이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Neilson, 2010). 이처럼 

정치성향은 다양한 사회 상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

치며 여러 형태의 행동이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정치 인 주제와 련된 연구는 부분 스포츠가 정

치 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송병록, 2017), 정치외교 인 근을 통해 

올림픽의 역할을 악한 연구(정기웅, 2017) 등 정치학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정치성향 는 정치  특성을 심으로 스포츠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정치성향을 한 집단의 특성으로써가 아닌 

개인 성향에 을 맞춰 스포츠와의 연 성에 해 알아본 연구 한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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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상  하나인데, 

1950년 에 개념이 생긴 이래로 지속 으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

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연구하는 표 인 학자인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  책임은 일

정 시 에 경제 , 법 , 윤리  그리고 자선  측면에서 사회가 조직에 

기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의 사회  책임 유형  

하나이며, 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물품 는 을 기부하고, 기술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Kotler & Nancy, 2007). 사회공헌활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나 조직이 하는 기부와 자원 사가 

표 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사회공헌활동 유형이다. 이진용, 이유나, & 

정윤재(2015)는 개인의 정치성향과 친사회  행동인 기부에 미치는 향에 

해 실험을 통해 보수성향의 사람들과 진보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 냈으며, 이를 통해 사회공헌활동과 정치성향 간에는 서로 

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스포츠와 사회  책임 는 사회공헌과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스포츠를 통한 CSR활동의 방향 제시(Levermore, 2010), 로스포츠 

의 사회  책임활동(임세  & 병 , 2011), 스포츠공익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향(문개성, 2013), 사회공헌활동이 선수의 

이미지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최다혜, 황인선, & 이상일, 2017) 등 스포

츠를 주로 사회공헌활동 수단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처럼 그동안 학

계에서는 일반 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정 인 향과 

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략 인 마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정치  특성을 분류하여 선수와 

스포츠팬과의 계를 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치인은 정치성향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집단  하나이다. 정치



- 4 -

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 상에 한 입장을 표명하고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주로 미디어 는 언론을 통해 들에게 

달되며, 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개인의 성향과 사고방식에 따라 다

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선수 한 미디어 노출이 많은 정치인 는 연

인처럼 개인의 신념 는 사회 상에 한 사고가 팬들에게 쉽게  될 

수 있다. 선수는 언론 는 미디어 노출에 의해 해당 선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최덕환, 김백윤, & 박래 , 2010). 선수들의 정치성향도 미디어를 

통해 직  는 간 으로 시청자와 스포츠팬들에게 달 될 것이라고 

측할 수 있으며, 정치  PR(Public Relations) 이슈에서 운동선수나 연

인들의 정치  메시지 달이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해 다(Hong, 2011).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선수의 정치  특성 

는 정치성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성향이 반 되어 그 선수에 

한 이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수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정치성향이 서로 다른 정치성향을 띄는 선수와 사회공헌활동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라 개인의 정치성향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단되며, 이를 선수에 한 이미지, 선수에 한 태도, 그리고 기부의도를 

통해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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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분야에서 정치성향을 주제로 한 연구  김범식(1990)은 스포

츠의 간 참여가 정치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 스포츠 간  

경험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정치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 냈다. 이

희, 박성계, & 남동 (1996)은 운동선수의 스포츠와 정치에 한 인식도 

연구에서 스포츠내의 정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스포츠를 외교 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올림픽의 도구  유용성을 악한 

연구(정기웅, 2017), 쟁과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 간의 상호 성을 

분석한 연구(송병록, 2017), 스포츠 정치를 주제로 국가 랜드에 미치는 

향력을 고찰한 연구(설규상, 2010) 등 주로 정치외교  측면에서 정치와 

스포츠와의 연 성에 한 연구가 다수이다. 이처럼 스포츠와 정치, 정

치성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스포츠가 심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 여러 

사회 상 는 정치 인 측면을 설명하기 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와 정치성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를 스포츠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계 이 있다.

스포츠와 사회공헌활동의 연 성을 분석한 연구는 스포츠 조직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Walker와 Kent(2009)는 사회공헌활동이 팬의 스

포츠 조직에 한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쳐 조직의 요한 략  

요소임을 밝 냈다. Babiak과 Wolfe(2009)는 스포츠 조직의 사회공헌활

동이 통제와 원인과 같은 외부 인 압력에 의해 진된다고 했다. Sheth와 

Babiak(2010)은 미국의 4  빅리그를 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해 분

석하여, 반 으로 유소년, 교육,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를 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개인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선수에 한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Lee, Hwang, & Choi(2017)는 어린 

선수들이 인식하는 코치의 행동과 자신들의 사회공헌활동과의 계에 해 

악하여 코치의 민주 인 행동이 선수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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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인(autocratic) 행동은 선수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부정 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Martins, Rosado, Ferreira, & Biscaia(2017)는 

선수들의 자기결정, 성취목표동기(achievement goal motivation), 참여- 여

(engagement), 그리고 개인 인 사회공헌활동과의 계에 해 연구했다. 

이처럼 스포츠와 사회공헌활동 련 연구는 조직과 선수의 활동 자체에 

한 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선수의 성향이나 성격 는 사회공헌활동 

성향 간의 계에서 선수의 이미지와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성향 요소를 스포츠와 사회공헌활동에 목하여 

선수의 이미지와 태도를 악한 획기 인 연구로써 그 필요성이 지 하

다고 할 수 있다.

제 3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조화효과(Match Up Effect)와 기 일치이론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성향이 정치

성향을 띄는 선수(진보‧보수)와 사회공헌활동 유형(진보‧보수)의 조합에 

따라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 7 -

제 2 장 이론  배경

제 1  정치성향

1. 개념

Jost(2006)는 ‘정치성향을 사회정의와 사회질서를 달성하는 방법에 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했다.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도 정치성향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Almond와 Verba(1972)는 정치정향을 ‘정

치체제 자체와 체제 속의 여러 상, 나아가 정치체제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한 개인의 태도’라고 정의했다. Erikson과 Tedin(2003)은 정치

성향을 ‘ 한 사회질서와 그에 한 성취 방법에 한 신념’으로 정의

했으며, Denzau와 North(1994, 2000)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

조화하는지에 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공유하는 사고의 정신  틀’이라고 정의했다. 의 정의들에 근거해 볼 때 

정치성향은 생활환경에 한 해석의 틀로써 작용하는 개인의 신념체계로 

볼 수 있다(윤성이 & 이민규, 2016).

정치성향 혹은 이념성향은 일반 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근한다. 

진보와 보수 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강원택

(2005)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용어의 추상성과 의미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여러 차원으로 

설명했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좌우의 

개념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치에 따른 분배와 성장, 평등과 효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국가와 시장, 노동과 자본 등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권 와 자유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권 는 보

수에서, 자유주의는 진보에서 옹호하는 개념이다(Kitschelt, 1994). 권 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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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는 계질서와 통  가치들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인 평등과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 구분은 근  가치와 탈근  가치, 물질  가치와 탈물질  가치로 

양분되는 것이다(Inglehart, 1977). 를 들어, 환경, 인종 등은 기존의 물질  

가치와는 반 되는 탈물질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보와 보수의 특성

보수는 ‘보 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수주의는 사회의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태도를 일컫고,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인간의 정신과 문명은 더 이상 인 상태로 발 해간다는 신념체계로 볼 

수 있다(김경미, 2009). 일반 으로 진보는 자유, 분배, 평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보수는 질서, 성장, 효율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처럼 

진보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Gutmann, 2001). 진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한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보수는 개인의 

자유보다 기존 질서에 한 권 를 내세우고, 자유보다는 질서와 체제 

유지에 더 무게 심을 둔다. 이는 보수가 시하는 가치는 권 에 한 

존 과 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다(정은경, 정혜승, & 손 우, 2011).

Janoff-Bulman과 Carnes(2013)의 연구에서는 ‘approach/avoidance 

model’을 제시했다. 보수주의  가치는 ‘회피유형(avoidance-type) 동기’를 

바탕으로 보호에 집 하는 반면, 진보  가치는 ‘ 근유형

(approach-type) 동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에 더 이 맞춰져 있다

는 것이다(van der Toorn, Napier, & Dovidio, 2013). 이는 통 인 진보와 

보수의 핵심 인 가치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진보는 자유와 분배 

등 목표로부터 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보수는 질서 유지 등을 

시하여 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공동의 번 을 해 집단 간의 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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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핵심 인 가치라 여긴다(Janoff-Bulman & Carnes, 2013). 진보주의

자들은 공동의 번 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해 력과 집단 간의 상호

의존성에 집 한다(van der Toorn et al., 2013). 이와 달리, 보수주의자

들은 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손

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집단 내 

구성원간의 결집력과 집단 내 충성도를 핵심 인 가치로 여긴다

(Graham, Haidr, & Nosek, 2009). 진보는 경험에 더 개방 이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한다(McCrae, 1996). 하지만, 보수는 안정과 익숙함, 그리고 

상 가능한 것들을 더 선호한다(Jost, Nosek, & Gosling, 2008).

진보와 보수의 특성과 련된 연구  개인이 지각한 이타성을 심

으로 본 연구 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설명해 다. 이러한 공감-이타

주의 가정에서 보수가 불안이나 공격성에 더 동기화되어 있다(Crouse & 

Stalker, 2007; 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보다 더 높은 이타 인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조효진, 2006).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시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규범과 권 를 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이타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안혜정, 이민주, & 

정태연, 2012).

진보와 보수의 특성을 이분법 으로 선을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통 이고, 일반 으로 말하는 진보와 보수에 한 특성은 

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일반 인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에 한 개념 설정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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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성향의 측정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것에는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시 마다 사회

상이 달라지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한 끊임없이 변

하기 때문이다. 가장 표 으로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의 정치성향을 간단한 지표로 답할 수 있게 물

어보는 것이다. 이는 각종 미디어, 정치성향 조사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다. 이념성향을 개인 스스로 주 인 

단에 의해 정치성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국행정연구원(2017) 사회

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치성향을 묻는 문항은 1  ‘매우 보수 ’에서 5  

‘매우 진보 ’까지 단순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정치성향 측정 문항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문제) 귀하의 이념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도   ④ 다소 진보   ⑤ 매우 진보

 

많은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성향을 측정했는데, 이는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개인마다 기 이 다르고 그에 

따른 차이가 객 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약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무경, & 이갑윤, 2005).

두 번째는 정당 선호 는 정당일체감을 측정하여 정치성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김장수, 2005; 이 지, 2003).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새

리당 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특정 정당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고 

선호하는지, 진보와 보수 정당  어떠한 정당과 일체감 수 이 높은지를 

악하여 진보와 보수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통 으로 진보와 

보수의 뿌리가 깊은 외국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양당체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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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치성향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정치  이슈에 한 태도와 입장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정

치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이념 간 갈등이 확실하고 구체 인, 

정치 이고 사회 인 이슈에 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측정하여 이를 종

합한 수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방법이다(설동훈, 2005). 이는 응답

자의 사  지식과 사회 상에 한 심도 등의 이해를 요구한다는 

에서 측정에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리커트 

척도 측정방식과 지지정당 등으로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보다 더 객 인 지표로 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사회 이슈에 한 응답으로 한 정치성향 측정 방식을 택했다.

사회 상에 한 다문항 측정방식의 표 인 로는 한국조사연구학회

(KASR: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한국정당학회

(KAPS: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

(EAI: East Asia Institute) 등이 2002년에 실시한 조사가 있다([표 2] 참조).

[표 2] 정치성향 측정 다문항 방식(설동훈, 2005)

출처 내용

KASR
(자료 : 

조선일보, 2002)

※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
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갑”과 “을”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1. 갑 : 북한의 기본적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무조건 지원은 곤란하다.
   을 :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갑 : 국가보안법은 없애서는 안 된다.
   을 :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3. 갑 : 통일은 자유경제체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을 : 어떤 체제든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KASR
(자료 : 

조선일보, 2003)

(※위 질문과 동일)
4. 갑 :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을 :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경제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5. 갑 :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을 :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6. 갑 : 자유시장경제든 사회주의경제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을 : 통일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만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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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용

EAI
(자료 : 

한국일보, 2002)

1.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①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② 현재보다 줄여서 인도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③ 현재 수준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④ 같은 민족이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에서는 어느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① 즉각 철폐해야 한다.
②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한다.
③ 북한 태도 봐 가며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④ 그대로 유지한다.

3. 그럼, 통일에 대한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① 사회·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꼭 해야 한다.
② 여건을 봐 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한다.
③ 사회·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④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KAPS
(자료 : 중앙일보, 
2002a, 2002b)

1. 귀하께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북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②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못하지만, 현재보다 규모를 
줄여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므로 현 수준 정도에서 
지속해야 한다.
④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대동단결에 도움이 되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한 대치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②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
용해야 한다.
③ 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④ 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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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
(자료 : 중앙일보, 
2002a, 2002b)

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
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반도 주변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
② 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간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③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탈피해 점차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④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므로 전면 재검
토해야 한다.

KSDC
(자료 : 한겨레, 
2002년 6월)

※ 다음의 문장을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1. 체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2.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2-1. (들어본 적이 있다면) 선생님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② 북한의 변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북한의 변화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④ 전면 폐지해야 한다.
3.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KSDC
(자료 : 한겨레, 
2002년 12월)

※ 다음 질문내용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미국과의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
요하다.
① 전적으로 찬성  ② 약간 찬성
③ 약간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모르겠다(읽어주지 말 것)



- 14 -

   복되는 설문 문항들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북한에 한 태도, 통일 

인식, 안보 문제에 해 공통 으로 묻고 있다. 이처럼 정치성향에 의해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주요 사회 상들에 해 물어보는 방식은 재에도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기  는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 인 

방법이다.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측정하는데 사회 이슈에 한 의견을 물

어보는 방식이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성이와 이민규(2011)는 이념성향에 따라 북한지원, 성장  분배, 경

제발   환경보호, 그리고 지지정당 등의 이슈에 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을 제기하며 새로운 이념성향 분석틀을 제시했다. 

즉, 진보  성향일수록 북한에 한 무조건  지원을 원하며, 경제성장보

다는 공정한 분배를 더 요시하고,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이 더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사회 상에 해 진보와 

보수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념 간 립되는 이슈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에 한 특성을 

악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이념성향 분석틀(윤성이 & 이민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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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업의 사회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1. 개념

기업의 사회  책임(CSR)은 미국의 공황 시기인 1920년 에 처음

으로 등장했다. 오늘날과 같은 지 한 심은 1960년  격한 사회 환경 

 사회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다(신지숙, 2009). 기업의 

규모가 차 커지면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향력은 경제 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정치 으로 미치는 향력도 커졌지만, 이에 따른 법률 

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에 한 불신으로 갈등과 마찰을 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요성이 두되었다(김 재 외, 

2001). 

사회  책임에 한 개념을 처음 정의한 Bowen(1953)은 CSR을 기업의 

의무  하나로, 사회에 한 가치  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한편, McGuire(1963)는 CSR을 기업의 

사회에 한 경제 ·법  의무 이외에 사회에 한 책임이라고 정의했다. 

Davis(1973)는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법이 끝나는 지 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기업이 단지 최소한의 법 인 요건을 따르는 것은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사회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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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rroll의 사회  책임 4단계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경제  책임, 법  책임, 윤리  

책임, 자선 (재량 ) 책임의 4단계로 구분했다([그림 2] 참조). 먼 , 경

제  책임은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이다. 이는 기본 인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의 존재 목 이기도 하다. 

법  책임은 정해진 법과 규제 안에서 이를 수하고 제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  책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업과 사회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실 하기 

해 기업에게 기 되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선  책임은 기업의 

단과 선택에 의해 맡겨진 책임으로 재량  책임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자발 으로 수행하는 사회 환원을 목 으로 하는 자선  활동 는 공헌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 으로 법이나 사회의 강제 인 압력에 의

해서가 아닌, 기업 스스로 사회  역할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네 가지 책임은 상호배타 이지 않으며, 경제  책임에서 재량  

책임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놓인 것도 아니다(박노윤 & 이은수, 2017). 

경제  책임과 법  책임은 기업의 당 인 책임이라 할 수 있고, 윤리 ·

자선  책임은 자발 인 성격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은 ‘사회가 기업에 기

하는 법 ‧경제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윤리 , 재량 인 차원에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계를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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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유근 & 한정화, 1990). 즉, 기

업의 사회  책임이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마땅히 져야할 책임에 

무게를 두는 용어인 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  책임  

자선  책임 부분에 더 무게를 두어 강조한 표 으로 CSR이 사회공헌활

동을 포 하는 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혜, 2011). Porter & 

Kramer(2002)는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책임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높이는 경 략 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

업의 사회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은미, 2008)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엄격히 나

어 개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목 상 기업의 사회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동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상정했다.

2. 유형  분류

사회공헌활동의 분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표 으로 

경제 , 법률 , 윤리   자선  활동의 4개요인(Carroll, 1979)으로 나

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후원, 다양성 후원(성, 인종, 가족 등 사회  

소수), 종업원지원, 환경보호, 국제 활동  제품개발의 6개 요인(Sen & 

Bhattacharya, 2001), 자선 로그램, 스폰서십, 자원 사, 윤리강령, 품질

향상 로그램, 건강·안 로그램  환경 리의 7개 요인(Maignan & 

Ralston, 2002) 등이 있다. 한 국내연구로는 마  커뮤니 이션, 공익

사업, 기부 찬  자원 사의 4개 요인(한은경, 2003), 공익사업, 기부 찬 

 자원 사의 3개 요인(문철수, 2004), 사회  활동, 지역‧문화사업 활동,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경제  책임의 5개 요인(김해룡, 김나민, 유 희, & 

이문규, 2005), 소비자, 사회 , 경제 , 자선   환경  활동의 5개 요인

(김희정, 2012) 등이 있는데, 문철수(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유형에 한 세부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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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공헌활동 세부 분류(문철수, 2004)

구분 유형 세부항목

공익사업 
활동

문화예술지원 전통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지원,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문화도서 발간 및 보급

체육진흥 사회체육 시설 건립 및 운영, 체육단체 행사지원

교육·학술지원 학교설립 및 후원,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기증 및 지원, 
산학협동, 대외연구비 지원, 대외 연구단체 지원

지역사회개발 지역홍보, 지역행사지원, 지역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환경보호 동·식물 보호, 소음방지, 자원재활용, 수질보호, 공해방지, 
대기오염의 방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책, 폐기물 처리

기부협찬 
활동

기부금·성금 현금기부, 제품기부, 설비 기기 기부
프로그램 지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자선구호 불우이웃 돕기, 헌혈, 장기기증, 재해구호, 난민구호

자원봉사 
활동

사회봉사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의료 활동,
재가방문(독거노인, 장애인)

전문서비스 의료·보건·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관련 기술제공
위원·자문 지역사회단체 자문위원, 지역발전 모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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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와 사회공헌활동

국제축구연맹(FIFA)은 사회  책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수입의 40% 이상을 경기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유소년 

선수에 한 지원, 반 인 축구 발 , 구호 단체와의 력 등으로 지출

한다고 밝혔다(Walker & Kent, 2009). 미국 로농구(NBA) 총재 David 

Stern은 사회공헌활동의 요성에 해 언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

명이 있다. 가장 요한 것은 성공 인 리그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능력을 사회  책임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Genzale, 2006). 스포츠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는 사회공헌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타이거 우즈 재단, 하인스 

워드 재단, 랜스 암스트롱 재단, 디디에 드로그바 재단 등을 설립하여 사

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김형근, 2015).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조직들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러 측면에서 복지활동과 사회활

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2013)의 표 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한 생활체육 로그램의 제공, 소득층을 한 체

육활동 참여기회의 확 ,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한 경제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박지성이 설립한 JS 운데이션, 추신수가 설립한 

Choo 운데이션, 류 진이 설립한 HJ99 운데이션 등 선수들이 개인

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최다혜 외, 2017). 이

러한 국내 스포츠선수 자선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선수이미지에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선수이미지에 직 인 효과가 

있었는데(구본수, 2013), 이는 선수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팬들과 

직 인 소통과 교류로 선수에 해 더 친 하게 느껴 신뢰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다시 스포츠팬들의 태도와 충성도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고보다 상 으로 기업이미지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윤각 & 서상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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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철(2010)의 연구에서도 선수의 사회공헌활동  공익성은 선수이미

지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했고, 박형 (2016)도 로골 선수의 

사회공헌활동이 골 선수의 이미지에 향을 미친다고 말해 사회공헌활

동과 선수이미지의 향 계를 입증했다.

유용상과 천재 (2008)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을 5가지인 

공익재단 설립, 비 리단체와 트 십 체결, 직 인 기부사업, 자원

사활동, 그리고 공익연계마 으로 분류했다. 이  기부사업은 결식아동 

돕기, 홈런 기부, 3 슛 기부, 수재민 돕기 기부 등과 같은 활동을 표

인 로 들 수 있다. 김주 , 김수잔, & 김일 (2010)은 로농구 구단의 

CSR 활동을 Caroll(1979)과 Herpen, Pennings, & Meulenberg(2003)의 

기업의 사회  책임 개념과 김해룡 외(2005)의 연구에 용한 개념을 토

로 CSR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특정 사회문제나 공익

사업에 직  기부를 하는 가장 통 인 방식과 다른 하나는 지역연고지의 

발 을 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신선윤, 조운용, & 

김범 (2014)은 지역사회 사활동, 유소년 야구 후원, 불우이웃돕기, 국

민체육진흥공단 시행 스포츠 람  체험활동과 물기부 활동인 사랑나눔

보따리 활동으로 분류했으며, 박상윤과 장경로(2010)는 로스포츠구단 

CSR활동의 합성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국내의 경우 스포츠스타들이 

자선 기부 형태의 CSR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구단, 조직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기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에 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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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화효과(Match Up Effect)

1. 개념

유명인을 활용한 고의 보증효과는 유명인의 성격과 상품의 부합도

(Level of Fit)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개념이 조화효과(Match Up 

Effect), 다른 표 으로 조화가설(Match Up Hypothesis)이다(Kamins, 

1990; Lynch & Schuler, 1994; Till & Busler, 2000). 유명인의 보증효과는 

유명인의 이미지와 제품 는 랜드의 이미지와 일치할 때 비유명인보다 

더 효과 일 것이라는 것이다(Kamins 1990; Misra & Beatty, 1990). 이 

이론은 매력 인 고모델을 모든 제품에 해서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고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라는 찰에서부터 출발했다(Ang & 

Dubelaar, 2006). 이에 조화가설에 한 연구들은 제품을 홍보하는 고에

서 고 모델(보증자)과 해당 제품이 서로 부합하거나 일치할 때 보다 효

과 이라고 제안 한다(Kamins & Gupta, 1994).

Kanungo와 Pang(1973)은 하나의 제품에 한 고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에 같은 모델을 

다른 제품의 고까지 사용하는 것은 부정 인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Kahle과 Homer(1985)는 고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고 모델과 

랜드 간 이미지의 일치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사회 응이론을 통해 

제시했다. 양윤과 채 지(2004)는 소비자와 상표의 직·간 인 에 

의해 형성되는 ‘상표성격’ 개념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표성격과 고모델

이미지가 일치할 때 고와 상표에 해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 맥락과 이미지 이의 계에 한 논의는 

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화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과 

고맥락 련 연구들을 함께 고려하면, 고 모델의 이미지와 고 배경 

간의 조화로서 고 맥락의 일치/불일치에 따라 이미지 이는 달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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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김태희, 문지운, & 장경로, 2012).

Till과 Busler(2000)는 선수가 에 지바 간식 랜드에 한 소비자의 

정 인 태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합하고 효율 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 냈다. Hong(2011)은 문성과 매력도를 비교할 경우 조화효과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유명인사와 상품을 연결시키는데 매력도보다 문

성이 더 합할 수 있다고 지 했다. 진용주와 유재웅(2012)은 특정한 경

우에 스포츠 스타모델과 연 인모델을 활용한 고에서 고태도와 랜

드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화효과(조화가설)는 제품을 고하는 모델과 제품 사

이의 일치도 는 합도에 따라 제품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입장이 정

이거나 부정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스포츠와 조화효과

조화가설은 주로 제품 고와 련된 연구에 많이 사용된 이론이다.  

선행연구들은 부분 스포츠스타와 고 상품과의 합도, 일치도에 따른 

제품에 한 태도  랜드에 한 태도를 실증  검증을 통해 살펴본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나 희와 김 조(2003)는 조화가설을 토 로 스

포츠스타 모델과 제품의 일치성을 통하여 고 모델의 매력도와 신뢰성이 

제품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스포츠 

스타 모델과 고 제품과의 일치성 정도가 낮을 경우 모델의 매력도가 

고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임을 제시했다. 김상호와 오갑진(2014)은 

조화가설을 바탕으로 선수 모델을 활용한 고에 랜드 인지도가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했는데, 세계  피겨스 이  선수인 김연아 선수의 

사례를 통하여 스포츠 여도 집단의 차이가 제품을 정확히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Lee와 Koo(2015)는 제품과 고

모델(endorser)의 일치성(congruence), 고모델의 신뢰도(credibility)가 소

비자의 고에 한 태도, 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어떻게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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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해 분석했는데, 마  분야에서 고모델과 상품의 일치성은 

물론 고모델의 신뢰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

처럼 스포츠에서 조화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고의 특성과 선수의 

일치도에 한 계를 악하고 분석하여 마  요소로써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해 설명해왔다.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조화가설을 기반으로 한 

Carlson과 Donavan(2017)의 연구는 세계 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들이 고모델과의 동일시 정도와 형태가 요하다는 

것을 밝 냈으며, 마이클 조던과 같이 스타성이 매우 높은 선수는 어떤 

제품을 고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선수 자체를 동경하기 때문에 선수의 

스타성이 얼마나 요한지를 보여주었다. McDaniel(1999)은 랜드와 상품 

간의 일치도는 스포츠 는 특별한 이벤트에 한 스폰서십과 그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직감 인 념에 의한 것임을 밝 냈다. 한 Koernig와 

Boyd(2009)의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문 인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련해서 더 높은 신뢰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포츠 랜드에서 고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 임을 주장

했다. 

조화효과 는 조화가설은 랜드의 이미지와 랜드 고 모델의 

합도가 일치할 때 더 정 인 시 지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개인과 선수의 정치성향 그리고 기부의 정치성향 조합에 해서 

조화효과를 용해 볼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선수가 진보 성향의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경우와 보수 성향의 선수가 보수 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경우에 

스포츠팬들이 인식하는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정 인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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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 일치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1. 개념

기 일치이론이란 제품의 구매 후(제품 선택 이후)에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에 해 선택 이 의 기 와, 인식된 가치(perceived performance), 

그리고 불일치에 한 인식 인 이론이다(Oliver, 1977; 1980). 기 일치

이론은 소비자의 제품에 한 기 가 제품에 한 재구매의도

(repurchase intention)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기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최 로 심리학과 마  분야에서 개념이 만들어졌다. 

마  분야와 련된 표 인 연구로 스토랑의 기 불일치와 만족에 

한 연구(김 지 & 박기용, 2012), 쾌락 /실용  기 /성과 불일치가 

자의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류시  & 엄서호, 2008) 등을 로 들 

수 있다. 재는 소비자 행동 연구, 정보 시스템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리 이용되며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  등의 분야

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악하기 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조원길(2015)은 소비자의 SNS에 한 지속 인 사용의도를 악하기 

해 기 일치이론을 용해 살펴보았는데, SNS의 특성  기 일치가 

이용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이는 SNS의 지속  사용의도에도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일치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5단계를 거쳐 재구매의도에 도달

하게 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구매하기 에 제품  서비스에 한 기 

기 (expectation)를 형성하고, 이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처음 제품을 사용한 성과에 해 지각(perceived performance)

하고, 세 번째 단계로 최  기 와 지각된 성과를 비교하여 최 의 기 가 

일치된 정도(confirmation)를 확인한다. 네 번째 단계로 기 일치 수 에 

근거하여 만족(satisfaction)을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만족한 고객들은 재

구매의도를 형성하게 되며, 불만족한 고객들은 제품에 한 사용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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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이는 재구매의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김진완 & 홍태호, 2011).

한 기 /성과 불일치 이론에서는 구매 후 만족 수 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째, 소비자는 경험을 통해 제품  서비스에 한 

성과의 측치인 기 를 갖게 된다는 것, 둘째, 제품  서비스를 사용한 

후 성과를 인지한다는 것, 셋째, 인지된 성과가 측된 기 와 비교되어 

성과가 기 보다 높으면 만족이 증가하고, 성과가 측된 기 에 못 미

치면 불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신동식, 2009).

이처럼 기 일치이론은 소비자의 제품에 한 사  기 가 제품을 경

험한 이후 는 사용한 이후의 만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에 

한 기 가 해당 선수의 정치성향을 고려했을 때 선수에 한 기 와 

기부활동 이 과 이후에 선수에 한 만족이 얼마나 부합하며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2. 스포츠와 기 일치이론

기 일치이론을 용한 스포츠 분야의 연구로는 스포츠 시설 이용 는 

스포츠 용품 구매에 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먼 , 스포츠 시설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구강본(2006)은 스키장에서의 시설과 로그램 

등에 한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권웅, 

최헌 , & 이우승(2011)은 골 장 이용객이 골 장에 해 지각하는 기

를 다양한 경로와 평가과정을 통해 본인이 단하는 척도에 따라 골 장 

이용만족  재방문의도에 해 만족 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재방문의도에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2012)의 연구에서는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서비스 품질에 한 기 와 

만족에 해 알아보았는데, 기 일치와 고객만족은 정(+)의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높은 기 일치가 고객만족과 정 인 

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손승범(2015)은 기 /성과 불일치 이론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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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골 단과 선수 간 기 /성과 불일치 요인을 악, 골 단의 효율  

운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결론 으로 기업과 선수 양자 

간의 성과에 한 만족수 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용품과 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정유미, 조 민, & 정지명

(2009)은 기 불일치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스포츠용품 추구혜택과 

고객만족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는데, 랜드와 유행 추구혜택 기

요인만이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기 불일치는 

고객만족에 통계 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 일치이론은 소비자 만족을 기 에 한 불일치의 함수

계로 설명하는 개념 인 틀로써 기 보다 성과가 높은 경우 만족이 생기고, 

성과가 기 보다 낮으면 불만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기 일치이론을 

스포츠에 용한 연구는 마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

지만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선수와 사회공헌활동의 정치  조합에 한 

기 가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성향을 바탕으로 

개인이 선수에게 갖는 기 가 어떠한 향을 미칠지, 그러한 기 로부터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를 기 일치이론을 

통해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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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선수에 한 이미지  태도

유명인들의 언행이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될 때 사람들은 각자만의 

시각으로 해당 유명인에 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이미지란 “한 개인이 

특정 상에 해 갖는 신념과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Kotler, 1988). Aaker(1996)는 이미지를 ‘특정 상이 갖는 가시  속성

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상은 모두 이미지를 갖는다’고 했다. 이처럼 

이미지는 사람들의 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이

미지, 랜드이미지, 기업이미지 등 이미지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

념이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명일(2002)은 스포츠선수의 이미지를 ‘특정한 운동선수의 경기실력과 

련한 제반 지각  평가와 더불어 성격, 행동, 사회성, 외모, 교양 등이 

종합 으로 작용함으로써 들이 지니는 인상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 정(2006)은 선수의 이미지를 경기 퍼포먼스와 같은 유형  요인 뿐 

만 아니라, 성격, 외모, 행동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했다. 선수의 경기력, 고, 언론 노출 등 여러 매체로 달된 모습들이 

종합되어 선수의 이미지가 성되는 것이다(정희  & 유용상, 1999). 따

라서 선수의 정치성향도 선수 이미지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스포츠 팬 는 들은 선수의 이미지를 경기 는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되며, 방송, 언론  SNS의 발달로 인해 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선수의 이미지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선수의 이미지가 요한 이유는 스포츠 랜드 는 소속  는 조직에서 

선수의 이미지를 활용한 고 는 마 이 핵심 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의 이미지에 한 기존 연구는 람만족에 미치는 연구(김도훈, 

김호민, & 이정민, 2011; 김수연, 2010; 조용찬 & 신승애, 2013), 선수에 

한 선호도  이미지 유형에 한 연구(김 , 김수환, & 김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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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종길, 김 , & 송 진, 2016), 기업의 랜드 자산에 미치는 향

(이 정, 2007), 미디어스포츠 정도와 스포츠 이미지의 계(김양례, 

2010) 등 선수의 이미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와 선수의 이미지가 

다른 요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수의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정치성향이 어

떠한 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공헌활동과 결합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Katz(1960)는 태도를 우호  는 비우호 인 방식으로 상징, 상, 

개인의 세계  등을 평가하는 선유경향이라고 했다. Wilkie(1986)는 하나의 

사물에 해 일 되게 호의 (비호의 )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했다. 이처럼 태도란 어떠한 상에 한 일종의 성향으로 인지 , 감정 , 

행동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여운승(2001)은 ‘어떤 목 물 는 

아이디어에 하여 사람들이 호의 이나 비호의 으로 행하게 되는 지속

인 인지  평가, 느낌, 행동경향’으로 정의하 다. 김재 (2007)은 태도를 

‘어떤 종류의 사회  상에 한 개인의 지속 인 반응’이라고 했다. 최

양호(1994)는 태도의 속성을 네 가지로 보았는데, 학습되는 것, 반응하는 

성향, 지속 인 호의  는 비호의  반응이며, 마지막으로 상물의 존

재라고 했다. 이처럼 태도는 한 개인의 세계  는 가치 이 반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생성되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개인의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와 태도에 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스포츠스타와 고  제품에 

한 태도(나 희 & 김 조, 2003; 박상  & 임범규, 2015)가 주를 이루

었다. 한 선수 이미지와 태도의 계에 한 연구(김태형 & 김인호, 

2008), 로스포츠팬의 외국인선수 제도에 한 인종  태도 분석(맹이섭 

& 조성식, 2012), 학축구선수들의 스포츠태도와 구매성향에 한 연구

(김인호 & 석강훈, 2018) 등 주로 스포츠태도에 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의 이미지와 함께 선수에 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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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모형

제 1  연구 가설

개인 정치성향, 스포츠선수의 정치성향 그리고 기부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라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부

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가설을 세웠다. 이미지( )과 태도( )은 선수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종속변수(선수의 기부 이 )이며, 이미지(후)와 태도(후)는 선

수의 정치성향과 기부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종속변수

(선수의 기부 이후)이다.

H1.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2.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3.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4.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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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스포츠선수와 기부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스포츠선수와 기부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2. 스포츠선수와 기부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3. 스포츠선수와 기부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4. 스포츠선수와 기부의 조합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 기부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1.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2.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3.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4.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5.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기부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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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 과 후, 태도 과 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1.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 과 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2. 개인의 정치성향, 스포츠선수, 그리고 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포츠선수에 한 태도 과 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연구 모형

개인 정치성향과 선수, 기부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라 선수에 한 이

미지, 태도  기부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연구 모

형을 [그림 3]과 같이 설계했다.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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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 상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으로 온라인  오 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체 364명의 응답자  무응답이 있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한 318명을 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했다.

제 2  연구 차

1. 실험물 1(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제작

본 연구에 사용할 선수의 정치성향을 나타내기 한 시나리오를 제작

했다. 시나리오의 내용  구성은 개인의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사용된 이념 간 갈등이 두드러진 정치  이슈  사회 상에 한 내용

(강 창, 2004; 김주찬 & 윤성이, 2003)과 진보와 보수의 특성에 한 선

행연구(강원택, 2005; Jost et al., 2008; McCrae, 1996)에서 나타난 내용

들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한 진보와 보수를 각각 표하는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한겨 에 게재된 기사 내용  사설 논조를 참고했다.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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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구분 내용

국가대표
선수 A

(진보 성향)

ㆍ정부는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ㆍ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ㆍ경제능력이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가 선택되지 않게 고교평준화가 
존속되어야 한다.
ㆍ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형성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이자,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 B

(보수 성향)

ㆍ정부는 분배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
ㆍ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ㆍ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ㆍ경제능력이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ㆍ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형성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 조사

본 조사에 앞서 사 조사를 통해 설문 참여자들이 각 선수 시나리오에 

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악하기 해 본 설문 참여자와는 별도로 

일반 성인 남녀 62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선수 A(진보 성향)에 한 시나리오를 보여  후, “귀하가 생각하는 

국가 표 선수 A의 정치  성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물어봤으며, 

이어서 선수 B(보수 성향)를 보여  후 동일하게 질문했다. ‘매우 진보 ’-1

부터 ‘매우 보수 ’-5까지 Likert 5  척도를 사용했으며, 빈도분석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선수 A는 매우 진보  25명(40.3%), 다소 진보  31명

(50.0%)으로 진보 성향을 띈다고 답한 사람이 56명(90.3%)이었으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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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매우 보수  18명(29.0%), 다소 보수  34명(54.8%)으로 보수 성향을 

띈다고 한 응답자가 52명(83.8%)이었다. 따라서 가상의 선수에 한 정

치성향 시나리오 조작은 하다고 단할 수 있다. [표 5]는 62개 응답에 

한 빈도분석표이다.

[표 5]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빈도분석

선수 A(진보 성향) 선수 B(보수 성향)
빈도 % 빈도 %

매우 진보적 25 40.3 1 1.6
다소 진보적 31 50.0 3 4.8

중도적 4 6.5 6 9.7
다소 보수적 2 3.2 34 54.8
매우 보수적 18 29.1

계 62 100.0 62 100.0

3. 실험물 2(기부 시나리오) 제작

기부는 선수가 각각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에서 주최하는 캠페인에 

기부하는 시나리오를 제작했다. 각 시나리오에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명시하여 기부활동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게 조작했다([표 6] 참조). 사  

조사를 통해 검증된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와 진보와 보수 기부활동

으로 결정된 시나리오 두 가지를 2*2로 결합하여 최종 네 가지 버 의 

설문을 제작했으며, 설문 버 별 조합은 [표 7]에 제시했다.

[표 6] 기부 시나리오 (진보)

 국가대표 
선수 A

 지난 8일 국가대표 선수 A(27)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진보성향 정당인 ○○당이 주최하는 ‘꿈나무! 미래의 국가대표’ 캠
페인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국가대표 선수 A는 "○○당의 캠페인 취지가 좋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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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종 설문 버  유형

구분 선수 성향 기부활동 성향
버전 1 진보 진보
버전 2 진보 보수
버전 3 보수 보수
버전 4 보수 진보

4. 본 조사

실험연구를 해 2018년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네 가지 버

으로 된 설문을 임의로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참여자에게 배부했고, 시

나리오에 한 숙지를 시킨 후 자기기입법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에 한 목 과 배포방법, 통계법에 한 비 보장에 한 사

항을 명시하거나 직  설명했다.

제 3  측정 도구

설문은 개인의 정치성향을 시작으로, 선수 정치성향 측정, 이미지와 

태도 측정, 기부활동 시나리오 제시 후 다시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를 

측정했고( 후 반복측정), 다음으로 기부의도에 해 물어보았으며, 마지

막으로 인구통계학  정보를 기입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총 53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 문항 개수  출처는 [표 8]에 제시했다.

1. 정치성향

정치  진술문을 제시한 뒤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성향을 나타냈다. 황유선(2013)과 Mischaud, Carlisle, & Smith(2009)가 

제시한 이데올로기 진술문을 활용했으며, 진보  가치를 나타낸 문항 네 

개와 보수  가치를 나타낸 문항 네 개, 총 8개 문항을 제시하여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로 구성된 Likert 5  척도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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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선수 시나리오는 사  조사에서 조작이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우 

진보 ’-1, ‘매우 보수 ’-5로 구성된 Likert 5  척도로 측정했다.

3. 선수 이미지

  선수에 한 이미지 측정 문항은 신뢰성, 매력성, 문성으로 이루어진 

구본수(2013), 신훈철(2010)과 Ohanian(1990)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했고, ‘매우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로 

구성된 Likert 7  척도를 사용했다. 

4. 선수 태도

선수에 한 태도는 김원경(2014), 이 원(2006), 그리고 Atkin & 

Block(1983)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했고,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로 이루어진 Likert 5  척도로 측정했다.

5. 기부의도

  이승화(2011)와 Creyer(1997)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했고,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인 

Likert 5  척도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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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지 구성  출처

요인 문항 수 출처
정치성향 8 황유선(2013), Mischaud, Carlisle, & Smith(2009)
선수 시나리오 1 진보(보수) 선수
선수 이미지 13 구본수(2013), 신훈철(2010), Ohanian(1990),  
선수 태도 4 김원경(2014), 이준원(2006), Atkin & Block(1983) 
기부의도 3 이승화(2011), Creyer(1997) 
인구통계학 정보 7 성별, 연령, 출생지, 거주지, 최종학력,

가족월수입, 정치성향
계 36

제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IBM Statistics SPSS 23.0 로그램을 사

용했다.

1.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변수들의 기본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평균, 표 편차)을 실시했다.

2.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설문문항들의 구성타당성은 확인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직교

회  방법  베리맥스(varimax) 회 을 사용했다. 일반 으로 KMO값은 

0.600 이상, Bartlett값은 0.050 미만이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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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설문의 신뢰도 분석을 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수치를 이

용했다. Cronbach’s α가 0.60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버 별 선수 정치성향 시나리오를 정확히 인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선수의 정치성향과 

기부활동의 정치  성향 조합)이 선수의 이미지와 태도, 기부의도에 어

떠한 차이(주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1)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유의수 이 0.050 이상이면 집단 간 분산분

석을 실시할 수 있는 표본임을 나타내며, 이원 분산분석과 반복측정 분

산분석에서도 같은 조건을 용했다.

2)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 은 0.050으로 설정했다.

5.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에 따른 선수에 한 이미지, 태도 그리고 

기부의도에 어떠한 차이(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악하기 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실시했다.

6.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선수에 한 이미지의 

과 후, 태도의 과 후에 한 차이를 살펴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실행했다.

1)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공분산 행렬에 한 Box의 동일성 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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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유의수 이 0.050 이상이면 분산이 동일하

다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다.

2)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은 3회 이상 반복측정 할 경우에만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2회 반복측정을 한 본 연구의 경우 Mauchly 구형성 

가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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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인구통계학  속성

 체 318명의 응답자에 한 일반  특성은 [표 9]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178명(56.0%), 여자가 140명(44.0%)이었다. 연령은 20 가 193명

(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106명(33.3%), 40  이상 19명(6.0%)이

었다. 개인의 정치성향은 도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90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보수 88명(27.7%), 매우 진보 79명(24.8%), 도 보수 

61명(19.2%) 순이었다. 최종학력에 한 답변은 학교 재학·졸업이 180명

(56.6%)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여성 140 44.0  

남성 178 56.0
합계 318 100.0

연령 20대 193 60.7
30대 106 33.3

40대 이상  19 6.0
합계 318 100.0

정치성향 매우 진보 79 24.8
중도 진보 90 28.3
중도 보수 61 19.2
매우 보수 88 27.7

합계 318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9 2.8

대학교 재학(졸업) 180 56.7
대학원(석사) 재학(졸업) 99 31.1
대학원(박사) 재학(졸업) 28 8.8

기타 2 0.6
합계 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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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개인의 정치성향은 평균값이 3.04(범 : 1.75-5.00, SD=0.52) 다. 이미

지( )은 평균값이 3.56(범 : 1.00-7.00, SD=1.06)이었으며, 이미지(후)는 

평균이 4.13(범 : 1.00-7.00, SD=1.17)이었다. 태도( )은 평균값이 2.74

(범 : 1.00-5.00, SD=0.89), 태도(후)는 평균값이 3.45(범 : 1.00-5.00, 

SD=0.78) 으며, 기부의도는 평균값이 2.66(범 : 1.00-5.00, SD=0.98)이

었다. 각 정치성향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주요 변인의 평균  표 편차

변인 M SD 최소값 최대값
정치성향 3.049 0.522 1.75 5.00

매우 진보 2.408 0.209 1.75 2.63
중도 진보 2.891 0.010 2.75 3.00
중도 보수 3.170 0.060 3.13 3.25
매우 보수 3.700 0.322 3.38 5.00

이미지(전) 3.567 1.061 1.00 7.00
이미지(후) 4.136 1.167 1.00 7.00
태도(전) 2.742 0.890 1.00 5.00
태도(후) 3.457 0.778 1.00 5.00
기부의도 2.663 0.980 1.00 5.00

제 3  타당도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들의 타당성 검증은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구성타

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 차로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스

포츠 매니지먼트 공 교수 1명과 스포츠 경 학 박사 3명으로 이루어진 

문가 집단을 통해 설문 문항들의 측정개념을 검토했다. 

측정 변인들에 한 신뢰도 값은 보수성향 문항(Cronbach’s α=0.57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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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서 0.741-0.956 범 를 보 고, 각 요인별 문항들이 

반 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했다.

[표 11]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분석 신뢰도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정치성향

진보1 0.715 0.532
2.287 28.586 0.741진보2 0.783 0.625

진보3 0.848 0.722
진보4 0.636 0.408
보수5 0.686 0.471

1.800 22.496 0.575보수6 0.509 0.296
보수7 0.749 0.561
보수8 0.685 0.472

-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695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459.291, df=28, p<0.001

이미지

매력성 매력성1 0.859 0.878
4.104 31.571 0.956매력성2 0.855 0.890

매력성3 0.842 0.886
매력성4 0.802 0.815

전문성 전문성1 0.821 0.791

3.457 26.592 0.899
전문성2 0.795 0.782
전문성3 0.702 0.650
전문성4 0.688 0.759
전문성5 0.678 0.681

신뢰성 신뢰성1 0.807 0.716
2.691 20.696 0.875신뢰성2 0.789 0.811

신뢰성3 0.646 0.836
신뢰성4 0.615 0.757

-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929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3841.157, df=78, p<0.001

태도
태도1 0.878

0.948태도2 0.905
태도3 0.858
태도4 0.834

-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869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282.472, df=6, p<0.001

기부의도
의도1 0.760

0.860의도2 0.766
의도3 0.826

-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725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450.684, df=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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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수의 정치성향 시나리오 검증

본 연구에서도 사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수에 한 정치성향 시나리

오를 연구 참여자들이 제 로 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설문 버 과 

선수의 정치성향을 물어보는 21번 문항 간 일원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선수의 정치성향을 물어보는 질문에 한 보기로 ‘매우 진보’-1, ‘매우 

보수’-5로 제시했다. [표 12]에서 평균값이 버 1(M=1.73, SD=0.704)과 

버 2(M=1.69, SD=0.685)는 ‘매우 진보’인 1에 근 했으며, 버 3(M=4.40, 

SD=0.635)과 버 4(M=4.41, SD=0.593)는 ‘매우 보수’인 5에 가까웠다.

[표 12] 설문 버 별 평균  표 편차

설문 N M SD 최소값 최대값
버전1 82 1.730 0.704 1.00 3.00
버전2 72 1.690 0.685 1.00 3.00
버전3 88 4.400 0.635 3.00 5.00
버전4 76 4.410 0.593 3.00 5.00

318 3.100 1.495 1.00 5.00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수  0.568로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표 13] 참조).

[표 13]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0.674 3 314 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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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F=445.630, p<0.001)는 통계 으로 차이가 유의했다([표 14] 참조).

[표 14]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수준
집단-간 573.970 3 191.323 445.630 0.000
집단-내 134.810 314 0.429

합계 708.780 317

설문 버  간 선수 시나리오의 정치성향 차이를 자세하게 보기 해 

사후검정을 실시했다([표 15] 참조). 그 결과(평균차이, 유의수 ), 버 1-

버 3(-2.266, p<0.001), 버 1-버 4(-2.676, p<0.001), 버 2-버 3(-2.703, 

p<0.001), 버 2-버 4(-2.713, p<0.0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했다. 

즉, 버  1, 2의 진보 선수 시나리오와 버  3, 4의 보수 선수 시나리오를 

설문 참여자들이 제 로 악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설문 버  간 다 비교

Bonferroni

설문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버전1 버전2 0.037 0.106 1.000 -0.24 0.32
(진보*진보) 버전3 -2.266*** 0.101 0.000 -2.93 -2.40

버전4 -2.676*** 0.104 0.000 -2.95 -2.40
버전2 버전1 -0.037 0.106 1.000 -0.32 0.24

(진보*보수) 버전3 -2.703*** 0.104 0.000 -2.98 -2.43
버전4 -2.713*** 0.108 0.000 -3.00 -2.43

버전3 버전1 2.666*** 0.101 0.000 2.40 2.93
(보수*보수) 버전2 2.703*** 0.104 0.000 2.43 2.98

버전4 -0.010 0.103 1.000 -0.28 0.26
버전4 버전1 2.676*** 0.104 0.000 2.40 2.95

(보수*진보) 버전2 2.713*** 0.108 0.000 2.43 3.00
버전3 0.010 0.103 1.000 -0.26 0.2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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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가설 검증

1. 가설 1(개인 정치성향 - 이미지, 태도)

선수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미지( )과 태도( )

이고, 선수의 정치성향과 기부활동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는 것이 이미지(후)와 태도(후)이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수

이 모두 0.050을 과하여 모두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이미지(전) 2.206 3 314 0.087
이미지(후) 1.774 3 314 0.152
태도(전) 2.334 3 314 0.074
태도(후) 1.255 3 314 0.290

분산분석 결과([표 17] 참조) 이미지( ), 이미지(후), 태도( ), 태도

(후)의 유의수 이 모두 0.050을 과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7]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수준
이미지(전) 집단-간 2.277 3 0.759 0.672 0.570

집단-내 354.791 314 1.130
합계 357.068 317

이미지(후) 집단-간 7.603 3 2.534 1.876 0.134
집단-내 424.289 314 1.351

합계 431.892 317
태도(전) 집단-간 2.462 3 0.821 1.035 0.377

집단-내 248.835 314 0.792
합계 251.297 317

태도(후) 집단-간 1.425 3 0.475 0.783 0.504
집단-내 190.543 314 0.607

합계 191.96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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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  성향을 갖는 선수에 한 

기부활동 과 후의 이미지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H1-1, H1-2, H1-3, H1-4는 모두 기각되었다.

2. 가설 2(설문 버  - 이미지, 태도)

개인의 정치성향을 배제한 독립변수가 설문 버 이며, 이미지( ), 이

미지(후), 태도( ), 태도(후)가 모두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이미지(전) 0.516 3 314 0.672
이미지(후) 1.072 3 314 0.361
태도(전) 0.560 3 314 0.642
태도(후) 0.970 3 314 0.407

이미지( )(F=3.505, p<0.050)과 태도( )(F=12.493, p<0.001)에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표 19] 참조), 기술통계량은 [표 20]에 제시했다.

[표 19]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수준
이미지(전) 집단-간 11.570 3 3.857 3.505 0.016

집단-내 345.498 314 1.100
합계 357.068 317

이미지(후) 집단-간 2.525 3 0.842 0.616 0.605
집단-내 429.366 314 1.367

합계 431.892 317
태도(전) 집단-간 26.796 3 8.932 12.493 0.000

집단-내 224.500 314 0.715
합계 251.297 317

태도(후) 집단-간 2.209 3 0.736 1.218 0.303
집단-내 189.759 314 0.604

합계 191.96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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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술통계

종속 설문 N M SD 최소값 최대값
이미지
(전) 버전1 82 3.842 1.142 1.00 7.00

버전2 72 3.615 1.035 1.00 6.00
버전3 88 3.483 1.073 1.00 6.38
버전4 76 3.322 0.921 1.46 5.62

전체 318 3.567 1.061 1.00 7.00
태도
(전) 버전1 82 3.070 0.912 1.00 5.00

버전2 72 2.944 0.799 1.00 4.25
버전3 88 2.647 0.872 1.00 5.00
버전4 76 2.309 0.781 1.00 4.25

전체 318 2.743 0.890 1.00 5.00

사후검정을 통해 변수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평균

차이, 유의수 ), 이미지( )은 버 1-버 4(0.521, p<0.050)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 태도( )은 버 1-버 3(0.422, p<0.050), 버 1-버 4(0.761, 

p<0.001), 버 2-버 4(0.635,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21] 참조).

[표 21] 다 비교

Bonferroni

종속변수 I 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수준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이미지(전) 버전1 버전2 0.227 0.169 1.000 -0.223 0.677
버전3 0.359 0.161 0.519 -0.069 0.787
버전4 0.521* 0.167 0.012 0.077 0.964

태도(전) 버전1 버전2 0.126 0.137 1.000 -0.237 0.488
버전3 0.422** 0.130 0.008 0.078 0.767
버전4 0.761*** 0.135 0.000 0.403 1.118

버전2 버전1 -0.126 0.137 1.000 -0.488 0.237
버전3 0.297 0.134 0.168 -0.060 0.654
버전4 0.635*** 0.139 0.000 0.266 1.004

*p<0.050, **p<0.01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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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이미지( )은 기부활동 의 선수에 한 이미지이며, 한 

가지 경우에서만 진보 선수(버 1)가 보수 선수(버 4)보다 높았고, 태도

( )은 세 가지 경우(버 1-3, 버 1-4, 버 2-4)에서 진보 선수가 보수 

선수보다 더 높았다. 이는 선수의 정치성향에 따른 이미지와 태도에 있어 

진보 선수와 보수 선수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미지보다 태도에 있어서 

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미지(후)와 태도(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정치성향을 갖는 선수에 한 기부활동 

이후의 이미지와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H2-1, H2-3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고, H2-2, H2-4는 기각되었다.

3. 가설 3(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이미지, 태도, 기부의도)

가설 3은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종속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1) H3-1. 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이미지( )

H3-1(p=0.077)은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a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1.582 15 302 0.077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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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치성향과 선수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미지

( )(F=3.033, p<0.050)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표 23] 참조), 종속변인 

선형조합에 한 독립변인의 설명을 부분에타제곱과 측 검정력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의 측 검

정력은 모두 0.8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수용할 만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매우 진보의 기술통계량만 

[표 24]에 제시했다.

[표 23]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수정된 
모형 42.046a 15 2.803 2.687 0.001 0.118 40.308 0.993
절편 3894.167 1 3894.167 3733.192 0.000 0.925 3733.192 1.000
버전 12.928 3 4.309 4.131 0.007 0.039 12.393 0.848

정치성향 1.820 3 0.607 0.581 0.628 0.006 1.744 0.170
버전*

정치성향 28.473 9 3.164 3.033 0.002 0.083 27.296 0.972
오차 315.022 302 1.043
합계 4403.698 318

수정된 
합계 357.068 317

a. R 제곱=0.118(수정된 R 제곱=0.074)
b. 유의수준=

[표 24] 기술통계

정치성향 설문 N M SD 최소값 최대값
매우진보 버전1 19 4.020 1.056 1.00 7.00

버전2 18 4.167 0.964 1.00 6.00
버전3 21 2.835 1.018 1.00 6.38
버전4 21 3.077 0.679 1.46 5.62

전체 79 3.488 1.087 1.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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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평균차이, 유의수 )에서 매우 진보인 사람들은 버 1-버 3(1.185, 

p<0.050), 버 1-버 4(0.943, p<0.050), 버 2-버 3(1.332, p<0.001), 버

2-버 4(1.090, p<0.05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5] 

참조). 

[표 25] 응별 비교

정치성향 I 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수준b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b

하한 상한
매우 진보 버전1 버전2 -0.146 0.336 1.000 -1.039 0.746

버전3 1.185** 0.323 0.002 0.326 2.044
버전4 0.943* 0.323 0.023 0.085 1.802

버전2 버전1 0.146 0.336 1.000 -0.746 1.039
버전3 1.332*** 0.328 0.000 0.460 2.203
버전4 1.090** 0.328 0.006 0.218 1.961

추정 주변 평균을 기준으로
*p<0.050, **p<0.010, ***p<0.001
b. 다중비교를 위한 수정: Bonferroni

결론 으로 개인과 선수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른 선수에 한 이미지는 

매우 진보인 사람들의 경우에만 보수 선수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H3-1은 

매우 진보인 사람들에 한해서 지지되었다.

2) H3-2. 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이미지(후)

H3-2(p=0.060)는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a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1.650 15 302 0.060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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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선수의 정치성향 * 기부활동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미지(후)(F=0.933, p>0.050)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7] 참조).

[표 27]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수정된 
모형 21.322a 15 1.421 1.046 0.408 0.049 15.684 0.679
절편 5221.640 1 5221.640 3840.847 0.000 0.927 3840.847 1.000
버전 2.778 3 0.926 0.681 0.564 0.007 2.044 0.194

정치성향 7.163 3 2.388 1.756 0.156 0.017 5.269 0.457
버전*

정치성향 11.411 9 1.268 0.933 0.497 0.027 8.393 0.464
오차 410.570 302 1.360
합계 5872.888 318

수정된 
합계 431.892 317

a. R 제곱=0.049(수정된 R 제곱=0.002)
b. 유의수준=

이는 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에 따른 이미지(후)는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H3-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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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3-3. 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태도( )

H3-3(p=0.219)은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표 28]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a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1.271 15 302 0.219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개인 정치성향과 선수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태도( )(F=5.731, 

p<0.001)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표 29] 참조), 종속변인 선형조합에 

한 독립변인의 설명을 부분에타제곱과 측 검정력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의 측 검정력은 모두 

0.8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수용할 만한 수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기술통계량은 [표 30]에 제시했다.

[표 29]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수정된 
모형 61.523a 15 4.102 6.527 0.000 0.245 97.906 1.000
절편 2314.442 1 2314.442 3683.134 0.000 0.924 3683.134 1.000
버전 27.601 3 9.200 14.641 0.000 0,127 43.923 1.000

정치성향 3.075 3 1.025 1.631 0.182 0.016 4.893 0.427
버전*

정치성향 32.413 9 3.601 5.731 0.000 0.146 51.582 1.000
오차 189.774 302 0.628
합계 2643.813 318

수정된 
합계 251.297 317

a. R 제곱=0.245(수정된 R 제곱=0.207)
b.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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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기술통계

정치성향 설문 N M SD
매우 진보 버전1 19 3.474 0.781

버전2 18 3.486 0.585
버전3 21 2.143 0.769
버전4 21 2.000 0.612
전체 79 2.731 0.983

중도 진보 버전1 28 3.134 0.801
버전2 19 3.040 0.800
버전3 25 2.670 0.999
버전4 18 2.417 0.935
전체 90 2.842 0.917

중도 보수 버전1 14 3.232 0.724
버전2 14 3.018 0.697
버전3 15 2.700 0.797
버전4 18 2.361 0.671
전체 61 2.795 0.781

매우 보수 버전1 21 2.512 1.053
버전2 21 2.345 0.654
버전3 27 2.991 0.702
버전4 19 2.500 0.842
전체 88 2.617 0.845

전체 버전1 82 3.070 0.912
버전2 72 2.944 0.799
버전3 88 2.648 0.872
버전4 76 2.309 0.781
전체 318 2.743 0.890

사후검정(평균차이, 유의수 )에서 매우 진보인 사람들은 버 1-버 3(1.331, 

p<0.001), 버 1-버 4(1.474, p<0.001), 버 2-버 3(1.343, p<0.001), 버

2-버 4(1.486, p<0.001)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유의했다. 도 진보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버 1-버 4(0.717, p<0.050)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했다. 도 보수인 사람들은 버 1-버 4(0.871, p<0.050), 매우 

보수인 사람들은 버 2-버 3(-0.646, p<0.050)에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했다([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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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응별 비교

정치성향 I 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수준b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b
하한 상한

매우 진보 버전1 버전2 -0.012 0.261 1.000 -0.705 0.680
버전3 1.331*** 0.251 0.000 0.326 1.997
버전4 1.474*** 0.251 0.000 0.807 2.140

버전2 버전1 0.012 0.261 1.000 -0.680 0.705
버전3 1.343*** 0.255 0.000 0.667 2.019
버전4 1.486*** 0.255 0.000 0.810 2.162

중도 진보 버전1 버전2 0.094 0.236 1.000 -0.531 0.720
버전3 0.464 0.218 0.205 -0.115 1.043
버전4 0.717* 0.239 0.018 0.081 1.353

중도 보수 버전1 버전2 0.214 0.300 1.000 -0.581 1.010
버전3 0.532 0.295 0.431 -0.250 1.314
버전4 0.871* 0.282 0.013 0.121 1.621

매우 보수 버전2 버전1 -0.167 0.245 1.000 -0.816 0.483
버전3 -0.646* 0.231 0.033 -1.258 -0.033
버전4 -0.155 0.251 1.000 -0.821 0.512

추정 주변 평균을 기준으로
*p<0.050, ***p<0.001
b. 다중비교를 위한 수정: Bonferroni

결론 으로 개인의 정치성향과 선수의 정치성향의 조합에 따라 매우 

진보인 사람들은 정치성향이 다른 선수를 비교하는 모든 네 가지의 경우

에서 유의수  p<0.001에서 진보 선수가 보수 선수보다 태도가 더 높았다

(1.331, 1.474, 1.343, 1.486). 도 진보인 사람들과 도 보수인 사람들은 

한 경우에만 유의수  p<0.050에서 진보 선수의 태도가 더 높았다(0.717, 

0.871). 매우 보수인 사람들도 한 경우에만 유의수  p<0.050에서 보수 

선수가 진보 선수보다 태도가 더 높았다(-0.646). 따라서 H3-3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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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3-4. 개인의 정치성향 * 설문 버 , 태도(후)

H3-4(p=0.192)는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a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1.314 15 302 0.192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선수의 정치성향 * 기부활동 정치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태도(후)(F=1.693, p>0.050)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표 33] 참조).

[표 33]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수정된 
모형 12.648a 15 0.843 1.420 0.136 0.066 21.301 0.841
절편 3651.675 1 3651.675 6149.927 0.000 0.953 6149.927 1.000
버전 2.637 3 0.879 1.480 0.220 0.014 4.441 0.390

정치성향 1.130 3 0.377 0.634 0.593 0.006 1.903 0.183
버전*

정치성향 9.045 9 1.055 1.693 0.090 0.048 15.233 0.773
오차 179.320 302 0.594
합계 3991.813 318

수정된 
합계 191.968 317

a. R 제곱=0.066(수정된 R 제곱=0.019)
b. 유의수준=

결론 으로, 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에 따른 태도(후)는 차이가 없

었으며, H3-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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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3-5. 개인의 정치성향 * 설문 버 , 기부의도

동일성 검정에서 유의수 이 0.001로 유의수  0.050에서 분산의 동질성 

가정에 배되었다([표 34] 참조). 하지만 등분산성 가정에 배되더라도 

가장 사례 수가 많은 집단과 가장 은 집단의 비율이 1:1.5의 비율일 

경우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개인 정치성향의 경우 가장 은 도 보수가 61명, 가장 많은 도 

진보가 90명(1:1.47)이고, 설문 버 의 경우 가장 은 버 2가 72개, 가장 

많은 버 4가 88(1:1.22)이어서 1:1.5 비율 기 을 넘지 않기 때문에 등분

산성을 가정할 수 있다.

[표 34]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a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수준
2.692 15 302 0.001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기부의도(F=1.052, p>0.050)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5] 참조).

[표 35]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b

수정된 
모형 20.484a 15 1.366 1.451 0.123 0.067 21.760 0.850
절편 2184.766 1 2184.766 2320.863 0.000 0.885 2320.863 1.000
버전 6.389 3 2.130 2.262 0.081 0.022 6.787 0.569

정치성향 4.861 3 1.620 1.721 0.163 0.017 5.164 0.448
버전*

정치성향 8.916 9 0.991 1.052 0.398 0.030 9.472 0.522
오차 284.291 302 0.941
합계 2560.778 318

수정된 
합계 304.775 317

a. R 제곱=0.067(수정된 R 제곱=0.021)
b.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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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기부의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H3-5는 기각되었다. 

4. 가설 4(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이미지 후, 태도 후)

1) H4-1. 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이미지 후

Box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36] 참조)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

설이 기각되었다(F=2.170, p<0.001). 하지만 등분산성 가정에 배되더라도 

가장 사례 수가 많은 집단과 가장 은 집단의 비율이 1:1.5의 비율일 

경우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고(Hair et al., 1998), 표본  개인 정치성향

(1:1.47)과 설문 버 (1:1.22)이 모두 비율이 1:1.5 이내이기 때문에 등분

산성을 가정했다.

[표 36] 공분산행렬에 한 Box의 동일성 검정a

Box의 M 102.447
F 2.179
df1 45
df2 100227.031
유의수준 0.000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관측 공분산행렬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개체-내 계획: 이미지전후

반복측정을 2회 하는 경우에는 구형성 가정이 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형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표 37]참조). 

개체-내 효과검정은 [표 38]에 제시했다.

[표 37] Mauchly의 구형성 검정a

개체-내 효과
Mauchly의 W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수준
엡실런b

Greenhouse
-Geisser

Huynh
-Feldt 하한

이미지전후 1.000 0.000 0 1.000 1.000 1.000
정규화된 변형 종속변수의 오차 공분산행렬이 항등 행렬에 비례하는 영가설을 검정합니다.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b. 유의성 평균검정의 자유도를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검정은 개체내 효과검정 표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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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개체-내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에타 
제곱

이미지전후 구형성가정 48.587 1 48.587 77.437 0.000 0.204
Greenhouse

-Geisser 48.587 1.000 48.587 77.437 0.000 0.204
Huynh-Feldt 48.587 1.000 48.587 77.437 0.000 0.204

하한 48.587 1.000 48.587 77.437 0.000 0.204
이미지전후*

버전 구형성가정 4.849 3 1.616 2.576 0.054 0.025
Greenhouse

-Geisser 4.849 3.000 1.616 2.576 0.054 0.025
Huynh-Feldt 4.849 3.000 1.616 2.576 0.054 0.025

하한 4.849 3.000 1.616 2.576 0.054 0.025
이미지전후*

정치성향 구형성가정 1.646 3 0.549 0.875 0.455 0.009
Greenhouse

-Geisser 1.646 3.000 0.549 0.875 0.455 0.009
Huynh-Feldt 1.646 3.000 0.549 0.875 0.455 0.009

하한 1.646 3.000 0.549 0.875 0.455 0.009
이미지전후*

버전*정치성향 구형성가정 13.786 9 1.532 2.441 0.011 0.068
Greenhouse

-Geisser 13.786 9.000 1.532 2.441 0.011 0.068
Huynh-Feldt 13.786 9.000 1.532 2.441 0.011 0.068

하한 13.786 9.000 1.532 2.441 0.011 0.068
오차

(이미지전후) 구형성가정 189.485 302 0.627
Greenhouse

-Geisser 189.485 302.000 0.627
Huynh-Feldt 189.485 302.000 0.627

하한 189.485 302.00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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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미지 과 후(F=1.633, 

p>0.050)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9] 참조).

[표 39]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a

절편 9067.220 1 9067.220 5107.752 0.000 0.944 5107.752 1.000
버전 10.857 3 3.619 2.039 0.108 0.020 6.116 0.521

정치성향 7.336 3 2.445 1.378 0.250 0.013 4.133 0.365
버전*

정치성향 26.098 9 2.900 1.633 0.105 0.046 14.701 0.755
오차 536.107 302 1.775

a. 유의수준=

결론 으로, 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미지 

과 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H4-1은 기각되었다. 

2) H4-2. 개인 정치성향 * 설문 버 , 태도 후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태도 과 후의 분

산의 동일성 가정([표 40] 참조)과 Mauchly의 구형성 가정은 이미지 과 

후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표 40] 공분산행렬에 한 Box의 동일성 검정a

Box의 M 73.129
F 1.555
df1 45
df2 100227.031
유의수준 0.010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수의 관측 공분산행렬이 동일한 영가설을 검정합니다.
a. Design: 절편 + 버전 + 정치성향 + 버전*정치성향
개체-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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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체-내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에타 
제곱

태도전후 구형성가정 75.897 1 75.897 190.631 0.000 0.387
Greenhouse

-Geisser 75.897 1.000 75.897 190.631 0.000 0.387
Huynh-Feldt 75.897 1.000 75.897 190.631 0.000 0.387

하한 75.897 1.000 75.897 190.631 0.000 0.387
태도전후*버

전 구형성가정 13.991 3 4.664 11.697 0.000 0.104
Greenhouse

-Geisser 13.991 3.000 4.664 11.697 0.000 0.104
Huynh-Feldt 13.991 3.000 4.664 11.697 0.000 0.104

하한 13.991 3.000 4.664 11.697 0.000 0.104
태도전후*
정치성향 구형성가정 1.630 3 0.543 1.363 0.254 0.013

Greenhouse
-Geisser 1.630 3.000 0.543 1.363 0.254 0.013

Huynh-Feldt 1.630 3.000 0.543 1.363 0.254 0.013
하한 1.630 3.000 0.543 1.363 0.254 0.013

태도전후*버
전*정치성향 구형성가정 9.611 9 1.068 2.678 0.005 0.074

Greenhouse
-Geisser 9.611 9.000 1.068 2.678 0.005 0.074

Huynh-Feldt 9.611 9.000 1.068 2.678 0.005 0.074
하한 9.611 9.000 1.068 2.678 0.005 0.074

오차
(태도전후) 구형성가정 120.407 302 0.399

Greenhouse
-Geisser 120.407 302.000 0.399

Huynh-Feldt 120.407 302.000 0.399
하한 120.407 302.000 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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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선수에 한 태도 과 후

(F=4.297, p<0.001)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표 42] 참조), 

종속변인 선형조합에 한 독립변인의 설명을 부분에타제곱과 측 검정

력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의 

측 검정력은 모두 0.8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수용할 만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도 과 후의 기술통계량은 [표 43]에 제시

했다.

[표 42]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수준
부분에타

제곱
비중심
모수

관측
검정력a

절편 5890.220 1 5890.220 7152.961 0.000 0.959 7152.961 1.000
버전 16.247 3 5.416 6.577 0.000 0.061 19.730 0.972

정치성향 2.575 3 0.858 1.042 0.374 0.010 3.126 0.282
버전*

정치성향 31.848 9 3.539 4.297 0.000 0.114 38.675 0.998
오차 248.687 302 0.823

a.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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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술통계

정치성향 설문 N 태도(전) 태도(후)
M SD M SD

매우 진보 버전1 19 3.474 0.781 3.658 0.760
버전2 18 3.486 0.585 3.472 0.722
버전3 21 2.143 0.769 2.989 0.882
버전4 21 2.000 0.612 3.321 0.799
전체 79 2.731 0.983 3.348 0.820

중도 진보 버전1 28 3.134 0.801 3.491 0.774
버전2 19 3.040 0.800 3.500 0.417
버전3 25 2.670 0.999 3.400 0.707
버전4 18 2.417 0.935 3.597 1.011
전체 90 2.842 0.917 3.489 0.743

중도 보수 버전1 14 3.232 0.724 3.607 0.813
버전2 14 3.018 0.697 3.250 0.612
버전3 15 2.700 0.797 3.433 0.538
버전4 18 2.361 0.671 3.792 0.671
전체 61 2.795 0.781 3.537 0.680

매우 보수 버전1 21 2.512 1.053 3.583 1.111
버전2 21 2.345 0.654 3.214 0.834
버전3 27 2.991 0.702 3.685 0.517
버전4 19 2.500 0.842 3.303 0.827
전체 88 2.617 0.890 3.466 0.839

전체 버전1 82 3.070 0.912 3.573 0.862
버전2 72 2.944 0.799 3.361 0.671
버전3 88 2.648 0.872 3.395 0.714
버전4 76 2.309 0.781 3.493 0.843
전체 318 2.743 0.890 3.457 0.778

표본 간에 구체 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사후검

정을 실시했다([표 44] 참조). 그 결과(평균차이, 유의수 ), 매우 진보 성

향의 사람들은 버 3(0.845, p<0.001)과 버 4(1.321,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다. 도 진보인 사람들은 버 1(0.357, p<0.050), 버 2(0.461, 

p<0.050), 버 3(0.730, p<0.001), 그리고 버 4(1.181, p<0.0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치성향이 도 보수인 사람들은 

버 3(0.733, p<0.010), 버 4(1.431, p<0.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 다. 매우 보수인 사람들은 버 1(1.071, p<0.001), 버 2(0.869, 

p<0.001), 버 3(0.694, p<0.001), 버 4(0.803, p<0.001) 모든 버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H4-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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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응별 비교

정치성향 설문 태도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수준b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b

하한 상한
매우 진보 버전1 후 전 0.184 0.205 0.369 -0.587 0.219

버전2 후 전 -0.014 0.210 0.947 -0.400 0.428
버전3 후 전 0.845*** 0.195 0.000 0.462 1.229
버전4 후 전 1.321*** 0.195 0.000 0.938 1.705

중도 진보 버전1 후 전 0.357* 0.169 0.035 0.025 0.689
버전2 후 전 0.461* 0.205 0.025 0.057 0.864
버전3 후 전 0.730*** 0.179 0.000 0.379 1.081
버전4 후 전 1.181*** 0.210 0.000 0.766 1.595

중도 보수 버전1 후 전 0.375 0.239 0.117 -0.095 0.845
버전2 후 전 0.232 0.239 0.331 -0.237 0.702
버전3 후 전 0.733** 0.231 0.002 0.280 1.187
버전4 후 전 1.431*** 0.210 0.000 1.016 1.845

매우 보수 버전1 후 전 1.071*** 0.195 0.000 0.688 1.455
버전2 후 전 0.869*** 0.195 0.000 0.486 1.253
버전3 후 전 0.694*** 0.172 0.000 0.356 1.033
버전4 후 전 0.803*** 0.205 0.000 0.399 1.206

추정 주변 평균을 기준으로
*p<0.050, **p<0.010, ***p<0.001
b. 다중비교를 위한 수정: Bonferroni

결론 으로, 개인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선수에 한 

태도 과 후는 부분의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매우 진보인 사람들은 

진보 선수에 한 태도 ·후에 차이가 없었지만, 보수 선수에 해서는 

태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수 선수가 보수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진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 태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진보인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진보 선수보다 

보수 선수에 한 태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보수 선수가 진보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보수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차이의 상승폭이 

더 컸다. 도 보수인 사람들의 경우 보수 선수가 하는 활동에 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수 선수가 보수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진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 태도의 평균차이가 더 컸다. 매우 보수인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서 태도가 증가했는데, 체 으로 보수 선수보다 진보 선수에 

한 태도 상승폭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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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제언

제 1  논의

첫 번째 가설의 경우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스포츠선수에 한 이

미지와 태도, 기부활동 이후 선수의 이미지와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개인의 정치성향 만으로는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별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설은 개인의 정치성향을 배제한 채 선수의 정치성향과 기

부의 정치성향 조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진보 선수가 보수 선수보다 더 

높았으며, 태도는 이미지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 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 인 성향이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유권자의 이

념성향은 진보 성향이 22.5%, 보수 성향이 30.6% 다. 하지만 2017년에는 

진보 30.6%, 보수 21.0%로 완 히 정반 의 상황이 다. 2017년에 이례

인 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진보 성향의 정권으로 정보다 일  교체

되면서 사회의 분 기가 진보 흐름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진보 선

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가 보수 선수 보다 더 정 이었다는 결과는 

언론매체나 여론을 통해 개인의 태도형성에 향을 다고 한 연구 결과

(안혜정 외, 2012)가 지지해 다. 이처럼 선수의 정치성향 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부활동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이미지와 태

도에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가설은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에 따른 선

수의 이미지와 태도, 기부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선

수의 정치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 어 제시했을 때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매우 진보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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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경우 진보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가 보수 선수보다 항상 더 

높았다. 도 진보는 선수에 한 태도에서 한 경우에만 진보 선수가 더 

높았고, 매우 보수인 사람들도 한 경우에만 보수 선수가 더 높았다. 외

으로 도 보수인 사람들만 한 가지 경우에서 진보 선수가 보수 선수

보다 더 높았다. 이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자신과 같은 성향 는 비슷한 

부합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호의 인 태도를 갖는다는 Kamins(1990)의 

조화효과(Match Up Effect)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선수에 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선수에 해 더 정 으로 

바라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선수의 정

치성향과 기부의 정치성향 간 조합)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미지와 태도, 그

리고 기부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설1에서 가설3까지의 공통 인 결과  기부활동을 한 이후의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개인 정치

성향, 설문 버 ,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의 상호작용효과에도 기부를 

한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

인의 정치성향이 일반 인 사회에 한 인식에 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 

정부를 평가할 때에는 뚜렷한 향을 미친다는 안혜정 외(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설은 개인의 정치성향과 설문 버 (선수와 기부활동의 정

치성향 조합)에 따라 기부활동 과 후의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으며, 태도의 과 후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개인 정치성향, 선수 정치성향, 기부활동 정치성향의 조합으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도출되었으며, 매우 진보(버 1, 버 2) 두 가지, 

도 보수(버 1, 버 2)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12가지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차이가 있는 모든 경우에서 기부활동 이후의 태도가 

더 좋아졌다. 이는 표면 으로 볼 때 기부활동의 성향에 계없이 사회

공헌활동을 하기 보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난 이후 선수에 한 태도가 

더 정 이 될 수 있음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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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진보인 사람들의 경우 보수 선수에 해서만 태도 과 후가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도 진보인 사람들의 경우에 진보 선수보다 보수 

선수에 한 태도 ·후의 차이가 더 컸다. 이는 진보 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진보 선수에 해 더 엄격한 기 을 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선수가 하는 활동을 당

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도 보수인 사람들은 보수 선수에 해서만 

태도가 더 좋았다. 반면 매우 보수인 사람들의 경우 모든 경우에 태도가 

더 좋아졌는데,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진보 성

향의 사람들보다 다른 성향에 해 더 개방 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비자의 기 가 제품 구매후 만족도와 일치할 경우 

재구매의도로 이어진다는 기 일치이론의 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선수에 한 기 가 기부활동과 일치할 때 태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부분의 경우 개인, 선수, 기부활동의 정치성향 조합과 계없이 기부활동 

이후의 태도는 거의 모든 경우에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도 진보인 

사람들과 매우 보수인 사람들이 서로 완 히 반 되는 성향의 선수에 

해서 태도 후의 평균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일치이

론이나 조화효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로 볼 수 있고,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특성과 반 되는 결과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설1부터 가설3까지 체 으로 이미지보다 태도에 한 결과가 유

의한 차이가 더 많았고, 가설4의 경우 이미지 후에 한 결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지와 태도의 근본 인 특성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Kotler(1988)는 '이미지는 한 개인이 특정 상에 해 가지는 

신념과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로 정의했으며, 정희 과 유용상(1999)은 

경기 외에 고, 뉴스, 매체 등이 종합되어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했다. 

반면에 Katz(1960)는 '태도란 우호  는 비우호 인 방식으로 상징, 

상, 개인의 세계  등을 평가하는 선유경향'으로 정의했으며, 곽재용과 

하정순(2006)은 태도는 속성상 선택 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는 상에 해 여러 가지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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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반 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선수에 한 이미지를 측정하기 한 정보는 상 으로 부족했고, 

선수의 정치성향과 기부의 정보와 참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성

향이 합쳐져 선수에 한 태도를 단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한 설문 문항 개수(이미지 : 13개, 태도 : 4개)의 불균형도 참여

자의 설문에 한 집 도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설1과 가설2, 가설1과 가설3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볼 때, 개인의 정

치성향 만으로는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가 없고, 선수의 정

치성향은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정치성향과 선수의 정치성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는 선수의 정

치성향 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분의 경우 개인과 선수, 기부활동 간의 정치성향이 서로 일치

했을 때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가 더 높았다. 이는 조화효과로 설명

하기에 더 합한 상으로 볼 수 있다.

가설2와 가설3의 가장 큰 차이 은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를 

단할 때 개인의 정치성향 개입 여부이다. 가설2의 경우 선수 정치성향 만을 

놓고 봤을 때 진보 선수와 보수 선수에 한 이미지가 버 1과 버 4에서 

평균차이가 0.521(p<.050)이었다. 개인의 정치성향이 반 된 가설3에서 

매우 진보인 사람들은 동일한 버 에서 0.943(p<0.050)의 평균차이를 보 고, 

선수 정치성향 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버 1과 

버 3, 버 2와 버 3, 버 2와 버 4에서도 모두 진보 선수에 한 이미

지가 더 높았음을 보여 다. 한 태도에서도 선수의 정치성향 만을 고

려한 경우와 개인의 정치성향을 함께 고려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후자의 

경우 매우 진보, 도 진보, 매우 보수의 경우 같은 정치성향의 선수에 

한 태도가 부분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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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언

1. 학문  시사

본 연구는 스포츠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는 데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정치성향 변인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학문  시사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메

가이벤트의 경우 정치외교 인 수단으로써 많은 근이 이루어져 왔고, 

행정학, 정치외교학, 경 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치성향  정치 인 요소와 련한 연구를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로 확 하여 스포츠 학문 분야의 범 를 넓 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선수가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행  자체가 제한 이지만, 

정치성향을 갖는 한 개인으로서 선수를 연구하는 것은 스포츠의 발 과 

선수에 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차원에서 요한 학문  시사 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실무  시사

선수는 경기 계 는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언론에 노출된다. 한 

인터넷과 각종 SNS가 발 하면서 팬들과의 소통도 직  가능하게 되었

으며, 팬들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수와 양방향 의사소통이 실시간

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수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스포츠팬 그리고 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많아졌다. 

미국의 경우 선수들이 언론에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흔히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선수의 정치  성향을 구단이나 

 차원에서 마 의 요한 요소로 근한다면 다각 인 측면에서 선수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 으로 정치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정 국내 로스포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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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정치색과 다른 성향의 선수를 홍보하거나 마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험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수의 정치성향은 구단 

는 기업 측면에서 이미지 메이킹과 마  요소로 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선수들의 정치성향에 계없이 사회공헌활동을 한 이후에 선수

들에 한 태도가 더 정 으로 바 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수의 

사회공헌활동 시 경우에 따라 정치성향을 노출시킴으로써 다양한 팬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

가. 정치성향 측정의 정확성

경제 인 사안에 해 진보와 보수를 나 는 질문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을 측정했다. 하지만 경제 인 지표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제나, 지지

정당 등 정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  가장 정확

하고 세 한 방법이나 여러 측정 방법을 혼합하여 측정한다면 정치성향을 

더 정확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구체 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반복측정 다양화

본 연구에서는 선수의 정치성향을 보여  후 이미지  태도를 측정

하고, 이어서 기부활동을 제시한 후 다시 이미지  태도를 측정했다. 정

치성향을 배제한 립 인 선수가 정치성향을 나타냈을 때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사 에 확인하여 정치성향을 갖는 선수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존 연구보다 더 심층 인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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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자 확

총 318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네 가지의 진보 성향과 네 가

지의 설문 버 으로 나 어 설문을 진행했다. 각 그룹 간 참여자수가 동

질 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편향 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그룹 내 많은 참여자 수와 그룹 간 동질

인 참여자를 상으로 진행한다면 더 견고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내의 경우 정치성향은 지역별로 많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 간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 사회공헌활동 다양화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공헌활동  선수의 기부 행 를 선택했다. 

스포츠에서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은 인 기부 외에도 자원 사, 

재능기부, 재단설립, 유소년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련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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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개인과 선수, 기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떠한 향을 미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에 한 이미지와 태도는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개인의 정치성향과 선수의 정치성향에 따라 선수의 이미지와 태

도는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선수에 해 더 정

으로 단한다.

셋째, 개인과 선수의 정치성향에 따른 기부활동은 선수의 이미지와 태

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부활동 이후의 선수에 한 태도는 개인의 정치성향에 계없이 

반 으로 더 높아진다. 이는 기부활동 자체가 개인 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정 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매우 진보의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다른 성향의 선수에 해 더 배타 인 입장을 취한다.

결론 으로, 선수의 정치성향은 외모, 경기력 등과 같이 선수들의 특

성을 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며, 미디어의 발달로 팬들은 

선수의 경기력 뿐 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선

수에 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태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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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 in Athlete's Image and

Attitude toward Athlete

based on Political Orientation

Yoon He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age of an athlete is formed based on his or her 

performance as well as personal aspects such as appearance while 

sport fans form attitudes about the athlete based on their images. 

However, an athlete’s image and fans’ attitudes are not based entirely 

on external characteristics. Rather, how an athlete is perceived by 

fans can also be influenced by the athlete’s inherent aspects. Political 

orientation is one of the most inherent features that people use to 

both display as well as make inferences about others. Furthermore, 

athletes are often involved in many donation activities that can, in 

themselves, carry a particular political orien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align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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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alignment of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with the athlete’s 

political orientation and charitable activity’s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the perceived image and attitude regarding the athlete. 

A pilot study was conducted as a manipulation check to confirm 

that the athlete’s political orientation was adequately inferred by 

participants. The main study was conducted with a 2 (progressive 

donation activity vs. conservative donation activity) X 2 (progressive 

athlete vs. conservative athlete) experimental design. Data was 

collected from 318 participants through random selection and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political orientation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to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st groups. First, the athlete’s image and 

attitud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cipants’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groups. Secondly, participants’ evaluation 

of the image and attitude is more positive when the participant’s and 

athlete’s political orientation is aligned. Thirdly, the donation activity 

is perceived as a positive act regardless of the athlete’s political 

orientation. Lastly, the strong progressive group reported the least 

favorable perceptions about the athlete when their political orientation 

was misaligned with their own. 

This study is the first to utilize political orientation in a sport 

setting. Moreover, the current study holds practical relevance by 

displaying that political orientation could be a factor to be used as a 

marketing tool for sport teams and athletes.  

keywords : sport athlete, political orientation, image, attitude, 

corporate philanthropy, donation

Student Number  : 2017-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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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개인의 정치성향이 스포츠선수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미지, 태도,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정치성향이 스포츠선수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미지, 태도,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조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설

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귀하께서 응해주신 이 설문지의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응답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7.

 ※ 문의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석사과정

           허  윤(☎ 010-9378-6477) 

                                                   (지도교수 : 임충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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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 ~ 20번)

1. 국가 간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더 평화로울 것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 가난한 자와 부자, 계층 간, 그리고 남녀 간 존재하는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 우리나라는 상품(재화)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개혁이 필요하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4. 산업 영역의 지나친 권력화를 막기 위해 국가의 시장 규제는 필요하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 시장 경쟁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최상의 경제구조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6. 정부의 시장 규제가 덜하다면 사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7.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8. 경쟁을 통해 학교와 직장, 사업 영역에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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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단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정부나 정치인의 부당 행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사회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 또는 글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항의 집회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평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아주 관심이 많다

  

15. 귀하는 평소에 TV의 정치 관련 뉴스를 어느 정도 시청하십니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보지 않는다                                           항상 본다

  

16. 귀하는 평소에 정치 관련 신문기사를 어느 정도 읽습니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보지 않는다                                           항상 본다

  

17. 귀하는 평소 어느 정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아주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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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포츠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9. 스포츠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20. 스포츠는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가상의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시나리오를 천천히 읽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 23번)

 

국가대표 선수A(27)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
람직하다”

“경제능력이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가 선택되지 않게 고교 평준화가 존
속되어야 한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형성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
회이자,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귀하가 생각하시는 국가대표 선수 A의 정치적 성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진보적 ②다소 진보적 ③중도적 ④다소 보수적 ⑤매우 보수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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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선수이미지 : 실력, 성격, 행동, 사회성, 외모, 교양 등 대중들이 운동선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문항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 다

1. 국가 표 선수 A를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가 표 선수 A는 정직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국가 표 선수 A에게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가 표 선수 A는 진지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가 표 선수 A는 세련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국가 표 선수 A는 멋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국가 표 선수 A는 기품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국가 표 선수 A는 매력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국가 표 선수 A는 문성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국가 표 선수 A는 경험이 많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국가 표 선수 A는 지식이 많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국가 표 선수 A는 로선수의 자질이 충

분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국가 표 선수 A는 숙련되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국가 표 선수 A는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 표 선수 A는 반 인 분 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 표 선수 A는 정 인 느낌을 다. ① ② ③ ④ ⑤

4. 국가 표 선수 A의 행동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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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상의 국가대표 선수 A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시나리오를 천천히 읽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 28번)

 

국가대표 선수 A

 지난 8일 국가대표 선수 A(27)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진보성향 정당인 ○○당이 주최하는 ‘꿈나무! 미래의 국가대표’ 캠페인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국가대표 선수 A는 "○○당의 캠페인 취지가 좋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24. 사회공헌활동 이후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 다

1. 국가 표 선수 A를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가 표 선수 A는 정직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국가 표 선수 A에게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가 표 선수 A는 진지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가 표 선수 A는 세련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국가 표 선수 A는 멋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국가 표 선수 A는 기품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국가 표 선수 A는 매력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국가 표 선수 A는 문성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국가 표 선수 A는 경험이 많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국가 표 선수 A는 지식이 많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국가 표 선수 A는 로선수의 자질이 충

분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국가 표 선수 A는 숙련되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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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공헌활동 이후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국가 표 선수 A는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2. 국가 표 선수 A는 반 인 분 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 표 선수 A는 정 인 느낌을 다. ① ② ③ ④ ⑤

4. 국가 표 선수 A의 행동은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26. 국가대표 선수 A가 한 기부활동에 동참하여 기부할 의향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7. 나는 기부를 할 경우 국가대표 선수 A가 한 기부활동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것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8.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국가대표 선수 A가 한 기부활동에

‘동참하여 기부할 것’을 추천하겠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9번 ~ 35번)

29.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성       ② 남성   

30.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31. 귀하가 태어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원   ② 광주   ③ 경기   ④ 경상   ⑤ 대구   ⑥ 대전

   ⑦ 부산   ⑧ 서울   ⑨ 울산   ⑩ 인천   ⑪ 전라   ⑫ 제주

   ⑬ 충청   ⑭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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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귀하가 살고 계신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원   ② 광주   ③ 경기   ④ 경상   ⑤ 대구   ⑥ 대전

   ⑦ 부산   ⑧ 서울   ⑨ 세종   ⑩ 울산   ⑪ 인천   ⑫ 전라

   ⑬ 제주   ⑭ 충청   ⑮ 기타(                       )        

33.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2·4년제) 재학(졸업)

   ⑤ 대학원(석사) 재학(졸업)     ⑥ 대학원(박사) 재학(졸업)

   ⑦ 기타(                       )

34. 본인 가족의 월수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⑦ 기타(                       )

35. 귀하의 정치성향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매우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 끝.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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