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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도덕적분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상의 공유가치창출활동과 

위반 상황을 노출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 세 이상 

성인남녀 563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SPSS Ver 

26.0 과 AMOS 18.0 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이원배치 분산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평판이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을 했을 때 

CSV 활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CSV 활동을 할 때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조직 평판에 있어서 상해자 

없는 위반 유형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스포츠 조직이 위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선행적 활동으로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조직의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나아가 스포츠 조직이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통한 조직 평판 향상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요어 : 스포츠 조직, 위반 유형, 공유가치창출,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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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조직은 다양한 위반상황에 직면한다. 조직의 위기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Barton, 1993; Lerbinger, 1997; Coombs, 1999; Pearson & 

Clair, 1998), 이러한 위기로부터 안정적인 조직체는 없으며, 어떤 

조직이든 위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Marconi, 1992).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의 

조직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김봉철, 이동근, 

2005).  

스포츠조직도 위반상황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최근 폭력에 

따른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강정호 선수의 음주음전,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소란 사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승부조작 등을 포함하여 해외에서는 MLB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팀의 라파엘 팔메이로(Rafael Palmeiro) 선수의 

스테로이드 복용사건, 사이클 선수 플로이드 랜디스(Floyd Landis)의 

도핑사건(Glantz, 2010), 골프선수 타이거우즈의 불륜스캔들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반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스포츠 조직의 위반상황은 해당 조직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 관객수입, 관련 상품의 판매량, 스폰서십, 

광고매출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Shilbury, Quick, & Westerbeek, 

1998; Fink, Cunningham, & Kensicki, 2004).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 감소나 공중들의 부정적인 구전의 증가, 평판 

손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Coombs, 1999; 

2007).  실제로 유수의 기업들이 한 번의 위반상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례가 많아 조직에서는 이러한 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이 위반상황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관리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위반상황으로 조직의 이미지 손상이나 평판 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위반을 포함하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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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떻게 관리되어 지는가에 따라 위기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게 되고, 적절하게 관리되어진 위기는 오히려 기업이나 조직의 

이미지를 전환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김영욱, 2008). 조직의 

위기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깨닫고 긍정적 기회로 보는 견해(Fink, 

1986)도 있다.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해 공중들에게 전환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기회로 얻기도 한다. 

위기관리는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로 인한 조직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을 

의미한다(김영욱, 2008).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위기상황을 

공통된 특성이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어떤 위기유형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욱, 

2008; Coombs, 1995).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사기업이나 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조직은 일반 기업과는 차별화된 

특성과 구조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직은 스포츠라는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가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치네트워크(sport 

derived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강준호, 2005).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조직의 위기상황은 해당 조직뿐 아니라 여러 조직이 동시에 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 구단에서 승부조작이라는 위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구단뿐 아니라 연맹을 비롯하여 대한 축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조직이 동시에 관여되게 된다.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위기의 책임성 판단에 따른 적절한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 :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이다. SCCT에 따르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선택할 

때에 위기로 인한 조직의 이미지 및 평판 훼손을 최소화한다(Coombs, 

2004).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은 위기와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선택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해 책임성 수용정도가 일치한 경우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SCCT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해석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공중 특성에 따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제시는 위기 발생 직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른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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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조직의 예방적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조직에 있어 위기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성을 지니며, 어떤 때에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간적 제약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발생 이전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욱, 2008; 방신웅, 김기한, 2013). 기존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위기유형 연구,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그리고 

위기유형과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선택 연구로 분류되는 것도(윤영민, 

2007) 이러한 위기관리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조직이 얻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있으며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은 

위기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김영욱, 2002).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위기 

발생 시 위기유형에 따른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어떠한 활동들이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스포츠 조직의 평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하지만 위기 발생 이전 위기관리 이외 여타 조직 차원의 활동들을 

통해 조직의 평판을 견고히 한다면,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한 평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CSR) 등과 같은 활동들은 조직이미지, 호감도, 

신뢰도, 평판 등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김해룡, 이문규, 

2007; 윤각, 서상희, 2003; 윤각, 조재수, 2005; Becker-Olsen & Hill, 

2006: Brown & Dacin, 1997; Sen & Bhattacharya, 2001)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위기 발생 이전 조직 차원의 위기관리를 위한 

활동의 방안으로 조직의 CSR, CSV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소비자가 기업이나 조직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이 행하는 CSR활동을 사회적 요구와 잠재적 고객의 기호로 인해 

수행하는 의무적인 활동으로 인식하여 기업이나 조직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장유정, 조유현, 2016). 많은 

기업들이 기부와 후원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 행위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4 

위한 비용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종혁, 전영달, 2018).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사회적 요구 및 고객의 

선호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 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CSR)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CSR)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책임(CSR)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리. 이진명, 2014). 

이러한 CSR 활동의 대부분은 기업이 창출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분배하여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CSR 관련 지출 및 투자가 감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이정기, 이장우, 2016).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ESG 경영을 내세우며 단순한 

책임활동보다 발전된 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 성장성 측면에서 단순히 

사회책임활동의 충족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되었다(Porter, Kramer, 2011).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 아우르는 경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 마이클 포터는 국제 사회에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Porter, Kramer, 2006). 

공유가치창출은 2006년 Porter와 Kramer가 HBR(harvard 

business review)에 “전략과 사회, 경쟁 우위와 CSR 간의 연결”을 처음 

소개한 이후 2011년에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유가치창출은 사회 문제의 

개선과 함께 기업 이윤 추구를 현실화시켜 주는 핵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경영 패러다임이다(윤각, 이은주, 2014). 기업의 

환경지원, 소외계층지원, 지역사회지원 등 다양한 사회 책임 활동이 

CSV 측면으로 확장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현대 사회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에게 희망하는 이미지를 사회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사회적 

도구로써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문신희, 김정희, 2016). 즉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건전성, 건강함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공익 극대화라는 관계에 대한 윈-윈(win-

win)을 목표로 한다(박병진, 김도희, 2013). 이러한 

공유가치창출(CSV)의 의미에 많은 기업들은 공감하여 사회적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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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활동(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빈부 격차해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윤각, 류지영, 2014).  

또한, 백우열(2017)의 연구에서 기업의 CSV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기업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인 기업에 대한 신뢰 

증진과 기업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윤형식, 한진욱과 김태형(2017)의 연구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CSV활동은 기업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Tsoutsoura(2004)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활동을 

통한 높은 평판의 기업에 더 호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경제적 기준 이외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기업 이미지의 각인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Caudron, 

1997). 이처럼 CSV활동은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조직의 위기상황과 관련된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조직의 평판과의 영향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평판(reputation)이란 조직의 과거 행동과 그의 결과에 대한 집합적 

재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어 올릴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Fombrun & Rindova, 1996), 해당 조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그 조직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Caruana, 1997; 

Fombrun & Gardberg, 2000; Fombrun & van Riel, 2004). 즉, 평판은 

여타 기업 및 조직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위기와 평판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이 

평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백진숙(2006)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기업에게 위기가 발생하면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함에도 평판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밝히며 위기 

대응 유형에 따라서 기업의 평판을 회복하는 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소연, 성민정(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평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호적인 

평판을 가진 기업이 비우호적인 기업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비우호적 평판을 지닌 기업의 경우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편, 조직의 위반상황이 수용자 개인의 도덕적 추론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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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송성신(2006) 연구에 따르면 공중들은 같은 

위기상황이라도 해당 위기를 같은 수준으로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의 위기인식 정도에 따라 위기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도덕적 판단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비도덕적 행위나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각기 다른 도덕적 추론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Haidt, 2001). 

즉, 비도덕적 행위로 발생한 부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수용자는 도덕적 

추론 전략을 사용하여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다(Bhattacharjee et al., 

2013). 따라서 위반에 대한 수용자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그것을 판단하는 수용자들의 도덕적 추론방식에 따라 평판이 다르게 

바라봐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도덕적 성향에 따라 조직의 위반상황이 해당 조직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평판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본질적 요인임을 고려해볼 때, 조직의 위기관리 영역에서 위반과 

평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의 

위반상황에 대한  조직차원의 CSV활동과 개인의 도덕적 분리성향이 

조직의 평판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포츠 조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 스포츠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Fortunato, 2008; Glantz, 2010; 

Oakes, 2006 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체육학계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선수나 조직, 넓게는 스포츠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오고 있으며 스포츠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조직이 스포츠산업 영역 내에서 

가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위기관리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CSV활동은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CSV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CSV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요인과의 관계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대중들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직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상황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을 규명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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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현재까지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 스포츠조직의 위반상황에 대해 

다룬 연구는 위기와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룬 연구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스포츠조직의 다양한 위반 상황과 공유가치창출,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이는 다수의 

연구들이 구단 혹은 기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책임활동이나 충성도와 같이 긍정적 사건의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의 위반 시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이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인의 

도덕적 성향에 따라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 CSV활동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에 매개 변수에 의한 효과에 주목한 것을 고려해볼 때, 위반과 

CSV활동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리적인 연결 고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을 

통한 조직 평판 향상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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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의 도덕적 분리 

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 및 구단의 위기와 위기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위기 분류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반에 대해 

다룬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도덕적 

추론방식을 활용한 연구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SR의 확장 개념인 CSV는 기업 및 구단의 

새로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CSV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조직의 위반과 CSV 활동이 도덕적 분리에 

따라 조직평판을 제고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조직이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 유형이 조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조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조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개인의 도덕적 분리에 따라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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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 조직 

 
1. 스포츠 조직의 유형 및 특성 

 

스포츠 조직(Sport organizations)이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구조화된 과정이며 스포츠 조직체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포츠 조직의 범주에는 프로 스포츠 팀 , 

스포츠 동호인 클럽, 각종 경기 가맹 단체,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대한체육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조직체가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공식화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적 스포츠 조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임번장, 2010). 

스포츠 조직은 설립 목적, 배경 및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 유형 

으로 나뉜다. Blau & Scot(1962)은 목적과 수혜자들에 따라 호혜조직, 

사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호혜조직은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리의 사람들 혹은 소수 집단이 한 

곳에 결집하여 그들의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조직이다. 사업조직의 주 수혜자는 조직의 

경영자나 소유자이며, 상업 목적의 조직이다. 봉사조직의 주 수혜자는 

조직의 이용자로서 이용자들은 조직과 직접 접촉하는 대중으로서 대개는 

조직 밖에서 조직과 정기적‧직접적 접촉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공익조직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여, 주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이다. Blau & Scot의 조직 유형에 스포츠 

조직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 Blau & Scott 의 조직 유형과 스포츠 조직 

호혜조직 스포츠 동호인 집단 

사업조직 사설 스포츠 센터, 프로 스포츠 팀 

봉사조직 종목별 경기단체, YMCA, 한국사회체육센터 

공익조직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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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Sandalio Gomez 등(2008)는 스포츠 조직을 스포츠 관리단체(Sport 

governing bodies), 스포츠 이벤트 조직(Sport event/spectacle 

organizations) 그리고 스포츠 공급 업체(Sport providing entities)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은 [표 2]과 같다.  

스포츠 조직 유형 중 스포츠 관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주어진 규율 

내에서 사람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국제 

규모의 대회, 프로 및 아마추어 급의 주기적인 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 규정 수립 뿐만 아니라 올림픽 운동 장려 및 

스포츠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두번째로, 스포츠 이벤트 조직은 해당 

표 2 스포츠 조직의 3 가지 유형 

 스포츠관리단체 스포츠이벤트조직 스포츠공급업체 

미    션 주어진 영역과 규율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 활동 증진 

조직이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촉진 및 대표  

신체활동을 하는 

지역 사회의 동기 

만족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화  

목    표 « 스포츠 관리 

« 스포츠의 발전과 증진 

« 스포츠 관리 감시  

« 지속적인 대회 개최  

« 페어플레이 준수  

 

주어진 스포츠 규율과 

윤리 규정에 따라 

선수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경기 

시스템 계획  

사회 통합과 

성공적인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여가활동 및 

경쟁력 수준,단체 

및 개인 

프로그램의 스포츠 

활동 계획  

주요활동 1 개 또는 그 이상의 

스포츠 분야 관리  

경기 기회 제공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예    시 « IOC 

« NOC 

« 국제경기단체 

« 프로리그 

« 구단 

« 투어 

« 클럽 

« 스포츠센터 

« 대학 

스포츠프로그램 

출처 : Sandalio Gomez 외 (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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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스포츠 규율과 윤리 규정에 따라 선수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경기 시스템을 계획한다. 리그, 투어, 연맹전, 구단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공급업체는 지역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클럽, 

스포츠센터 및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계획 및  

제공하는 조직이다.  

위와 같이 스포츠 조직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모든 스포츠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조직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조직의 각 지위는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규칙으로 전문화되어 관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조직은 타 분야의 조직과 달리 광범위한 기록과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연대기적 성격을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다.또한 스포츠 조직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조직으로서 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스포츠 조직이 하나의 무정부적 정치체제를 이루고 

국가 대표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접근 및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스포츠 교류차원에서 해결 해오고 있으며,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를 문화적 연성권력의 하나로써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김성주,2009).  

스포츠 조직의 한 예로 대한체육회는 체육부분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자금지원 및 보조가 이뤄지는 

점에서 공통점에서 ‘광의의 공공조직’이라 고 볼 수 있다(박상현, 2018). 

특히, 대한체육회의 주요 사업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및 국제교류,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체전(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전문체육 진흥,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은퇴선수 지원과 

스포츠클럽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8).  

 

제 2 절 위기와 위반 

 

1. 위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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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기에 관한 연구가 PR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위기의 정의는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위기관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위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표 3]은 기존 위기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위기의 다양한 

정의들이다. 이러한 기존 위기 연구들에서 나타난 위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위반을 정의하기 위한 토대로서 가치가 있다. [표 

3]과 같이 위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위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위기가 가지는 속성 중심의 유형, 둘째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바라보는 유형, 셋째 공중과의 관계차원에서 위기를 바라보는 유형이다.  

먼저, 위기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위기를 정의한 연구자는 

Holsti(1971), Hermann(1963) 등이 있는데, Hermann(1963)은 위기를 

‘조직의 중요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불예측성으로 세 요소가 모두 다 수립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조직의 주요한 목표가 흔들릴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사건으로 이러한 세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것이 위기라고 주장하였다. Holsti(1971)는 위기를 ‘조직의 중요 가치를 

위협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시간이 촉박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다음과 같이 초창기에는 위기에 대한 정의가 조직의 중요 

가치에 대한 위협, 촉박한 위기 대응 시간, 예측하지 못함 등으로 

위기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3 선행연구의 위기 정의  

연구자 위기의 정의 관점구분 

Herman(1963) 조직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에 위협, 불예측성, 

대응전략의 수립을 위한 시간의 제약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사건  

위기의 

속성 

Holsti(1971) 조직의 중요 가치를 위협하고 의사결정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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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정의한 연구자는 Fink(1986), 

Pauchant & Mitroff(1992), Barton(1993), 조재형(1995), 

Lerbinger(1997), 한정호, 정지연(2002) 등이 있다. 이들은 위기의 

정의에 있어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바라보았으며 위기인식의 주체 즉, 

특정 상황에 대해 위기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체가 조직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들은 위기를 특정 상황과 조직과 관련하여 정의하였다. 

Fink(1986)는 위기를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불안정한 상태’로 

정의하면서 위기에 의한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며, 어떻게 

촉박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  

Fink(1986) 조직이 개선 혹은 악화되기 시작하는 전환점  조직 

Pauchant & 

Mitroff(1992) 

시스템에 전체로서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의 

기본적 전제와 주관적 자아감, 실재적 핵심을 위협하는 

파괴  

Barton(1993) 제품, 서비스, 조직, 구성원, 재정적 상태, 명성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조재형(1995) 기업이나 조직에 결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예측 불가능 

하고 불확실한 상황  

Lerbinger(1997) 조직의 미래 이익과 성장, 혹은 생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한정호, 

정지연(2002) 

결정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불안정한 일의 상태 혹은 

시간  

Marra(1992) 일상과 구별되는 중요 변화가 대중과의 관계를 위협 

하는 급박하고 불안정하며 스트레스 주는 시간 혹은 

상태  

공중과의 

관계 

Fearn-Banks(1996) 회사, 산업 조직 및 이들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제품, 

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은 주요 사건 

김영욱(2002) 조직의 일상 업무를 흔들고 조직의 미래의 활동에 

위협을 주고, 조직의 주요한 대중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  

Coombs(1999a)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위배되고 조직의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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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Fink(1986)는 위기를 조직의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정호, 

정지연(2002)은 ‘결정적인 변화가 들이닥친 업무의 상태 혹은 불안정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정의는 Fink(1986)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며 

반드시 위기는 조직에게 위협적이기보다는 개선의 여지에 대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위기에 대해 Pauchant & Mitroff(1992)는 ‘조직 전체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조직의 존재 핵심적 가치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Barton(1993)은 ‘제품, 서비스, 구성원, 조직, 조직의 재정적 

상태, 평판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백진숙, 2006)로, 

조재형(1995)은 ‘조직이나 기업에 결정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의하였고, Lerbinger(1997)는 

‘조직의 미래 성장, 생존, 또는 이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상경, 이명천, 2007)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이 정의한 

위기는 조직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조직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변할 수 있다.  

세번째로, 위기에 대해 공중과의 관계차원에서 정의한 연구자들로는 

Marra(1992), Fearn-Banks(1996), 김영욱(2002), Coombs(1999a) 

등이 있다. 이들은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 차원에서 위기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위기 인식의 주체가 조직이 아닌 공중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업체 Audi 제품의 급발진 현상에 대해, 

회사는 자사 제품 변속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Audi와의 관계차원 즉, 관련 공중은 위기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방신웅, 2012). 이에 따라 공중관계 차원의 위기 

정의에서는 관련 공중의 위기인식이 위기를 정의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Marra(1992)의 연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변화가 조직 혹은 각 

개인의 공중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불안정하고 급박하며, 스트레스 주는 

시간 혹은 상태’로 정의하였고, Fearn-Banks(1996)는 ‘조직과 산업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공중, 평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로 정의하였다. 또, Coombs(1999a)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영욱(2002)은 ‘조직의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고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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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과 공중의 관계 차원에서 위기를 

정의함으로써 위기 정의의 주체를 조직이 아닌 관련 공중임을 

내포하였다. 즉, 관련 공중들이 위기 상황이 조직에 존재한다고 

지각하거나 조직이 위기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관련된 공중이 

조직에 위기 상황이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면 위기로 생각한다(Coombs, 

1999a).  

결론적으로 위기에 대한 정의는 위기의 속성, 조직 입장, 관련 

공중입장에 따라 위기의 범위와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의 정의의 

교집합을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조직 혹은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혹은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위기의 속성  

 

다음으로는 위기의 속성에 대해 [표 4]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위기의 정의와 같이 속성들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Hermann(1963)은 위기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위협, 

시간적 제약, 놀람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위협은 위기가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공중과 산업체 전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의미하며, 시간적 제약은 위기의 

발생 순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빠른 의사 결정에 대한 요구을 의미하고, 놀람은 

위기상황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방신웅, 2012).  

또한, Billings, Milburn & Schaalman(1980)은 어떠한 사안이 

위기로 인식되 기 위해서는 손실의 가능성 인식,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 대응시간의 제약성 을 위기 인식의 변수로 보았다(김영욱, 2008). 

대응시간의 제약성은 Hermann(1963) 이 말하는 ‘시간적 제약’과 같은 

의미이며, 손실의 가능성 인식은 미래의 불확실 한 시점에 발생한 위기 

상황이 조직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는 위기로 

인해 조직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Hermann(1963)의 위협의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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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binger(1997)는 위기는 급작성(suddenness), 불확실성 

(uncertainty), 시간 제약성(time compression)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급작성은 위기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의미로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급작성이 

불확실성의 차이점은, 급작성은 위기 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만, Lerbinger(1997) 연구에서의 불확실성은 위기의 발생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Ulmer, Sellnow & Seeger(2007)의 연구에서 위기의 속성을 

비예고성, 비일상성, 불확실성,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하였다. 비예고성은 Hermann(1963)의 연구에서 제시한 놀람, 

Lerbinger(1997) 연구에서의 급작성,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비일상성은 위기가 어느 정도의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조직이나 기업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표 4 연구자별 위기의 속성  

저자 위기의 속성 

Hermann(1963) -위협, 반응시간의 제약, 놀람  

Billings, Milburn & 

Schaalman(1980) 

-가능한 손실에 대한 가치, 손실의 가능성, 시간 제약성  

Lerbinger(1997) -급작성, 불확실성, 시간의 제약성 

Ulmer, Sellnow & 

Seeger(2007) 

-비예고성, 불확실성, 비일상성,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위협  

한정호, 정지연(2002) -언제 닥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 

-전체 조직 운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 

-조직체 뿐 아니라 공중, 해당 산업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협하여 갈등을 유발 

-시간적으로 빠른 해결을 요하는 사건 

김영욱(2002) -피할 수 없음(inevitable) 

-관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독립된 사건이 아니며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 

-정보 공황 상태를 유발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 

-불확실한 형태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시간적 압력 속에서 

진행됨  

-스트레스를 주며, 불안정하고, 공중과의 관계를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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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과 관계 유지 실패는 위기 상황을 확대시킴  

이민우, 조수영(2010) 예측하기가 어려움 

-기업의 중요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 온 

조직의 이미지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공격받을 수 있음       

-의도대로 통제되기 어려움 

-시간에 민감함 

-다차원적 관계  

김영욱(2008) - 불가피성 

- 불확실성 

- 시간 제약성  

 

한정호, 정지연(2002)은 다섯 가지의 위기의 속성을 제시했다. 

첫째, 언제 닥칠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둘째,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된다. 넷째, 조직체뿐 

아니라 여러 대상을 위협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다섯째, 시간적으로 

빠른 해결을 요한다 한정호, 정지연(2002)이 말한 위기의 속성은 

불확실성(Lerbinger, 1997), 위협(Hermann, 1963, 1972; Billings et al., 

1980; Ulmer et al., 2007), 시간 제약성(Hermann, 1963; Lerbinger, 

1997; Billings et al., 1980)의 세 가지 속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김영욱(2002)은 위기의 속성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피할 

수 없음, 관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함, 

정보의 공황 상태를 몰고 온다는 것이다. 또한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 

가능성, 갑작스럽게 불확실한 형태로 오는 시간적 압박,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공중과의 관계를 악화시킴, 공중과의 관계 유지 

실패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김영욱(2002)의 연구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하다는 점과 위기가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위기 관리의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이민우, 조수영(2010)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위기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예측하기 어려움, 기업의 중요 가치 위협으로 인한 

이미지에 대한 공격이다. 또한 위기는 의도대로 통제되기 어려우며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 관계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위기의 속성에 대해 연구자마다 규정하는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미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표 5]과 같이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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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표 5 학계에 보고된 위기의 속성 정리 

위기 속성 내 용 연구자 

위협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중과의 관계, 산업체 전체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Hermann(1963), Ulmer et 

al.(2007), 한정호, 정지연(2002), 

김영욱(2002), 

이민우, 조수영(2010) 

불확실성 

위기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Hermann(1963), Lerbinger(1997) 

Billings et al.(1980), Ulmer et 

al.(2007), 한정호, 정지연(2002), 

김영욱(2002, 2008) 

불가피성 위기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함 

김영욱(2002, 2008) 

시간제약성 위기 발생 순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함 

Hermann(1963), Billings et 

al.(1980), Lerbinger(1997), 

한정호, 정지연(2002), 

김영욱(2002) 

관리가능성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하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관리 가능성을 지님 

김영욱(2002, 2008) 

다차원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며, 

역동적이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민우, 조수영(2010) 

비일상성 일상적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특별 대응을 필요로 함 

Ulmer et al.(2007) 

시스템실패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위기가 

기인함 

김영욱(2002) 

 

 

3. 위반의 개념과 속성 

 

Coombs& Holladay(1996)는 사고(accident), 위반(transgresion), 

실수(fauxpas), 테러(terorism)등 네 가지를 내부적 귀인과 외부적 귀인, 

의도적과 비의도적 두 가지 차원에서 위기유형을 구분했다. 이 때, 

의도적이며 내부적 위기를 위반(transgression)로 유형화하였다. 

Coombs & Holladay(2004)의 연구에서는 SCCT(Situ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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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heory)라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제시하면서 

위기 유형을 자연재해, 제품 훼손, 사고, 위반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위반(transgression)은 조직 내부적 잘못으로 인한 인재에 대한 

리콜, 법규 위반, 안전사고 등을 포함한다.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조직이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로서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제품 

손상(product tampering)은 외부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위기지만 

공중은 조직에게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고(accidents)는 의도치 않은 사고 또는 기술적 실수로 

인한 제품 리콜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위반은 조직의 잘못으로 공중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사건이다. 위반의 발생이 조직 내부에서 기인하며 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의 책임성이 높다. 또한,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알면서도 저지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후 Coombs(1998)는 조직의 위기를 귀인 이론에 의거하여 

책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시 유형화하였다. 공중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원인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직의 위기 책임성을 

판단한다(Coombs, 1998). 즉 위기 발생 원인이 조직의 내부에 있는 

경우 조직의 위기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하며, 위기 발생 원인이 조직의 

외부에 있을 경우 조직의 위기 책임성을 더 낮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의 통제성은 공중이 인식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인지하는 것인데, 위기를 인지할 때 조직의 내부에서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을 공중이 인지하게 되면 그 조직이 위기 책임성이 높다고 인지한다. 

반면에 조직의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 낮다고 인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중이 인지하는 위기 원인의 소재와 위기 통제 가능성을 

묶어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기의 책임성에 따라 

조직의 위기를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조직에 발생한 위기 

유형을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소문(rumor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와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malevolence), 사건(accidents) 그리고 비행(misdeeds)이다. 

여기에서 사건은 기술의 문제, 현장 폭력, 대규모의 피해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며, 비행은 조직이 저지르는 위반 행위나 인재 등을 의미한다. 

소문으로 인한 위기는 원인 소재지가 조직 외부에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조직 외부에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위기 책임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위기는 원인의 소재지가 외부이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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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곳이 내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악의적인 사고는 원인 소재지가 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위기 유형 연속 상의 중간 정도에 있다. 사고로 인한 

위기는 원인 소재지가 대체로 조직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도 있다. 비행 

위기는 원인이 조직의 내부에 있고 위기 통제성도 조직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위기 책임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위반(transgression)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 즉 계획적 기만행위나 경영상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이다. 위반은 경기관련, 조직차원 그리고  개인차원 위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여러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떤 

곳에서 위기가 발생하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한 심각성은 위반 후 피해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의 

양으로 정의된다(Merolla, 2008). 위반 심각성은 인지 의도, 과거 위반 

행위의 이력, 인지자의 관계적 가치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위반 정도가 

달라진다"(Gordon, Baucom, & Snyder, 2000, p. 127) 위반의 정도가 

심할수록 심한 상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노도 증가한다(McCullough, 

M. E. E., Rachal, K.C., S. J., Worington, E.L. Jr., Brown, S. W. W. 

Hight, T. L. 1998).  

위반의 심각성 정도는 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Kelley, 

Waldron(2005)에 따르면 용서와 관련된 문헌에서 위반의 심각성이 

상대방의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그 

위반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나 (Backman, 

1985) 피해자가 그 관계에 의문을 갖는 경우 (Worthington & Wade, 

1999) 그 위반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관계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연구들의 맥락에서, 위반의 심각성은 개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위반 심각성과 용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간접적 

전략의 사용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Merolla(2008)는 심각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간접적인 용서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밝힌 반면, Waldron, Kelley (2005)는 심각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행 연구들은 브랜드가 브랜드와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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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브랜드 침해의 영향을 조사해왔다. 브랜드 위반은 제품(성능 

관련)과 도덕적(가치 관련) 위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Dutta & Pullig, 2011). 제품 위반은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는 기능적 편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덕적 위반은 브랜드가 수행하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상징적 편익에 대한 그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Dutta & Pullig, 2011). 제품 위반의 한 예는 헬멧의 

결함으로 인해 머리와 뇌에 수십 개의 부상을 입히는 것이다. 아동 노예 

노동 거래는 회사의 도덕적 위반의 전형적인 예다.  

Grappi, Romani, and Bagozzi (2013)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윤리적 

위반을 더 크게 인식했을 때 더 경멸·분노·혐오(CAD)를 느꼈고,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 구전으로 이어졌다 Romani, Grappi, Zarantonello, and 

Bagozzi (2015)에 따르면 브랜드와 모회사가 도덕적 해이를 할 때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해 반브랜드 행위를 하도록 했다.   

위기 관리에 있어, 위기유형 중 위반(transgression) 상황에서 

증거가 사실이며, 큰 규모의 피해인 경우에는 희생자 발생유무나, 

해당조직의 과거 성과이력에 상관없이 사죄(mortification) 전략이 

적절하지만, 긍정적 과거 이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호감사기(ingratiation)도 가능하며 작은 규모의 피해인 경우에는 

정당화(justification)전략도 추천하고 있다(Coombs, 1995).  

위반의 경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신뢰도가 위기 상황 전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기 책임성이 큰 위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중들의 신뢰가 파괴되어 위기 대응 전략이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Cho & Hong(2009)의 한국 기업의 CSR활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심각한 위반 직후에 

행해진 기업들의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때문에 기업들이 위반 이후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위반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스포츠 조직의 위기와 위반  
 

1.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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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포츠와 관련하여 많은 위기들이 행해져 왔다. 국내 

K리그의 승부조작사건을 비롯하여 Duke University의 라크로스 팀 

선수 3명이 직업 댄서를 폭행, 강간한 사건(Fortunato, 2008),  2006 

Tour de France 대회에 참가 선수인 Floyd Landis의 도핑사건(Glantz, 

2010) 등 스포츠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연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기 관련 연구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위기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방신웅(2012)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란 조직의 중요 가치에 중대한 피해를 남길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관련 공중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혹은 상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 중에서도 위반 상황을 다룬다. 스포츠 산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조직의 위기 상황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조직과 하위 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은 특수 

분류된 산업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위반 상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조직의 위기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조직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관련된 공중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 혹은 상황”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2.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  

 

스포츠 조직의 위기의 속성은 앞서 기술한 위기의 속성과 

일맥상통하며, 위기 관련 선행 연구들(김영욱, 2002, 2008; 이민우, 

조수영, 2010; Herman, 1963; Billings, et al., 1980; Ulmer, sellnow & 

seeger, 2007 등)을 종합하여 위협, 불확실성, 불가피성, 다차원성, 

관리가능성, 시간제약성, 비일상성, 조직의 시스템실패로 여덟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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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Connaughton, Spengler & Bennet(2001)의 연구에서는 참여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 참여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참여 스포츠조직이 직면하는 위기의 속성을 세 가지 현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스포츠 상황에서 위기는 신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한다. 이는 위기의 속성 중 불확실성과 

의미를 함께 한다. 두번째로, 조직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스포츠 영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가 방해된다. 이는 전술한 위기의 속성 중 비일상성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 위기의 속성 중 불가피성과 맥락을 같이 하며, 스포츠 

상황에서 부상과 같은 사고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Connaughton et al.(2001)의 연구에서 밝힌 위기의 속성은 

신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서 전술한 

위기의 속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3. 스포츠조직의 위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 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의 

유형을 분류한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핵심적으로 적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방신웅, 

김기한(2013)의 위반유형을 참고하였다. Coombs & Holladay(2002)는 

위기유형의 분류를 위기책임성의 단일차원을 적용하여 공중들이 느끼는 

위기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조직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를 소문, 

자연재해, 악의,  작업장폭력,  도전,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기술적 

결함에 의한 제품 리콜, 대규모 피해, 인적실수로 인한 사고, 인적 

실수에 의한 제품 리콜, 상해자 없는 조직의 비행, 경영상의 조직의 

비행,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으로 총 13가지 유목으로 분류하고 

소문 유형에 가까울수록 공중의 위기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유형에 가까울수록 책임성 인식 정도가 

높다고 개념화하였다.  

방신웅, 김기한(2013)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상해자가 없는 조직의 

비행,'  '경영 상의 조직의 비행' 그리고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은 

위기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기책임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규범이나 법규를 어기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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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위기 유형으로 병합되었다. 또한 작업장폭력의 경우 폭력 자체가 

사회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 위기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을,	 [표 

6]과 같이,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 행동, 도전, 사고, 위반으로 여섯 

가지 유목을 도출하였다. 위기유형 유목은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처럼 각각 위기유형 유목이 위기책임성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소문에 가까울수록 공중의 위기 책임성 인식 정도가 낮고 

위반에 가까울수록 위기책임성 지각 정도가 높다(방신웅, 김기한, 2013).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개념과 예시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유목 정의 유목  정의 예시 

소문 
(rumor) 

스포츠 관련 조직이나 
구성원 대상으로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소문 
(rumor) 

좌동 열애설, 
의혹, 
불화설 등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자연현상이 상품, 시설, 
서비스 등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경우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좌동 경기취소, 
경기지연, 
시설파손 등  

악의적 행동 
(malevolence) 

조직 혹은 구성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부의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행위  

악의적 행동 
(malevolenc

e) 

좌동 테러, 
관중비행, 
악의적 
비하, 
정보침해 등  

도전 
(Challenge) 

조직 외부에서 조직에 
대해 조직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제기 
(Challenge) 

좌동 태만, 
환경훼손, 
성적부진, 
불성실 경영 
등  

 
사고 

(accid
ent) 

인적
사고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사고 
 

인적
사고 

좌동 오심, 
기록오류 등  

기술
적사
고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기술
적사
고 

좌동 시설사고, 
장비의 고장 
등  

 
 
 
 
 

위반 
(transgression) 

 
 
 
 
조직의 행동이 규제, 
사회규범,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함에도 행한 

위반 경기
관련
위반 

스포츠경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규, 규정 위반행위  

승부조작, 
도핑, 
경기장비행, 
가혹행위 등  

조직
차원
위반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규, 규정의 위반행위  

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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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위반행위 개인
차원
위반 

조직 구성원 개인이 
조직의 운영과 
관계없이 저지르는 
법규, 규정의 위반행위  

성폭력,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비행 등  

a. 방신웅, 김기한(2013)이 Coombs & Holladay(2002), Coombs(1995, 1998, 1999, 2000) 등의 
위기유형을 기반으로 도출함.  

 

방신웅, 김기한(2013)에 따르면 첫째, 경기관련위반은 

승부조작이나, 도핑, 경기장 비행, 가혹행위 등 위기 상황의 원인이 

스포츠경기와 관련된 것일 때 경기관련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스포츠 

경기는 스포츠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기 때문에 경기관련  

위반유형은 스포츠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유형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또한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비행의 정보는 빠르게 유포되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경기는 TV,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경기의 생산과 동시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중에 나타나는 비행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두 번째로, 조직차원 

위반은 조직의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위반행위로 횡령, 

뇌물수수, 이면계약, 경영 위반, 회계조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조직의 

위반은 조직의 행위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중들의 비난이 대부분 조직 자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개인차원의 위반은 조직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구성원 개인이 저지르는 위반행위로, 규정 및 법규의 위반을 포함하여 

윤리적인 규범의 위반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폭력, 분륜, 병역비리,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음주비행, 마약복용, 탈세 등 개인차원 위반은 

가장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에서 개인차원 위반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때문이다(방신웅, 김기한, 2013).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선수로서 인정받아 스타 선수가 

되면 스포츠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며 그 자체로도 상품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4.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는 앞서 논의한 위기관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스포츠 조직의 위기 관리는 스포츠 관련 조직과 조직에 속한 

개인의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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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방신웅, 2012). 

이러한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는 최근 위기관리의 개념과 같이 

광의의 위기관리로서 위기 발생 전과 후, 발생 상황까지 모두 포함한 

스포츠 조직의 체계적인 대응을 뜻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전적이 성격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스포츠조직의 

사후 대응적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지금까지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 형태는 대부분 스포츠 

조직들이 위기에 대해 선행적으로 행동보다는 위기의 발생 이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Shilbury et al., 

1998). 즉, 스포츠조직들의 위기관리는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proactive) 차원보다는 일어난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 대응적(reactive)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Henley, 1994; McGregor & Harvey, 1999). 이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는 초창기 위기관리 관점인 협의의 위기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스포츠 조직들은 위기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는 양상이 아닌 

반응적이며 비효율적인 방식들로 운영되고 있다(Helitzer, 1999; Marra, 

1992). 따라서 스포츠 조직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 

상황과 위기 발생 전후를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조직의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4 절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1.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위기유형 분류차원의 변천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한 Coombs의 분류체계는 

Weiner(1979)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및 말이나 행동의 방식이나 이유에 대한 추론을 

말한다. 귀인 이론의 요점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외적, 언어적 

행위로부터 태도, 의도 등 행동의 특징을 추론하는 것이며, 어떤 행위에 

대한 명백한 원인을 찾을 때 사람들은 해당 행위를 그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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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시킨다는 것이다.  

Coombs는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해석 

과정을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따라서 위기책임성 

차원에 따른 위기 유형 분류는 귀인차원의 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Weiner(197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신만의 판단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제성(controllability),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반복성(stability)으로 세 가지 귀인차원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Coombs(1995)는 Weiner(1979)의 세 가지 귀인차원 중 의도성과 

비의도성인 통제성과 내부, 외부의 원인 소재를 적용하여 과실(Faux 

Pas)과 테러리즘(Terrorism), 사고(Accidents) 그리고 

위반(Transgression)과 같이 4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Wilson, Cruz, Marshall & Rao(1993)은 인적통제성의 차원과 

원인소재의 차원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하나의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인의 소재가 외부에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적 

통제성은 약하다고 판단하고, 원인소재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적 통제성이 높다고 귀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Wilson et 

al.(1993)에 따르면 귀인차원은 외적통제성, 인적통제성/원인소재, 

반복성으로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Coombs, Hazleton, 

Holladay & Chandler(1995)의 연구에서는  Wilson et al.(1993)의 

주장에 따라 인적통제성과 원인 소재의 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았고, 

이를 인적통제성으로 명명하였다. 외적 통제성과 인적통제성의 두 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자연재해, 제품손상, 사고, 그리고 위반의 네 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oombs(1998)는 귀인차원 즉, 외적통제성, 인적통제성/원인소재와 

위기책임성 이렇게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Coombs, 

Hazleton et al.(1995)는 네 가지의 위기유형 중 인적 통제성을 위기 

책임성의 단일 차원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자연재해, 제품훼손, 사고, 

위반 순서로 위기책임성을 인식하였고, 위반을 가장 높은 위기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Coombs(1998)의 연구는 위기 책임성에 따라 위기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ombs & Holladay(2002)는 귀인차원으로써의 인적통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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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책임성을 예측하는 변수로 여겨왔다. 따라서 인적통제성과 

위기책임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위기책임성과 인적통제성을 하나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통제성과 위기책임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표 

7]과 같이 위기책임성에 따라 소문(rumor) 유형부터 상해자 있는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 with injuries) 유형까지 총 

13가지의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소문(rumor) 유형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 낮고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유형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위기 책임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과 같이 

Coombs & Holladay(2002)가 분류한 위기 유형은 Coombs(1998)의 

분류에서 발전시켰으며, 위기책임성 단일요인을 적용함과 동시에 4가지 

위기 유형을 연속선상에 적용시켜 세분화된 유형으로 분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Coombs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위기유형분류는 

귀인차원의 발전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기책임성에 

대한 공중의 판단은 인적통제성의 귀인결과라고 할 수 있다(방신웅, 

2012). 또한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책임성을 적용한 

위기유형에 대한 분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위기 

상황을 분류한 좀 더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유형에 따라 기업태도, 기업이미지, 평판, 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송성신, 2006; 방신웅, 2012; 방광수, 박기경, 

박종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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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책임성의 단일 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분류 

 유 목 설 명 
① 소문(rumor)  조직을 음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②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자연현상(an act of God)에 의해 조직이 

피해를 입음  
③ 악의(malevolence) 또는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  
조직에 대항하는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음  

 ④ 작업장폭력(work violence)  직원이 전(前)직원이나 현직원에 의해 
공격받는 경우  

⑤ 도전(challenge)  조직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조직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⑥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technical breakdown accident)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  

⑦ 기술적 결함에 의한 제품 리콜 
(technical breakdown product 
recall)  

기술적 결함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리콜 

⑧ 대규모 피해(Megadamage)  기술적 결함으로 중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⑨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human 
breakdown accident)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⑩ 인적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human breakdown product 
recall)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⑪ 상해자가 없는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with no 
injuries)  

조직이 의도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그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경우 

⑫ 경영상의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 
management misconduct)  

조직의 행위가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⑬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with 
injuries)  

조직이 이해관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2.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스포츠조직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스포츠 관련 조직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이루어져 왔다(Kruse, 1981; Oakes, 2006; Fortunato, 2008; Bruce & 

Tini, 2008; Glantz, 2010). 이들 연구의 위기 대응전략 분석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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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프레임은 Benoit(1995)의 이미지회복 전략과 Coomb(1995)의 

위기대응전략이 주로 활용되었다. Oakes(2006)는 미디어에 항상 노출 

되는 3대 프로리그인 Major League Baseball(MLB),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와 National Football League(NFL)을 

대상으로 이들이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위기대응전략은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전략은 부인(denial)전략, 책임의 

회피(evasion of responsibility)전략, 공격성 감소(reducing 

offensiveness)전략,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전략, 

사죄(mortification)전략으로 다섯 가지 전략과 14가지 하부 전략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Coombs(1996)의 위기유형에서 의도적이면서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유형인 위반(transgression) 유형이 있다. 이는 

3대 프로리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위기유형이며, NFL의 Ray 

Lewis 선수의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각각의 선수, 팀, 리그 차원에서 

사용한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Fortunato(2008)는 Duke University의 라크로스 

팀 3명의 선수가 직업 댄서를 폭행 및 강간한 사건에 대한 Duke 

University의 대응을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과 

Coombs(1995)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분석한 바 있다. 

Fortunato(2008)의 연구 결과에서 전략을 분석할 때 Duke University 

학생의 비행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을 감소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책임 회피보다는 학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Benoit가 말한 사죄 전략을 택했다. 또한 

대학교의 학생선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교정행위 전략도 함께 전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스포츠관련 조직이나 개인의 위반을 포함한 위기를 대상으로 

한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는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구단의 전략을 

분석한 박혜원, 박재진(2011), 방신웅(2012)의 연구 외에 국내에서 

스포츠분야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2)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과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포함하여 Coombs(1998)의 위기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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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위기 대응전략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은 [표 8]과 같이 Coombs(2000)의 위기대응전략 유목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의 위기대응전략은 여덟 가지의 주요 위기 

대응전략 과 하위 전략들로 구성된다. 침묵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들은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그 중 환심사기 

전략은 위기에 대해 공중들의 시선을 돌려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PR은 환심사기 및 

입지강화 전략의 하나가 된다. 

 

 표8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유목 
① 공격자공격  
(attack the accuser) 

 

정의 위기의 존재를 부정하며 위기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 맞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ott & Lyman(1968), Jones & 
Pittman(1982), Sykes & Matza(1957), Rosenfield(1968), 
Schonbach(1980), Semin & Manstead(1983), Tedeschi & 
Reiss(1981), Benoit(1997)  

② 거부(denial) 정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지의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Ware & Linkugel(1973), 
Schlenker(1980), Semin & Manstead(1983), Schonbach(1980), 
Tedeschi & Reiss(1980), Benoit(1997)  

③ 변명(excuse) 정의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  

출처 Scott & Lyman(1968), Benoit(1997), Ware & Linkugel(1973) 

의도부정 
(deny intention) 

정의 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주장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Tedeschi & Riess(1981), Scott & 
Lyman(1968), Semin & Manstead(1983), Schonbach(1980), 
Benoit(1997)  

의지부정  
(deny volition) 

 

정의 위기의 시작이 된 사건에 대해 조직이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Tedeschi & Riess(1981), Scott & 
Lyman(1968), Semin & Manstead(1983), Schonbach(1980), 
Benoit(1997)  

비난전가  
(shift blame) 

정의 위기에 대해 제 3 자가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ott & Lyman(1968), Burke(1970), 
Benoit(1997) 

해명  
(clarification) 

정의 위기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하고 해명함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Tedeschi & Riess(1981) 

희생양화 
(victimization) 

정의 조직 스스로를 개인의 극악한 행위나 조직 외부의 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오히려 주장 

출처 Scott & Lyman(1968), Benoit(1997)  

④ 정당화 
(justifica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전략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ott & Lyman(1968), Tedeschi & 
Reiss(1981) 

최소화 
(minimiza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ott & Lyman(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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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es & Matza(1957), Schonbac(1980), Ware & Linkugel(1973), 
Schlenker(1980), Semin & Manstead(1983), Tedeschi & 
Reiss(1981), Benoit(1997)  

초월  
(transcendence) 

정의 위기를 더 큰 목적과 명분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 

출처 Scott & Lyman(1968), Ware & Linkugel(1973), Benoit(1997) 
 

⑤ 환심사기 
(ingratiation)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승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전략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Jones(1964), Jones, Gergen & 
Jones(1963)  

칭송  
(praise)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찬양 및 찬사를 보냄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Jones(1964), Jones et al(1963)  

입지강화  
(bolstering) 

정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과거 잘한 행위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조직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킴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ott & Lyman(1968), Ware & 
Linkugel(1973), Benoit(1997)  

⑥ 개선행위 
(corrective ac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함  

출처 Benoit(1997) 

보상 (compensation) 정의 희생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함 

출처 Schonbach(1980), Benoit(1997) 

복구 (repair) 정의 위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노력함  

출처 Coombs(2000)  

재발방지 
(rectification) 

정의 미래에 유사 위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책이나 조치를 
취함  

출처 Coombs(2000)  

⑦ 사과 
(full apology) 

정의 위기에 대해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용서를 
구함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Schlenker(1980), Tedeschi & 
Reiss(1981), Burke(1970, 1973), Schonbach(1980), Benoit(1997)  

⑧ 침묵 (Silence) 정의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대응하지 않음  

출처 McLaughlin et al(1983)  

※ Coombs(2000)의 위기대응전략을 재구성함  

 

제 5 절 공유가치창출 (CSV) 

 

1. 공유 가치 창출 (CSV)의 등장  

 

세계 자본주의가 힘든 시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념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러 국민과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 삼림, 환경, 토양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없어서는 

안될 자연 자원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있다(Ricart, E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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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mawat, Hart, & Khanna, 2004). 공유가치창출은 이러한 환경 및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적극적 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게 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가치창출의 

사회적 가치는 공공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에 한정되지 않은 

기업에서도 고려하여 공유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다(천혜정, 김시월, 

이동일, 이지현, 2014).  

공유가치창출은 Porter와 Kramer(2006)가 Havard Business 

Review에 “전 략과 사회, 사회공헌활동과 경쟁 우위 간의 연결”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후 2011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더불어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뜻한다(Porter & Kramer, 2011). Porter와 Kramer(2006)는 

사회공헌활동이 단순 기부나 자선 행위를 넘어 혁신과 기회 그리고 경쟁 

우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SR 유형을 

반응적(Responsive) CSR과 전략적(Strategic) CSR로 나누고, 반응적 

CSR에서 전략적 CSR로의 전환을 말하였다. 즉 전략적 CSR은 비용의 

개념보다는 혁신, 기회와 경쟁 우위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 하에 공유 

가치를 통해 경쟁력과 관련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변선영, 김진욱, 2011). 공유가치 개념은 개인과 조직 가치가 

일치함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의 공유가치가 얼마만큼의 많은 

구성원이 조직의 가치관을 흡수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양리나, 2004). 

공유 가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가 발전해야 하고, 발전된 사회가 

다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으며, 이는 기업과 

사회의 발전 모두 촉진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한다(박병진, 김도희, 2013).  

공유가치창출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CSR 3.0, 창조적인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임팩트 비즈니스(Impact Business)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곤 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보편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사회 

구성원의 이의 관계를 둘로 나눠 보기보다는 공존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바라본다(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리, 이진명, 2014). CSR 활동과는 달리 CSV활동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증대시키며 기업의 경제 

활동과 사회적 문제를 일체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SV는 CSR 

활동에 대한 기존 견해에서 벗어나 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만든다는 새로운 



 

 34 

방식이다(최다운, 2013). 다시 말해 CSV활동은 기업의 역량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논리이다(윤각, 이은주, 2014). 이와 같이 CSV활동은 

기업의 본래 목적인 경제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사회의 요구를 채우면서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경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안소영, 한진수, 2017).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활동에 공익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이경화, 2014). 

 

2.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의 정의  

 

공유 가치 창출 (CSV :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은 기업과 해당 

기업의 협력 업체, 주주, 구성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공유 가치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로써 균등한 배분을 통한 균형 성장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말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김세중, 

박의범, Tsog Khulan, 2012).  

최근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점차적으로 사회, 환경 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Porter & Kramer, 2011). 이러한 변화에 

따라 Porter & Kramer (2011)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유 가치 창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박성희, 

2014), 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지역 사회 협력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경화, 

2014). 즉,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사회 발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동시에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인 것이다(권은정, 2012).  

공유가치창출활동은 기업의 발전과 동시에 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음으로 기업의 발전으로의 촉진적 선순환적 

구조에 있으며, 사회와 기업이 상호 발전과 동시에 함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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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 가치 창출 활동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켜 주며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이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정책과 경영 활동을 의미하는 혁신을 

수반하고있다(조동성, 2012) 

공유 가치 창출은 기업의 성공 및 사회와 주변 공동체의 성장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닌 기업 

활동 자체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리, 이진명, 2014). 이와 

같이 공유 가치 창출은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사회 문제를 경제 활동과 일원화시킨다는 특징을 

지니고있다(Porter & Kramer, 2011). 이는 이미 창출한 이익을 

재분배하는 개념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권은정, 

2012). 

 

 

[그림 1]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개념도 

출처 : Porter & Kramer(2011), 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리, 이진명(2014) 

 

다시 말해,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사회와 기업 경영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제적인 상승을 위한 기부 및 이윤 

창출을 동시에 진행해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으로 간주되고있다(천혜정, 김시월, 이동일, 이지현, 2014).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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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따른 이익을 단순히 사회와 나누는 것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가치창출 과정과 사회와의 상호 협력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기업과 사회 모두 상호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있다(이경우, 류성민, 2014). 

따라서 기업은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Porter & 

Kramer, 2011).  

 

3. 공유 가치 창출 (CSV)과 사회적 책임 (CSR)의 비교  

 

과거에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던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은 단순한 경영 활동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정기, 2014). 이는 현대 기업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여러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장성을 위한 전략이자 비즈니스 모델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모델로 볼 수 있다(이윤영, 2014). 

지역 사회와 기업의 경영 관계를 다룬 것은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비지니스 상황에서도 매우 중대한 제재로 언급되고 있다(유소리, 

20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공헌활동과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김요한, 2009). Porter와 

Kramer(2011)는 조직 및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여 

사회책임활동을 전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CSR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 모두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 2006년에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와 사회적 책임의 접점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CSR활동은 

자발적 노력과 선행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선활동,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자발적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시되지 않으면서 CSR활동의 진정성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있다(박혜미, 2016). 이는 CSR활동의 한계를 지각하면서 기업의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에 관심이 

대두되었다(장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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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과 CSV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활동의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고있다(이정기, 2014). 

CSV활동의 대표적인 Porter와 Kramer(2011)의 연구에서는 CSR과 

CSV의 개념적인 차이를 [표 9]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9 사회적 책임(CSR)활동과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의 개념적 차이 

사회적 책임(CSR)활동 공유가치창출(CSV)활동 

가치: 선행(doing good) 가치: 투입비용 대비 사회, 경제력 영향력 

지속가능성, 자선활동, 시민의식 공동체와 기업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외부압력에 따른 행동, 자유 재량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 

이윤 극대화와는 관계없는 활동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 

외부 요구 또는 개인적 취향에 의한 활동 기업들의 상황 및 내부 요인에 의한 활동 

기업의 예산으로 영향력 제한 기업 전체 예산의 재편성 

사례: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구매 사례: 생산량과 품질의 증대를 위한 조달 

시스템 개선 

출처 : Porter & Kramer(2011), 유소리(2015) 재인용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평판 관리 및 

비용의 개념으로 선행의 실천에 의의가 있었다면, 공유가치창출활동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에 해당한다. 

공유 가치 창출은 기업가치(Corporate Value)와 사회발전(Social 

Progress)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적 가치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회적 책임 (CSR)활동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이경우, 

류성민, 2014).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는 구분되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단순한 사회적 지원 형태를 넘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 할 수 

있게 한다(장연, 2013).  

공유가치창출(CSV)은 사회공헌활동(CSR)과 같이 기업의 단발성의 

기부나 후원 활동보다는 기업의 경제적인 수익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장유정, 2015), 경제적인 가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수진, 2016). 기업과 사회는 이로 인해 

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은 새로운 하나의 개념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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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미 기존의 기업들이 추구해온 사회적 책임(CSR)활동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인 

것이다(오미영, 2014).  

 

4. 공유 가치 창출 (CSV) 활동의 특징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은 기업의 성과와 활동의 결과를 

기업이 속한 사회와 환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은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업이 공유를 하면서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유문주, 허희영, 2015). 

공유가치란 기업과 사회가 동시에 가치를 공유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첫째로, 가치를 얻기 위해 

지불한 것,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투자를 선행한다는 뜻이다. 둘째, '공유'라는 개념으로 기업과 사회는 

공동의 가치의 창출을 위해 기여하고, 공동으로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문주, 2015).  

공유 가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계 내에서 재설정되며 수많은 

전략에서 공유 가치는 각각의 기업에 맞추어 특이성을 가시고 

진행된다(Porter, M. E. Hills, G. Pfitzer, M. Patschede, S. & Hawkins, 

E., 2011). 즉, 공유 가치 창출 (CSV)활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즈니스모델의 궁극적인 두 가지 목표(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창출)를 적절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이 운영전략에서 사회적 

책임(CSR)활동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확실히 대체하고 있다(이연우, 

2013). 기업은 공유가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과 함께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Porter & Kramer(2011)는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과 상품의 재구성(reconceiving products and 

markets)이라고 하여, 고객의 니즈와 문제를 파악하여 기업의 상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증대, 시장 점유율 상승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Porter, Hills, Pfitzer, Patschede Hawkins, 

2011).  

두 번째는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립(redefining productiv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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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chain)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 직원에 대한 투자, 제공자 역량 

등 환경적 개선을 통하여 내적 활동의 개선(품질, 비용, 생산성의 성취 

등)에 초점을 두고있다(Porter, Hills, Pfitzer, Patscheke Hawkins, 

2011). 이는 가치 사슬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생산성과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및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여 환경 문제 등의 해결하는 

것이다(이재희, 2015).  

세 번째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building supportive industry 

clusters at the company's locations)은 지역투자와 비지니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역 공급자 ·기관, 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해 기업의 

외적 환경을 향상을 위한 것이다(Porter, Hills, Pfitzer, Patscheke & 

Hawkins, 2011). 다시 말해 지역의 인프라, 인력, 공급 업체 등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하며, 관련 기관과 지리적 집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산업 운영 기반을 창출하는 것이다(이재희, 2015). 

이와 같은 CSV의  세 가지 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개념이며 서로 개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유현미, 2016). 

 

표10 Porter & Kramer(2011)의 공유가치창출 실천방안 

실천방안 내용 

시장, 상품의 

재구성 

« 고객의 욕구분석 및 고려 

« 새로운 시장인식(사회적 필요 욕구) 

« 저소득층‧빈곤층이 구매가 가능한 제품의 개발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립 

« 가치사슬 단계에서의 생산성과 관련된 목표 설정 

« 단계 목표에 맞는 효율적 방식 도입 

« 불필요한 비용 제거 및 환경 문제의 해결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구축 (지역의 인프라, 공급업체, 인력 등) 

« 효율적 산업운영기반 조성 

« 지역 경제 주도 

출처 : Porter, Hills, Pfitzer, Patscheke, & Hawkins (2011) 

 

공유 가치 창출의 실천 방안을 통해 기업은 기업 활동의 가치 

창출을 사회와의 연결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사슬 내부에 사회를 

포함하여서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있다(유문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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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선행연구  

 

현재 기업의 CSR과 비교하여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CSV의 속성과 개념적인 범주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유가치창출은 CSR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황금주 등, 2015; Poter & Kramer, 2011),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어 연구되고 있지만, 연구주제가 

한정적이고 대부분 경영에서 연구되고 있다.  

CSV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CSV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CSV는 CSR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관한 연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Bowen(1953)의 연구에서 CSR 개념을 가장 먼저 제안하였는데, 

기업인의 직분은 사회 전반적인 가치와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Carroll(199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CSR 활동이 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진전되어야 하며,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을 하기 위한 기업의 성과로 인식한다고 했다.  

Varadarajan와 Menon(1988)는 기업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위하여 스스로 CSR활동을 통해서 기업 수익과 연관시킨다고 하였다. 

김두이, 김상훈(2010)의 연구에서는 CSR 활동이 짧은 기간에 걸쳐 

본다면 기업의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류종광(2016)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주영(2014)의 연구에서는 CSV활동이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가 기업의 순수한 

이타주의를 인식할수록 소비자 감정과 지속적 가치에 영향을 주어 

제품의 구매를 다그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윤각, 

이은주(2014)는 CSV활동와 CSR활동을 검증한 결과 CSV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경우 브랜드 태도와 사회 

책임성 인식, 진정성, 기업-소비자 동일시 등 CSV활동의 모든 

변인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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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2015)은 기업의 CSV과 CSR 활동 유형 중 CSV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인지하고 CSV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경화(2014)는 공유가치 기반의 장소 브랜딩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활동의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장기적인 미래의 

방안으로서 공유 가치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장소 브랜딩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유가치의 개념적 범주화 및 장소 브랜딩의 

핵심항목으로 공유가치 평가지표 모형을 도출하였다. 장소에 따른 

브랜드 포지셔닝 유형에 대한 규정, 유형별 공유가치와 핵심항목의 

규명을 통한 장소 브랜딩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경화(2014)의 연구에서는 공유가치활동의 개념적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인문사회학적, 장소환경학적인 관점에서 공유가치의 

개념적 지향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5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공익성, 적실성, 윤리성, 존엄성, 진정성, 공정성, 

현실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파급성, 참여성, 확신성, 적합성, 

미디어성, 경제성으로 구성하였고, 세 번째 개념어는 창의성, 독창성, 

고유성, 차별성, 스토리성, 체험성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는 효율성, 

연속성, 지속성, 순환성, 친환경성, 일관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계성, 협력성, 대응성, 소통성, 친밀성, 파트너쉽, 관계성, 공동체 

의식을 개념어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어를 중심으로 이경화(2014)는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적 범주를 도덕적 윤리, 잠재적 기회, 심미적 차이, 유기적 순환, 

포용적 연대 가치로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공유가치창출(CSV)의 

범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윤리가치는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사회에 공정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둘째, 잠재적 기회가치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시키는 가치개념이다. 

셋째, 심미적 차이가치는 창의적 및 독창적 활동으로 대상의 개성을 

강조함으로써 고유성을 확보하는 가치개념이다.  

넷째, 유기적 순환가치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조화를 추구하고 효율적 영향을 미치는 

질적 계획과 유지관리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연대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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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받으며 친밀한 유대 관계 및 협업적 연대를 지향하는 

가치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림 2] 공유가치의 개념적 범주 도출 개념도 

*출처: 이경화(2014) 

 

 

제 6 절 도덕적 분리 
 
1. 도덕적 추론방식 

 

도덕적 판단 이론은 개인들이 부도덕한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추리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Haidt, 2001). Bhattacharjee et al. (2013년)에 따르면, 공인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인지 부조화를 촉발하는데, 이는 개인들이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한 도덕적 추리 전략을 

활성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개인이 뛰어난 (긍정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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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비윤리적 행동(부정적 인지)에 대해 배울 때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그럴 듯 하다. Bhattacharjee et al. (2013)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가해자를 계속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도덕적 해이 

과정(즉, 도덕적 분리와 도덕적 합리화 과정)을 이론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일련의 실험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또한 도덕적 분리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위반자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동시에 비난하면서, 위반자의 수행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도덕적 분리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위반자에 대한 그들의 

부도덕한 판단을 그들의 수행 판단에서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덕적 합리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위자의 부도덕함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 분리 과정을 사용할 때, 그들은 도덕적인 합리화 과정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위반자의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여, 도덕적인 

합리화보다 정당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Bhattacharjee et 

al.의 연구는 비록 두 가지 추리 과정 모두 소비자들이 위반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도덕적 분리는 심리적으로 도덕적 합리화와 

구별된다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재의 연구에서, 우리는 소비자들이 항상 가해자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리적 위반을 단순히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순간들이 있다. Lee and Kwak (2015)의 최근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도덕적 판단과 성과 판단을 통합할 수 있는 도덕적 추리 과정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부도덕한 행동을 분리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도덕적 결합 과정에 참여한다. 

일련의 실험에서, 그들은 도덕적인 결합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위반하는 운동선수 지지자에 대해 덜 관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에서는 각 추리 전략과 그 예측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논한다.  

최근 도덕심리학에서는 도덕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심리의 핵심 

개념이다. Haidt(2001)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문화나 하위문화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일련의 덕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선 vs. 악)로 정의된다.  

Haidt(2001, 2003, 2007)는 연구를 통해 직관과 감정이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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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추론에서 먼저 작용한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의 사회직관주의적 모델을 제시했다. 즉, 이 

연구는 도덕적 판단은 어느 정도 자동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은 먼저 

직관적인 판단을 생산한 다음 그 판단에 대한 증거를 추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고 선택하는 자기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Kunda 

1990).  

도덕적 추론 과정은 크게 도덕적 합리화와 도덕적 분리로 

구분된다(Bhattacharjee et al. 2013). 도덕적 합리화의 개념은 

Bandura(1999)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했으며, 

Bhattacharjee et al. (2013, p.1168)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자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덜 부도덕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일단 그들이 그 행동을 정당화하면 더 

이상 특정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며,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의 [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11 Bandura(1999)의 도덕적 해이  

매커니즘 정의 

도덕적 정당화 좋지 않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으로 정당화 

완곡 라벨링 완곡한 언어를 사용하여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을 차단 

이점 비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식을 받을 행위와 부정 행위를 비교 

책임의 의동 개인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사회적 억압이나 타인의 결정의 

결과로 본 행위 

책임의 확산 개인 책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단 책임에 중점을 둠 

결과 무시 혹은 왜곡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 축소, 신뢰 훼손 및 왜곡 
비인간화 위해를 받은 사람이 인간성이 부족함을 강조 

책임의 귀속 무고한 피해자의 신분을 강압적으로 행한 해로운 행동을 

한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  

 

도덕적 합리화에서 개인이 연예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해당 연예인을 향한 직관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결정이 먼저 

자동으로 결정되는 순서에 따라 추리 과정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개인은 

[표 11]에 나타난 여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의 기초를 구성한다. 한편, 도덕적 분리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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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에 비하여 다른 형태의 추론 전략이다. 도덕적 분리에서, 위반 후 

연예인을 평가할 때 도덕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된다. 도덕적 분리에 

대한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도덕적 분리가 더 큰 

의미에서의 도덕적 합리화의 추론 과정 중 하나로 인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Bhattacharjee et al. (2013, p.1169)은 도덕적 분리가 

별도의 추론 방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도덕적 분리의 실천은 

현실세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와 한국 배우 이병헌과 같은 

유명인사들은 한동안 성추문으로 인해 주요 직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그들 둘 다 해당 직업 분야에서 무수한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즉, 

Bhattacharjee et al. (2013, p.1169)에 따르면, 도덕적 분리는 "소비자가 

도덕에 대한 판단과 성과에 대한 판단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심리적 

분리 과정"이다. 도덕적 합리화와 도덕적 분리의 주요 차이점은 [표 

12]와 같다.  

 

표 12 도덕적 합리화와 도덕적 분리의 비교 

 도덕적 합리화 도덕적 분리 

매커니즘 부도덕한 행동 재구성 부도덕한 행동과 성과의 구분 

묵인 과정 정당화, 변명 혹은 축소 관련 없음 

도덕적 

기준과의 충돌 

개인이 합리화를 통해 긴장을 

줄임 

도덕적 기준 타협의 위험 적음 

 

궁극적으로, 위와 같이 연예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하여 도덕적 

분리로 관심을 유도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판단을 할 때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사건 이후 실제 연예인들이 공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일 때 이 추리법을 더 쉽게 채택한다는 취지다. 

 

2. 도덕적 분리 

 

비윤리적인 행동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핵심 요소다(Colquitt & Zipay, 2015; M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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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 Schoorman, 1995). 마찬가지로 윤리성은 종종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다(Gatewood & Carroll, 1991). 

그러나 최근 마케팅 문헌의 재검색 결과 윤리가 항상 개인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또한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지지하기 위해 대체적인 

도덕적 해이 과정을 이용한다. 도덕적 분리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도덕의 판단을 성과 판단과 분리하는 심리학적 분리 과정"으로 

정의된다(Bhattacharjee et al., 2013). 

소비자들이 연예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판단과 연예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판단을 분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대신, 연예인의 활약이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수가 우월한 

선수일 경우, 선수로서의 능력이나 경기력은 그 선수의 행동의 도덕성과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Battacharjee et al., 2013; Lee et al., 2015). 

도덕적 분리는 소비자들이 유명인사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유명인사의 부도덕한 행동이 그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분리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도덕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공인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Bhattacharjee et al., 2013; Lee et al., 2015). 도덕적 분리가 

소비자의 도덕적 기준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합리화와 구별되는 추론 과정임을 일련의 실험연구가 증명했다.  

도덕적 분리의 예는 많다. 예를 들어 도덕성 분리 측면의 소비자는 

타이거 우즈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의 성적은 스캔들과 거의 

무관하다며 지지할 것이다. 기존 연구와 맞물려 도덕적 분리를 활용하면 

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도덕적 

분리를 활성화하는 개인은 두 가지 상반된 평가(예: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도덕적 분리가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반된 

운동선수를 향한 도덕적 분리와 전반적인 평가판단 사이의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자의 부도덕성과 성과에 대한 

판단을 분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증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이 

훼손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도덕적 분리가 개인들이 위반자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 실체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증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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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만약 소비자들이 

스캔들 이전에 보증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 분리 과정은 그들이 보증된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Steve Jobs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같이 직장에서 윤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행동(Lashinsky, 2011)과 

태만한 육아와 같이 직장 밖(Brennan-Jobs, 2018)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 내부와 고객들 사이에서 CEO로서의 활약은 여전히 

존경의 원천으로 남아 있다.(Isaacson, 2011). 마찬가지로, 외사 소식이 

알려진 후, General Electric의 전 CEO인 Jack Welch는 재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그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칭찬, 감탄, 그리고 시험으로 

가득 찼다(Orecklin, 2002).  

선행 연구는 사람들이 언제 그리고 왜 도덕과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연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윤리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재정적인 우려가 때때로 직장에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Vohs, Mead, & Goode, 

2006, 2008; Kouchaki, Smith-Crowe, Brief, & Sousa, 2013). 

마찬가지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사업틀로 준비되었을 때 윤리 관련 

우려는 퇴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윤리가 다른 영역보다 직장에서 

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Tenbrunsel & 

Messick, 1999). 다른 연구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전형적으로 갈등과 

배척으로 이어지지만, 동기 부여된 추리 과정이 높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Quade, 

Greenbaum, & Petrenko, 2017). 

비록 도덕적 분리 현상이 최근에야 연구 어휘에 들어갔지만, 몇몇의 

연구들은 그것의 명목상의 네트워크를 조사했다. Bhattacharjee et 

al.(2013)은 초기 조사에서, 도덕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고객보다 분리한 

사람이 비윤리적인 공인을 더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는 

비윤리적인 개인이 보증하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고객의 

도덕적 분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유사하게 보여주었다 (Lee & Kwak, 

2016).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 분리하는 고객들은 그들의 동료들보다 

비윤리적인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사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Haverstroh et al., 2017). 이 연구는 또한 도덕적 분리의 

효과는 수행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지만 부도덕의 판단에 의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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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구조가 작동하기 위해 이론화되는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도덕적 분리가 위조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식된 편익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구매 

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en, Teng, & Liao, 2018). 비록 

이전 연구는 주로 고객의 관점에서 도덕적 분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것들은 구성 요소로서 도덕적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 제공한다. 특히, 

그들은 도덕적 분리가 소비자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브랜드에 

부과하는 벌칙을 부정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지 과정으로서 도덕적 분리는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일시적 수준에서 도덕적 

분리(decoupling)을 하는 동료들을 목격하거나 바람직한 시각에서 

도덕적 분리를 묘사한 구절을 읽는 것과 같은 상황적 단서로 도덕적 

분리를 준비할 수 있다(Haverstroh et al., 2017). 동시에, 개인들은 

그들이 도덕적 분리 추론을 전개하는 빈도와 용이성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다르다(Bhattacharjee et al., 2013).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도덕적 분리 추론을 이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성향(성격과 같은 도덕적 

분리)이나 문맥적 프라임(국가와 같은 도덕적 분리)으로 인해 도덕적 

분리가 나타나든 상관없이, 추론 과정으로서의 도덕적 분리의 활성화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hattacharjee et et al., 2013). 

제 7 절 조직평판  

 

1. 조직평판의 개념화 

 

평판(Reputation)은 일반적으로 인상, 브랜드, 이미지, 정체성 등의 

개념들과 혼동하여 사용되어 왔다(차희원,2005;J.Grunig& Hung,2002).  

Balmer(1997)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평판의 개념은 1950년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1단계는 

1950년대로 기업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평판의 

개념보다는 기업 이미지에 집중하였다. 2단계는 1970년대와 1980대인데,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기업 아이덴티티를 강조해왔던 단계이다. 3단계는 

1990년대로 기업의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단계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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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평판의 용어가 다차원적이며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oombs& Holladay,2010).  

초창기 많은 연구들은 평판과 이미지를 비슷한 개념으로 보거나 

평판이 이미지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판과 이미지는 개념 상으로 동일한지 혹은 상이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지만(Gotsi & Wilson, 200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지와 평판을 서로 다른 각각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 되었다. 

이미지 평판 피라미드를 나타낸 Dowling(2001)에 의하면, 이미지, 

아이덴티티, 평판에 대해 정의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개념이 혼돈되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다. 아이덴티티는 공중들에게 조직이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상징 및 용어체계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로고,  

이름, 광고문구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는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이미지는 단순히 '그 회사를 잘 알고 있다’, ‘

어떠한 인상을 가진다'의 태도적 차원이라면, 평판은 이보다 한 수준 

높은 호의적 감정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 선택 

'과 같은 강한 애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Dowling,2004). 하지만 평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기업의 본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행동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Grunig & Hung, 2002).  

평판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며, 긍정적 

평판은 기업이 자원을 모으는 것을 돕기 때문에 자석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평판은 오랜 시간 걸쳐 공중들이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Gotsi & Wilson, 2001)이나 해당 조직과 

관련한 여러 공중이 오랜 시간을 두고 조직에 대해 전체에 걸쳐 갖게 

되는 호의적 평가(차희원, 2004)라 할 수 있다.  

한편, Deephouse(2002)의 연구에서 평판은 1990년대부터 미국 

포춘지의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의를 끌기 시작하였다. 

이후 평판은 타 잡지 혹은 공익 단체에서 평판을 조사하여 공중에 

발표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이 때 평판이라고 하면 보통 홍보 부서를 

떠올렸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실제 홍보(Public Relation)라는 말 

자체가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의도하는 해당 이미지를 알리는 일종의 

광고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평판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으며, 평판은 정체성, 이미지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평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개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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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직 평판은 어떤 것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둘째,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역사성을 가진다. 넷째, 조직 평판은 

조직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다. 이에 조직 평판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가치판단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의 의도, 활동, 역사, 역량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노성민,2013).  

 

2. 조직평판의 정의 

 

조직평판(Organizational Reputation)은 조직의 경영활동의 

결과물인 경영 역사의 거울(Dowling, 1986)이며, 무형적 자산으로 

총체적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이다(고성은, 2009). 조직평판은 오랜 

시간동안 조직의 경영 활동과 태도에 대하여 지각된 이미지에 관한 

누적된 결과물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지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이다 

(강준상, 2017). Fombrun과 van Riel(1997)는 조직평판에 대해 조직의 

일관된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조직의 과거활동의 

결과 뿐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김종인, 박범순, 

2014). Kirmani과 Rao(2000)는 조직평판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형성 

및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영향 받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와 부서, 직원, 

사업단위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Gotsi & Wilson, 

2001). 조직평판이란 오랜 시간 및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이해 

관계자들의 호의·비호의적 평가태도이며(Weiss, 1999), 이해관계자의 

판단과 평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종합적 평가이다(김성수, 

2011).  

조직평판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장점을 전하고 공중들을 

만족시키며 경쟁사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와 조직 사이의 이성적이면서 

감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Fombrun and Shanley, 1990; Fombrun, 

1996)으로, 이는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 조직 외부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다(Fombrun, Gardberg, and Sever, 2000).  

기업의 이해관계자에는 기업 외부의 소비자를 포함하여 내부 조직 

구성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기업평판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기업 외부에서 조직평판이 측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진 외부 조직평판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인식한 

평가 역시 조직평판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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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평판(Perceived External Prestige)은 외부인들이 그들의 조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의미한다(황정희, 2009).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외부인들의 조직평판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조직평판은 공중들에게 형성된 조직의 만족도, 신뢰성 진실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하며(Fombrun, van Riel, 1997), 이는 소비자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병윤, 2017). 

 

3. 조직평판의 구성요소 

 

평판 구성요소는 첫째, 감정적,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유형, 

둘째, 조직의 본질적 요인인 조직 아이덴티티를 제시한 유형, 셋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강조한 유형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차희원,2004).  

첫 번째 유형은 ‘조직이미지’와 ‘조직 평판’개념을 동일시하는 

학자들로 정서적, 감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구성요소를 

제시한다(Davis, 2003; Dowling, 2001, 차희원, 2004). Davis(2003)는 

평판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업인성척도(Corporate Personality Scale)를 

개발하고 호감(agreeableness), 진취성(enterprise), 세련(chic), 

능력(competence), 무정(ruthlessness), 비공식성(informality),  남성성 

(machismo) 등을 척도로 제시했다(차희원, 2004). 또 다른 학자인 

Dowling(2001)은 조직의 아이덴티티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가치가 평판으로 측정된다고 정의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기업의 본질을 평판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유형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Fombrun(1996)은 

평판지수(Reputation Quotient)를 개발하면서 제품과 서비스, 직원의 

고용 환경, 비전과 리더십, 감정적 소구, 사회적 책임, 재정적 성과 등을 

평판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로 보았다. 기업 평판에서 Fombrun의 

평판지수를 제외하면 널리 알려진 측정은 경제지 포춘(Fortune)의 기업 

평판 설문조사이다. 포춘지는 매년 혁신성, 제품/서비스의 품질 우수성, 

장기투자가치, 경영의 질,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인재의 모집과 재능 

개발 및 보유, 재무적 건전성, 기업 자산의 현명한 활용 등 여덟 가지 



 

 52 

속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여덟 

가지 요소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요소를 분석했을 때, 단 

하나의 요소만을 만들어낸다(Dowling,2001). 이에 Fombrun(1996)과 

Dowling(2001)등은 조직 아이덴티티가 조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조직 이미지는 조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차희원, 2004). Fombrun(1996)은 기업의 평판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행위를 인식하려고 할 때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책임, 신용, 믿음 등에 관한 개인의 결정이 모여서 

해당 기업에 대한 평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유형은 기업평판에 있어서 PR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차희원,2004). Melewar와 Jenkins(2002)는 

특히 기업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중시하여 기업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차희원,2004).  

최근에는 국내 특성에 맞게 한국형 평판 지수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평판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수들이 Fombrun(1996)이 제시했던 

지수와 큰 차이가 없다. Fombrun(1996)의 지수는 국내 연구에 의해 그 

유효성이 검증되었다(한은경 외,2005).  

한 조직이 형성하게 되는 평판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특징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Fombrun, 1996).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기관리 또한 평판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평소에 공중과 좋은 관계에 있지 못거나 

비호의적인 평판을 지닌 조직은 어떠한 이미지 회복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도 책임 회피 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김영욱,박소영, 2003).  

 

4. 조직평판의 선행연구 

 

마케팅, 경제학, 조직론 등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은 지난 60년동안 

평판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품질 관련 평판과 

제품의 가격에 대한 관계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높은 품질 제품의 

생산자가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판에 투자한다고 본다. 

조직 학자들은 평판이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는지와 조직 성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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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Rao, 1994). 그리고 

마케팅 연구자들은 타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브랜드 자산으로서 

평판을 연구한다고 주장하였다(Aaker, 1997).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평판에 대한 공통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평판의 주창자인 Fombrun(1996)은 하나의 조직에 대한 평판이란 

고객, 직원, 언론인, 투자자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드러나는 

한 조직의 총체적인 매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Fombrun & Van 

Riel(1997)은 기업의 평판에 대해 과거 행동과 미래 전망에 대한 지각적 

재현 혹은 표현으로서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가 

지각하는 전반적 매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판 점수에 대한 결과는 

조직의 성과물을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평판(reputation)과 명성(fame)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 평판은 조직을 둘러싼 공중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본 반면에 명성의 의미는 좋은 평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명성은 공중들이 특정 조직에 가지게 되는 높은 수준의 

평판이라고 볼 수 있다.  

Gotsi & Wilson(2001)은 평판의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평판은 역동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두고 수립되고 관리되어진다. 두 번째로 평판은 사람들이 조직에 

가지는 이미지에 의존하며, 조직의 상징, 커뮤니케이션, 행동 등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평판은 한 조직이라 해도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각각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판을 

측정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그들은 평판에 대해 장시간동안 이해 

관계자들이 조직에 대해 전체에 걸쳐 평가한 것이라고 규정 짓고 있다.  

그러나 평판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그에 대한 

조직평판이 증가된다(Brain & Nowak, 2000). 반면 조직은 보다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해 조직의 평판과 명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Carroll & Shabana,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이미지, 기업 평판, 조직 평판, 조직몰입, 기업 신뢰와 조직 신뢰, 

구매의도에 대해 사회적 연결감,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판에 직·간접적인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였다(Brian & 

Nowak, 2000; 윤각, 조재수, 2007; 천만봉, 2013). 이와 같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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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지각한 기업의 CSR 활동이 향상될수록 조직평판 인식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형성한다(김문준, 김노사, 2018). Fombrum(1997)은 

CSR 활동을 통해 조직평판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en과 

Bhattacharya(2001)는 CSR활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조직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증진시킨다(한은경·류은아, 

2003). 서구원, 진용주(2008), 조민기 등(2014)은 구성원이 인지한 CSR 

활동 유형에 따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CSR활동 책임의 실행 참여 주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이 해당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직신뢰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이다.  

박명걸(2014)은 CSR 활동 중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가치가 

기업평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기업의 평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천해광과 이상호(2017)는 소비자의 정서적, 기능적, 

관계적 가치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만족,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선희, 노미진과 강보현(2016)은 CSR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 기업평판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참여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인식된 

가치가 조직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 즉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평판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CSR 활동이 호의적 조직평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Fombrum, 1996; Sen and Bhattacharya, 2001; 한은경, 

2003; 김이환, 2005; 윤각.조재수, 2007; 서구원.진용주, 2008)한 바 

있고,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직평판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기업 이미지 혹은 조직평판 관리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CSR 활동은 긍정적 조직평판을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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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및 모형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직에서의 위반과 공유가치창출(CSV)활동, 도덕적분리 그리고 

기업평판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5개의 가설을 구성하였다. 

 

1. 스포츠 조직의 위반과 조직평판과의 관계 

 

Lyon & Cameron(1999)은 하나의 기업에 대한 평판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기는 기업이나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평판은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좋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Dowling, 2001), 부정적 요소나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Howard, 1998).  

Coombs& Holladay(2010)에 따르면 조직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들은 조직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조직에 발생하는 위기들은 하나의 이슈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 조직에게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그동안 형성해 온 평판에 

손실을 입게 된다. 위기상황의 발생은 평판 손실이나 구매 의향 감소, 

부정적인 구전의 증가와 같은 여러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위기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평판은 조직의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Coombs, 2007a). 

부정적으로 형성된 한번의 평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부정적 상황에서의 위기는 기업의 평판을 더욱이 

부정적으로  만든다.  

유창하(1991)의 연구에서는 특히나 평판이 높은 기업이 ‘내부로부터 

발생한 의도적 위기’ 즉 위반에 놓였을 경우 다른 상황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한 감정적 폭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상황은 더 

높은 흥미성, 근접성, 영향성, 갈등성, 시의성, 저명성 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뉴스에 대한 가치는 각 미디어들의 치열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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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하영원 외(2004)의 연구에서 또한 산업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같은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더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책임성이 높은 범죄인 위반의 경우 

아직까지 단정적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선행문헌들이 

일관적으로 축적되지 않아 스포츠조직의 위반이 조직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평판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상해자 없는 위반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상해자 있는 위반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 평판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2. 스포츠조직의 위반, 공유가치창출활동과 조직평판과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즉 CSR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 

규모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이는 선택이 아닌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지혜, 김인희, 조상미, 2010).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CSR 활동은 무엇보다 조직 평판이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윤각, 

조재수, 2007).  

Coombs를 비롯한 많은 위기관리의 연구자들은 위기 책임의 귀인과 

잠재적 평판 손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는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는 평판 관리의 필수적 

요소이다(Barton,1993;Coombs,2004,2007b;Coombs & Holaday,1996,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두 요인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위기관리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며 평판은 다시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평소 CSR 활동을 꾸준히 행해온 기업에 있어 기업 위기 시에 

평판이나 이미지의 손상이 해당 기업의 평상시의 CSR 활동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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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사회적책임활동보다 높은 가치인 공유가치창출은 궁극적으로 평판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평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병한, 김현아, 이채리, 왕옌과 김민정 

(2012)은 BSC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둘 다 공유가치창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가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윤각과 이은주(201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소비자들은 CSR활동 

보다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병준(2015)은 CJ 대한통운의 실버택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으며, 김필수와 김대권(2016)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선행하였다. 안소영과 한진수(2016)의 호텔기업의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이 기업이미지와 신뢰도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공유가치창출은 이전의 CSR과 같이 자선의 목적이 아니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CSR과 

공유가치창출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로 기업이미지, 신뢰도, 

고객충성도에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직의 평판을 측정하는 많은 요인 가운데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이행해야 할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 간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CSR 활동과 CSV 활동이 조직평판을 

형성하는 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있다고 밝혀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스포츠 조직에서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과 

조직평판 간의 관계에서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스포츠 조직에서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을 했을 때, CSV활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 스포츠 조직에서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했을 때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4.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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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1 :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H4-2 :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3.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 

 

Bhattacharjee et al. (2013)는 공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발생한 

부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수용자는 도덕적 추론 전략을 사용하여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인지 부조화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이라는 긍정적 정보와 비도덕적으로 발생한 

위반이라는 부정적 정보가 상충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조직에서의 위반에 대한 공중의 도덕적 판단은 인지 부조화 

과정을 통한 도덕적 추론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위반에 대한 

수용자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그것을 판단하는 수용자들의 

도덕적 추론방식에 따라 평판이 다르게 바라봐 질 수 있다는 것이다. 

Bhattacharjee 외(2013)은 도덕적 추론방식을 ‘ 도덕적 합리화(moral 

rationalization)’와 ‘도덕적 분리(moral decoupling)’로 분류하였다. 그 

중, 도덕적분리(moral decoupling)는 공중이 조직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계속 옹호하는 또 다른 도덕적 추론 방식이다. 

“소 비 자 들 이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 부정행위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분리 시키는 심리적인 분리 과정”(Bhattacharjee et 

al, 2013)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유명인의 평가와 그 유명인이 일으킨 

스캔들의 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에 대해 재해석하기보다는 유명인의 

부정적 행동 자체를 유명인의 업무 성과와 분리하면서 수용자는 그 

유명인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게 되는 도덕적 추론방식이다(유은아, 

최지은, 2016).  

이를 본 논문에 적용시킨다면, 공중이 스포츠조직의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위반 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일 뿐, 스포츠조직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인정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명인의 스캔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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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덕적 추론방식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는 연구가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덕적 분리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공인과 

그에 대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반면에, 아직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반응 연구할 때 이러한 도덕적 추론방식을 활용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스포츠 마케팅 환경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의 스캔들에 대한 

스포츠팬의 행동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론적 틀로 최근에 

등장한 도덕적 추론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의 위반과 공유가치창출활동, 

조직평판과의 관계에서 공중의 개인적 특성인 도덕적 분리의 역할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5. 스포츠 조직의 위반행위가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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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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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4개의 

실험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620부 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563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절차 
 

1. 실험 시나리오 제작 

 

본 연구는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반상황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작성하고, 실험상황에 

대한 편견을 배제 하기 위해 시나리오는 뉴스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뉴스엔 기사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네 개 유형의 기사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글자수와 문단 구성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본 실험의 실험 자극물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 

(CSV)활동(유/무)에 따른 총 4가지의 자극물을 인터넷 기사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2. 사전 조사 

 

본 실험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 참여자들이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상해자 有/상해자 無)과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유/무)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 

참여자와는 별도로 일반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수집된 설문지 7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66부의 설문지를 사전조사의 실증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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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전체 66명의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3>과 <표 

14>와 같다. 

 

표 1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전조사)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5 53.0 
 여 31 47.0 

연령 20 대 43 65.2 
 30 대 17 25.7 
 40 대 2 3.0 
 50 대 4 6.0 
 60 대 이상 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 3.0 
 대학 재학 5 7.6 
 대졸(전문대졸 포함) 39 59.1 
 대학원 이상 20 30.3 
 합계 66 100.0 

 

표 14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조사)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도덕적 분리 3.1111 1.41341 1.00 6.00 

조직평판(전) 4.7818 1.07430 2.60 7.00 

조직평판(후) 3.9848 1.18934 1.40 7.00 

 

본 연구에서 제시해야 하는 시나리오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실험자극물인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 기사의 조작적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유가치창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959, 

p<.01), CSV유(M=5.41)가 CSV무(M=4.7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공유가치창출활동 조작점검 (사전조사)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CSV 유 34 5.4191 .92671 
-2.959  64 .004 

CSV 무 32 4.7656 .8635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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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에 따라 조작적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001, p<.05), 가혹행위 

방조(M=5.19)가 배임(M=5.72)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험자들이 상해자 有 위반 유형이 상해자 無 위반 유형보다 

위기책임성을 좀 더 낮게 인식하여 이를 수정하여 본 설문에 반영하였다. 

 

표 16 위반 유형 조작점검 (사전조사)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상해자 有 32 5.1953 1.10303 
2.001 64 .05 

상해자 無 34 5.7279 1.05953 

*p<.05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공유가치창출, 위반,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전), 조직평판(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7>은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17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사전조사) 

변인 문항 수 Cronbach’s α 

공유가치창출 4 .647 

위반 4 .805 

도덕적분리 3 .723 

조직평판(전) 14 .899 

조직평판(후) 14 .923 

 

3. 실험 설계 및 절차 

 

가설검증을 위하여 2(스포츠조직의 위반유형 : 상해자 有/상해자 

無) ×2(공유가치창출 활동: 유/무)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은 총  

4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총 5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스포츠 조직에 대한 

정보 노출 단계로 해당 단계에서는 피험자가 두 유형의 조직에 대한 

정보 중 하나에 노출되었다. 조직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유형(CSV 활동 정보 有)과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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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CSV 활동 정보 無)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에 대한 정보는 

사전조사에서 선정된 스포츠 조직에 대한 언론보도의 형태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 차변인에 대한 조작점검 측정단계로, 조직에 대한 

CSV 정보노출 후 조직의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조작점검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위반상황에 대한 노출 단계로 모든 

피험자는 2 가지 유형의 부정 정보 중 하나에 노출되었다. 위반 유형은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상해자 有/상해자 無)으로 이루어진 총 2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조작점검 문항으로 위반상황에 

대한 책임성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주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고 본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4. 본 조사 

 

실험연구를 위해 2021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네 가지 

버전으로 된 설문을 임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자에게 배부했고, 

시나리오에 관한 숙지를 시킨 후 자기기입법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에 대한 목적, 배포방법, 통계법에 대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직접 설명했다. 

 

 

제 3 절 측정도구 

 

설문은 스포츠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하고 도덕적 분리와 조직평판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1. 조작 점검 (Manipulation Check) 

 

(1) 공유가치창출활동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측정은 ‘공중의 이익 고려’, ‘조직의 이익 

고려’, ‘사회 전반의 이익 고려’, ‘협력 중시’ 의 4개의 측정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의 Likert 7점 척도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Maltz, Thompson, and Ringo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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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and Kramer 2011). 

 

(2) 위반 유형 

위반상황에 대한 책임성 정도의 측정은 Coombs & 

Holladay(2002)가 위반책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 (“위반상황은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있는 것이었다.” “위반상황은 조직이 관리할 수 

없는 ~있는 것이다.” “위반 상황에 대해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 있었다”, “조직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다 ~ 

만들었다”)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도덕적 분리 

 

도덕적 추론방식은 Bhattacharjee 외(2013)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개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직 평판 

 

조직평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ortune지의 평판 척도보다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고, 공중의 조직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Fombrun(1996)의 평판지수(Reputation Quotient: RQ)를 사용하였다. 

감정적인 공감, 비전과 리더십, 사회책임성 등 설문지에 삽입된 가상 

기사 내용과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항을 뽑아 문구를 수정하고, 

각각의 평판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IBM Statistics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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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지수로는 카이제곱(χ2),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변수간의 밀접한 정도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4.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로 복수 문항이 포함된 척도를 

활용할 때 검사한 문항 사이의 동질성, 즉 내적 일치도가 산출하여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5. T 검정 (t-test) 

 

본 연구에서는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실험자극물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6.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본 연구에서는 위반유형 혹은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조직평판에 



 

 67 

어떠한 차이(주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행했다.  

1)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유의수준이 0.05 이상이면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표본임을 나타내며, 이원 분산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했다. 

2)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했다. 

 

7.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에 따라 조직평판에 어떠한 

차이(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8.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직평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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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속성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 62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57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56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563명의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3]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82명(51.1%), 여자가 281명(49.9%)이었다. 연령은 

20대가 331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3명(34.2%)로 

응답자의 93%가 20대와 30대로 주축을 이루었다. 최종학력에 대한 

답변은 대학교 재학 254명(45.1%)로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대학교 졸업 174명(30.9%), 대학원 재학 및 졸업 

96명(17.1%), 고졸 이하 39명(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82 50.1 
 여 281 49.9 

연령 20 대 331 58.8 
 30 대 193 34.2 
 40 대 5 0.9 
 50 대 29 5.1 
 60 대 이상 5 0.9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 7.0 
 대학 재학 254 45.1 
 대졸(전문대졸 포함) 174 30.9 
 대학원 이상 96 17.1 
 합계 5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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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사용된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14>와 같다. 

도덕적 분리는 평균값이 2.61(범위: 1.00-7.00, SD=1.32)였다. 

조직평판(전)은 평균값이 4.61(범위: 1.79-7.00, SD=0.96)이었으며, 

조직평판(후)는 평균이 3.68(범위: 1.00-7.00, SD: 1.13)이었다.  

 

표 19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도덕적 분리 2.6199 1.32395 1.00 7.00 

조직평판(전) 4.6122 0.96788 1.79 7.00 

조직평판(후) 3.6855 1.13556 1.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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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가 .65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이하의 요인을 각 요인별로 추출하였으며, 기준치 

이하는 제거하고 기준치 이상을 각 요인별로 선택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그림 4]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17>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TLI, CFI, RMSEA, SRMR을 활용하였다.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인 조직평판1, 조직평판3, 조직평판4, 조직평판6, 

조직평판7, 조직평판8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전)에 대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83.653(df=43, p<.001), TLI=.941, CFI=.954, 

RMSEA=.076, SRMR=.0361으로 나타났다. CFI, TLI는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6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  .08 

이하이면 적당한 모형, .10 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이라고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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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Estimate 

S.E. C.R. 
B β 

도덕적 분리 도덕적분리 1 - .769 - - 
 도덕적분리 2 1.091 .693 .089 12.208*** 

  도덕적분리 3 .975 .686 .080 12.187*** 

조직평판(전) 조직평판 1 - .696 - - 
 조직평판 2 1.036 .698 .067 15.480*** 
 조직평판 3 1.163 .756 .070 16.705*** 
 조직평판 4 1.188 .787 .069 17.339*** 
 조직평판 5 1.190 .817 .066 17.957*** 
 조직평판 6 1.056 .757 .063 16.729*** 
 조직평판 7 1.120 .749 .068 16.562*** 

  조직평판 8 1.170 .798 .067 17.559*** 

***p<.001; SE=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표 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Estimate 

S.E. C.R. 
B β 

도덕적 분리 도덕적분리 1 - .781 - - 

 도덕적분리 2 1.061 .685 .087 12.231*** 

  도덕적분리 3 .951 .680 .078 12.211*** 

조직평판(후) 조직평판 1 - .787  - -  

 조직평판 2 .897 .704 .050 17.861*** 
 조직평판 3 1.143 .807 .054 21.205*** 

 조직평판 4 .989 .711 .055 18.086*** 

 조직평판 5 1.251 .862 .054 23.131*** 

 조직평판 6 1.163 .815 .054 21.490*** 

 조직평판 7 1.158 .798 .055 20.895*** 

  조직평판 8 1.317 .866 .057 23.272*** 

***p<.001; SE=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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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요인 지수 χ2 df TLI CFI RMSEA SRMR 

조직평판(전) Default 183.653*** 43 0.941 0.954 0.076 0.0361 

조직평판(후)  194.634*** 43 0.947 0.958 0.079 0.0431 

***p<.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후)에 대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94.634(df=43, p<.001), TLI=.947, CFI=.958, 

RMSEA=.079, SRMR=.043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결과 

요인 
AVE CR 

1 2 1 2 

도덕적 분리 0.514069 0.513862 0.759903 0.759486 

조직평판 0.575109 0.633223 0.91523 0.932167 

CR= 개념신뢰도; 1=조직평판(전), 2=조직평판(후)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다음,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을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CR)는 모든 변수가 

기준치인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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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변인들의 상관관계 

요인 평균 표준화 편차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전) 조직평판(후) 

도덕적 분리 2.6199 1.32395 1   

조직평판(전) 4.7893 0.96788 .112** 1  

조직평판(후) 3.6452 1.13556 .384*** .458*** 1 

N = 563, **p<.01, ***p<.001 
 

 

본 연구의 변수인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전). 조직평판(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분리는 조직평판(전)(r=.112, p<.01), 

조직평판(후)(r=.384,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평판(전)은 조직평판(후)(r=.45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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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유가치창출, 위반,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전), 

조직평판(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과 관련된 신뢰도를 평가에 있어 

Cronbach’s α 계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Carmines & 

Zeller, 1979; 최현철, 2008).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유가치창출을 평가하는 항목 총 4문항, 위반을 평가하는 항목 

4문항, 도덕적 분리를 평가하는 항목 3문항, 조직평판(전), 

조직평판(후)를 평가하는 항목 각각 8문항으로 총 27문항을 신뢰도 

분석하였다. 변인들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0>은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2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수 Cronbach’s α 

공유가치창출 4 .745 

위반 4 .720 

도덕적분리 3 .808 

조직평판(전) 8 .915 

조직평판(후) 8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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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조작 점검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조작점검을 통해 위반 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처치가 정상적으로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위반 유형(상해자 有와 상해자 無)에 대한 조작을 측정하기 

위해서 Coombs & Holladay(2002)가 위반책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검증한 결과, <표21>과 같이 위반 유형은 성폭행(M=5.64)과 

배임(M=5.10)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550, p<.001). 즉 

위반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문 참여자들이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6 위반 유형 조작점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상해자 有 281 5.6459 .90192 
-6.550 561 .000 

상해자 無 282 5.1055 1.04999 

*p<.05, **p<.01, ***p<.001   

 

공유가치창출활동 기사가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Maltz, 

Thompson and Ringold(2011)와 Porter and Kramer(2011)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공유가치창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표22>와 같이 공유가치창출 

유(M=5.73)와 공유가치창출 무(M=4.64)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5.363, p<.001). 즉 공유가치창출 유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문 참여자들이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공유가치창출활동 조작점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CSV 유 284 5.7386 0.64716 
-15.363 473.64 .000 

CSV 무 279 4.6425 1.0043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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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가설의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위반 유형 – 조직평판) 

 

 

위반유형에 따라 조직 평판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5를 초과하여 모두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p 

0.454 1 561 .501 

 

연구가설 1-1은 ‘상해자 有 위반유형이 상해자 無 위반유형보다 

조직평판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위반 

유형에 따라서 조직평판(F=40.345,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집단-간 53.996 1 53.996 40.345 .000 

집단-내 750.821 561 1.338   

합계 804.817 562       

 

조직평판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상해자 有 위반유형이 

상해자 無 위반 유형보다 조직평판이 더 낮게 나타났다(조직평판 : 

상해자 有 M=3.3350, SD=1.12245, 상해자 無 M=3.9543, 

SD=1.19019). 따라서 H1-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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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공유가치창출활동 – 조직평판)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 평판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모두 0.05를 초과하여 

모두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p 

0.246 1 561 .620 

 

연구가설 2는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하지 않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에 따라서 조직평판(F=13.528,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집단-간 12.964 1 12.964 13.528 .000 

집단-내 537.62 561 .958   

합계 550.584 562       

 

조직평판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조직이 공유가치창출을 하지 않은 조직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조직평판 : CSV 유 M=4.9397, SD=.98029, CSV무 M=4.6362, 

SD=.97757). 따라서 H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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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위반,공유가치창출활동 – 

조직평판) 

 

조직평판에 대한 위반과 공유가치창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3은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조직에서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했을 때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1을 세웠다. 

그 결과 조직평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의 전후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위반과 공유가치창출에 따른 조직평판 (반복측정 분산분석)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공유가치창출 25.503 1 25.503 14.954*** .000 

오차 956.75 561 1.705     

***p<.001 

 

위반시 공유가치창출 유무에 따른 조직평판을 확인한 결과, 

조직평판(전)을 살펴본 1차 조사에서는 CSV 유(M=4.940)가 CSV 

무(M=4.636)보다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인 조직평판(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CSV유(M=3.793)가 CSV무(M=3.4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 공유가치창출에 따른 조직평판의 추정 평균 비교 

조직평판 공유가치창출 평균 표준오차 

전 csv 무 4.636a 0.059 
 csv유 4.940b 0.058 

후 csv 무 3.495a 0.071 

  csv유 3.793b 0.071 

Bonferroni: a<b 

 

종합적으로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에 따라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3, H3-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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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 연구가설 4 검증 결과 (위반 유형, 공유가치창출활동 

– 조직평판) 

 

조직평판에 대한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 각각의 주효과(Main 

effect)와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 간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평판에 대해 위반유형의 주효과(F=43.800, p<.001)와, 

공유가치창출의 주효과(F=11.840, p<.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94, p<.05). 

 

표 34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된 모형 75.009a 3 25.003 19.151 .000 

절편 7430.973 1 7430.973 5691.792 .000 

위반유형 57.183 1 57.183 43.800 .000 

공유가치창출 15.457 1 15.457 11.840 .001 

위반유형*공유가치창출 5.606 1 5.606 4.294 .039 

오차 729.808 559 1.306   

합계 8285.688 563    

a R2 = .093 (수정된 R2 = .088);  b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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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조직평판에 대한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상해자 有 

위반(M=3.319)이 상해자 無 위반(M=3.957)보다 낮게 나왔고, 

공유가치창출 유(3.804)가 공유가치창출 무(3.4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값 레이블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조직평판 
상해자 無  282 3.957b .068 

상해자 有  281 3.319a .068 

Bonferroni: a<b 

 

표 36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값 레이블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조직평판 
csv 무 279 3.472a .069 

csv유 284 3.804b .068 

Bonferroni: a<b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상해자 有 

위반의 경우 공유가치창출을 한 조직이 조직평판에 높게 나타난 반면, 

상해자 無 위반의 경우는 공유가치창출에 따라 조직평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7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공유가치창출 위반유형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조직평판 

CSV 유 
배임 135 4.023b .098 

성폭행 149 3.585a .094 

CSV 무 
배임 147 3.891b .094 

성폭행 132 3.053a .099 

Bonferroni: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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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실험집단의 공유가치창출에 따른 대응별 비교 

위반유형 (I) csv유무 (J) csv유무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해자 無 
csv 무 csv유 -0.132 0.136 .333 

csv유 csv 무 0.132 0.136 .333 

상해자 有 
csv 무 csv유 -.532* 0.137 .000 

csv유 csv 무 .532* 0.137 .000 

표 39 일변량 검정 

위반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상해자 無  1.226 1 1.226 .939 .333 

상해자 有  19.787 1 19.787 15.156 .000 

종속변수:    조직평판  

 

 

 

[그림 6]  

종합적으로 연구가설 4-1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연구가설 4-2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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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 5 검증 결과 (위반,도덕적 분리 - 조직평판) 

 

H5인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21.491, p<.001), 2단계(F=40.345, 

p<.001), 3단계(F= 62.73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7%(수정된 R2은 3.5%), 

2단계에서 6.7%(수정된 R2은 6.5%), 3단계에서 18.3%(수정된 R2은 

18.0%)로 나타났다.  

  

표 40 위반유형 분산분석 

독립변수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위반유형 

회귀 모형 36.345 1 36.345 21.491 .000b  
잔차 948.756 561 1.691   

합계 985.102 562     

종속변수 : 도덕적 분리 

 

표 41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382 .173  19.522 .000 

위반 유형 -.508 .11 -.192 -4.636 .000 

종속변수 : 도덕적 분리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위반유형(β=-.192, 

p<.001)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해자 있는 위반 

유형일수록 도덕적 분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위반유형(β=-.259, p<.001)이 조직평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도덕적분리가 조직평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47, p<.001), 위반유형(β=-.259 → -

.192)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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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도덕적 분리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위반유형 매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1 

회귀 모형 53.996 1 53.996 40.345 .000b  
잔차 750.821 561 1.338   

합계 804.817 562       

2 

회귀 모형 147.323 2 73.662 62.739 .000c 

잔차 657.494 560 1.174   

합계 804.817 562       

a. 종속변수 : 조직평판(후), b. 예측값 : (상수), 위반유형, c.예측값 : (상수), 위반유형, 도덕적 분리 

 

 

표 43 위반유형과 조직평판 사이에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1 
(상수) 4.574 .154   29.68 .000 

위반 유형 -.619 .098 -.259 -6.352 .000 

2 

(상수) 3.513 .187   18.783 .000 

위반 유형 -.460 .093 -.192 -4.943 .000 

도덕적 분리 .314 .035 .347 8.916 .000 

종속변수 : 조직평판(후) 

 

한편 3단계에서 위반유형(β=-.192, p<.001)은 조직평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도덕적 분리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H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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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 

조직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도덕적 분리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위반유형과 조직평판의 관계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조직의 위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해자가 있는 

위반유형이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보다 조직평판이 더 낮게 나타났다. 

Coombs& Holladay(2010)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과 관련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조직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자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위기관리는 

평판 관리의 중요한 요소(Barton,1993; Coombs,2004, 2007b; Coombs 

& Holladay, 1996, 2006)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과거 

위기 이력을 가진 경우, 조직의 책임성이 낮은 과거 위기 이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이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여(Benoit,1995, 성민정 외,2012),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책임성이 높은 상해자 있는 위반 유형 위반의 경우 평판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반에 대한 관리는 다시 

평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한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으로 현 스포츠 조직의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기대된다. 앞으로 

스포츠 조직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여 스포츠 

조직에서 위반 관리를 통한 평판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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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의 관계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조직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건동(2020)의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인 기업의 

상품과 시장개발에 대한 인식, 가치사슬 생산의 가치창출, 연관사업 

클러스터는 기업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김광민, 임상규(2019)의 연구결과에서는 CSV는 

기업동일시, 브랜드태도, 기업평판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V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도구로 제시하였으며, 최성수, 유근준, 

권용주(2011)의 전략적 CSR 활동이 기업평판과 기업 동일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김광민, 김이태(2014)의 전략적 CSR 활동이 기업평판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공유가치창출이 조직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 자체가 공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활동을 할 때, 공중들에게 해당 

조직의 평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조직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홍보의 측면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조직의 평판관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위반,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의 관계 

 

위반,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위반 시 CSV 활동을 할 때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위기 상황 발생 시에 CSR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위기가 기업의 외부에서 기인했다고 인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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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 & Dawar(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윤각과 조재수(2005) 

또한, CSR 활동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는 위기 상황 때 

기업에 대한 공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한다고 보고하고 이와 

유사하게 박수정과 차희원(2009)도 기업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시기에 

공중으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하고 윤리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업의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 그 중에서도 CSR 활동이 기업의 위기를 

이겨내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김소연(2008)의 연구에서, 기업의 평판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우호적인 평판을 지닌 기업은 위기 발생 후에도 여전히 

비우호적인 평판을 지닌 기업보다 높은 평판 점수를 얻었으며, 이전에 

긍정적인 평판을 지니고 있는 기업은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평판이 손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위기관리에서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Cohn, 2000; 

Coombs& Holladay,2011)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csv 활동을 하지 않은 조직보다 평판이 높다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우호적인 

평판을 쌓음으로써 스포츠 조직은 예측할 수 없는 위반의 발생으로부터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4. 위반유형,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의 관계 

 

위반유형, 공유가치창출과 조직평판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의 차이가 나타났고,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의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성이 높은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조직평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윤각, 조재수(2005)의 연구에서 제품결함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소 기업이 적극적인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해 형성된 

호의적인 이미지가 위기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변화를 예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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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위기에 대한 

책임 정도가 높을 때 소비자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이 순수하게 공중을 위해 행하는 

대중 중심적 동기인지 혹은 평판이나 수익 등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촉진적 동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였을 것(Ellen & Webb & Mohr, 

2006)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결과로 미루어 보면, 조직의 책임 

정도가 높은 개인차원 위반유형에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집중해서 보고 

선행적 활동이었기 때문에 대중 중심적 동기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CSV활동 유무의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둘째,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의 경우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신웅, 황선환(2016)의 연구를 통해 위기책임성이 낮은 경우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CSR 활동을 통해 형성된 스포츠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책임성이 낮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변화를 상쇄하여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유형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포츠 조직의 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반 상황 발생 이전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직의 CSV 활동이 스포츠조직의 긍정적 

평판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위반 상황으로 인한 평판 손상 또는 

부정적인 변화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반 관리를 위해 

공중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있어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스포츠 조직에서는 선행적으로 CSV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한 

전략과 홍보를 통해 평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5. 위반유형과 도덕적 분리, 조직평판의 관계 

 

위반유형과 조직평판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분리가 위반 전후의 회사에 대한 평가를 

매개하였다는(Chang, D. R., Jang, J., Lee, E. Y., Lee, H., & Cha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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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부 소비자들이 위반이 발생하기 전 

회사에 높은 평가를 한 경우 기꺼이 용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도덕적 분리 성향이 소비자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2017). 이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소비자에 따라 반응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회사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회사의 성과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포츠 조직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 공중들은 

조직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소비자들이 해당 조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어떤 공중들은 부정적 정보와 분리하여 지지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조직평판을 형성시킬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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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CSV 활동이 도덕적 분리에 

따라 조직평판을 제고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조직이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고,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스스로가 설문  내용을 읽은 후 답하는 방식인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620부 중 응답 내용이 부성실하거나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57부를 제외시키고 563부의 설문지를 최종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 26.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개별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스포츠조직의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과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이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보다 조직평판이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조직의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은 CSV활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시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따라 조직평판에 

차이가 있었으며, 위반 시 CSV활동을 할 때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은 조직평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상해자 있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한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직평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해자 없는 위반유형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공유가치창출활동 유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덕적 분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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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스포츠 조직의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의 도덕적 분리 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위기 분류 내에서도 위반 

유형과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도덕적 추론방식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연구들은 기업 

및 구단의 위기와 위기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분류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반에 대해 다루어 조직평판을 제고하는 과정을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현 스포츠 조직의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덕적 분리의 개념을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공적 

인물 수준에서 조직 수준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공유가치창출활동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평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학 요소와 관련한 연구를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로 확장하여 스포츠 학문 분야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포츠의 발전과 조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 :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은 위기상황으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이는 위기가 발생된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스포츠 조직이 

위반 행위의 발생 이전에 적극적인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위반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위반 상황이 일어나기 전의 예방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SCCT의 이론적 공백을 보완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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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조직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조직평판을 높이고 나아가 조직의 

위반시 선행적 활동으로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조직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조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단계에서 조직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은 평판 관리에 있어 조직의 전략홍보팀에 단순한 조직의 

홍보활동보다 진정성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2013년부터 ‘공유가치창출 

소사이어티’를 창설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및 단체에서 ‘공유가치 창출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진희선·이한준, 2015). 또한 홍보대행사에서도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관련한 홍보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릴리즈할 수 있도록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많은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조직이 선행적 

활동으로 공유가치창출활동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조직의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이는 스포츠 조직이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실무적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스포츠 조직의 위반 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 도덕적 

분리와 조직평판과의 관계에 대해 가설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몇몇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학문적 한계점을 

검토하여 더 좋은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가. 측정의 정확성  

 

첫째, 위반 유형을 상해자 有와 상해자 無로 나누는 데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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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책임성 정도를 조작 점검하였다. Coombs & 

Holladay(2002)의 척도는 위기 책임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위기 분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되어진 척도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CSV활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Porter & Kramer(2011)의 

연구를 기초로 한 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척도로 조직에 맞는 개념을 

포함한 척도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평판을 측정하는 데에 Fombrun(1996)의 

평판지수(Reputation Quotient: RQ)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조직이 

아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RQ 외에도 PR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양한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여러 측정 방법을 혼합하여 측정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반복측정 다양화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활동을 보여준 후 조직평판을 측정하고, 

이어서 위반유형을 제시한 후 다시 조직평판을 측정했다. 위반행위가 

없는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평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스포츠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피실험자들이 해당 스포츠 조직에 대해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신념이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직에 대한 인식을 사전에 확인하여 스포츠 조직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존 연구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Vanhamme & Grobben(2008)은 장기간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지해 

온 기업일수록 기업에 대한 평판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위기의 

관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CSV 활동의 

기간에 따른 후광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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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러 위반 유형 중 성폭력과 배임 사건을 다루고,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경우 ‘소외 계층 대상 스포츠교실’에 대한 활동을 

선택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최근 폭력, 폭언, 따돌림 등 많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CSV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반 유형과 CSV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라. 변인과 측정도구의 다양화 

 

조직평판의 측정은 위반 유형, 공유가치창출, 도덕적 분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외에도 공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판을 측정할 때 설문조사 외에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구의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스포츠 조직으로 하여금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조직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가장 좋은 위반에 대한 관리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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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스포츠조직에서 위반유형과 공유가치창출이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과 도덕적 분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

은 본 조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

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

고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

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제시된 응답 요령을 주

의 깊게 읽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조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연구자 : 성 은 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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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유가치창출(CSV)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설문은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 분 정도 기사를 꼼꼼하게 숙지해주시고, 아래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년 3 월 8 일”에 보도된 첫번째 기사입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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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조직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은 ~ 

1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조직의 이익을 고려한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 전반의 이익을 고려한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을 중시한 활동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조직 평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기사를 읽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당 조직(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평판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각 문항별로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보통이다),  

7 점(매우 그렇다)까지 귀하의 해당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조직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조직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조직과 조직활동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조직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한 조직의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활발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조직의 비전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조직은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의 의무

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조직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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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읽으신 "2020 년 3 월 8 일 기사"와 '동일한 조직(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 년 9 월 27 일”에 보도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두번째 기사입니다. 

 

1 분 정도 기사를 꼼꼼하게 숙지해주시고, 아래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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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위반 상황은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위반 상황은 조직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위반 상황에 대해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조직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각 문항별로 1 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 점(보통이다), 7 점(매우 그렇다)까지 

귀하의 해당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조직의 잘못된 행동은 조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조직의 업적은 조직의 잘못된 행동을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조직의 업적을 평가할 때 조직의 

잘못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조직의 잘못된 행동은 조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조직의 업적에 대한 판단은 도덕성과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조직의 잘못에 대한 보도 등은 조직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해당 조직의 행동은 다른 조직들이 

행하는 잘못에 비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 해당 조직

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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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조직의 행위가 실제로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소비자의 과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적

으로 해당 조직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현대 스포츠 조직의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잘못이라고

 여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조직 평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해당 조직(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평판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각 문항별로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보통이다),  

7 점(매우 그렇다)까지 귀하의 해당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조직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조직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조직과 조직활동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조직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한 조직의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활발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조직의 비전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조직은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의 의무

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조직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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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 대    ② 30 대    ③ 40 대    ④ 50 대    ⑤ 60 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본 설문에서 언급된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 대한 2개의 기사는 설문을 위해 

조직된 가상의 시나리오로, “실제 일어난 조직의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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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물 1 : 공유가치창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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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물 2 : 일반적인 조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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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물 3 : 위반유형 _ 상해자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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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물 4 : 위반유형 _ 상해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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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ransgression 

Types and Creating Shared Value 

on Organizational Reput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oral Decoupling 
 

Eunji S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transgression types, creating shared value types, and 

organizational reputation. The research eval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ral decoupling level depending on interaction 

between transgression and organizational reputation. In specific, the 

study was done by setting up a hypothetical transgression condition 

and exposing the CSV(Creating Shared Value) to the respondents. A 

total of 563 adults (people) were used as the experiment participants. 

Also, it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two-way ANOVA, repeated measure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ver 26.0 and AMOS 18.0 for th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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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rom the verification of study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gression with injuries leads to more unfavorable 

reputation than that with no injuries.  

Second, organizational reputation was higher when sports 

organization performed the CSV activities than when not. 

Third, in the occurrence of transgression, organizational reputation 

was higher when sports organization performed the CSV activities 

than when not. 

Fourth,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ransgression 

types and CSV types on reputation, when the public is exposed to 

types of transgression with injuries, the reputation was positive when 

the organization performed the CSV activities. On the other side, 

when the public is exposed to types of transgression with no injuries, 

the prediction was the other way around, but it has been shown that 

the types of transgression with no injurie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putation when the organization performed the CSV 

activities. 

Last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mediated effects of 

moral decoupling on the transgression types and organizational 

repu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 

reputation toward the organization is exposed to types of 

transgression with no injuries, all hypotheses were verified.  

Furthermor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These findings give important insights for sports organization to 

maintain their organizational reputation by engaging in a proactive 

CSV activities when the sport organization faces a transgression. 

Furthermore, these findings clearly indicate the importance of 

building detailed transgression management strategies to cope with 

fast-changing media environments by investigating various case 



 

 134 

studi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system for the crisis 

reponses through CSV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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