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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shared value(CSV) refers to “policies and operating practices tha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while simultaneously advanc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it operates”

(Porter & Kramer, 2011, p. 6). The examination of CSV by the major

manufacturer of sporting goods is important because it creates not only social

values but also economic values. Despite the presence evidence of CSV

indicating positive outcomes, little investigation has been made in this

research context. In addition, there lack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SV strategy and sports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explore how CSV influences

consumers’ intention of buying a specific sports brand. This study focused on

a global sports brand, Adidas, and established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pecifically, it addressed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ould influ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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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 and desire wa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Furthermore, the model proposed that authenticity would have the

moderating effect on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 test the hypothese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various sports

participants in two specific areas, Gwangju and Jeollanamdo Province,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analyze the data(n=272)

received through web-based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attitude,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desire, and desire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However, subjective norm and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were

not related to desir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not significant on

purchase intention. The model further proposed that authentic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and desire, subjective norm and desire, and

desire and purchase intention.

Consequently, the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would contribute the

literature by expanding CSV in sport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how sports participants make purchase decisions in response to

sports brand company’s CSV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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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조직 및 기업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능력을 어떠한 방법으

로 사회에 기여하며 그에 따른 공익활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

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Godfrey, 2009; Hills, Walker & Barry, 2019). 기

업들은 다양한 방식과 개입으로 사회에 공헌해왔으며, 그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은 중요한 기업 활동 전략으로서, 여

러 계층의 사회구성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의 고유 목적인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 요구와 욕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

식되어 왔다(Babiak, 2010; Filizöz & Fisne, 2011; Gazzola & Colombo, 2014;

Gupta, 2002; McWilliams & Siegel, 2001).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스포츠조

직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해진 법에 요구되는 개념을 넘어

윤리적 책임으로 이행하고 있다(Adda, Azigwe, & Awuni, 2016). 실제 국내에서

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위 200대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의 70%가 넘는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장경로, 김민철, 2012).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리그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the National

Football Association(NFL), the National Hockey League(NHL), Major League

Basketball(MLB)과 소속 구단들의 90% 이상은 조직 내에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Walker & Kent, 2009). 또한,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FIFA)은 국제 스포츠 단체로는 처음으로 2005년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 부서를 설치하여 수익의 약 40% 이상을 교육, 건강, 스포츠,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Breitbarth & Harris, 2008; Cha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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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렇게 기업 및 스포츠조직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가 지역사회발

전과 기업자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Hur,

Kim, & Woo, 2014; Inoue, 2011; Robinson, 2005; Walker & Kent, 2009).

하지만 기업의 단순하고 반복성을 가진 공익프로그램이나 일방적이며 의무적

으로 수행하는 기부활동의 접근방식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핵심역

량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시장에서의 차별화 즉,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왔다(김기한, 2018; Porter & Kramer, 2011). Porter와

Kramer(2006)에 따르면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적인 핵심가치와 거리가 먼 형

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회

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

회와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은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긍정적인 영향력이 선순환되어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백우열, 2016; Porter &

Kramer, 2011). 이에 따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Porter와 Kramer(2011)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확장으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라는 새로운 기업의 경영모델을 제안하였다. 공유가치창출

의 근원적 개념은 Porter와 Kramer가 2006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

한 논문 “전략과 사회: 경쟁우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연결”에 기초를 두고 발

전되었다(윤각, 이은주, 2014; 정상옥, 2019). 이 논문에서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

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발전하고 기업과 사회의 노력이 조화가 이루어

질 때 공유가치창출의 성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조동성, 2012; Porter &

Kramer, 2011). 이런 점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유형적 자산의 일부

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형태의 자선적 책임 활동과는 차

이가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경영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유문주, 2015; Wu,

2019). Porter와 Kramer(2011)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은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제품과 시장의 재구상

(reconceiving products and market)에서 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높인다. 두 번째, 가치사슬의 생

산성 재정의(redefining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는 기업의 가치사슬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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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회적 문제 및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

써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클러스터 구축(enabling

local cluster development)은 지역 내 유사기관, 단체, 기반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체

적인 공유가치창출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Porter & Kramer, 2011).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는 동반성장과 공유가치창출의 잠재력을 중요하게 인식

하여 공유가치창출의 비즈니스 경영모델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의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은 중소기업 공급업

체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 유통,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과 함께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였다(박병진, 김도희, 2013). 현대자동차는 저개발

도상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정비 교육시

설 ‘현대드림센터’ 건립했으며, 직업교육 및 정비기술을 제공하여 전문 정비사 양

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공유

가치창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원종하, 정대현, 2017).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인 인텔과 코카콜라는 저개발국가에 필요한 교육 기본시설 제공, 저가

노트북 개발, 물 부족 해소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 및 브랜드 인지

도 제고에 기여하여, 미래의 잠재고객인 저개발국가의 시장기반 구축에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박흥수, 이장우, 오명렬,

유창조, 전병준, 2014). 이처럼 저개발국가에 필요한 제품을 혁신적으로 제조 분

배하는 경영활동은 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높여 나갈 수 있으며, 지역

협력 기관들과의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과 함께 공유가치창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끌어낼 수 있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중국 상하이 국제 마라톤

후원을 시작으로 중국 내의 새로운 마라톤 러닝슈즈 시장을 확장하였으며, 무료

마라톤 프로그램(Nike+Run Club Shanghai)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비만과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 해결에 기여하

는 긍정적인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Wu, 2019). 또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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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문제를 중

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환경 관련 비영리 재단(Parley for the Oceans)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변과 해안

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스포츠 제품개

발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

출에 기여하고 있다(Adidas, 2019; Wu, 2019). 이러한 스포츠 기업의 노력은

Porter와 Kramer가 밝히고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근본적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편익

극대화 및 경제적 수익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 맥

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유발할 기회 요소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제적 가

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백우열, 2016). 이에 공유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경영학회소속 경영학자들 74.9%는 향후 공유가

치창출이 기업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박흥수 등, 2014). 그 예로,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옥(2019)은 프로배구단의 공

유가치창출 활동이 구단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윤형

식, 한진욱과 김태형(2017)도 스포츠를 통한 공유가치창출은 소비자의 이타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기업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추가적으로 Wu(2019)는 그의 박사논문에서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

치창출 활동은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며 브랜드-소비자 일치성을 거쳐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이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소비자들의 태도, 신뢰, 동기, 소비감정, 소비행동 등이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속성 및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은 소비자의 건강

및 웰빙(well-being)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Aizawa, Wu, Inoue,

& Sato, 2018). 또한, 사회공동체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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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편익과 기업이 추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동시

에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관점에 국한되어

공유가치창출을 바라보았고 이러한 형태의 기업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Breliastiti &

Josephine, 2017; Wu, 2019). 더욱이 스포츠 분야의 공유가치창출 연구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효과성에 관한 실

증적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김필수, 김대권, 2016; 백우열, 2016; 정상옥, 2019;

Wu,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과 활동이 스

포츠 참여자의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또한, 구성개념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다면 공유가치창출의

효과적인 개념적 틀(framework)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

간의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과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확장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

형(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을 활용하였다.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적용은 기존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

하여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이 열망과 같은 동기부여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열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방향성이 있으며, 이에 따

른 스포츠 참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심화되고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

한 다양한 경영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

한 스포츠 참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예측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였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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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

제가 열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열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진정성의 조절효

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스포츠 참여자의 지각 수준에 따른 집단의 차이를 규

명하는데 이차적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의사

결정과정을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분석과 목표지향적 행동모

형의 변수 간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유가치창출 연구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며 그에 맞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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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의 필요성, 목적, 제한점

이론적 배경 ⇨ 공유가치창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진정성

연구설계 ⇨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방법 ⇨ 연구대상, 조사도구,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결과 ⇨ 연구모형의 적합도, 연구결과, 진정성 조절효과

논의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및 진정성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제언

표 1. 연구절차

제2절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총 7개의 세분화된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 목적, 제한점, 이론적 배경은 공유가치창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진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단계를 거쳐,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

다. 또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대상,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

석의 절차를 거쳐 실증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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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대한 구매의도를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비교적 새로운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진정성이 잠재적 수요자인 스

포츠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작 단

계에 있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

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스

포츠 참여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적 제한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는데 한계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

정하기 위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선행연

구와 측정변수의 제한적 부재는 구매행동 예측에 있어 대표성에 대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조사도구에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사진과 함께 자

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응답자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설문과정이 비

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설명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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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1. 공유가치창출(CSV) 개념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초점은 단기적 수익의 이윤 창출과 주주가치 극대화

라는 목적 아래 무분별한 경쟁과 차별성 없는 마케팅 활동으로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Clarkson, 1995; Forte, 2013; Wu, 2019). 또한, 대기업 중

심의 글로벌 경쟁이 점차 강화되면서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불확실해지며,

사회 전반에 걸친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박흥수 등,

2014). 따라서 한 기업이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집중하는 시

대가 아니며 경쟁의 환경 또한 기업과 기업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박병진, 김도희, 2013; 이동

규, 2012; Iansiti & Levien, 2004). 즉, 기업의 경쟁력은 질 높은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신뢰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장기적으로 좋은 관

계를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임채원, 김병섭, 2012).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 할 수 있는 역할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과 협력기업, 사회구성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

출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성희, 2014; Porter & Krammer, 2011). 이

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활동과 연관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업문

화에 사회적 사명을 내포하여 기업과 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역량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Pfitzer, Bockstette, & Stamp, 2013). Porter와

Kramer(2006)는 사회적 목표를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SV)을 그의

논문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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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해 발표하였다.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기업

의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건전성과 건강함이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는 관계에 기

초를 두고 발전해 왔으며, 기업은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

에 공동체 의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목적

을 두어야 한다(Porter & Kramer, 2011). Porter와 Kramer가 제시한 공유가치창

출의 원어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Policies and operating practices tha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while simultaneously advanc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it

operates”(Porter & Kramer, 2011, p. 6). 즉, 기업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및 경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밀접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업 운영의 핵심전략으로 연계시켜 경제적,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인 것이다(최다운, 2013, Wu,

2019). 또한, 현대사회에 직면하면서 교육, 환경, 기아, 신체활동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업은 사회로부터 구체적인 형태의 역할 증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장유정, 2015; Porter & Kramer, 2011). 하지만 기업은 모든 사회적 요구

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창

출이 가능한 영역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상호의존적

이고 보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유문주, 2015).

Kotler와 Keller(2009)는 가치를 투자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요인뿐만 아니라 가

치를 혜택(benefit)과 비용(cost)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결국, 공유가치창출을 위

해서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는 기업의

가치창출에 참여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가치창출을 실현

하기 위한 공동체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

이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한 후에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행하는 기부와 자

선활동과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경영활동 자체에 기회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지, 이진명, 2014;

Porter & Kramer, 2011). 또한, 공유가치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법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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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도

출처 : Bockstette & Stamp(2011), 나종연, 김학균, 김학진, 이유리, 이진명(2014).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은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학문 영역의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공유가치창출의 목적이 내재된 변혁적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경영모델로 설명하였다(Dembek, Singh, &

Bhakoo, 2016; Porter & Kramer, 2014).

종합해보면 공유가치창출은 이익에 대한 재분배의 개념이 아닌 기업 활동 자

체가 이익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기업 경영활동에 일원화

시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개념인 것이다(권은정, 2012; 고세

진, 2019; 박병진, 김도희, 2013; 조동성, 2012). 결국,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사

회적 문제 해결의 목표를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기업과 사회의 공

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활동인 것이다(Bockstette & Stamp, 2011). 아울러 공

유가치창출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 12 -

2. 공유가치창출의 구성요소

Porter와 Kramer(2011)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1) 제품과 시장의 재구상(reconceiving

product and market), (2)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redefining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 (3) 지역 클러스터 개발 가능성(enabling local cluster

development)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제품과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재인식하는 것이다(reconceiving product

and market). 기업은 사업의 영역을 과거 시장이나 기존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

고 사회적 문제나 보편화 된 산업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라미드 하

층부(bottom of the pyramid) 그룹을 발굴하고, 이들을 하나의 잠재소비자로 인

식하여 기업의 중요한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Porter & Kramer, 2011). 이

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혁신을 통해 경쟁 시장에서

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작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사회적 요구, 문제, 목표 그룹을 발견하고 혁신을 통한 제품

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구체화하고 기존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redefining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 영역이다. 기업의 가치사슬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기업의 외부 요소들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 사회, 환경, 근무조건, 인사관리, 자원 등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기업 생산성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에 대한 과정을 뜻한다

(Normann & Ramirez, 1993; Porter & Kramer, 2011). 즉, 기업은 사회적 문제해

결에 기업 내부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공유가치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여 경

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기업 운영은 효율적인 가치사슬

의 생산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지역 클러스터 개발 가능성(enabling local cluster development) 영역

은 주변 관련 협력업체, 대학, 기반시설, 지역사회들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구

성하는데 있다(Porter & Kramer, 2011). 기업의 성장 동력과 성공은 그 기업을

지원하는 협력기업들과 주변 인프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로 기업은 시장에

서 독립적일 수 없으며,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은 안정적인 지역 클러스터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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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집중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유문주, 허희영, 2015;

Porter & Kramer, 2011).

또한, Porter, Hills, Pfitzer, Patsceke와 Hawkins(2012)에 의하면 각각의 차원

에 있어서 공유가치창출의 전략은 기업적·사회적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

며, 기업의 목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 결과 첫째,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적,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수익 증가와 시장점유율과 같

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는 천연자원,

에너지 절감, 직무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결과와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의 결과이며 셋째, 지역 클러스터 구축은 교육, 직업 창출, 건강 개선의 향상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기업의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Porter et al., 2012). 아울러 공유가치창출의 세부

적 영역과 기업적·사회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종합해보면 기업은 표적화할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업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성 개

선과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주변 인프라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편익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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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 영역 기업적 결과 사회적 결과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상

� 수익 증가

� 시장점유율 증가

� 시장성장 증가

� 수익성 개선

� 환자보호 개선

� 탄소배출량 감소

� 영양 개선

� 교육 개선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 생산성 개선

� 물류 및 운영비용

감소

� 안정된 공급

� 품질 개선

� 수익성 개선

� 에너지 사용 감소

� 물 사용 감소

� 원자재 감소

� 업무 관련 기술 개선

� 종업원 수입 개선

지역 클러스터 구축

� 원가 감소

� 안정된 공급

� 향상된 유통 인프라

� 향상된 노동력 접근

� 수익성 개선

� 교육 개선

� 직업창출 증가

� 건강 개선

� 수입 개선

자료 : 유문주(2015), Porter, Hills, Pfitzer, Patscheke, & Hawkins(2012).

표 2. 공유가치창출의 기업적·사회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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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V와 CSR의 비교

공유가치창출(CSV)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사회적 관심 증대라는

유사한 개념으로 비교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에 Crane, Palazzo, Spence와

Matten(2014)은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중복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혁

신의 접근 방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자선적 활동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기업평판과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Sen & Bhattacharya, 2001; Williams & Barrett,

2000). 이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효과

사이에 유사한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어 비슷한 개념으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

다(지호철, 2019; Corazza, Scagnelli, & Mio, 2017).

하지만 Porter와 Kramer(2011)는 공유가치창출은 접근방식과 기대성과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사회문제 해결 자체에 기업 경영활

동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비

교되고 있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유가치창출의 시작은 사회의 바람이나 공익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업적 성과와 연동시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

이다(Orr & Sarni, 2015; Porter & Kramer, 2006; Porter & Kramer, 2011). 이렇

듯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수익 및 재정에 따라 활동의 규모와 범위가 제

한되어 있어 수익 극대화는 별개로 외부적 압력이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실

행되는 자선적 관점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Lee, Moon, Cho, Kang,

& Jeong. 2014; Porter & Kramer, 2011; Porter & Kramer, 2014). 또한, 공유가

치창출의 개념은 혁신을 통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측면에서 기업 전체 운영 예산의 재편성 되는 관점으로 비용 또는 경제

적 이익의 일부를 희생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는 구분되고 있

다(Porter & Kramer, 2011; Wojcik. 2016).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회적 성과에 기반을 두어 그 목표를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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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CSV

선행(Doing good)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편익

기업시민, 자선활동, 지속가능성 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가치 창출

자의적 또는 외부압력에 대한 대응 경쟁의 필수요소

이익 극대화와 분리 이익 극대화에 통합

외부보고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주제 결정 기업 내부적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활동주제

기업실적과 CSR 예산에 따라 제한 기업 전체 예산과의 연동

사례: 공정무역(Fair trade purchasing) 사례: 혁신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

자료 : Porter &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Harvard Business Review)

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유가치창출의 비교

자료 : Porter(2011) The role of business in society: Creating Shared Value(Babson Entrepreneurship Forum).

그림. 2. 공유가치로의 이동

왔으며 한정된 사회적 책임 활동 예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영향력에 대한 제한이 있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Brown & Dacin, 1997; Porter & Kramer, 2006). 하지만 공

유가치창출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상품개발 및 효과

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의 장

기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어 사회적 책임 활동

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오미영, 2014; 장유정, 2015). 아울러 Porter와 Kramer(2011)가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비교 분석은 <표 3＞,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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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가치창출의 선행연구

공유가치창출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노력은 전략적으로 그들의 경영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

로 연계되어야 한다(이미혜, 2018; Kolyperas, Anagostopoulos, Chadwick, &,

Sparks, 2016). 이러한 목표는 Porter와 Kramer(2011)가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

창출의 전제 구성요소인 제품 시장의 재구성, 가치사슬 생산성의 정의, 지역 클

러스터 개발로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희경과 최판호

(2019)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항공사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소비자의 행동의도 형성과정에 미치는 연구를 공유가치창출의 세 가지 구성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의 태도, 긍정적 기대정서, 부

정적 기대정서, 주관적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길구

와 이선규(2019)는 공유가치창출을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관계적 가

치로 구분하여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의 구매의도를 측정하여 공유가치창출의 요

인 모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박상민(2016)은 식품 외

식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유가치창출의 하위요인을 네 가지

로 구분하여 핵심역량활용, 사회문제 해결, 가치창출, 장기 지향성이 기업이미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소

비자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윤창과 한상린(2019)은 기업의 공유가치창

출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여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기업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

를 제시하였고, 박수미와 이정실(2016)은 항공사의 공유가치창출 연구를 진행하

면서 하위요소로 경제적 가치 활동과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구분하여 경제적·사

회적 가치 모두 기업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여 기업의 공유가치창

출 활동은 기업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재균(2016)은 공유가치창출을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여 글

로벌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진정성과 적합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기

업의 경영활동에 진정성과 적합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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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2014)은 호텔 산업의 공유가치창출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분

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사회편익 극대화 전략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

를 활용한 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기업이미지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공유가치창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기업

이미지 및 기업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Fernadez-Gamez, Gutierrez-Ruiz, Becerra-Vicario와 Ruiz-Palmo(2019)의 연구

에서는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제품의 재인식, 생산성 재정의, 지역클러스터 강화

로 세분화하여 호텔기업의 재정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공유가치창출의 선행연구는 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주제로써 Dembek et al.(2016)가 인지도 높은 6개

의 비즈니스 학술데이터베이스(Business Source Complete, Econlit, Emerald

Journals, Jstore, Proquest, and Central Web of Science)를 활용한 연구에서 총

73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을 혁신적인 관점에

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한 계량적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발표된 연구는 <표

4>와 같다.

한편, 스포츠 분야의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연구되어온 선행연구는 부족하며,

계량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김필수, 김대권,

2016, 정상옥, 2019, Wu, 2019). 이에 최근 스포츠를 활용한 공유가치창출 관점에

서의 연구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분야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백우열(2016)은 사회변화 환경 이슈에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

소비자집단(millennial consumer group)을 대상으로 스포츠용품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 인식이 공유가치창출 신뢰 및 기업이미지, 공유가치

창출 신뢰가 기업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고, 강준상(2019)

은 스포츠이벤트의 공유가치창출을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지역이미지

및 충성도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스포츠이벤트가 지역이미

지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공유가치창출이 지역민

의 의식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윤형식 등(2017)은 체육계열과 비체육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공유가치창출 활동 인식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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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주요연구결과

정희경,

최판호(2019)

항공사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소비자

행동의도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

CSV활동이 태도, 긍정적, 부정적

기대정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

신윤창,

한상린(2019)

공유가치 창출의 진정성이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CSV(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활동이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

이길구,

이선규(2019)

소비가치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아웃도어 브랜드

중심으로

CSV(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활동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박상민(2016)

식품외식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기업이미지, 기업신뢰도,

소비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정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CSV(핵심역량 활용, 가치창출,

장기지향성, 사회문제 해결)

활동이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

표 4. 공유가치창출의 선행연구

통해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기업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면서 향후 스포츠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세진(2019)은 프로야구 구단의 공유가치창출 연구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구단가치, 지역 환경 개선가치, 협력 및 네트워크가치로 공유가치창출의 하위요

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구단이미지, 구단-소비자동일시 및 충

성도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표 5>

는 스포츠 분야의 공유가치창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을 Porter와 Kramer(2011)

가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세 가지 구성 개념(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

상,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바탕으로 측정하거나 확

장한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연관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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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미,

이정실(2016)

항공사의 공유가치창출이

기업이미지, 신뢰, 그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CSV(경제적 가치활동, 사회적

가치활동) 활동이 기업이미지 및

신뢰에 부분적 영향

김재균

(2016)

CSV 활동에 대한 진정성과

적합성이 브랜드 자산,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윤리적 소비성향의 조절 효과

CSV활동이 진정성과 적합성에

정(+)의 영향

정주영(2014)

호텔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

활동이 기업이미지, 신뢰도와

고객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CSV(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활동이 기업이미지 및 신뢰에

정(+)의 영향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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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주요연구결과

백우열(2016)

스포츠용품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이

CSV신뢰 및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CSV활동이 CSV신뢰,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

CSV신뢰가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

윤형식, 한진욱,

김태형(2017)

스포츠를 통한

공유가치창출(CSV)활동 인식이

기업 신뢰,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CSV활동이 기업신뢰에 정(+)의

영향

고세진(2019)

프로야구구단의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이

구단이미지, 구단-소비자동일시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CSV(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

구단가치, 지역환경 개선 가치,

협력 및 네트워크가치) 활동이

구단이미지, 구단-소비자 동일시,

충성도에 부분적 영향

정상옥(2019)

프로배구단의 공유가치창출(CSV)과

구단신뢰, 구단감정, 구단이미지 및

공동체의식의 구조적 관계

CSV(사회문제해결, 장기지향성)

활동이 구단신뢰에 정(+)의 영향

강준상(2019)

스포츠이벤트의 공유가치창출,

지역이미지 및 지역주민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CSV(경제적, 사회적 가치)

활동이 지역이미지 및 충성도에

정(+)의 영향

Wu(2019)

Creating Shared Value Through

Spor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Participation and Customer

Purchase Intention

CSV(배려) 활동이 스포츠참여에

정(+)의 영향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표 5. 스포츠 분야의 공유가치창출 연구



- 22 -

제2절 목표지향적 행동모형(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소비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의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

한 연구는 소비행동 영역의 주요 관심 분야이다(김기웅, 2020; 남수정, 2010;

Fishbein & Ajzen, 1975). 그동안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

를 중심으로 여러 행동이론이 발전해 왔으며, 그중 Fishbein과 Ajzen(1975)의 합

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그리고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

표지향적 행동모형(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은 소비행동을 설명

하기에 적합한 연구이론이다.

1.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행동이론으로

Fishbein과 Ajzen(1975)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을 제시하면서, 한 개인의 행동이 자발적 통제 하에 심리적인 요소인 태도

(attitude)와 사회적 영향력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영향을 받아 결정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동의도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요소이자 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

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유주, 노정희, 2016; 주종

현, 윤미라, 2017; Ajzen & Fishbein, 1977; Ajzen, 1985). Fishbein과

Ajzen(1975)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행동의도는 태도

와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수이

자 인간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요소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

듯이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그리고 행동(behavior)의 순차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합

리적 행동이론의 구성요소와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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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

구체적으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태도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지속적으로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

(belief)과 영향력의 평가이다(김문식, 2014; Fishbein & Ajzen, 1975). 주관적 규

범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주변의 중요하게 인식되는 준거집단인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의견이나 기대를 의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변 준거인

들의 지지 혹은 비판의 정도로 지각된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Ajzen, 1985; Fishbein & Ajzen, 1975). 또한, 행동의도는 특정한

미래행동에 대한 사용의도 또는 이용의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Davis, Bagozzi, &　

Warshaw, 1989) 개인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확률을 말한다

(Fishbein & Ajzen, 1975). Ajzen(1985)은 행동의도는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변

수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동시에 행

동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유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의도가 크면 클수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방문, 재이용, 구전 및

추천의도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행동예측 요소인 것이다(조원섭, 2014; Ajz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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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이나 소비자가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태도)하고 그 결과(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지지 및 호의적 평가를

받는다면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로 목표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2.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은 Fishbein과 Ajzen(1975)이 처음 소개한 합리적 행동이론을

수정·보완한 모델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만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Ajzen(1991)에 의해 확장된 행동이론으로 개인의 통제를 넘

는 비의지적 요소인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예측변수를

행동의도에 대한 선행변수로 제시하여 설명력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좀 더 구

체적으로 행동의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고대영, 2012; 김재휘, 2013; Casalo,

Flavian, & Guinaliu, 2010).

지각된 행동통제는 목표행동이 얼마나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가에 대한 정도의

지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김명소, 한영석, 2001; 남민정, 양은주, 2016) 특정 행

동을 수행함에 있어 목표행동이 자신의 능동적 통제범위를 넘어 얼마나 쉽고 불

확실한지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Ajzen, 1991). Ajzen(1991)은 개인의 자발적 통제 능력은 목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Ajzen(2002)과 Bandura(2004)는 지각된 행동통제

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감을 말하며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추가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목표행동 달성에 있어 얼마나 용이하고 어려운 정도

의 지각으로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물리적인 요

소들인 기회, 자원, 금전, 시간 등과 같은 비의지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문식, 2014; Kuther, 2002). 아울러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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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이처럼 계획된 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추가적인 변인을 통해 합리적

행동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외에 개인의 능력과 같은 자발적

인 통제요인을 추가로 제시하여 행동예측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으며 기존 모델

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고대영, 2012; 송학준, 이충기, 2010; Ajzen, 1991).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요인

으로 행동의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남민정, 양은주, 2016; 송학준, 이충

기, 부숙진, 2011).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행동통제가 높으면 높

을수록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도가 증가하며, 수행능력에 대한 의지

와 신념의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평가하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이한울, 박현순, 2010; 한덕웅, 한인순, 2001). 반대로 행동 주체가 특

정 행동의 수행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장애물이나 불확실성 같은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 때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

지 않은 때 보다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송학준 등, 2011; Terry & O’Leary,

1995).

하지만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추가적인 변인을 제시하여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

력을 높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이론 또한 감정적 요인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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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관련 변수들의 확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김정자, 2007; 송학준, 이충기, 2010; 임재필, 이충기,

2016; Doll & Ajzen, 1992; Esposito, Bavel, Baranowski, & Duch-Brown, 2016;

Perugini & Bagozzi, 2001).

3. 목표지향적 행동모형(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의도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이

제시되어왔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행동 주체가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비의지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계획된 행

동이론은 행동의도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동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 행위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남민정, 양은주,

2016; 양승탁, 2018; Song, Lee, Kang, & Boo, 2012; Song, Lee, Norman, &

Han, 2012). 이에 Perugini와 Bagozzi(2001)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단점과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적 측면의 새로운 요소인 긍정적 기대정서(positive

anticipated emotion)와 부정적 기대정서(negative anticipated emotion), 그리고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열망(desire)과 같은 동기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목표

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여 기존의 행동이론

보다 행동예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추가된 변수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대정서는 목표행동을 수행하기 전의 상태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행동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반 사실

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의 개념이다. 즉,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

했을 텐데’ 또는 ‘～하면’과 같은 사전적 감정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태도와는 다

르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피드백 및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Bagozzi, 1992; 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Perugini & Bago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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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또한, 기대정서는 긍정적 기대정서와 부정적 기대정서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긍정적 기대정서는 목표행동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가정하였을 때 유발되는

호의적인 감점을 의미하며 반면에 부정적 결과를 가정하였을 때 느껴지는 비호

의적인 감정을 부정적 기대정서로 설명할 수 있다(곽다영, 2020, 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둘째로, 열망은 개인이나 소비자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

속성으로 목표행동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강력한 동기의 상태를 의미한다

(Bagozzi, 1992; Spreng & Olshavsky, 1993; Perugini & Bagozzi, 2001). 따라서

열망은 감정과 행동의 이유가 목표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로 발전되는 과정

으로 동기가 부여된 상태를 의미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행동의도를 예측

할 수 있는 선행변수이자 실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송학준, 이충기, 2010; Davis, 1984; Mele, 1995; Perugini & Bagozzi,

2001).

셋째로, 과거행동 빈도(frequency of past behavior)와 과거행동 최신성

(recency of past behavior)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사전경험 및 습관과 관련

된 변수까지 고려하여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려 했다(고재윤, 송

학준, 유은이, 2014; Perugini & Bagozzi, 2001).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과거

행동의 빈도는 개인이나 소비자가 실제로 행동을 수행했던 횟수를 말하며 특정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열망, 행동

의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동시에 미래행동을 예측하는데 유

용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송학준, 이충기, 2010;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Perugini & Bagozzi, 2001). 과거행동의 최신성은 최근에 일어난 특

정행동에 대한 빈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도에 따라 미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Song et al., 2012; Verplanken & Aarts, 1999).

종합해보면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목표행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 기대정서 요인과 열망이라는 특별

한 감정이 목표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된 상태(motivational state of

mind)로 높은 열망은 행동의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과거행

동의 빈도 및 과거행동의 최신성과 같은 과거행동의 경험은 열망과 미래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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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Perugini & Bagozzi, 2001)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개인이 자주 수행했던 과거의

경험과 습관적인 행동들에 대한 호의적인 행동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대정서, 열망, 과거행동 빈도, 과거행동 최신성의 변수가 추가된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은 <그림 5>와 같다.

한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은주와 남민정

(2015)은 패키지 여행상품 이용자의 이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여행상품 경

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지각된 행

동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태

도, 주관적 규범)가 열망에 영향을 미쳤으며, 열망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보고하였다. 안현균과 최대혁(2015)은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도,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태도, 주

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임재필과 이충기(2016)는 레

저스포츠 박람회 참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체험 의사결정 과정을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한 태도,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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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주요 연구결과

양은주, 남민정(2015)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국내

패키지여행상품 이용자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태도,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정(+)의 영향,

열망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

안현균, 최대혁(2015)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 정(+)의 영향,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부정적 기대정서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

열망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

임재필, 이충기(20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버들의 행동의도 분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

이충기, 고성규,

임성희(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승마체험 행동의도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열망에 정(+)의 영향,

열망이 행동의도 정(+)의 영향

Chiu & Choi(2018)

Consumers’ goal-directed behavior

of purchasing sportswear products

online: A case study of Chines

consumers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정(+)의

영향, 과거행동빈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열망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표 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선행연구

규범, 긍정적, 부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 열망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충기, 고성규와 임성희(2017)는 승마체험 행동의도 연구에서 지

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 열망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추가로 Chiu와 Choi(2018)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

로 온라인 스포츠용품구매 연구에서 부정적 기대정서와 과거행동을 제외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 열망은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표 6>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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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EMGD: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그동안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어 왔다. 그중 합

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은 특정 인간의 행동을 이

해하는데 유용한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Zint, 2002;

Perugini & Bagozzi, 2001). 하지만 목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동기적인 요인 및

행동의도와 관련한 제한된 설명력과 변수 간 영향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소비

자의 다양한 목표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기존 행동이론을 수정 및 확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윤설민, 2014; Oh & Hsu, 2001; Lee et al., 2012). 이

에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Perugini와 Bagozzi(2001)가 처음 소개한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확장된 모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

련 있는 변수들을 확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행동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모

델이다(Lee & Back, 2007; Perugini & Bagozzi, 2001; Song et al., 2012). 다시

말하자면,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특정 목적의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행동이론으로써 소비자행동, 관광, 메가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행동연

구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박해소, 2019; 사혜지, 이철원, 김민정, 이민석, 2018;

정희경, 최판호, 2019; Meng & Choi, 2016; Song et al., 2012; Song, Lee,

Reisinger, & Xu, 2017; Song, You, Reisinger, Lee, & Lee, 2014).

구체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은주(2014)

는 미용성형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의 변수를 추가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태도 형성과정과 나르시즘과 유명인의 매력성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확장을 시도하였다. 최서연(2017)은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 혜택과 부가적 혜택의 변수를 추가로 제시하여 건강기능

식품 구매자의 구매의도를 검증하였고,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구성요소와 구매

의도의 관계에서 영양지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승훈과 박정숙(2017)의

연구에서는 축제-지역 이미지 일치와 축제-자아 이미지 일치성의 변수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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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정

희경과 최판호(2019)는 Porter와 Kramer가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세 가

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하였고, Song et al.(2012)는 목표지향적 행

동모델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비교를 통해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책임도박전략 인식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

한 설명력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도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이 지

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혜지 등(2018)은 스포츠 이벤트

관심도를 추가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방문에 대한 행동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스포츠 이벤트의 관심도는 열망과 같은 동기적인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기웅(2020)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

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스포츠 관람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였다. 추

가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Chiu, Won과 Kim(2019)은 이벤트 명성의 변수를 추

가하여 스포츠 관람객의 행동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장된 모형은 추가적인 변수를 통해 소비자의 목표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검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표 7>

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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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추가변수

양은주(2014)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

향요인 연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

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품질, 관광서비스품질,

나르시즘, 유명인 효과

최서연(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영양지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원적 혜택, 부가적 혜택

이승훈, 박정숙

(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문

화관광축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연구: 축

제에 대한 지역이미지 및 자아이미지 일

치 적용

축제-지역이미지 일치,

축제-자아이미지 일치

양승탁(2018)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관계 분

석: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

심으로

종교적 호기심, 영성, 축원, 일탈

홍관식(2018)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음식관광 행동의

도의 영향요인 분석: 확장된 목표지향

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음식경험, 일상탈출, 지식축적,

유행선도

박해소(201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지역음식축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분석
구전정보

정희경, 최판호

(2019)

항공사 공유가치창출활동이 소비자 행

동의도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확장

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

김기웅(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

사결정과정

여가제약-협상모델

Song, Lee, Kang,

& Boo(2012)

The effec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erceptions on festival visitors’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환경적 영향, 지각된 소비자 효과성,

친환경 관광행동

(Environmentally concerns, Perceived

customer effectiveness,

Environmentally friendly tourism

behaviors)

Song, Lee,

Norman, &

Han(2012)

The role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in forming behavior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책임도박전략 인식

(Perception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Chiu, Won, &

Kim(2019)

Extended model of sport spectator

goal-directed behavior: The role of event

prestige in nonmajor sport events

지각된 이벤트 명성

(Perceived event prestige)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표 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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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진정성

1. 진정성의 개념

진정성(authenticity)은 진정한 개인 자아의 표현이자 상대방과의 소통과 관계

에서 발견하고 얻어지는 내면과 행동의 일치로 개인과 사회 관계성 형성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핵심가치로 설명하고 있다(Harter, 1999; Mitchell, 1992; Taylor,

1991). 또한, 진정성이란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억지로

수행하거나 책임감과 의무감의 행동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상대를 배려하는 행

동으로 솔직한 내면의 표현을 의미한다(전민아, 2018; Harter, 2002; Price,

Arnould, & Deibler, 1995). 즉, 진정성이란 진실한 자아의 표현이면서 내면과 외

면의 일관성 있는 표현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Harter, 2002; Maslow,

1968).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리더십, 소비자 행동, 사회학, 정치학

및 기업경영 분야 등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가치전달에

있어 진정성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유성신, 최용주, 2019;

Beverland, 2005). 유문주(2015)는 기업의 진정성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

한 내적인 경험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

각하는 진정성의 수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이경자, 김정희, 2013; Gilmore & Pine, 2007;

Henning-Thurau, Groth, Paul, & Gremler,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서 진정성은 기업의 내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로 기업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Beckman, Colwell, & Conningham, 2009). 또한, 진정

성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는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진실성의 지각으로 높

은 진정성 수준은 긍정적인 기업 태도 형성 및 기업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

히고 있다(이경자, 2013; Burnett & Hutton, 2007; Greyser, 2009).

종합해보면 진정성은 기업과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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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진정성

Maslow(1968)
스스로가 정직하고 내면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수준

Taylor(1991)
소통 과정에서 상대에게 스스로를 개방하면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Harter(1999)
의도나 동기와 같은 내면적인 사고가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

Gilmore & Pine(2007)

단일차원이 아닌 다양한 하위차원의 조합으로

신뢰성, 차별성,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으로

구성됨

Beckman, Colwell, &

Cunningham(2009)

내면 상태와 행동의 일치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 참되어 믿을 수 있는 올바른 성질

변찬복, 조선배(2010)

어떤 특정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이 또는 전달되는

느낌

자료 : 구윤희(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효과 연구: CSR 동기 인식과 CSR 진정성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박상민(2016). 식품외식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기업이미지, 기업신뢰도,

소비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정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기석(2020). CSR활동의 동기요인과 측정요인이 진정성과 기업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인관계지향성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표 8. 진정성의 개념

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기업 경영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 기업은 진정성이 담긴 경험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표 8>은 주요 선행연구들이 밝

히고 있는 진정성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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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의 선행연구

진정성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에 대한 기업

의 이타적인 동기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진실성, 사실성, 정직성, 신뢰성, 현실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Becker-Olsen, Cudmore, & Hill,

2006; Beverland, 2006). 특히,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개인이 조직이나 특정 기

업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단순히 판단을 유보할지

에 대한 평가이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진정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Beckman et al., 2009; Grayson & Martinec,

2004).

공유가치창출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기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관점에서 보면 동기는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와 이기적 동기(egoistic motiv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타적 동기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며 목표행동을 수행할 수 있

는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endapudi, Singh, & Bendapudi, 1996;

Fisher, Vandenbosch, & Antia, 2008). 또한, 기업과 소비자 간 사회적인 교환을

전제로 하는 공익연계 마케팅 연구에서는 기업의 핵심사업과 공익적 가치를 창

출하는 활동에서도 소비자의 진정성 인식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최우석, 김형준, 2017; Minton &

Cornwell, 2016; Nan & Heo, 2007).

이에 황금주, 이일한과 장두환(2015)은 공유가치창출의 진정성이 공익활동과

기업이익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재균(2016)은 글로벌 기업의 공유

가치창출활동 진정성이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윤환(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고객충

성도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진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그

룹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기업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여 진정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진정성 있는 활동은 소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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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1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목표지향적 행

동 모형(Perugini & Bagozzi, 2001)의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들

(김기웅, 2020, 남민정, 양은주, 2016, Esposito, Bavel, Baranowski, & Brown,

2016; Song et., 2012)을 바탕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주요 요인인 태도, 주

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 통제와 열망의 동기

적인 요인 및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

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7. 연구1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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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가. 태도와 열망의 관계

태도(attitude)는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경향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

는 부정적 표현이다(Eagly & Chaiken, 1993). 또한, 태도는 목표행동에 대한 이

유를 제공하지만 행동의도를 유발하는 욕구와 열망과 같은 동기부여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Gollwitzer, Heckhausen, & Steller, 1990; Perugini &

Bagozzi, 2001). 이에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는 태

도는 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동시에 매개변수인 열망을 통해 행

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조원영(2018)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소비 구매의도를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고

재윤 등(2014)은 와인구매 의도 예측 연구에서 와인구매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

도는 열망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강지현, 송정명과 전익

기(2013)는 스포츠관광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관광행동 연구에서 태도는 열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ng et al(2014)

은 동양의료관광축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문객들의 축제에 대한

높은 태도 형성은 열망에 대해 높은 동기부여가 되며, 이는 방문객의 축제방문의

도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태도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이며

개인의 호의적인 태도 형성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스포츠 참여자가 공유가치창출 활동 기업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면, 이는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가 높아지게 되고, 구매의사 결정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열망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태도

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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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규범과 열망의 관계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주변 중요한 사람들이 그

특정 행동에 대해 가지는 믿음의 정도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을 기초하

여 형성되는 순응 동기로 설명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또한, 행동에

대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압력으로도 주관적 규범을 정의

하고 있다(Ajzen, 1985). 중요한 점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아니지만, 열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Perugini & Bagozzi, 2001).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은

열망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으면서 열망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송학준과 이충기(2010)는 복합리조트(카지노) 방문객의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은 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행동의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남민정(2013)

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식 퀵서비스 레스토랑 수용의도 예측연구에서 주관적 규

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선행변수 중 열망에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최서연(2017)은 확

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구매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주

변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열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성

이 있으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열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열망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주관

적 규범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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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정서와 열망의 관계

기대정서는 행동주체가 목표행동을 실행하기 전의 불확실한 상태에 대한 사전

감정으로 미래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Perugini &

Bagozzi, 2001).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는 인지적 요인과 같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외에 감정적 변수인 긍정적 기대정서(positive anticipated emotion)와 부정

적 기대정서(negative anticipated emotion)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목표행동을 수행하기 전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인 행복,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

을 말하며, 부정적 결과인 실망, 슬픔, 아쉬움 등과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김주현, 윤만희, 김정섭, 2012).

진경미와 이형룡(2015)는 항공사앱 이용객의 행동의도 연구에서 긍정적 기대정

서와 부정적 기대정서 모두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윤병국

(2017)은 한방의료 체험에 대한 관광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면서 긍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대정서는 열망과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Meng과 Han(2016)은 환경지각이 자전거 여행

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연구에서 긍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대정서는 목표

행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못하였을 때의 예상되는 미래정서가 열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근준, 2014; 윤설

민, 오선영, 2014; Han, Lee, & Hwang, 2016).

따라서 스포츠 참여자의 긍정적 기대정서와 부정적 기대정서 모두 열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긍정

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부정

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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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는 소비

자의 목표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열망뿐만 아니라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Perugini & Bagozzi, 2001). 이에 Ajzen(1991)과

Taylor와 Todd(1995)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한 자원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개인의 능력과 같은 내적인 요소인 자신감의 지

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목표한 행동에 대하여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에 따

라 열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동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양은주(2014)는 중국인의 미용관광 행동의도 연구에서 중국 관광객의 지각하는

행동통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박해소(2019)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지역음식축

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연구에서 지역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지각된 행동통제

는 열망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스포츠 참여자들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충족된다

면 구매 열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 및

구매의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지각

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지각

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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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

열망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과의 가장 구별되는 요인으

로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행동의도와의 특

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또한, 열망은 인간의 본성인 열망을 발전시켜 충족시키려는 본성으로 미

래행동에 대한 갈망이나 갈급함을 채우려는 동기로 다른 선행변수들에 비해 행

동의도 예측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Bagozzi, 1992; Perugini &

Bagozzi, 2001). 즉, 목표행동에 대한 높은 열망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제 행동을 수행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

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Ajzen, 2002, Carrus et al., 2008; Davis,

1984).

이에 Perugini와 Bagozzi(2001)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체

중 관리를 위한 운동 열망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운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Choi와

Park(2017)은 면세점 이용자의 의사결과 과정 연구에서 열망이 행동의도를 예측

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증명하였으며, 조원영(2018)은 제로 웨이스트 제품소

비 연구에서 윤리적 소비성향이 강한 그룹과 약한 그룹 모두 열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열망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

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열망은 구매의도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열망

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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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2의 연구모형

제2절 연구2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추가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독립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

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의 관계, 매개변수인 열

망과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 연구모형은 <그림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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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의명분 마케팅, 공유가치창출 활동

과 같은 기업의 박애적(philanthropic)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은 기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Porter와 Kramer(2011)는 사회공헌활동과 경쟁우위 연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전략은 경쟁우위를 강화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황금주 등(2015)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서 진정성은 기업의 내면과

외면의 일관성 있는 표현으로, 진정성은 기업이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수로 보고하고 있으며, Walker와 Kent(2009)는 스포츠팀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은 스포츠팬의 구전의도와 상품 소비와도 관련성이 있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면서, 스포츠팀과 팬 사이에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어야 긍정적

인 영향력이 상호 연계되어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Ramkissoon과 Uysal(2011)은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인식은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 선행변수이며 특히, 진정성 수준은 관광객의 동기와 행동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스포츠 참여자가 지각하는 진정성의 수준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

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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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설문도구 온라인 설문지(네이버오피스 폼)

설문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20일간)

설문방법 편의표번추출법에 의한 자기평가기입법

표 9. 조사내용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및 공유가치창출 활동 기업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목표지향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아디다스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연구주제로 선정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20대 이상의 그룹으로 광주광역시

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비확률표본추출

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을 활용하였고, 응답자가 설문 문항에 대하여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지와 용어의 적합성, 응답의 용이성,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C대학의 스

포츠산업학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2020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고,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 측정항목들을 스포츠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

자 3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2020년 5월 1월부터 20일까지 총 20일간 온라인

설문지(네이버폼)를 활용하여 배포하였고, 총 290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및 일부

항목이 누락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72부(93.8%)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아

울러 조사내용과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9>,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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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명)

구성비

(%)
계

성별
남자 138 50.7 50.7

여자 134 49.3 100

연령

20대 77 28.3 28.3

30대 63 23.2 51.5

40대 115 42.3 93.8

50대 이상 17 6.3 100

학력

고졸 17 6.3 6.3

대학교 재학 65 23.9 30.1

대학교 졸업 139 51.1 81.3

대학원 재학 1 .4 81.6

대학원 졸업 이상 50 18.4 100

직업

학생 65 23.9 23.9

회사원 73 26.8 50.7

자영업 32 11.8 62.5

공무원 68 25.0 87.5

주부 14 5.1 92.6

기타 20 7.4 100

지역
광주광역시 134 49.3 49.3

전라남도 138 50.7 100

소득

150만원 이하 74 27.2 27.2

15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93 34.2 61.4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76 27.9 89.3

500만원 이상～700만원 이하 23 8.5 97.8

700만원 이상 6 2.2 100

참여종목

축구 114 41.9 41.9

야구 21 7.7 49.6

농구 9 3.3 52.9

배구 30 11.0 64.0

배드민턴 15 5.5 69.5

테니스 8 2.9 72.4

마라톤 5 1.8 74.3

탁구 6 2.2 76.5

골프 12 4.4 80.9

클라이밍 13 4.8 85.7

수영 24 8.8 94.5

격투기 7 2.6 97.1

기타 8 2.9 100

CSV기업

제품 고려

할 수 있다 239 87.9 87.9

할 수 없다 33 12.1 100

표 10.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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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성별에서는 남자(138명, 50.7%)와 여자(134명, 49.3)의 비율이 비슷하

였고, 연령에서는 40대(115명, 42.3%), 20대(77명, 28.3%), 30대(63명, 23.2%), 50

대 이상(17명, 6.3%) 순으로, 학력은 대학교 졸업(139명, 51.1%), 대학교 재학(65

명, 23.9%), 대학원 졸업 이상(50명, 18.4%), 고졸(17명, 6.3%), 대학원 재학(1명,

.4%) 순으로, 지역은 전라남도(138명, 50.7%)와 광주광역시(134명, 49.3%)의 비율

이 비슷하였고, 소득은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93명, 34.2%), 300만 원 이

상 500만 원 이하(76명, 27.9%), 150만 원 이하(74명, 27.2%), 500만 원 이상 700

만 원 이하(23명, 8.5%), 700만 원 이상(6명, 2.2%)의 순으로, 참여 종목으로는 축

구(114명, 4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배구(30명, 11.0%), 수영(24

명, 8.8%), 야구(21명, 7.7%), 배드민턴(15명, 5.5%), 클라이밍(13명, 4.8%), 골프

(12명, 4.4%), 농구(9명, 3.3%), 테니스(8명, 2.9%), 기타(8명, 2.9%), 격투기(7명,

2.6%), 탁구(6명, 2.2%), 마라톤(5명,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유가치창출 기

업의 제품 구매 고려 항목에서는 할 수 있다(239명, 87.9%)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디다스의 공유가치창출 활동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공유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아디다스

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는 스포츠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변

화 및 환경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보호단체(Parley for the

Ocea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양 보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해안가에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공정해 제품개발

및 생산으로 공유가치창출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과 사회의 가치창출을 실현하

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함께 2020년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약 1,500만~2,0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

다(박세창, 2020). 따라서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통합함으로서 Porter와 Kramer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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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도구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특히, 국외 문

헌에 사용된 측정 설문 문항에 대한 어휘와 표현의 적절성은 스포츠 경영학 박

사 3인의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최종적인 설문 문항은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태도 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긍정적 기대정서

4문항, 부정적 기대정서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4문항, 열망 4문항, 행동(구매)의

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절변수인 진정성 4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8문항

을 추가하여 전체 40문항으로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목표지향

적 행동모형의 측정항목은 다수의 선행연구(박해소, 2019; 유근준, 2014; 이은지,

현성협, 2015; 조원영, 2018; 최서연, 2017; 홍관식, 2018; Ajzen, 1991; Perugini

& Bagozzi, 2001; Song et al. 2012)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진정성은 박성준

(2015), 이미영과 최현철(2012), 그리고 Price, Arnould와 Deibler(1995)의 선행연

구를 참조하였다.

아울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각 변인의 측정을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지표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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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선행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 소득,

참여종목,

CSV제품고려

8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태도 4

유근준(2014),

이은지, 현성협(2015)

최서연(2017),

홍관식(2018),

조원영(2018),

박해소(2019),

Ajzen(1991),

Perugini & Bagozzi(2001),

Song et al(2012)

주관적 규범 4

긍정적 기대정서 4

부정적 기대정서 4

지각된 행동통제 4

열망 4

구매의도 4

진정성 진정성 4

박성준(2015),

Price, Arnould, &

Deibler, (1995),

이미영, 최현철(2012)

총 문항 수 40문항 -

표 11. 설문지 구성 지표

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및 운영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Porter & Kramer, 2011).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

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발전된 개념이다(Porter & Krame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아디다스

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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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태도

1.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2.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이다.

3.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4.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현명하다.

표 12.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태도 측정항목

나. 태도(Attitude)

태도는 특정 행동이나 사물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개인의 선호도로 설명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태도는 동기가 부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용된다(Perugini & Bagozzi,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태도의

측정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여 ‘～

가치 있는’, ‘～유용한’, ‘～의미 있는’, 그리고 ‘～현명한’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

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태도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

한 스포츠 참여자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2>와 같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즉, 목표행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변인(가족, 친구, 동

료, 이웃 등)들의 지지나 찬성의 정도로 사회적 압력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기

대를 현실화하려는 순응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최영정, 2010).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공유가치창출 활동 기업의 제품을 대하는 스포

츠 참여자에게 가해지는 주변 중요한 사람들의 ‘～찬성’, ‘～지지’, ‘～이해’, 그리

고 ‘～동의’ 정도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3>과 같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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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주

관

적

규

범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2.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다.

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표 13.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주관적 규범 측정항목

라. 기대정서(Anticipated Emotion)

기대정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감정적인 요소

로 긍정적, 부정적 기대정서로 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이다

(Perugini & Bagozzi, 2001).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과를 예상해보는 반 사

실적 사고로 개인의 행동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정서와 부정적 기대정서의 감

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서연,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대정서는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한다고 기대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정으로 정

의되며, 긍정적 기대정서는 ‘～만족할 것임’, ‘～즐거울 것임’, ‘～흥미로울 것임’,

그리고 ‘～자부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

정으로 부정적 기대정서는 ‘～아쉬울 것임’, ‘～후회할 것임’, ‘～실망할 것임’, 그

리고 ‘～화가 날 것임’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4>와

같으며 긍정적 기대정서 4문항, 부정적 기대정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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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긍

정

적

기

대

정

서

1.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2.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즐거울 것이다.

3.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4.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부

정

적

기

대

정

서

1.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아쉬울 것이다.

2.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후회할 것이다.

3.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실망할 것이다.

4.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화가 날 것이다.

표 14.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기대정서 측정항목

마.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에 관여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개인이 지각

하는 목표행동 과정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비슷한 맥

락에서 소비자의 구매력과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목표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력의 지각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를 설명할 수 있다(Mamman,

Ogunbado, & Abu-Bakr,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스포

츠 참여자의 행동이 얼마나 통제 아래 쉽거나 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의 지

각으로 정의하며,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시간

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결국, 공유

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행동통제가 얼마

나 쉽거나 또는 어려울 것인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

은 <표 15>와 같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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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지

각

된

행

동

통

제

1.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2.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3.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4.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표 15.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지각된 행동통제 측정항목

측정항목

열

망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바란다.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 경험을 얻고자 한다.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희망한다.

4.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열망한다.

표 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열망 측정항목

바. 열망(Desire)

열망은 행동주체가 목표행동에 대해 갖는 특별한 감정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

형에서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자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송학준, 이충기, 2010). 또한, 태도, 주관적 규

범,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목표 행동

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변수이다(Perugini & Bagozzi,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열정과 동기의 정도를 열망으로 정의하며, ‘～바란다’, ‘～경험을

얻고자 한다’, ‘～희망한다’, 그리고 ‘～열망한다’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울

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6>과 같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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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구

매

의

도

1.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2.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3.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4.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표 17.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구매의도 측정항목

사.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

구매의도는 개인이 미래에 목표한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태도와 신념이

종합하여 목표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손정기, 2016; Engel,

Kererreis, & Blackwell, 1969). 또한,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특

별한 의지와 수용하려는 경향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Homer & Yoon,

1992; Lu, Chang, & Chang, 2014; Taylor & Baker,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매의도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

으며, ‘～구매의도가 있음’, ‘～투자할 용의가 있음’ ‘～구매계획이 있음’, 그리고

‘～구매가능성이 높음’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7>과

같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 진정성(Authenticity)

진정성(authenticity)은 내면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 주체가 가

지고 있는 신념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인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의지의 정도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정도를 말한다

(유선욱, 2013; Harter, Schmidt, & Haye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성준

(2015), 이미영과 최현철(2012), Price et al.(199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유가

치창출 활동 진정성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진정성’, ‘진심’, ‘믿음’, 그리고 ‘자발

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8>과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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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진

정

성

1. 이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 같다.

2. 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3. 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믿음이 생긴다.

4.
이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다.

표 18. 진정성의 측정항목

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타

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연구모델의 접합도 지수는 CFI, TLI, NFI, RMR과 RMSEA를 활

용하였다.

가.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터키-루이스지수(Tucker-Lewis Index: TLI), 표준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NFI), 원소간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오차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활용하였고, CFI, TLI, NFI는 .90이상(김계수, 2007; Kline, 2005), RMR과

RMSEA는 .05～.08이하(우종필, 2012; Browne & Cudeck, 1993)로 적합도의 기

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계산

하였으며, 적합기준을 개념신뢰도는 .70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0이상으로 설

정하였다(Bagozzi & Yi, 1998; 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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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분석결과 CFI=.932,

TLI=.922, NFI=.897, RMR=.046, RMSEA=.080로 나타나, CFI, TLI, RMR,

RMSEA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NFI는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는 .878.～.974, 평균분산추출지수도 .645～.906로 나타나

적합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분석과정에서 타당도를 저해

하는 태도 1문항은 최종분석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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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개념

신뢰도
AVE

삭제

문항

태도

문항1 .896 1.000a) -

.957 .882 ④문항2 .936 1.055 25.058***

문항3 .881 .997 21.638***

주관적 규범

문항1 .930 1.000a) -

.974 .906
문항2 .945 1.049 30.470***

문항3 .934 .945 29.180***

문항4 .921 .937 27.842***

긍정적 기대정서

문항1 .901 1.000a) -

.959 .855
문항2 .921 1.056 24.882***

문항3 .895 1.019 23.084***

문항4 .868 1.040 21.399***

부정적 기대정서

문항1 .887 1.000a) -

.932 .775
문항2 .955 1.168 26.472***

문항3 .964 1.211 27.114***

문항4 .860 1.200 20.429***

지각된 행동통제

문항1 .721 1.000a) -

.878 .645
문항2 .780 1.085 12.258***

문항3 .869 1.224 13.553***

문항4 .795 1.255 12.479***

열망

문항1 .922 1.000a) -

.955 .844
문항2 .910 1.039 25.726***

문항3 .906 .968 25.336***

문항4 .855 1.051 21.676***

구매의도

문항1 .862 1.000a) -

.932 .775
문항2 .758 1.093 15.291***

문항3 .899 1.172 20.684***

문항4 .909 1.145 21.124***

진정성

문항1 .930 1.000a) -

.959 .856
문항2 .940 1.059 26.090***

문항3 .908 1.002 29.206***

문항4 .880 .981 23.759***

X2=1105.287(df=406, p=.000), RMR=.046, RMSEA=.080

NFI=.897 , TLI=.922, CFI=.932, Normed X2=2.722
***p<.001 a)분석시 1로 고정됨

표 1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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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는 검사도구의 일관성을 말하며 대표적인 신뢰도 측정방법인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여, 김계수(2007)와 Nunnally(1978)가 제시하고 있는

적합기준 .70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신뢰도의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

으며, 분석 결과 태도 .931, 주관적 규범 .963, 긍정적 기대정서 .941, 부정적

기대정서 .950, 지각된 행동통제 .865, 열망 .943, 구매의도 .912, 진정성 .953으

로 모든 요인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수 신뢰도(Cronbach’s α)

태도 3 .931

주관적 규범 4 .963

긍정적 기대정서 4 .941

부정적 기대정서 4 .950

지각된 행동통제 4 .865

열망 4 .943

구매의도 4 .912

진정성 4 .953

표 20.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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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간 차별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

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추출된 각각의 AVE값과 상관계수제곱의 값을 비교하여

<표 21>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계

수의 제곱 값은 .547으로 가장 낮은 AVE값인 .645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도

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1 2 3 4 5 6 7 8

태도 .882

주관적 규범
.740**

(.547)
.906

긍정적

기대정서

.645**

(.416)

.731**

(.534)
.855

부정적

기대정서

.040

(.001)

.177

(.031)

.478**

(.228)
.775

지각된

행동통제

.552**

(.304)

.665**

(.442)

.530**

(.280)

.294*

(.086)
.645

열망
.673**

(.452)

.611**

(.373)

.691**

(.477)

.409**

(.167)

.592**

(.350)
.844

구매의도
.622**

(.386)

.587**

(.344)

.457**

(.208)

.200

(.040)

.527**

(.277)

.724**

(.524)
.775

진정성
.456**

(.207)

.444**

(.197)

.490**

(.240)

.294*

(.086)

.525**

(.275)

.585**

(.342)

.577**

(.332)
.856

평균 4.32 4.22 4.22 3.22 3.80 4.10 4.07 3.86

표준편차 .725 .790 .766 1.145 .816 .805 .788 .867

* *p<.01, **p<.05 ( )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 음영부분은 AVE값을 나타냄

표 21.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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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3.0 통계패키지와 AMOS 23.0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정성 수준에 따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변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효

과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60 -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1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독립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

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매개변수인 열망, 그리고 종속변수

인 구매의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연

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를 <표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적합도 분석결과

X2=846.035(df=307, p=.000), CFI=.939, NFI=.907, TLI=.930, RMR=.049,

RMSEA=.080, 그리고 Normed X2=2.756로 나타나 김계수(2007)와 Browne와

Cudeck(1993)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인 CFI, NFI, TLI가 .90이상, RMR, RMSEA

가 .05～.08이하의 기준을 비교적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X2(df) CFI NFI TLI RMR RMSEA Normed X2

연구

모형

846.035

(307)
.939 .907 .930 .049 .080 2.756

표 2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가설의 경로에 따라 태도, 주

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과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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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관계와 관련한 전체 7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성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23>과 같다.

가설 1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태도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태도는 열망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경로계수=.484,

t=4.443, p<.001).

가설 2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주관

적 규범은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

가설이 기각되었다(경로계수=-.237, t=-2.089, p<.05).

가설 3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긍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긍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설이 채

택되었다(경로계수=.571, t=4.162, p<.001).

가설 4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부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부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설이 기각되었다(경로계수=-.012, t=-.335, p>.05).

가설 5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설이 채

택되었다(경로계수=.306, t=4.690, p<.001).

가설 6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경로계수=.063, t=1.254, p>.05).

가설 7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열망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구체적인 분석결과 열망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경로계

수=.784, t=14.9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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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7개의 가설 중 태도와 열망, 긍정적 기대정서와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 열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검증되어 4개의 가설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연구모형에 대한 경

로계수는 <그림 8>과 같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가설

검증

H1 태도 ⇨ 열망 .484 .109 4.443*** 채택

H2 주관적 규범 ⇨ 열망 -.237 .114 -2.089* 기각

H3
긍정적

기대정서
⇨ 열망 .571 .137 4.162*** 채택

H4
부정적

기대정서
⇨ 열망 -.012 .037 -.335 기각

H5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306 .065 4.690*** 채택

H6
지각된

행동통제
⇨ 구매의도 .063 .050 1.254 기각

H7 열망 ⇨ 구매의도 .784 .052 14.963*** 채택

***p<.001

표 2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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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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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2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진정성 수준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

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과 구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둘째, 진정성의 저·고 집단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

으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진정성의 저·고집단 분류는 중앙값(median)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진정성의 기준점은 3.89로 나타났으며, 저집단의 평균은

3.12, 고집단의 평균은 4.55로 나타났다.

1. 진정성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에 따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

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 구매의도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저·고로 분류된 진정성을 근거로 집단 간 차이분석을 <표 24>와 같이

실시하였다.

요인

저 집단

(N=124, M=3.12)

고 집단

(N=148, M=4.55) t

M±SD M±SD

태도 3.93±.76 4.65±.48 -9.025***

주관적 규범 3.78±.79 4.59±.56 -9.564***

긍정적 기대정서 3.81±.78 4.57±.55 -8.990***

부정적 기대정서 2.70±.88 3.65±1.16 -7.677***

지각된 행동통제 3.34±.66 4.19±.71 -10.081***

열망 3.63±.80 4.50±.55 -10.204***

구매의도 3.58±.75 4.48±.54 -11.116***

***p<.001

표 24. 진정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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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진정성을 높게 지각한 고집단에서 태도(M=4.65,

t=-9.025, p<.001), 주관적 규범(M=4.59, t=-9.564, p<.001), 긍정적 기대정서(M=4.57, t=-8.990, p<.001), 부

정적 기대정서(M=3.65, t=-7.677, p<.001), 지각된 행동통제(M=4.19, t=-10.081, p<.001), 열망(M=4.50,

t=-10.204, p<.001), 구매의도(M=4.48, t=-11.116, p<.001)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성

을 높게 지각한 집단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요소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 연구결과이다.

2. 진정성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저·고 집단에 따른 측정도구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측

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Myers, Calantone,

Page와 Taylor(2000)가 제시한 다중집단 요인분석의 5단계의 과정을 활용하여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모델 X2 df p CFI RMSEA △X2/df Sig

진

정

성

모델1
(비제약)

1504.650 604 .000 .881 .074 - -

모델2
(ë제약)

1533.164 624 .000 .880 .073 28.514/20 비유의

모델3
(ö제약)

1605.558 632 .000 .871 .076 100.908/28 유의

모델4
(λ,φ제약)

1650.252 652 .000 .868 .075 145.602/48 유의

모델5
(λ,φ,θ제약)

1962.176 679 .000 .831 .084 457.526/75 유의

표 25. 진정성 저·고에 따른 측정동일성 분석결과

먼저 진정성의 측정동일성 분석결과는 모델 3의 공분산 제약모델, 모델 4의 요

인부하량과 공분산 제약모델, 모델 5의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제약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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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 3, 4, 5는 측정동

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모델 2의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X2=28.514, df=20<X2=31.410)은 비제약 모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진정성 저·고 집단 모두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진정성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그룹과 높

게 인식하는 그룹에 대한 다중집단 경로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진정성의 저·고 인식에 따른 다중집단 경로분석 연구결과는 <표 26>과 같

다.

경로

진정성 저인식

집단

(n=124)

진정성 고인식

집단

(n=148)

태도 ⇨ 열망 .154(.898) .639(4.276***)

주관적 규범 ⇨ 열망 .073(.410) -.415(-3.193***)

긍정적

기대정서
⇨ 열망 .657(3.576***) .344(1.740)

부정적

기대정서
⇨ 열망 -.063(-.1.019) .000(.008)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167(1.421) .439(4.760***)

열망 ⇨ 구매의도 .752(9.709***) .983(12.482***)

***p<.001

표 26. 진정성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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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공유가치창출 활동 진정성의 저집단(n=124)과 고집단(n=148)의 다중

집단 경로분석에서는 먼저 저집단의 긍정적 기대정서와 열망(경로계수 .657, t=3.576,

p<.001), 열망과 구매의도(경로계수 .752 t=9.709, p<.001)의 경로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반면

에 고집단에서는 태도와 열망(경로계수 .639, t=4.276, p<.001), 주관적 규범과 열망(경로계수

-.415, t=-3.193, p<.001),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경로계수 .439, t=4.760, p<.001), 열망과 구매의도

(경로계수 .983, t=12.482, p<.001)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울러 <그림 9>는

공유가치창출 활동 진정성의 저집단과 고집단의 다중경로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진정성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4. 경로제약을 통한 진정성의 조절효과분석

앞서 공유가치창출 활동 진정성의 저·고인식에 따른 차이를 다중집단 경로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제약을 통해 각 경로에 대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표 27>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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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제약 X2 df △X2/df Sig

태도 ⇨ 열망 1525.757 615 4.408/1 유의

주관적 규범 ⇨ 열망 1525.820 615 4.471/1 유의

긍정적

기대정서
⇨ 열망 1522.659 615 1.310/1 비유의

부정적

기대정서
⇨ 열망 1522.043 615 .694/1 비유의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1524.403 615 3.054/1 비유의

열망 ⇨ 구매의도 1525.533 615 4.184/1 유의

비제약 모델 1521.349 614 - -

표 27. 진정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로제약을 통한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태도와 열망(△

X2=4.408, df=1>X2=3.841), 주관적 규범과 열망(△X2=4.471, df=1>X2=3.841), 열망

과 구매의도(△X2=4.184, df=1>X2=3.8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도와 열망, 주

관적 규범과 열망, 그리고 열망과 구매의도에서는 진정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에 우종필(2012)은 다중집단 분석의 엄격성에 대해 제시하면서

개별경로 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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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 의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해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검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

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집단 간

비교를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진정성의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류하였

다.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1절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1. 태도와 열망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태도와 열망의 관계를 검증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

원형(2018)은 1인 가구의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의도 연구에서 태도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서연(2017)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태도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iu, Kim과 Won(2018)은 스포츠용품 온라인 구매의도에서 태도는 열망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Yim과 Byon(2020)은 밀레니얼 팬

(millennial fan)의 스포츠 소비 결정 과정 연구에서 태도가 이벤트 참여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

즉, 스포츠 참여자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열망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사회에 대해 긍정

적이며 지속가능한 영향이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호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회문제 거론, 해결방

안, 목표행동, 기대효과 등 소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비교적 새로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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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Berry(1980)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형성은 기업이 전달하는 정보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의 활동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신뢰 관계를 높게 구축시켜 경쟁 환경에서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

문성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 비영리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

회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Porter & Kramer, 2011), 사회구성원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프로스포츠(강준호, 2005), 스포츠 관련 행사 및 스

포츠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 유익한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제품에 대한 다양한 노

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Branvold(1992)와 Mullin, Hardy와

Sutton(2000)은 스포츠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다른 매체들보다 소비자들에게 긍

정적으로 작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Holden과 Lutz(1992)와

Kent와 Allen(1994)는 브랜드 친숙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노출빈도는 특정 브랜

드를 회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활동

이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며 특히, 스포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소비자에게 확보된 긍정적인 태도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은 잠재소비자인 스포츠 참여자의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2. 주관적 규범과 열망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주관적 규범과 열망의 관계

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형, 이민석과 이철원(2019)은 시니어의 등산

용품 구매의도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지심과 한희섭(2015)도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중 명품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 규범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독립변수 중 열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 71 -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상반된 연구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유가치창출 기업 제품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에게 가해지

는 중요한 주변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주변인들의 평

가나 견해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스

포츠용품의 특성상 스포츠소비자들은 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디자인, 만족감, 브

랜드 충성도 등 다양한 개인의 취향이나 과거 구매경험 등을 중요시하여 이러한

요소가 통계처리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스포츠 참여자들

은 공유가치창출 기업 제품 수용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판

단과 목표,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며 이는 제품 선택기준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인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긍정적 기대정서와 열망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긍정적 기대정서와 열망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옥선(2018)은 나 혼자 여행 행동의도 연구에서 여행자가 느끼는 긍정

적인 감정은 내면의 동기를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열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Bagozzi와 Dholakia(2006)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감정은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훈,

장미향과 김대철(2015)은 소비자의 친환경 레스토랑 방문의도 연구에서, 긍정적

기대정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목표달성을 하였을 때 느끼는 소비

자의 호의적인 감정이 열망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을 유발 할 수 있는 선행변수의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 참여자 스스로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기업은

향후 기업홍보과정에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며, 자사의 제품을 경험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소비자 스스로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역할, 책임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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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가치창출의 광고나 캠페인 활동은 긍정적 감정인 만족, 행복 및 즐거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Bucic, Harris와 Arli(2012)는 밀레니얼 소비자 그룹에서 윤리

적 소비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장 세분화를 통한 목표그

룹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Fromm과

Garton(2013)은 밀레니얼 소비자 그룹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소비자로서 의

사결정의 투명성, 진실성, 의견공유에 탁월하며 스마트 기기 수용 능력이 뛰어난

세대로 강조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부정적 기대정서와 열망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부정적 기대정서와 열망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중, 원도연과 곽민석(2015)의 온라인 스포츠용품 구매자

의 행동의도 연구, 정희경과 윤해진(2016)의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이용객을 대

상으로 재구매 의도를 검증한 연구, 그리고 김성우(2017)의 해양관광 참여의도

연구에서 부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이렇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기대정서와 열망 간의 긍정적인 관계

를 규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부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였을 때

느끼는 아쉬움이나 실망감 같은 감정이 열망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동기를 전환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구

매의사 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정보는 제품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까지 공유가치창출로 확보된 정보는 스포츠 소비자의 열망을 확보하기에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공유가치창출 활동으로 얻어진 정보나 지식의 가

치가 아직까지는 소비행동을 바꿀만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와 달리 최근 스포츠용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다양한 대체 상품

들이 존재하여 소비자의 소비 선택 기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마케팅의 차별화

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스포츠 기업에서도 공유가치창출 전략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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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와 차별화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

유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는 상품개발은 제품 속성을 기반으

로 하는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소통의 차별화 전략은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다양한 즐거움과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5.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 및 구매의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의

관계 및 구매의도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행동통제와 구매의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웅(2020)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팬의 의사결정 과정 연구, 변

현, 조광민과 배정섭(2018)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팬의 시청

의도 연구, 그리고 김희진과 김인신(2016)의 컨벤션 참가자의 의사결정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서해

란, 2017; 신영송, 김효은, 송학준, 2018; 이후석, 2019)와는 다르게 지각된 행동통

제는 구매(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jzen(2002)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목표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지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적, 금전적 또는 통제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통제신념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자들의 지각된 행동통제 능력이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기능적 가치 및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열

망을 자극하여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

다. 그 예로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아디다스는 해양 플라스틱을 이용한 스포츠용

품 출시 및 스포츠시설 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박세창, 2020; W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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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구매의도를 유발할 수 있는 선행변수이기보다

열망이라는 동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

구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Bagozzi와 Kimmel(1995)과 Perugini와 Bagozzi(2001)

는 열망은 행동의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을 통

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은 잠재소비자의 동기를 강화하여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단순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구매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6. 열망과 구매의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하위변수인 열망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은 핵심변수로써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다수

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도 열망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동려민, 강성규와 이정자(2013), 이민배(2018), 이양희와 박대환

(2014), 이예진과 윤지환(2017), 그리고 Leone, Perugini와 Erolani(2004) 등의 선

행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Leone et al(2004)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

으로 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연구에서 열망이라는 변수가 행동의도를 예측하

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공유가치창출 활동 기업에 대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열망이라는 동기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

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Deci와

Ryan(2000)에 의하면 동기는 행동을 유발, 정도, 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며, 최재경, 정혁과 류호상(2009)은 동기에 대하여 목표행동을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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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욕망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Ryan과 Deci(2000)는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동기 중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핵심이라고

주장하였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

계성(relatedness)의 만족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스포츠 참여자 스스로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

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피드백을 통한 유능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온·오프라

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스포츠 행사 및 대회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래 잠재소비자로 볼 수 있는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내재적 동기부여의 역

할로서 공유가치창출 기업에 대한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제2절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는 태도와 열망, 주관적 규범과 열망, 그리고

열망과 구매의도 경로에서 나타나 진정성 지각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연

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진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설득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목표행동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사회적 파워(social power)가 존재

하지 않으며,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관련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통해 목표행동

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진정성은 기업태도와 구매행동과의 깊은 관련성

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박상민(2016)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기업평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동시에 진정성 지각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기석(202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의 진정성이 기업태도에, 윤종호(2015)는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의 높은 진정성

인식이 기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Drumwright(1996)와 Rifon, Choi, Trimble과 Li(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특성과 적합성이 높은 활동일수록 기업평가에 대해 호의적이며 이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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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를 유발시켜 기업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진정성의 차이가 기업태도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

하였고,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진정성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종원, 김재일, 홍성태와 이유재(2006)는 소비자의 규범적 영향에 대해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 준거집단의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로써 실용적 영향

(utilitarian influence)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Shaw와 Shiu(2003)는 윤리적 성

향이 높은 소비자 집단일수록 주관적 규범은 구매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규범에 의존하여 동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보다 목표행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

하게 인식하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

다.

이경자와 김정희(2013)는 진정성 없는 기업 활동은 혁신 및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에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진정성은 기업명성과 재구매의도와 같

은 기업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로 제시하였다. 유문주(2015)는 공유

가치창출활동 진정성에 대한 높은 지각은 기업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

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조원영(2018)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연구

에서 윤리적 소비는 열망과 구매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지각된 윤리적 수준이 열망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결과의 열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진정성 지각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 수준에 따라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정성 수준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태도와 열망,

주관적 규범과 열망, 그리고 열망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참여자의 진정성 지각 수

준은 비교적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연구결과가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유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효

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스포츠기업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가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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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전달과정에서 기업활동의 진정성을 강화한 마케팅 활

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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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따른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추가적으

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아디다스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선

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

번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의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을 활용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272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

구 결과를 위해 자료처리는 SPSS ver.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그리고 조절효과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

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태도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 기대정서는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

한 열망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조절효과는

태도와 열망, 주관적 규범과 열망, 그리고 열망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유가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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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활동이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함께 공

유가치창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지각 수준에 따른 스포

츠 참여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태도,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동기를 확

보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열망과 같은 동기적인 요인은 구매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미래에 잠재소비자로 볼 수 있는 스포츠 참여자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문제 인식을 기업 경영활동 기회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사

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유

가치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스포츠 참여자의 동기와 경영성과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매의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과 혁신의 모

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미지나 기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

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스포츠 참여

자의 구매의도 분석을 통해 학문적 확장과 함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

서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새로운 기업경영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기

업이나 구단에서는 공유가치창출 전략의 사회적 역할에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스포츠 이벤

트, 스포츠 스폰서십, 프로스포츠 등을 통해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스포츠 참여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대한 효

과적인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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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따른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

교하였을 때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은 Porter와 Kramer에 의해 2011년 처음 소개

된 개념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연구로서 제한된 변수의 측정 및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

를 분석하였지만, 향후 스포츠 영역의 다양한 공유가치창출 활동 확대와 기업의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 및 구매행동 특성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시

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활용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 스포츠 참여자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 관련 스포츠 이벤트나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대상의

확대를 통한 공유가치창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관한 한계점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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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 분석 :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을 

중심으로

본 설문조사는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CSV)에 대한 스포츠 참

여자의 구매의도』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니 편하게 응답하시고,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기명

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

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본 논문의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자 :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과정  박 성 종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김 민 철

※ 모든 문항에 응답하여야만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 빠지는 문항 

없이 체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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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공유가치창출(CSV) 이란...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

는 새로운 경영모델입니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수익 일부를 사

회로 환원하는 단순한 기부 형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한다면 공유가치창출

은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경영방식입니다.

※ 다음은 글로벌 스포츠기업 아디다스(Adidas)가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의 공유

가치창출(CSV)활동 관련 사진 및 내용입니다.

관련사진

관련내용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는 스포츠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환경보호단체(Parley for the Oceans)와의 파

트너십을 통해 환경보호 이벤트, 환경보호 마라톤(런포더오션), 제품개발, 스포

츠시설(트랙) 등 지속적인 해양보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 증대, 폐기물 

생성 방지, 그리고 기후 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21

년 100% 재활용 가능한 런닝화 출시 및 2024년부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전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혁신을 통한 생산 공정

에서의 에너지 절약 등 올해 2020년 해안지대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

품 약 1,500만~2,0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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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항목들은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V”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즐거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아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후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화가 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는 전적으

로 나에게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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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항목은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열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V”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 경험을 얻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까운 미래에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열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항목은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구매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가

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V”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향후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항목은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진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V”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믿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사회적 문제 해결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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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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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십니까?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주부   ⑥ 기타

5. 귀하의 사는 지역은?

① 광주광역시      ② 전라남도      

6.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7. 귀하가 평소에 주로 참여하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

① 축구 ② 야구 ③ 농구 ④ 배구 ⑤ 배드민턴 ⑥ 테니스 ⑦ 마라톤 ⑧ 탁구 ⑨ 골프

⑩ 클라이밍 ⑪ 수영 ⑫ 격투기 ⑬ 기타

8. 귀하는 향후 스포츠용품 구매 기회가 있다면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

의 제품을 고려하시겠습니까?

① 할수있다              ② 할수없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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