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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프로스포

츠팀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메시지 소구 전략 방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 홍보 메시지를 자신혜택

포함 메시지와 자신혜택 미포함 메시지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메시지를 평

가하는 상황을 공적 평가 상황과 사적 평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팀 정체성과 개인적 기질인 자기 감시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홍보 메

시지 소구 전략과 메시지 평가 상황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조사하였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총 180명의 연구 대상자에

게 4종류의 시나리오를 무선 할당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실험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15부는 제외하였다. 165부의 수집된 자료는

t-test, 이원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혜택이 포함된 메시지로 팬에게 소

구했을 때의 팀 충성도가 자신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로 소구했을 때

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 홍보 메시지 수혜자 혜

택 주체와 CSR 홍보 메시지 평가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자신 혜택이 포함된 메시지로 소구했을 때는 사적 평가 상황

에서의 팀 충성도가 공적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신 혜택이 미포함 된 메시지로 소구했을 때는 공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가 사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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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프로스포츠팀은 과거 퍼포먼스 가치의 경쟁 중심 환경 속에서

프로 리그의 우수 성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스포츠의

국제화와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관련 환경의 변화의 내·외부적 영향으

로 인하여 프로 스포츠가 보이는 성격은 과거의 단순 퍼포먼스 가치에서

이제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야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즉,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스포츠의 국제화와 시장 환경

의 복잡성 등의 변화로 인해 보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박

상윤, 2010).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시대적·환경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정치적 활용기능, 국가홍보 기능, 사회통합 기능, 국민여가 기능, 기

업홍보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등)을 달리하면서 성장해 왔고, 프로

스포츠가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보편화된

사실로 설명되어지고 있다(조한범, 윤중호, 김미향, 2006; Baade, Tiehen,

1990).

스포츠의 대표적 핵심 속성인 대중성은 프로스포츠를 단순히 운동

을 하거나 즐기는 수준을 넘어 고용 창출 및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발생

시키는 거대한 산업으로 변화키시고 있다(김준한, 여인성, 2003). 이렇게

프로 스포츠 산업이 변화하고 거대해지는 가운데, 프로스포츠팀이 창출

해야 하는 가치는 과거의 퍼포먼스 중심에서 경영 환경과 관련한 가치,

사회를 위한 가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상윤(2010)은 프로

스포츠 구단의 안정과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방이 쉽지 않고 무형적

자산의 개발과 창출이 필수사항이 된다고 하였으며, 프로스포츠팀의 사

회적 측면에 관련해서 Roy, Graeff(2003)는 프로스포츠를 관람하는 이들

은 팀 또는 선수들의 사회적인 참여나 기부 등의 자선활동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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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구단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의 평

가 및 해석의 중심에는 스포츠팬이 있기 때문에 팬들과의 장기적 관계형

성 및 유지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무형적 자산의 핵심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상윤, 2010).

프로 스포츠 팬과 관련하여 김화섭(2004)은 프로스포츠에 있어 팬,

기업, TV 방송국은 해당 프로 스포츠에 있어 3대 수요자의 구성을 이루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스폰서십과 TV 중계권 등의 공급

가격은 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 스포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요자는 ‘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로스포츠 구단

이 느끼는 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구단의 경영 관점

에서의 팬의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

다 경쟁이 기반이고 심화되는 스포츠 시장에 있어서 팬은 더욱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다(Rein, Kottler, Philp, Ben, 2006). 즉, 지금의 팬

을 단순한 팬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팬으로만 여기던 관중

을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해야하며, 팀 성적 의존 중심의 구단운영전

략 보다는 관중과의 긴밀한 유대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

요한 현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강윤남, 2008). 국내 프로 스포츠 성장

에 대한 긍정적 견해 속에, 보다 프로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팬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소비자들이 경기장 및 미디어로 프로스포츠

제품을 소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팀과 프로 스포츠 리그의 가치를

다양화 및 극대화 하여야 하는 것이다.

프로스포츠팀 역시도 무형적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 및 기업들

의 경영활동으로 다원목적론(Multiple Goal Theory)관점에서의 경영활동

이 강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원목적론 관점의 경영활동은 기업 목

적이 수익 극대화에만 있다는 경제적 성과 중심의 단일목적론(Single

Goal Theory)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 존속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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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여 유·무형적

자산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 한다(박상윤, 2010). 즉, 사회

속의 기업은 건전한 기업시민이어야 하고(Carroll, 1991), 이윤을 추구하

면서도 사회적 역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제도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Carroll, 1979; Shaw & Post, 1993).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회를 위한 역할 활동은 다원목적론 관점에서

유·무형적 자산의 동시 창출을 위한 중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

상윤, 2010). 무엇보다, 프로스포츠팀 및 스포츠 조직들은 스포츠의 본연

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

임내락, 김일광(2010)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제품

의 기능적 효용성만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

고 있는 상징적, 쾌락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의

활동과 제품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더 높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수요자인 소비자자의 내면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 역시도 고려해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활동

이다. CSR활동은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본질적

의무(Smith, 2003)로서,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다. Jones & Hiller(2005)는 이와 관련해서 CSR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

고, 재무성과 상승, 시장가치 및 경쟁력 향상과 같은 유·무형적 성과 창

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Klein과 Dawar(2004)

는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의 긍정적 효과 뿐 아

니라, 소비자들의 신제품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인 일출효과

(Spillover)나 후광효과(Halo Effect)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Holstein(2008), Cone LLC(2008) 그리고 Bomi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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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enheim(2008)은 기업의 CSR활동이 실제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크

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혹은 공동체 기여 이미지는 제

품 및 기업의 전문성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는 결국

제품 품질 지각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Keller, 2003;

Gürhan-Canli & Batra, 2004), 즉 CSR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제품 평가

에 있어 진단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김문섭, 2010).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CSR 활동을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낮추기 위한

방법(Yoon, Gürhan-Canli, Schwarz, 2006), 혹은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Cone LLC, 2008), 기

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기업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자들이 환경적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다(정지혜, 2009).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제 기업의 CSR 활동의 명분에 대한 동의와 소비자들의 실제 제품 소

비는 구분된다는 것이다(김문섭, 2010). De Cremer & Van Dijk(2002)는

공공재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공의

공적 이익의 갈등 관계 문제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하였

다. CSR 활동과 실제 제품 구매 역시,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개인의 이

익이 갈등하게 되어 사회적 딜레마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그 속

에서 소비자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

품 구매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문섭, 2010).

국내 프로스포츠팀은 경제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 서비스 업을 통한 수입 구조는 한정적인

현재의 상황이며, 그 또한 매년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

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및 프로스포츠팀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으며, 프로스포츠팀 입장에서는 추가적 예산을 투입하여 CS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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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다. 무엇보다, CSR을 효과에 대한

기대 없이 투자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프로스포츠팀에게 있어

CSR은 더욱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결국은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투자 역시도 줄어들 것이라 판단되며, CSR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CSR 활동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남기화, 여정성, 2007; 윤각, 조재수,

2007; 이한준, 2007; 이은미, 2008; 정무성, 2004; Klein & Dawar, 2004).

스포츠 분야에서도 프로스포츠팀의 사회공헌활동이나 공익연계마케팅과

관련 된 연구들(김용만, 이승철, 2004; 김용만, 2008; 김욱기, 2011; 유용

상, 이재희, 유원용, 2007; 이재덕, 이광용, 이건희, 2005; 정영빈, 유용상,

2008; 한기훈, 유원용, 2008; Babiak & Wolfe, 2006; Irwin, Lachowetz,

& Clark, 2003; Kott, 2005; McGlone & Martin, 2006)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프로 스포츠와 관련한 CSR 연구를 살펴보면 CSR이 구단 혹은

모기업 이미지, 제품에 관련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CSR 전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

다. 즉, CSR 형태와 그 자체의 관점 중심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CSR을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프로 스포츠 소비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CSR과 관련 한 연구는 현재까지 스포츠 분야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White와 Peloza(2009)는 이타적 목적이 활성화되어 전개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CSR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기부와 관련 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해당연구는 기부 행동에 대한 수혜자를 자신과 타인으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 기부의 상황과 주체에 따라 기부 행위에

대한 수혜자를 자신으로 소구하는 것과 타인으로 소구하는 것이 실제 기

부 행위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프로 스포츠 소비자가 접하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CSR 활동 내

용은 각 프로스포츠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및 미디어 매체들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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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사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을

누구의 관점에서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프로 스포츠 소비자의 태도 역

시 White와 Peloza(2009)가 진행 한 기부 연구와 마찬가지로 활동에 대

한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극내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을

전략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효과적인 CSR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이 전략적 시각으로 CSR 활동을 접근하는 노력은 프로 스포츠 소

비자들로 하여금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할

것이다. 또한, 프로스포츠팀의 경제적 이익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와

환경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CSR 활동 연속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즉, 프로 스포츠 소비자 만족-프로스포츠팀 가치 창출-공공의 사회 가치

라는 선순환 구조 설립을 위한 전략의 기초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팀이 전개하는 CSR 활동의 효과성을 프로

스포츠 팬의 혜택으로 소구하여 전개할 경우, 동일한 CSR 활동이라도

프로 스포츠 팬들이 느끼는 감정과 CSR 활동 주체인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프로스포츠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CSR 활동에 대한 프로 스포츠

팬의 반응을 홍보 메시지 소구 방법으로 조절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CSR 활동에 반응하는 프로 스포츠 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CSR 활

동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CSR 활동이 소비자 제품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방법으로, Torelli and Kaikati(2009)는 추론수준이론

(Construal level theory)을 활용하여 CSR 정보에 대한 진단을 높게 할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진단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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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데 머물렀으며(김문섭, 2010), 실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

략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White와 Peloza(2009)는 기부와 관련

한 연구에서 기부 행동에 대한 수혜자를 자신과 타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무엇보다 기부의 상황과 주체에 따라 기부 행위에 대한 수혜자

를 자신으로 소구하는 것과 타인으로 소구하는 것이 실제 기부 행위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White와

Peloza(2009)가 자신들의 연구에서 활용한 수혜자 메시지 소구는 기부와

CSR 활동 모두가 사회를 위한 이타적 목적에 근거한 활동이라는 측면

에서 수혜자 메시지 소구 전략의 활용 방향성이 CSR 분야까지 확장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이 프로 스포츠 소비자

의 실제 제품 구매(프로 스포츠 경기 실제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White and Peloza(2009)가 활용한 CSR 활동 수혜자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VS. 타인 혜택) 틀을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 홍보 메

시지에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팀이 진행하는 CSR 활동의 수혜자 혜택 주체를

프로 스포츠 소비자 자신으로 메시지 소구하여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충

성도 향상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기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혜자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VS. 타인 혜택) 틀(White and Peloza,

2009)을 본 연구에 맞게 조정한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포함 VS. 자신

혜택 미포함)틀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이타적 행동의 대표적인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프로

스포츠팀 CSR 활동 수혜자 메시지 소구가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활동

을 활성화 시키는 인상 관리 동기(Impression management motivation)

에 영향을 주는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 그리고 메시지 평가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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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CSR 활동 수혜자(자신 혜택 포함 VS.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 소구 전략을 통해서 프로 스포츠 소비자가 프로스포츠팀에 느끼

는 만족을 향상시켜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실제 스포츠

경기 관람 의도에 영향을 주어 프로스포츠팀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사

회와 환경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

의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켜 프로 스포츠와 CSR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전략적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9 -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유형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정의

기업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창조하는 가치를 유/무형 형태의 기업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다양한 제품 수요자들과 시장 거래를 진행하는

경제적 구조를 구축 및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경제

적 이득을 추구해오던 기업에게 있어 소비자 및 사회의 욕구는 제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환경적

측면, 문화적, 그리고 공동체 사회와 관련 한 측면 등의 성과로 확장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재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을 얻는 정량적 측면에서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

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는 정성적 측면으로 확장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개념이 바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다.

CSR은 다양한 관점과 전개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개념이 매우 광

범위하게 변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

의 경우에도 CSR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박상

윤, 2010). CSR의 개념은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위한 정책, 결정, 행위를

추구한다는(Howard R. Bowen 1953; J. W. McGuire 1963) 기업 윤리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기업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 한다는(Friedman, 1970;

Zenisek, 1979) 순수한 경제적 관점과 친사회적 반응 측면(Davis and

Blomstorm, 1975; Murray and Vogel, 1997)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영 목표가 이윤 추구의 단

기적 목표에서,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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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CSR에 대한 개념과 학자들의 정의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

(Corporate social performance)와 연동되면서 기업가의 윤리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포

괄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박상윤, 2010).

CSR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 정의는 Carroll(1979)의 정

의라 할 수 있다. Carroll(1979)은 기업은 사회를 위하여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의 수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고,

Smith(2003)는 사회 혹은 해당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의무로 정의하였다. 또한, Kotler &

Lee(2005)는 내부 자원의 기부활동과 임의의 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로 정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법률이나 윤리적 기준에 의해 강제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

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의무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담론이 또 다시 진화 하고

있다. 즉, CSR 개념이 과거의 개념인 위험을 회피하고 관리 해주는 소

극적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전략으로 인식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윤량숙, 2008).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200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다면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의 이익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Kotler와 Lee(200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총 6가지의 유형 분류

체계를 구분하였다. CSR 유형 분류의 첫 번째는, 공익 캠페인(Cause

Promotion)으로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

부금, 현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익 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다. 이것은, 특정 상품의 판매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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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율 혹은 회사 전체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기부하는 형태로 설명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 마케팅(Corporate Social Marketing)이다.

사회 마케팅은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공

익기관과 제휴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Philanthropy)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사회문제나 공익사업에 직접 기부를 하는

방식 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봉사(Community

Volunteering)에 대한 것으로, 기업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들이 해당 지역

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사회적

책임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Social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이다. 이것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활동 및 경영 활동을 뜻하는 기업의 사

회 책임 활동이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Kotler & Lee, 2005)

유 형 개 념

공익 캠페인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현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

공익 연계 마케팅
특정 상품의 판매 금액의 일부 비율 혹은 회사 전체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는 방식

사회 마케팅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NGO 혹은 공익기관과 제휴하여 활동하는 방식

사회공헌활동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식으로, 특정한 사회문

제나 공익사업에 직접 기부를 하는 방식

지역사회 자원봉사
임직원, 협력업체들이 해당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

환경보호, 사회복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활동 및 경영 활동 진행하는 방식

Note. 출처: Kotler, P., & Lee, N. (200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ing the

most good for your company and your cause. H oboken: J ohn Wiley & Sons, I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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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

CSR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론적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의 사회 및 환경 변화,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CSR의 목적과 CSR 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한 학자

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CSR과 관련하여 진행되

는 논의의 중점사항은 조직을 형태를 갖는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윤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는 영리조직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조직에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박

상윤, 2010). 앞서 언급한 CSR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중 첫 번째는 긍정

론의 관점이다. CSR 긍정론은 이해관계자 중심적 관점으로 사고하는 것

으로,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무가 있다는 견해이고(Andrews,

1973; Carroll, 1979;, Drucker, 1984;, Epstein, 1987; McGuire, 1963). 두

번째는 CSR 부정론에 관련한 것이다. 부정론은 기업의 주주 중심 관점

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기업은 법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적 제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무를 지난다는 견해이다(Friedman,

1970; Levitt, 1958). 세 번째는 부정론과 긍정론을 절충하여 수렴하는 견

해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동시에 이

해관계자에게도 혜택이 되므로 양 쪽 집단 각각이 갖는 이해관계는 궁극

적으로 하나로 수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민, 2002). 앞서 언급한

CSR의 이론적 논의의 3가지 관점을 <그림 1>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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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SR 이론적 논의 3가지 관점

부정론

(주주의 이익)

수렴론

(사회적 투자)

긍정론

(이해관계자 이익)

Ÿ 신고전학파

경제학

Ÿ 기업자선

= 주주이익 감소

⇨

Ÿ 사회적 책임

수행: 이익극대화

Ÿ 기업자선

=주주+이해관계자

이익증가

⇦ Ÿ 사회경제학

Ÿ 기업자선

=이해관계자+이익

증가

Note. 출처: 이상민, 최인철(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p.17.

무엇보다, CSR의 수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경영목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전의 이익 추구와는 성격이 다

른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상민, 최인철, 2002). 즉, 이와 같은 맥락

에서 기업의 역할을 풀이해 보면,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단

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 성

과 역시도 추구하여야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박상윤,

2010).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이해

1) CSR 활동의 영향과 관련 된 주요 연구

(1) CSR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의 기업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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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으로 보일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 등의 노력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업의 이

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

이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며 기업 경영을 이어 가고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는 <그림 2>와 같이 CSR 활동과

기업 성과가 선순환 고리의 역할로 이어질 경우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

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 CSR과 기업 성과의 선순환 고리

Note.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7). 지속성장 기업의 조건: CSR , p.5.

CSR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대적으로 CSR 활동

을 못하는 기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중점

적으로 이루어졌다(김동태, 김재일 2008; Brown and Dacin 1997; Folkes

and Kamins 1999; Sen and Bhattacharya 2001). 그중에서도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Varadarajan and Anil Menon 1988; Creyer and Ross

1977; Murray and Vogel 1997; Klein and Dawar 2004; Karen L.

Becker-Olsen et 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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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브랜드 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브랜드에 관련한 연구는 크게 브랜드

태도에 대한 연구와 브랜드 전환에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알아 볼 수 있

다. 김자경, 김정현(2001), 김혜주(200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유형

에 속하는 기업의 공익 캠페인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

에 따르면, 기업이 공익 캠페인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호의적

인 브랜드 태도를 생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Nan and Heo(2007)

는 공익연계 마케팅 광고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 공익연계 마케팅 광

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태도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SR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선

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Smith and Alcorn(1991)은 소

비자들의 브랜드 전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

이지만, 비영리 기관에 기부를 하는 기업으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전환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Brown and Dacin(1997)은 CSR이 기업

연상(Corporate associ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그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부정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

는 것은 아니다(윤량숙, 2008). CSR 활동이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Yoon, et al. 2006).

소비자로부터 인지된 기업의 CSR 활동이 상황에 따라 역효과

(Backfire effect)를 내기도 하는데(Yoon, et al. 2006), 이는 소비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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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에, 오히

려 역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윤량숙, 2008).

CSR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는 비대칭적 성향을 보이는데(김성진,

김종근 2009; Sen and Bhattacharya 2001), 이는 CSR 활동을 잘하지 못

하는 기업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CSR을 잘 하는 기업에게 나타

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로, 이러한 CSR 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은 부정편향(negativity bias)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Trudel and Cotte 2009).

기업이 비윤리적 평판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CSR 활동이 기업

평가에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비윤리적인 기업의 CSR

활동의 진정한 목적이 수익에 우선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trahilevitz, 2003).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의 조절 효과

CSR 활동이 기업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기업 요인(Ex.

기업 능력, 기업 평판, CSR과 기업 능력의 관련성), 소비자가 지각하는

CSR의 진실성, 소비자 요인(Ex. 소비자의 이타성, CSR 활동 영역에 대

한 소비자의지지 정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ollins, Steg and

Koning 2007; Luo and Bhattacharya 2006; Sen and Bhattacharya 2001;

Strahilevitz 2003).

Sen and Bhattacharya(2001)는 소비자가 기업의 CSR 활동을 분야

를 지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즉, 소비

자가 느끼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CSR 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는, CSR 활동 분야에 의해 조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지역사회 저소득층 자녀 교육 후원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이 분

야에 CSR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더 좋은 태도를 보이고 기업 평판

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한다. 기업의 능력이 낮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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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을 진행 할 경우에, CSR 활동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

고 기업의 시장 가치도 감소시킬 수 있다(Luo and Bhattacharya, 2006).

또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소비자가 기업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믿으면, 기업 평가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지만, 소비자가 CSR 활동이

기업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믿게 되면, 기업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Sen and Bhattacharya, 2001).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의 매개 효과

기업 평가에 영향을 주는 CSR 활동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CSR 활동 동기의 진실성, 신뢰성 및 호의성 중심으로 이루어 졌

다. 즉 CSR 활동 동기의 진실성 및 CSR 활동을 위한 노력의 신뢰가

CSR 활동이 기업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이다.(이한준, 박

종철 2009; Yoon et al. 2006). 이는 소비자가 CSR 활동 동기를 진실하

다고 인지할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한다.

Carroll(1991)이 구분 한 CSR의 4가지 유형(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

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 따라 신뢰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에 대한 연구(이한준, 박종철 2009)에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신뢰와 호

의성에 기초한 신뢰가 경제적 책임 관련 CSR 활동을 매개하고, 호의성

에 기초한 신뢰는 기업의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활동 CSR을 매개

한다고 하였다.

2) 스포츠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

(1) 스포츠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의

과거에는 스포츠분야에서의 CSR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조직에게 있어 CSR 활동이 중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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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다(Babiak & Wolfe, 2006; Kott, 2005). 일반 경영 분야에서

CSR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된 것과는 달리, 스

포츠 분야에서의 CSR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

지 않고, 일반 경영에서의 개념과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CSR의 이론적 개념화가 미비하게 진행

된 이유는 CSR은 주체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초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

에서의 CSR 개념 및 정의를 일반 경영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으로 포함

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Sheth(2006)는 스포츠 조직이 주체가 되는 CSR을 경제적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y),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윤리적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으로 나

누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Carroll(1991)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4

단계 피라미드에 준거하여 스포츠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는 Sheth(2006)가 진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델의 각 단계별

개념을 정리 한 것이다.

표 2. 스포츠 조직의 CSR 4단계 피라미드 모델 정리

CSR 단계 설 명

자선적

책임

스포츠 조직이 속한 연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

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윤리적

책임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선수들이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스포츠맨십)

법적 책임 스포츠가 제정한 법률적 규칙 이행 준수

경제적

책임

스포츠 조직이 속한 도시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Note. 출처: Sheth, H. (2006). Beyond the gam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ports industry.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박상윤(2010)은 Sheth(2006)가 제시한 스포츠 조직에서의 CSR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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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피라미드 모형을 근거로, 스포츠 조직에서의 CSR을 스포츠 단체,

스포츠 구단 및 스포츠 선수 등이 활동 주체가 되어 공익재단을 설립하

여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핵심 주체들이 직접적인 기

부활동과 자선활동 및 자원봉사를 행하는 것, 그리고 비영리단쳬

(Non-profit organization)와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설명하였다.

3) 국내 스포츠 분야의 CSR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스포츠에서는 1990년 후반을 기점으로 CSR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CSR에 대한 연구 동향을 시간을 기준으로

크게 1990년 후반, 2005년 후반, 2007년 이후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살펴

볼 수 있겠다. 먼저 1990년 후반에는 주로 스포츠 및 스포츠 이벤트 자

원봉사자에 초점이 맞춰진 스포츠 조직의 CSR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문용식, 2001; 소재석, 1999; 신윤호, 서상옥, 한광령, 1997; 임

번장, 이창섭, 손천택, 김경식, 2003; 최만희, 1999). 2005년 이후에는 스

포츠 조직의 CSR 활동과 팀 충성도, 팀 이미지 및 동일시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는 연구(유원용, 2007; 이재덕, 이광용, 이건희, 2005)가 중점

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여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프로스포츠팀 이미지에 관련한 연구

(유용상, 천재영, 2008; 유용상, 이재희, 이광용, 2008; 천재영, 2008;최세

희, 김차용, 이성호, 2009)가 진행되었고, 스폰서십에 관련 한 연구(김용

만, 김세윤, 김지훈, 2010; 남상백, 조운용, 2010), 그리고 적합성에 관련

한 연구(김일광, 2009; 박상윤, 2010)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면, CSR 활동 자체

가 소비자 및 팬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실질적 태도에 초점되어 있으

며, 실질적으로 스포츠 조직의 CSR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

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CSR 활동의 성격 측면에 따른



- 20 -

효과에 집중 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CSR 활동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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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와 소비(Donation & Consumption)

1) 기부(Donation)

(1) 기부의 개념 및 동기

오늘날 사회 속의 사람들은 공동체, 공존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라는 의식을 잠재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 된 의식 속에서

사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기부 행위를 한

다고 볼 수 있다. 소년·소녀 가장의 교육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 TV 프

로그램,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12월의 자선냄비, 사랑의 헌혈운동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부운동으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대표적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로서,

스포츠 조직 및 기업이 자신들의 속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바라 볼 수 있겠다.

기부는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이나 돈을 내놓은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 활동은 크게 두 개의 목적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부에 대한 동기는 이타적 목적에 의한 기

부 행위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에, 기부

행위를 통해서 이들을 돕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얻을 이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의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돕

게 되는 것이다(Batson, 1990). 두 번째 기부 동기는 이기적 목적에 근거

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들을 도

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이들을 돕기 위한 이타적 동

기가 아닌 의무감을 가졌음에도 돕지 않을 경우에 느낄 수 있는 죄책감,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Batson, Ahmad and Tsang 2002). Bagozzi and Moore(1994)는 사람

들이 TV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나오게 되면 부적정서를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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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시청자들이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이타적 행위는 순간 느끼게

되었던 부적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기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이기적 동기에 대한 설명은 감정 회피가 아닌 자신의

만족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Arnett, German and Hunt(2003)에 의하

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의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기부를 통해 자부심과 행복감을 얻기 때문에 기부 활동을 한다.

(2) 기부 독려 메시지

기부 행위에 대한 동기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 되듯

이 효과적인 기부 행위를 이끌고자 하는 기부 독려 메시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상반 된다(김문섭, 2010). 즉 기부 행위에 대한 동기가 이기적/이

타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부 활동에 대한 목적 활성화를

이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타적으로 하게 되면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Cialdini, Reno and Kallgren 1990;

Kallgren, Reno and Cialdini 2000).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자 할 때 소구 전략을 타인으로 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 주장하는 연구들의 공통점은 공감(empathy)에 대한 연구를 기

초로 하고 있다(김문섭, 2010).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될 경우에,

어려운 사람이 고통에 대한 동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공감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 공감이 기부 행위에 대한 의무감과 실제 행위로 연결 된

다(Batson, 1990). Pessemier, Bemmaor and Hanssens(1977)은 장기기증

독려 메시지에 기증자 본인의 혜택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장기기증 신청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Fisher, Vandenbosch and Antia(2008)는

TV 방송국이 진행한 모금운동에서 모금 기부자 자신의 혜택으로 소구

하는 것보다 타인의 혜택으로 소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증명하였다.

즉,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하여 타인의 혜택으로 메시

지를 전달하는 것이 기부자 자신들의 혜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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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매 행위의 선행요인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결

과적으로 기부에 대한 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김문섭, 2010).

기부 참여를 기부자 자신의 혜택으로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에 기반하고 있다(김문섭, 2010). 사회교환이론은 사람들이 비용대비 혜

택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에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에 투자

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lau, 1964). 기부 행위를 자신의 혜택으로 포

지셔닝하여 기부 행위가 소비자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기부 행위를 머뭇거리던 사람 역시도 스스로가 하는 기

부 행위들이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게 정당화

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되어 기부를 하게 된다(Holmes, Miller and

Lerner, 2002).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개인 이익이 보상된다

고 하였을 때, 더 많은 기부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Holmes,

Miller and Lerner, 2002).

2) 기부와 소비

(1) 기부와 소비의 목적

기부와 소비는 그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며, 실제 구

매에 대한 선택과 행동 역시 근본적 목적에 따라 하게 된다. 다시 말하

면, 기부는 사회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타적 목적이 활성

화되어 이뤄지는 행동이지만, 소비는 자신 혹은 특정 대상을 위한 구매

라는 점에서 이기적 목적이 활성화 된 행동이다. 즉, 사람의 행동은 대상

자들에게 어떠한 목적이 활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으로, 이기적 목적이 활성화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

게 되는 것이며 이타적 목적이 활성화되면 그 목적에 맞는 이타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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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Cialdini, Reno, and Kallgren 1990; Kallgren, Reno, and

Cialdini, 2000).

4. 수혜자 메시지 소구

메시지(message)는 정보원이 수용자와 어떠한 사상에 대한 정보,

경험, 감정, 의견, 의미 등을 공유 하는 것, 또는 그 사상과 관련된 수용

자들의 태도, 의견, 행동, 등을 변용시키기 위해 정보원이 수용자에게 보

내는 커뮤니케이션 자극의 하나라 정의 할 수 있다(이명천, 김요한,

2005).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 경로 상 수신자

인 청중이 특정한 아이디어나 사상을 해석하여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고,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이를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는 수단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Krugman, et al. 1994). 이와 같은 관

점에서 바라보는 수혜자 중심의 메시지 소구는 수혜자가 어떠한 대상이

냐에 따라서 해당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 프레이밍을 말하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수혜자를 누구 중심으로 메시지를 소구하는 것이 효율

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기부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표

적 연구인 기금 조성을 위한 소구 전략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근

본적인 특징은 수혜자의 혜택을 누구에게 강조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기

부자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감을 소구하는 것과 타인으로 혜택이 돌아감

의 소구로 구분하여 상황과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효과

를 알아 본 것이다(Brunel and Nelson 2000; Nelson et al. 2006).

1) 자신 혜택 소구(self-benefit appeals)

메시지 소구의 수혜자를 자신 혜택 소구한다는 것은 기부와 관련

한 연구에서 비롯한 것으로, White와 Peloza(2009)는 자신 혜택 소구를

메시지에 기부자 본인에게 주 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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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라 정의 하였다.

Fisher, Vandenbosch 그리고 Antia(2008)는 적십자에서 헌혈을 유

도하기 위한 메시지 소구 전략으로 기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부터 자부심과 행복 또는 권한을 포함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예로 들며, 자신 혜택 소구의 활용 측면에 대

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Holmes, Miller 그리고 Lerner(2002)는 기부 혜

택을 이기적 교환으로 포지셔닝 했을 경우가 이타적 교환으로 포지셔닝

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기부 의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람들이

기부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는 기부 행동 자체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고 정당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사람들이 타인 혜택 소구

보다 자신 혜택 소구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자신 혜택을 강

조함이 스스로에게 심리적 회복을 주기 때문이다(White and Peloza,

2009).

2) 타인 혜택 소구(other-benefit appeals)

메시지 소구의 수혜자를 타인 혜택 소구한다는 것 역시 기부와 관

련 한 연구에서 비롯한 것으로, 어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의 주 된 혜택

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 소구를 말

한다(White and Peloza, 2009).

Pessemier, Bemmaor 그리고 Hanssens(1997)는 장기 기증과 수혜

자 메시지 소구와 관련하여, 타인 혜택 소구가 자신 혜택 소구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isher,Vandenbosch 그리고 Antia(2008)

는 기부금을 위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타인 혜택 소구가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 26 -

5. 인상관리

1)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사람들은 첫인상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다양한 방법

(언어적, 비언어적)을 통해 인상을 형성하려 하는데, 주로 형성 된 인상

이 향후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상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장혜순, 한

주리, 이인희, 2008).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인상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나

생각을 통제, 조절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하는 과정을 인상관리라 한다(Leary & Kowalski, 1990). 무

엇보다 인상관리는 대인관계의 영향을 증대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유지하게 해주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마크 리어리, 홍성태, 2006).

Goffman(1959), Leary & Kowalski(1990)에 따르면, 인간의 이기적 본성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공동의 이익

을 위한 사회적 협력이 가능한 것은 개개인의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자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인상관리를 위한 동기는 사람들이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 등의 다양

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Leary & Kowalski(1990)는 이와 관련

해서 자기 감시를 많이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이 중요하거

나 가치가 높을 경우, 자존심이 높거나 자아 정체성이 높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인상관리에 대한 동기가

강해진다 하였다. 즉, 인상관리 동기는 특정한 요인에 근거하여 일반화

시킬 수 없는 특징을 보이며, 개인들의 특징과 사회의 변화와 요구 등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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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상관리 이요인 모형(Two-component model of impression

management)

인상관리는 인상동기(Impression Motivation)와 인상구성

(Impression construction)이라는 두 가지 과정의 인상관리 이요인 모형

(two-component model of impression management)으로 이루어진다

(Leary and Kowalski, 1990). 외부에 비춰지거나 평가 받는 자신의 이미

지를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통제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인 인상동기

가 먼저 발생하게 되고,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방향과 성격에 부합하는

인상의 전달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인상 구성 단계를 통해 인상관리를

진행하게 된다(김문섭, 2010). 즉, 인상관리 이요인 모형에 근거하여 생각

해보면, 인상관리 동기가 활성화 될 경우 인상동기가 증가할 것이고 그

에 따라서 인상구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

상구성은 이기적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에 근거한 선행이 사회 규범에

의해 수용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인상관리 동기가 증가하면 이타적 동기

에 의한 선행이 적절한 인상 전달 방법으로써 선택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문섭, 2010). 따라서, 인상관리 동기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 즉

자신의 혜택으로 소구하는 것보다 타인의 혜택으로 소구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고, 인상관리 동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타인의 혜택으로 소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혜택으로 소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White and

Peloza, 2009).

3) 평가 상황에 따른 인상관리

사람은 어떠한 외적 자극을 통해서 행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

한 외적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범위와 수준이 달

라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선택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할 때와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 할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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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개적 선택 상황이나 실제 선택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

명해야 할 때 인상 관리 동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Leary and

Kowalski 1990; Ratner and Kahn 2002; Reis and Gruzen 1976).

다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거나 자신의 행

동이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면 스스로 인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어 인상 관리 동기가 증가하는 것이

다(Leary and Kowalski, 1990)

4) 팀 정체성에 따른 인상 관리

인간은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신체

일부나 성격, 그리고 소유물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확장

적 자아(extended self)라 할 수 있다(Belk, 1988). 즉, 인간은 유·무형의

물건의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의 확립 및 표현, 타인으로부터의 차별화와

독립, 집단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 자아개념 형성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지역 사회, 브랜드 커뮤니티 등의 사회적 유대를 확인

한다(Escalas and Bettman 2005; Muniz and O’Guinn 2001). 제품을 구

매하는 관점으로의 소비자는 스스로가 구입하고 사용하는 제품 및 해당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타인이 사용하는 제

품과 브랜드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추하기도 하며(Berger and

Heath 2007), 타인이 소유하거나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Burroughs,

Drews, and Hallman 1991). 이와 관련하여 Shavitt(1990)은 도구적 제품

보다는 상징성을 표현하는 제품이 각자의 정체성을 더욱 표현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제품 구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소비되는 제

품보다는 공적인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각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Bearden and Etzel 1982).

소비자들은 상징적 제품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제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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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할 때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혹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향상시

키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게 된다(Shavitt, Swan, and Lowery 1994).

즉,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이미지 관련 속성들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

는 것이다(Lee and Shavitt 2006).

프로 스포츠에서 제품은 프로스포츠팀들 간의 스포츠 종목 시합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제품을 통해 사람들이 동기를 느끼는 인상관

리는 스포츠에 있어서 프로스포츠팀들의 경기를 통해서 활성화 될 것이

다. Wann과 Branscombe(1993)는 팀 정체성을 팬들이 팀을 자신과 동일

시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팀 정체성이란 팬들이 스스로를 확장

해서 느끼는 특정 팀과의 심리적 연계라고 주장하였으며, 팀에 대한 정

체성이 높은 스포츠 팬은 해당 팀을 자신의 확장 된 일부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Wann, 1997). 즉, 팀 정체성은 개인이 어떠한 특정 팀을 대상

으로 하여 애착을 갖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Branscombe & Wann,

1991)으로, 상징적 제품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정체성은 Escalas, Bettman(2005) 그리고 Muniz, O’Guinn(2001)이 인간

은 유·무형의 물건의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의 확립 및 표현, 타인으로부

터의 차별화와 독립, 집단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 자아개념 형성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지역 사회, 브랜드 커뮤니티 등의 사회

적 유대를 확인한다고 주장했던 맥락에 맞는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5) 자기 감시성에 따른 인상관리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행동 선택을 통제

하고 규제하는 노력을 진행하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

고 맞추어 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을 위한

사고를 진행하는 원인은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주어진 상황적

변화에 따라 자기를 관찰하고,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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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self-monitoring)라 정의 할 수 있다(Snyder, 1974).

Snyder(1979)에 따르면,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갖는

내적 정보보다 상황적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 선택을 통제하고 규

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적절성 기준으로

평가 할 때 대인 관계와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

문에 해당 상황에 맞는 행동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자

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인상에 더욱

많이 신경 쓰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 역시도 타

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위해 많은 인상관리 노력을 진행하려한다

(Leary, 1983). 자기감시성에는 스스로의 행동이 적절, 혹은 바람직한가

를 지시하는 사회적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되며, 이는 사회화로 형

성된 변덕스러운 경향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관

점에서 자기 감시성은 소비자 행동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Musser & Browne, 1991).

Shavitt, Lowery, Han(1992)은 자기감시성과 제품에 관련 한 연구

를 통해서,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라는 실용

즉 동기보다는 제품을 사용하면 보다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

회적 동기에 우선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양윤(1996)

은 소비자 정보획득과정에서 자기감시가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들

에 비해 심리적 속성을 더 많이 획득함을 보여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

기감시가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들 보다 자아 일치성이 높은 상표

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지만, 자기 감시가 낮은 소비자들은 자아 일치

성이 상표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윤, 서윤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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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 충성도

충성도는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Branscombe & Wann, 1991). 뿐만 아니라

Branscobe와 Wann(1991)은 팀에 대한 충성도는 충성도 높은 팬이 그들

이 좋아하는 팀에 대한 진정한 애착과 헌신을 유발하고 표현하는 등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성도는 팀과 조직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Fournier &

Yao, 1997)이며, 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유원용, 2007)

Jacoby와 Kyner(1973)은 충성도를 표출된 행동으로서의 행동적 충

성도와 내재적 영향으로써의 태도적 충성도로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

여 설명하였다.

1) 행동적 충성도

행동적 충성도는 실제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행동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관련된

스포츠 용품을 사용하고 다른 팀들의 스포츠 물품을 사용하기를 꺼려하

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팀의 성적과 관련 없이 이러한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원용, 2007).

2) 태도적 충성도

태도는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제공하게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대상 혹은 문제에 관련한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긍정

적,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Petty & Cacioppo, 1981: Fishbein &

Ajzen, 1975; 고영복, 1997). 즉, 태도적 충성도는 실제 구매행동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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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나 선호에 대한 응답에 기초한 충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박상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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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프로스포츠팀의

CSR 활동의 홍보 메시지 수혜자 메시지 소구를 자신 혜택을 포함 했을

경우와 자신 혜택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팀 충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CSR 홍보 메시지를 평가하는 상황(공

적 평가 상황 VS. 사적 평가 상황)에 따라 조절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팬이 갖는 팀 충성도와 개인적 기질인 자기 감시성은 프로스포츠

팀의 CSR 홍보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팀 충성도 정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

정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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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1) 프로스포츠팀의 CSR 수혜자 메시지 소구가 프로 스포츠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이 CSR을 잘 하는 조직 및 기업의 CSR 활동에는 긍정적

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제 해당 기업의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Gürhan-Canli and Batra 2004; Keller 2003), 이는

소비자들이 CSR 활동을 잘 하는 기업 및 조직의 제품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사회의 이익이냐에 대한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제품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De Cremer and Van Dijik 2004).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소비 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이기적 목적이 소비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CSR을 잘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

매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기부와 관련 한 사회교환이론

(Blau, 1964)은 기부의 행동에 있어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

유는 기부 그 자체의 행동이 본인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정당화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부와 관련 한 연구(Holmes et al. 2002;

White and Peloza 2009)에 따르면, 기부를 기부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으로 메시지를 소구 할 경우, 기부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정당화가

이루어져 기부 자체가 증가한다. 즉, 기업 혹은 조직이 진행하는 CSR

활동의 홍보 메시지를 통해 혜택 자체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프로스포츠팀 역시도, 그들이 진행하는 CSR 활동의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의 혜택으로 메시지를 소구 할 경우,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팬들은

사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이지만, 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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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돌아가는 CSR 활동으로 홍보 메시지를 소구하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SR 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프로

스포츠팀에 대한 태도인 팀 충성도가 증가 할 것이다.

김문섭(2010)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기적인 목적의 활성화를 보다는 이타적인 목적이 활성화되어 인상

관리 동기가 상승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제품의

평가 혹은 구매의 상황에서는 팀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SR 수혜자 메시지 소구

(자신 혜택 포함 / 자신 혜택 미포함)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팀 정체성을 공변량으로 설정해야 함을 판단할 수 있다.

Leary(1983)는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인상에 더욱 많이 신경 쓰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높은 사람들 역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위해 많은 인상

관리 노력을 진행하려한다고 하였다. 양윤(1996)은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제품 구매에 있어, 심리적 속성을 더 많이 획득함을 보여주었다.

자기감시가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들 보다 자아 일치성이 높은 상

표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지만, 자기 감시가 낮은 소비자들은 자아 일

치성이 상표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윤, 서윤정,

2004). 또한, 김문섭(2010)은 자기 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대외적 목

적의 이타적 동기가 자기 감시성이 낮은 소비자보다 높기 때문에 CSR

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CSR 수혜자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포함 / 자신 혜택 미포함)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 감시성 역시 공변량으로

설정해야 함을 판단할 수 있겠다.

CSR은 그 행위 자체가 사회, 환경 혹은 특정 대상을 위한 활동으

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있기 때문에 CSR의 활동을 자신을 위한 혜택

혹은 타인을 위한 혜택으로 구분하여 메시지를 소구하는 그 자체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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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소구 전략

을 자신 혜택이 포함 된 메시지와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로

수정하여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전략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이 도출 될 수 있겠다.

H 1.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메시지 소구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가 자신 혜택이 포함 되지 않은 CSR 메시지 소구

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보다 높을 것이다.

2) 메시지 평가 상황의 조절 효과

외부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상황

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 되어 질 수 있다. Leary와 Kowalski(1990)는 어

떠한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공개적일 경우 혹은 어떠한

평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할 때, 개인에 대한 인상관리 동기

가 증가하게 되어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공

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 역시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인상을 관

리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외부 메시지에 대한 평가 상황이 사적일 때

는 인상 관리 동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공적 이미지와 관련된 외

부 메시지 정보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평가 상황이 공적일 때는 인상관리 동기가

상승하게 되어 이기적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혜자 CSR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상황에 따른 팀 충성도

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상 관리 동기의 요인인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CSR 수혜자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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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될 수 있겠다.

H 2-a. 자신혜택 CSR 홍보 메시지가 소구 된 팬들의 팀 충성도

는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보다 사적 메시지 평가 상

황일 경우에 더 높을 것이다.

H 2-b.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CSR 홍보 메시지가 소구 된

팬들의 팀 충성도는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과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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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평가 상황

공적 평가 상황 사적 평가 상황

수혜자

혜택

자신혜택 포함 40 40

자신혜택 미포함 43 42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팀의 홍보 메시지 소구(자신혜택 포함

/자신혜택 미포함)가 메시지 평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사적 평가 상황)

에 따라 프로스포츠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팀의 CSR 홍보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

의 2 X 2의 연구 모형을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수원

에 있는 A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실험

피검자들은 성인 중 설문에 참여 의사를 표현 한 대상들로 선정하였으

며, 사전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80명을 편의 표집

(convenience sampling) 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설문 180부 중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실험 자극물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5부는 연구대

상에서 제외시켜 총 16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자극물에 따른 CSR 혜택 메시지 소구와 해

당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다. 4개

의 각 집단에 참여한 인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수혜자 혜택과 평가 상황에 따른 피검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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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N=165) 집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19 72.1

여 46 27.9

연 령

20세 이하 41 24.8

21∼30세 이하 109 66.1

31∼40세 이하 13 7.9

41세 이상 2 1.2

교 육

고졸 2 1.2

대학교 재학 88 53.3

대학교 졸업 4 2.4

대학원 재학/졸업 71 43.1

스포츠 관람

및

시청시간

(일주일)

1시간 미만 54 32.7

1∼5시간 이하 88 53.4

5∼10시간 이하 18 10.9

10∼15시간 이하 2 1.2

15시간 이상 3 1.8

스포츠

참여시간

(일주일)

1시간 미만 20 12.1

1∼5시간 이하 59 35.8

5∼10시간 이하 52 31.5

10∼15시간 이하 26 15.8

15시간 이상 8 4.8

표 4. 실험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 및 스포츠 관람/참여 시

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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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극물(stimulus material)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자극물은 프로스포츠팀의 CSR 메시지

소구를 메시지 평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사적 평가 상황)에 따라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와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즉, CSR

메시지 소구 전략(자신 혜택 포함/자신 혜택 미포함)과 메시지 평가 상

황(공적 평가 상황/사적 평가 상황)을 포함하는 총 4가지(CSR 메시지

소구 전략 X 메시지 평가 상황) 유형의 시나리오로 제작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실제 프로 스포츠에서 진행하였던 CSR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읽는 당사자를 위한 혜택과 프로스포

츠팀이 속한 지역사화를 위한 혜택으로 구분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였

다.

메시지 평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사적 평가 상황)을 조작하기 위

해서, 김문섭(2010)이 사용하였던 평가 상황에 대한 구두메시지 및 안내

메시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공적 평가 집단에게는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적인 프로스포츠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은 마친

후, 다른 학생들과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설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반드시 적어 주세요.”라고 구두로 전달하였

다. 또한, CSR 홍보 메시지 시나리오 위에 “본 설문을 마친 후에는 당신

과 다른 학생의 윤리적 행동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한, 각자의 평가 행동을 윤리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토의해 볼 계획입니

다. 추가적 질문을 위해 연락처가 필요하오니 아래에 E-mail 주소를 적

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사적 평가 집단에

게는 설문지 배포 전에 아무런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설문지

에는 “본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자료로만 사용되고 개별적으로 공

개되는 일은 없사오니, 안심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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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구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라는 안내

문을 적어 놓았다.

CSR 홍보 메시지를 자신 혜택 포함과 자신 혜택 미포함의 시나리

오를 피험자들이 최대한 실제적으로 인지하게 하기 위하여, CSR 활동은

실제로 프로스포츠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실제 신문 기

사 형식과 비슷한 문맥과 구조로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SR 홍보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 4명

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CSR

메시지 홍보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포함/자신 혜택 미포함) 자극물 2가

지와 메시지 평가(공적 평가 상황/사적 평가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조작

확인결과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균(N=15,

M=4.47, SD=0.74)이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 자극물을 접한 집단의 평

균(N=15, M=2.60, SD=0.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5.85, df=28, p<.001).

메시지 평가 상황 조작을 확인해 본 결과, 공적 평가 상황의 평균

(N=15, M=4.87, SD=0.74)이 사적 평가 상황의 평균(N=15, M=3, SD=.6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7.29, df=28, p<.001).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팀 정체성, 자기 감시성, 팀 충성도이다.

팀 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은 Trail & James(2001)가 개발하고 이용재

(2008)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팀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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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팀 정체성 프로스포츠팀에 대해 느끼는 정체성 정도 5

자기감시성 개인적 기질을 물어보는 것과 관련한 문항 6

팀 충성도 태도적 & 행동적 충성도에 관한 문항 12

개인적 기질인 자기 감시성은 김문섭(2010)이 Snyder와

Gangestad(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던 6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팀 충성도 측정을 위해 Price와 Arnould(1999), Lee, Lee와

Feick(2001), 김철민과 조광행(2004), 김성호, 이우영과 권진택(2007), 김

용만 & 김세윤 & 김치훈(2010)이 사용한 설문 내용을 수정하여 12문항

(태도적 충성도 7문항 & 행동적 충성도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5. 설문의 구성

4. 자료처리방법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을 이용하

여 다음의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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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수짐 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일

치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ɑ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3) t-test, 이원 분산 분석, 이원 공변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CSR 홍보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포함 / 자신 혜택

미포함)와 CSR 메시지 평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 / 사적 평가 상황)의

조작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CSR 홍보 메

시지 소구 집단(자신 혜택 집단 / 자신 혜택 미포함)에 따른 메시지 평

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 / 사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와 CSR 평가 상황이 프로스포츠팀 충성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일원 공변

량 분석과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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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예비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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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팀정체성

팀정체성1 1 7 4.60 1.40

팀정체성2 1 7 1.69 1.20

팀정체성3 1 7 1.87 1.33

팀정체성4 1 7 1.78 1.28

팀정체성5 1 7 1.73 1.29

자기감시성

자기감시1 1 7 4.24 1.53

자기감시2 1 7 3.86 1.63

자기감시3 1 7 4.80 1.19

자기감시4 1 7 4.58 1.53

자기감시5 1 7 4.93 1.29

자기감시6 1 7 4.6 1.39

팀충성도

팀충성도1 1 7 4.48 1.66

팀충성도2 1 7 3.96 1.59

팀충성도3 1 7 4.31 1.69

팀충성도4 1 7 4.08 1.74

팀충성도5 1 7 3.71 1.62

팀충성도6 1 7 3.71 1.62

팀충성도7 1 7 3.34 1.70

팀충성도8 1 7 3.92 1.80

팀충성도9 1 7 3.02 1.43

팀충성도10 1 7 3.19 1.61

팀충성도11 1 7 3.48 1.75

팀충성도12 1 7 3.56 1.78

표 6.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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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ɑ
팀 정체성 5 .965

자기 감시성 6 .822

팀 충성도 12 .976

2)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ɑ 계수를 사용하였다.

Carmines & Zeller(1979)의 연구에 따르면 Cronbach’s ɑ 계수는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ɑ계수가 .70 이상이면 측정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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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각

변수의 Cronbach’s ɑ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복은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2. 조작 점검(manipulation check)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 자극물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처치가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활용하

여 검증하였다.

프로스포츠팀의 CSR 홍보 메시지 소구(자신혜택 포함 VS. 자신혜

택 미포함)에 대한 조작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문섭(2010)의 연구에서 사

용된 2문항을 본 연구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자신혜택 포함의 CSR 홍보 메시지가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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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측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자신 혜택 포함 집단의 평균(N=82, M.=4.88, SD=0.08)이 자신 혜

택 미포함 집단(N=83, M=2.46, SD=0.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27, df=88.8, p<.001). 자신혜택 미포함의 CSR 홍보 메시지가 제대

로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결과, 자

신 혜택 미포함 집단의 평균(N=83, M=4.86, SD=0.06)이 자신 햬택 포함

의 집단 평균(N=82, M=3.45, SD=0.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5.31, df=163, p<.001).

CSR 홍보 메시지를 평가하는 상황(공적 평가 상황 VS. 사적 평가

상황)에 대한 조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문섭(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2문항을 본 연구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공적 평가 상황으로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측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공적 평가 상

황 집단의 평균(N=83, M.=4.73, SD=0.73)이 사적 평가 상황(N=82,

M=3.41, SD=0.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96, df=163 p<.001).

다음으로 사적 평가 상황으로 메시지 평가 상황이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

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사적 평가 상황 집단의

평균(N=82, M=4.59, SD=0.71)이 공적 평가 상황 집단의 평균(N=83,

M=3.29, SD=0.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96, df=163 p<.001).

따라서 CSR 홍보 메시지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에 대한 실험

자극물 조작들은 본 연구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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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수혜자혜택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팀

충성도

자신혜택

포함
82 4.15 1.24

4.848 p<.003
자신혜택

미포함
83 3.32 1.59

3. 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메시지 소구

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가 자신 혜택이 포함 되지 않은 CSR 메시

지 소구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보다 높을 것이다.’이다. 먼저 CSR

홍보 메시지 소구(자신 혜택 포함/자신 혜택 미포함)에 따른 팀 충성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을 통제변인으로 한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팀 충성도에 대한 일원 공변량 분석 결과

<표 8>의 분석 결과,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홍보 메시지에 노

출 된 집단의 팀 충성도 평균(M=4.15, SD=1.24)이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에 노출 된 집단의 팀 충성도 평균(M=3.32, SD=1.59)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4.848, df=1, p<.003). 따라서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메시지 소구

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가 자신 혜택이 포함 되지 않은 CSR 메시

지 소구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보다 높을 것이다.’의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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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연구가설

결

과

팀

충성도

가설

1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메시지 소구에 노출 된 사람

의 팀 충성도가 자신 혜택이 포함 되지 않은 CSR 메시

지 소구에 노출 된 사람의 팀 충성도보다 높을 것이다

지

지

표 9. 연구 1 가설 검증 결과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홍보 메시지

를 소구하였을 경우에는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가 공적 메

시지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보다 높을 것이며, 자신 혜택이 포함 되

지 않은 CSR 홍보 메시지를 소구하였을 경우에는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이다. 먼저 CSR 홍보 메시지 소

구(자신 혜택 포함/자신 혜택 미포함)와 홍보 메시지 평가 상황(사적 평

가 상황/공적 평가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팀 정체성과

자기 감시성을 통제변인으로 한 이원 공변량 분석(2-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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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 41.186 42.046 p<.001

절편 32.318 1 32.318 32.992 p<.001

자기감시성 .893 1 .893 .912 p>.05

팀정체성 60.325 1 60.325 61.584 p<.001

혜택주체 10.455 1 10.455 10.673 p<.002

평가상황 11.064 1 11.064 11.295 p<.002

혜택주체*

평가상황
78.613 1 78.613 80.254 p<.001

오차 155.750 159 .980

합계 2659.549 165

수정합계 361.682 164

Note.   

표 10. 팀 충성도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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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혜택주체와 평가 상황의 상호작용효과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프로스포츠 조직의 CSR 홍보메시지 수혜

자 혜택 주체와 CSR 홍보메시지 평가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혜자 혜택 주체에 따른 메시지 평가 상

황이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팀 정체성과 자기 감

시성을 통제 변인으로 한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의 분석 결과, 자신혜택 포함 집단에서 사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 평균(M=4.76, SD=0.94)과 공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 평균

(M=3.52, SD=1.2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235, df=1, p<.001). 그리고 자신혜택 미포함 집단에서 공적 평가

상황에 노출 된 집단의 팀 충성도 평균(M=4.29, SD=1.26)과 사적 평가

상황에 노출 된 집단의 팀 충성도 평균(M=2.27, SD=1.20)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8.529, df=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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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가상황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자신혜택

포함

공적상황 40 3.52 1.21
22.335 p<.001

사적상황 42 4.76 0.94

자신혜택

미포함

공적상황 43 4.29 1.26
58.529 p<.001

사적상황 40 2.27 1.20

종속

변수
연구가설

결

과

팀

충성

도

가설

2-a

자신혜택 CSR 홍보 메시지가 소구 된 팬들의 팀 충
성도는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보다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일 경우에 더 높은 것이다.

지

지

가설

2-b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CSR 홍보 메시지가 소구
된 팬들의 팀 충성도는 공정 메시지 평가 상황과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

각

표 11. 팀 충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자신 혜택이 포함 된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집단에서 해당 메시

지를 평가하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팀 충성도 정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집단에서도 해당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라 사람

들이 느끼는 팀 충성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가설 2에서 자신혜택이 포함 된 CSR 홍보 메시지 소구 집단은 메

시지 평가 상황에 따라 대상자가 갖게 되는 팀 충성도의 차이가 존재하

지만 자신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라 대

상자가 갖는 팀 충성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

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2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

를 <표 1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12. 연구 2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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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중심으로 수혜자 메시지 소

구 전략인 자기 혜택 포함 소구와 타인 혜택 소구(자신 혜택 미포함)가

프로스포츠팀의 팀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또한 개인적 기질이라 할 수 있는 인상 관리 동기에 영향을 주는 메

시지 평가 상황을 중심으로 기업의 CSR활동 수혜자 메시지 소구 전략

이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은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제는 CSR활동이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책임 영역으

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

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프로스포츠

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따른 프로스포츠팀의 평가와 프로스포츠팀의

제품 구매의도와 평가, 그리고 소비자 태도 등의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박상윤, 2010; 김보룡, 임세준, 전병관, 2011; 최세희, 김차용,

이성호, 2009). 하지만 프로스포츠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전략적 접근

을 통한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

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인 CSR활동 전략 모색을 통해서 CSR활동의 효과성을 최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포츠 조직에서 진행하는 CSR의 수혜자 메시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효과성을 모색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와 자신 혜택 미

포함 메시지로 구분되는 수혜자 메시지 소구 전략의 방법을 통해서 프로

스포츠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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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

다.

첫째, 가설 1은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를 개

인 각각의 혜택으로 소구하는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자

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로 구분되는 홍보 메시지 소구 전략이 팀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홍보 메시지 소구 전략은 기업의

기부 활동의 연구를 진행한 White & Peloza(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 혜택 포함과 타인 혜택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느끼

는 팀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감시성과 팀 정체성을 통제 변

인으로 설정하여,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와 타인 혜택 포함 메시지가 프

로스포츠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혜

자 메시지 소구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실험을 진행한 결과, 프로스포츠

팀의 CSR활동은 그 자체로 타인 혜택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

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 혜택 메시

지 소구를 대신하여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 소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자신 혜택을 포함

한 메시지로 소구했을 경우의 팀 충성도가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를

소구했을 경우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Holmes, Miller & Lerner(2002)와 White & Peloza(2009)가 기부와

관련하여 진행한 수혜자 포지셔닝 연구 결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실험

을 통하여 스포츠 팬은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수혜자 메시지

소구를 통해서 팀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혜자 메시지 혜택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에서 주목할 점은 기부, CSR활동과 같은 사회의 가치를 위한 기업 및

조직의 활동일지라도 개인의 이익이 전제 될 경우에 기업 및 조직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부와 관련한 연구의 핵심 이론

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교환 이론과 같은 맥락 속에 이해 할 수 있다. 또

한 프로 스포츠와 같이 비경쟁 시장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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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 팬 역시도 개인의 이익이 전제 될 경우에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가설 2-a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 소

구 전략(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 /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은 팬들이

느끼는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라서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 혜택이 포함된 메시지가 소구된 스포츠

팬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사적 평가 상황과 공적 평

가 상황으로 구분하여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설 1과 마찬가지로 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상 관리 동기

요인 자기 감시성과 팀 정체성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가 소구된 프로스포츠팀

의 CSR활동은 해당 메시지를 평가하는 상황에 따라서 팀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신 혜택 메시지

가 소구될 경우의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은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일

경우의 팀 충성도가 공적 평가 상황의 팀 충성도 보다 높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Leary & Kowalski(1990)가 인상 관리 동기와 관련하여 진행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2-b는 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를 소구했을 경우에는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과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 따른 팀 충성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평가는 개

인에 대한 혜택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메시지 평가 상황이 프로스

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신 혜택이 미포함 된 메시지에 소구 된 프로

스포츠 팬은 사적 평가 상황보다는 공적 평가 상황일 경우에 프로스포츠

팀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스포츠

팀의 CSR활동에 대한 프로 스포츠 팬의 평가는 메시지 평가 상황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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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각각의 프로스포츠팀의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은 홍보 메시지 소구와 관련

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프로 스포츠의 경영 안정성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CSR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

대는 프로스포츠팀에게는 경영 환경의 악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연결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프로스포츠팀이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SR활동에 대한 혜택 주체를 프로 스포츠 팬 자신으로 하여 진

행하는 메시지 소구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

른 효과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른 효과성을 높

이는 전략을 통해서 프로스포츠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

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프로스포츠팀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노력 뿐 아니라, 프로스포츠팀의

경영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현재의 스포츠 경영 환경 불안정이

라는 프로 스포츠 위기로부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57 -

2. 실무적 시사점

프로 스포츠의 CSR활동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효과성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홍보 메시지 수혜자 혜택 소구를

통한 프로스포츠팀의 충성도 영향에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무

엇보다 프로스포츠팀은 CSR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

략적 접근을 통한 활용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의 홍보 메시

지를 수혜자 혜택 소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 특히 프로스포츠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역할을 프로스포츠팀이 더욱 활성화

시키며 노력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통해 느끼는 스포츠 팬의 팀 충

성도는 자신 혜택을 포함한 홍보 메시지로 소구했을 경우가 자신 혜택을

포함하지 않은 홍보 메시지로 소구 했을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Fisher, Vandenbosch & Antia(2008)는 적십자에서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소구 전략으로 기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행동으

로부터 자부심과 행복 또는 권한을 포함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강조하는 방법을 예로 들며, 자신 혜택 소구의 활용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도 기부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바

라볼 수 있겠다. 즉, 프로스포츠팀은 어떠한 CSR활동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노력과 고민을 통한 효과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CSR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성을 최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CSR활동에 대한 혜택의 주

체를 스포츠 팬 자신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자 메시지 혜택

소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스포츠 팬이 접하는 프로스포츠팀의 홍보 메시지는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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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프로스포츠

팀에 대한 메시지는 스포츠 팬이 메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상황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포츠 팬이 미디어

를 통해 소구되는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이 스

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프로스포츠팀은 어떠한 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를 소구할 때 프로

스포츠 팬은 반드시 사적 평가 상황 속에서 모든 메시지를 평가하고 그

에 대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프로스

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를 스포츠 팬이 접하는 상황은

개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혜택 주체를 스포츠 팬 자신 혜택을 포함한 메

시지로 소구해야 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

전략을 기획하거나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사적 평가 상황 속에서 프로

스포츠팀의 홍보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또한

프로스포츠팀은 어떠한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서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프로스포츠팀은 스포츠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관점에서 경영

가치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로 그 역할 범위가 확

대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의 프로스포츠팀은 경영 예산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영학

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

다.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팀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되어진

CSR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홍보 메시지 전략을 통해서 모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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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어떠

한 CSR활동을 진행하느냐에 관련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

구는 프로 스포츠 팬이라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홍보 메시지의 전략적 대

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프로스포츠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실제 프로스포츠

팀이 진행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용하였지만, 홍보 메시지 수혜자 혜

택 소구와 메시지 평가 상황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러한 한계점은 실제 프로스포츠팀이 갖는 현실적 상황 속의 모든 변수들

을 실험상황에서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 축구 FC 서울을

활용하여 실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즉 다른 프로 스포츠

종목을 일반화 시켜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 프로 스포츠 종목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홍보 메시지 수혜자 혜택 소구 전략이 효과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팀 정세성이 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서 팀 정체성을 통제 변인으로 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뿐

만 아니라 서울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거주 대상을 중심으로, FC 서울의

CSR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한계성이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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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4. 결론

프로 스포츠는 비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그 역할이 스포츠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점차적 확대되어져 왔다. 무엇보다 국

내 프로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한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계

속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활동의 의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무엇보다 경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 확대는 경영 환경 악

화로 연결되는 중대한 위협 사항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추가적 예산 투입 형태가 아닌, 모든 프로스포츠팀이

진행 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 메시지 소구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견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스포츠 팬의 팀

충성도는 자신 혜택을 포함한 홍보 메시지를 소구했을 경우가 자신 혜택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은 홍보 메시지를 소구했을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에서의 수혜자 홍보 메시지 소구 전

략과 해당 메시지 평가 상황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자신 혜택이 포함 홍보 메시지로

스포츠 팬에게 소구했을 경우,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

가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

다.

넷째, 프로스포츠팀의 CSR활동을 자신 혜택이 포함되지 않는 홍보

메시지로 스포츠 팬에게 소구했을 경우, 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가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에서의 팀 충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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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혜택 미포함 메시지 소구>

 FC 서울, 지역 주민 위한 ‘희망의 집 짓기’ 봉사 활동 참여!

FC 서울은 연고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희망의 집 짓기’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수 및 감독, 구단 직원 60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망의 집 짓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도배, 장판 교체, 단열 작업, 지붕 보수, 페인트 작업 등을 진

행 하였습니다.

FC 서울의 도움으로 연고 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 

함 속에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더욱 활기차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 혜택 포함 메시지 소구>

 FC 서울의 희망의 집 짓기’,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 활동!

FC 서울은 연고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집을 고쳐 주는 ‘희망의 집 짓기’ 봉사 활동

을 진행 하였습니다. FC 서울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지역 사회는 깨

끗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와 아름다운 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깨끗하고 밝아진 주거 단지는 여러분의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당신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 속에서, 더욱 밝고 희망 찬 사회 속의 안정을 누

리 실 수 있습니다.

<Appendix>

아래의 설문과 시나리오를 자세히 읽고 이어지는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시지 혜택 소구 유형 1

■ 메시지 혜택 소구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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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메시지 평가 상황>

본 설문을 마친 후에는 당신과 다른 학생의 윤리적 행동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자의 평가 행동을 윤리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토의해 보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추가적 질문을 위해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E-mail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적 메시지 평가 상황>

본 설문에서 수집 된 자료는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고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사오니, 안심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관람 및
  시청 시간은?

① 1시간 이하 ② 1~5시간 이하 ③ 5~10시간

④ 10~15시간 이하 ⑤ 15시간 이상

5. 귀하의 일주일 스포츠 참여 활동
  시간은?

① 1시간 이하 ② 1~5시간 이하 ③ 5~10시간

④ 10~15시간 이하 ⑤ 15시간 이상

■ 메시지 평가 상황 유형 1

■ 메시지 평가 상황 유형 2

[설문 문항]

1.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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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FC 서울은 나를 대표하는 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C 서울은 나를 표현하는 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C 서울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에 일체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C 서울 팬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즐겁
게 하기 위해 쇼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주목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제스처나 즉흥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게임에 능숙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상황/사람에 따라 나의 행동을  
 적합하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약간 어
색하고, 내가 의도한 만큼 잘 보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를 위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를 위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은 팀 정체성(Team Identity)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3. 다음은 자기(Self)관에 대한 설문입니다.

4. FC서울의 ‘희망의 집 짓기’ 내용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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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면
서 설문에 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설문에 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FC 서울 팀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을 다른 팀과는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에 호감을 느낀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 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선수와 용품(의
류, 응원 용품 등)에   관심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경기를 다시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서포터즈   클
럽에 가입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구단 상품(의
류, 응원 용품 등)을   구입할 생각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경기를 자주   
직접적으로 관람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FC 서울 팀의 경기를 계속   
관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음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느낀 감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은 팀 충성도(Team Loyalty)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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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eneficiary Message Appeal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eam Loyalty

Yang, Jun Se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 radua te S choo l

S eou l N a tional U n iv ers ity

This study is to examine an effective PR message appeal strategy

focusing on professional sports tea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study was designed to divide the

message appeal into the self-benefit inclusion and self-benefit exclusion.

The situation on message evaluation was also divided into both public

and private. In order to identify the independent effect between message

appeal strategy and the situation on message evaluation, team identity

and self-monitoring were set as covariates.

College students(N=165) completed a scenario bas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measure of team identity, self-monitoring, beneficiary message

appeal(self-benefit inclusion vs self-benefit exclusion) an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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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public vs private). A 2(beneficiary message appeal: self-benefit

inclusion vs self-benefit exclusion) x 2(message evaluation: public vs

private) design model was utilized in the scenario.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eam loyalty is higher for people with

self-benefit inclusion message than those with self-benefit exclusion

message. Also, an interactive effect has been observed between

beneficiary message appeal and message evaluation. The team loyalty is

greater for those within private situation on message evaluation(vs

public), in case of appealing self-benefit inclusion message. Conversely,

in the event of self-benefit exclusion message, the impact of public

situation on the team loyalty is higher than private.

KeyKeyKeyKey WordsWordsWordsWordsKey Words::::: CSR,CSR,CSR,CSR, PRPRPRPR message,message,message,message, self-benefitself-benefitself-benefitself-benefit message,message,message,message, thethethethe situationsituationsituationsituationCSR, PR message, self-benefit message, the situation

onononon messagemessagemessagemessage evaluation,evaluation,evaluation,evaluation, professionalprofessionalprofessionalprofessional sportssportssportssports team.team.team.team.on message evaluation, professional sport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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