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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업의 문화 술 지원활동을 지칭하는 메세나(mecenat)는 고객, 이해 계자, 지역사회와 더불어 기업문

화 강화는 물론 사회공헌과 문화마  도구로 활용되면서 단순 술후원이나 찬의 개념을 넘어 기업 

경 의 다양한 활동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략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내 조직

원들에게 미치는 조직의 메세나 심  조직원 참여의 향 계를 악하기 해 국내 기업 임직원 438명

을 상으로 조직과 개인의 메세나에 한 심도가 조직원들의 메세나 활동 참여도를 통해 조직 신뢰, 애

착, 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했다. 결과 으로 메세나에 한 조직의 심이 높을

수록 조직원 개인의 메세나 심도에 정  향을 미쳤다. 한 심도가 높은 직원의 메세나 참여도가 

높았으며, 결국 조직 신뢰와 애착,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조직문화 강화에 효과 이며, 단순히 기부나 후원활동이 아니라 내부 조직원의 심

과 참여와 함께하는 능동 인 활동으로 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메세나 관심도∣참여도∣조직 신뢰∣조직 애착∣충성도∣

Abstract

Mecenat is a company support to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t has developed as not only 

a patronage of the arts but also a strategic method for a business performance and a company's 

influence. And mecenat has impacted on customers, interested parties, local communities, and 

corporate culture. This study analyzes how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articipation on Mecenat activities affect organizational trust, commitment, and loyalty. As a 

result of surveys from 438 employees, there would be a pro rata increase in an employe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Mecenat, if organizational interest goes up. The interest also affects 

trust in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loyee loyalty in a positive method. The 

result clearly indicates necessity of company's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importance of changing company's perspectives. Hence companies would be recognized that 

supporting Mecenat activities would strengthen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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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한 차별화 략으로 활용되

는 메세나는 기업의 고객 만족과 조직원들의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감성  경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근이 단순히 공연이나 

시를 후원 는 찬하는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의 성격

과 컨셉에 맞춰 융·복합 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특

히 기업과 문화 술 단체의 직 지원 결연을 통해 장기

이며 지속 인 략을 추구하기 해 술단체나 

술가와의 직  트 십(partnership) 계를 맺고 후

원하는 략 인 제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 기업과 

문화 술의 융합 는 상호 호혜  활동이 핵심으로 작

용하는 메세나는 사회공헌  과 마  에

서 그 가치와 효용성이 해석되고 있다[1][2]. 마  

에서의 기업 메세나 활동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각

종 마  역  일부분으로써 홍보효과, 생산성 향

상 등은 물론 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친다[1][3]. 사회공헌  의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박애정신과 사회  책임의식에 호소하는 순수

한 자선 (philanthropy)의미의 기부형태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된다[4]. 이처럼 메세나 

활동은 사회  환원과 고객  지역민과 소외계층에 문

화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문화 술 발 은 물론 문

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  등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기업

의 랜드 이미지를 세련되고 품격있게 향상시킬 수 있

다. 이러한 기업 외부활동 측면과 함께 메세나는 기업 

내부 문화와 조직원의 조직 만족  충성도 제고를 

해 활용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외부 문화마

 활동과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용 문화마 이 조

직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

으나[5], 메세나의 내부 효과에 한 연구는 여 히 매

우 미흡하다. 메세나는 기업과 내부 조직원들과의 정

 계 형성에 있어 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조직원들의 개인  심과 조직문화간의 계를 강화

시킴으로서 조직성과는 물론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신

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6]. 실제로 재 한화그룹, 포스

코, 한성자동차, 자동차 등은 단순 술 후원이나 

소득층 사회공헌의 성격을 넘어 조직원이 직  참여

하는 술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직성과와 조직문화 향상

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세나의 조직 내부  효과성을 

심으로 조직원들의 메세나 심도와 참여도를 높이

고 결과 으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조직신뢰, 애착, 충

성도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 계성을 

실증 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오늘날 창의성과 문화  

감각을 필요로 하는 변화된 경  환경 안에서의 메세나 

활동은 기업과 임직원들의 술 , 문화  감성을 향상

시키고 정  조직문화 구축을 해 조직원의 참여 

로그램의 확보는 매우 요하다. 조직원 참여형 메세나

의 당 성을 강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심

에 한 요성과 더불어 기업 내 조직원들의 메세나 

활동에 한 ‘ 심’과 ‘참여도’를 매개로 한 조직강화 효

과를 연구하 다. 결과 으로 조직의 메세나에 한 

심이 개인  심과 참여도에 향을 미침으로써 궁극

으로는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에 

향을 미침으로써 직원들의 메세나 참여 로그램과 

술 교육  체험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1. 메세나 관련 기존 연구
고  로마시  가이우스 마에 나스(Gaius Clinius 

Maecenas)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충실한 조언자 역

할을 했던 정치가이자 외교 으로서 수많은 술가들

을 경제 , 정신 으로 후원하여 로마 문 부흥에 큰 

기여를 하 다. 그의 이름을 딴 랑스어 메세나

(mecenat)는 기업의 문화 술 후원 활동 는 문화공헌 

활동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문화 술  스

포츠 원조, 사회 ·인도  입장에서의 공익사업 지원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7]. 국내 메세나 연구들은 

다양한 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사회공헌  에

서의 메세나는 기업의 박애정신을 요구하거나 사회  

책임의식에 호소하는 자선  의미의 기부 활동을 의미

한다[2][4]. 이와 함께 제시되는 마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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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기업 인지도 향상 

 이미지 제고라는 홍보 략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

며, 기업의 마  역  일부분으로써 술이 주는 

고  이미지를 이용한 보다 신 인 마  략을 구

축하기 해 메세나 활동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 마

 에서 메세나는 잠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

며, 보다 다양한 경  활동 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8][9]. 뿐만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 메세나는 기업의 핵

심 목표인 매출 증 는 물론 기업 인지도 확 와 가격 

리미엄 획득이라는 성과를 획득함과 동시에 종업원 

측면의 기업 내부  경 활동으로써 직원들에게 다양

한 문화혜택을 제공하여 조직 내 네트워크 강화나 생산

성 증 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 내부 조직원을 

상으로 문화 술 교육을 실시하거나 술동아리 지원

을 하고 소외계층과의 문화나눔,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공연이나 시 람의 기회 제공 등 내부 문화마  

활동을 강화할 경우 종업원의 자부심은 고취되고 상사

와 동료 간에 계증진 향상을 기 할 수 있으며, 업무 

창의성 기  등 조직신뢰를 비롯한 업무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10][11]. 더불어 직원의 인사제도, 

리더십, 근무환경, 그리고 기업문화, 조직운 , 업무효

율성과 같은 경  환경 반에 정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친다[12]. 한 문화마  활동에 한 직원의 인

식 수 에 따라 기업명성, 직무만족, 자아존 감, 조직

동일시, 조직시민행동 등과 정 인 계가 있음을 기

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3-15]. 이에 조

직 내부  에서의 기업 메세나 활동을 순수 문화

술 기부나 재능 사 활동과 더불어 직원 문화 술 교육

이나 술동아리 지원을 하는 내부 문화마 으로 메

세나를 근할 수 있다. 

2. 조직 및 개인의 메세나 관심도, 참여도
기업의 조직원과 그 가족의 사 인 심이 메세나의 

주요 발  동기가 될 수 있다[16]. 이는 기업의 문화

술 , 사회공헌  메세나 활동에 한 최고경 자를 비

롯한 조직의 사  심을 강화할 때 메세나를 통한 

기업이미지 향상  내부 마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5][17]. 한 부분의 기업 활동처럼 

메세나도 조직원 개인 스스로 그 의미와 가치를 요하

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해 더욱 정  결과

를 얻을 수 있게 된다[18]. 사회공헌이나 메세나 등 사

회  선한 일을 시행하는 자신의 소속 회사에 해 종

업원들은 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종

업원들은 자발 으로 행동하고 즐겁게 일하여 조직에 

지속 으로 머물려는 계유지 의사가 더욱 강해지기

도 한다[19][20].

직장 내 비공식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소

속감을 높여주고 직무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21], 조

직의 심 분야에 따라 조직원 개인의 심 역이 

향을 받을 수 있다[22]. 이는 문화 술 는 메세나에 

한 조직의 심이 많을수록 조직원 개인 으로도 메

세나에 한 심과 경험들이 확 될 수 있음을 측하

게 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기부나 

자원 사 활동에 해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직

원은 자원 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더 극 으로 참여

한다[23]. 이는 문화 술이나 메세나에 한 개인  

심도와 참여도간의 계를 다른 순기능  변인들에 비

하여 더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

술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참여는 기업의 략 인 

차원에서 구성되지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

에게는 회사에 한 애사심과 자부심 는 만족도를 높

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6]. 결국 조

직원들의 문화 술에 한 극 인 참여는 그들의 

심과 열정에서 기반될 수 있으며, 최 의 경험과 심리

 상태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그 만큼 

조직 체의 메세나에 한 이해와 심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 1,2,3

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조직의 메세나 심이 높으면 내부 조직원 개

인의 메세나 심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조직의 메세나 심이 높으면 내부 조직원 개

인의 메세나 참여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내부 조직원 개인의 메세나 심이 높으면 개

인의 메세나 참여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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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신뢰, 애착, 충성도
조직 신뢰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객 인 고용 계

간의 신뢰로써 조직이 어도 나에게 해롭지 않은 행동

을 수행하거나 유익할 것이라는 지각을 의미하는데

[24], 조직과 조직원 간의 높은 신뢰 계의 구축을 의미

하는 지원과 동의 의미와 함께 불확실한 변화와 복잡

한 상황에 한 기업의 응력 증진을 뜻하기도 하며 

감시나 통제에 드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다[25-27]. 

한 기업의 문화와 술지원 활동으로 하여  조직원

은 자사에 해 정 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

해 쌓인 조직신뢰를 통하여 회사에 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조직몰입과 고객 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종내에는 내부 직원의 자사에 

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5][28]. 더불어 

조직 신뢰는 조직원들의 직무 열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

하는 것은 물론, 조직원들의 창의성에도 향을 주기도 

한다[29][30]. 창의성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문화 술을 

활용한 메세나가 조직신뢰확보에 요한 부분을 차지

함을 짐직할 수 있다.

조직 애착은 한 조직의 종업원이 그 조직에 해 얼

마나 헌신하려는 의사와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

여주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안정된 애착 계를 형성한 

개인은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정 이며 활발하고 

직장에서의 직무성과도 높고 원만한 인 계를 형성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조직 애착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이 조직에 해 어떠한 애착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조직구성원들 간의 력, 결속, 신뢰 형

성이 달라지며[31], 일에 있어서도 성과, 결근율, 유효성 

등에도 향을 미친다[32]. 체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

을 정도로 심리 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한 조직

애착인데[33], 이는 조직에 한 일체감, 소속감, 충성심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지  차원에서의 조직 동일시는 

자신의 이미지와 조직의 이미지 사이간 일치하는 정도

이며, 정서  차원은 사랑(love)와 즐거움(joy)을 말하

는 것이고 평가  차원은 스스로에 한 자부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34].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조직원

들의 직 인 참여경험이 기업에 한 소속감과 몰입

도를 향상시키고 정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다[35][36].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한 조직원

의 참여도, 공감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회사에 한 애

사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기업 사회공헌의 

가치를 신뢰할수록 회사에 한 애사심, 자부심,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다[6]. 이처럼 메세나 활동 역시 문화 , 

술  참여와 공감도 측면에서 직간 으로 조직원

의 회사에 한 자부심과 애사심에 향을 미칠 수 있

고[37], 기업의 문화경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원들

의 조직에 한 소속 욕구  감정  애착이 높아져 감

정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

는 메세나 참여 경험이 조직 애착에 정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 다. 

기업에서 종업원의 조직 충성도가 요한 이유는 충

성도가 높으면 조직과의 일체감이 강해져 기업 목표달

성을 한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38][39]. 조직 충성도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노력을 의미하

는데[40], 조직충성도는 조직원이 조직에 갖는 심리

인 애착감이자 조직의 규범과 가치에 자신의 것을 맞추

어 행동하려고 하는 태도이며, 조직에 충성하여 동시에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기를 원하고 의식과 의지이

다[41]. 조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 헌신하려는 조직 

구성원의 열정으로 조직에 한 정 인 기여도가 높

아지며[42], 사내 커뮤니 이션 강화, 략  보상, 직원 

교육  훈련 등 인터  마 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등 조직 내부 결속  조직문화 발 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43].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한 직원 

참여도, 인지도, 공감도가 높을수록 회사에 한 자부

심,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충성도가 강화되는 

것처럼[6] 메세나 활동 역시 다른 사회 사의 활동과는 

달리 시, 동아리, 문화 사 등 체험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술 참여를 통한 고 문화에 한 향수와 정서

 감흥으로 인하여 조직 충성심과 연 감이 확 되기

에 충분하다. 더불어 좋은 문화 술을 하게 해  회

사를 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서  의지와 주변사람

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제반 문화 술 체험에 한 이

야기를 하며 회사자랑을 하는 등 조직 충성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

설 4,5,6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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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가 높으면 조직 신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가 높으면 조직 애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가 높으면 조직 충성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메세나에 한 심도가 조직

원 개인의 심도에도 향을 미치는 지와 조직과 조직

원 개인의 심이 개인의 메세나 참여도에 미치는 향

과 이 참여도에 따라 조직신뢰, 애착, 충성도 각각에 

정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

다. 기업 내부에서 조직은 물론 조직원들의 개인 인 

메세나에 한 심도가 결국 메세나에 한 극  참

여를 낳고, 이러한 참여 확산이 결과 으로 조직신뢰, 

애착, 충성도를 높여 정  조직 문화 활성화에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계를 설정하 다. 메세나에 한 

심과 참여 여부가 조직원들의 변화를 일깨우는지에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궁극 으로 앞선 선행연구들

을 기반으로 한 6개의 가설을 심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항목 및 도구
측정 변수는 독립변수인 조직  개인의 메세나 심

도, 종속변수는 조직신뢰, 조직애착, 조직충성도이다. 

매개변수는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로 가정하 다. 기

업 메세나에 한 조직 , 개인  심도와 참여도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각 특성들간의 합성을 살펴

보고 조직의 심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

다, 4=그 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된 총 23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연구하 다. 한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본 연구에서는 가설  모형에서 사용한 모든 변

수들을 측정하기 하여 기존 연구들이 개발하여 사용

한 측정 문항들을 연구의 목 과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

여 사용하 다. 첫째, 메세나 심도에 한 두 변수인 

‘조직의 심’과 ‘개인  심’ 에 한 요인들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1)조직의 

메세나 심도는 ‘ 담부서 운  여부’ ‘자사의 직원복

지 심도’ ‘메세나 활동의 사  정보 공유 노력’ ‘자

사 메세나 심도’ ‘정기  체험활동 운  여부’ 등 다섯 

항목을 사용하 으며, (2)조직원 개인의 메세나 심도

는 ‘문화 술에 한 심’ ‘메세나의 필요성 인지’ ‘자사 

메세나 활동 인지도’ ‘타사 메세나에 한 심’ ‘메세나

에 한 인지와 심’ 등 다섯 측정항목을 측정하 다. 

둘째, 가설  모형에서 매개변수로 상하는 메세나 

참여도는 ‘자사 메세나 활동에 한 직원 동참 요망’ ‘자

발성  참여 경험’ ‘ 극  참여 의지’ ‘보람과 기쁨’ 등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다섯 개 문항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조직신

뢰’ ‘조직애착’ ‘조직충성도’ 로 구분한 총 여덟 문항(조

직이 제공한 정보와 약속에 한 신뢰, 회사에 한 자

부심, 회사 발 을 한 노력, 주변에 회사 자랑) 등 총 

23문항을 사용하 다. 

3. 조사 진행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국메세나 회 회원사  13개 

기업을 비롯한 기업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하여 

설문지, 이메일 등으로 수집하 다. 설문기간은 6월13

일~7월8일이며 수거된 총 459개 데이터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총 438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했다. 

자료의 인구 사회  특성과 변수의 기술 통계치, 정규

성 진단을 해 SPSS 22.0을 활용하 으며, 회귀분석

과 경로분석을 동시에 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

은 AMOS 22.0을 활용하 다. 계수의 추정방법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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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

용하 고, 변수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에 이용된 최종 응답자의 성별은 [표 1]과 같이 

남성이 51.6%, 여성이 48.4%로 고른 성비 분포를 이뤘

다.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53%,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8.5%로 나타나 3,40 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업무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

이 30.4%, 11년 이상∼5년 미만이 28.1% 으며, 15년 

이상 근무자도 15%에 달했다. 응답자의 학력은 학교 

졸업자가 73.5%, 학원 졸업이 20.3%로 학사와 석사

가 주를 이루었다. 직 을 보면 사원, 리, 과장이 각각 

29.2%, 22.8%, 23.5% 로 사원에서 과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0.4%로 집계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26 51.6
여성 212 48.4

연령
30세 미만 67 15.3
30세 이상~40세 미만 232 53
40세 이상~50세 미만 125 28.5
50세 이상 14 3.2

업 무
경력

1년 미만 24 5.5
1년 이상~5년 미만 123 28.1
5년 이상~10년 미만 133 30.4
10년 이상~15년 미만 92 21
15년 이상 66 15.1

학력
고등학교  졸업 23 5.3
대학교 졸업 322 73.5
대학원 졸업 89 20.3
박사학위 소지 4 0.9

직급

사원 128 29.2
대리 100 22.8
과장 103 23.5
차장 54 12.3
부장 38 8.7
임원 15 3.4

업종

제조, 생산 95 21.7
금융 및 보험 54 12.4
유통업 61 13.9
서비스업(교육 포함) 177 40.4
연구개발업 34 7.8
IT/정보통신 17 3.9

표 1. 응답자 특성

변수 문항
표
재랑

t-값 p값
평균추출
분산
(AVE)

복합신뢰
도
(CR)

Cronbac
h’s α

조직
관심

조직관심1 0.811 -　 -　
0.692 0.9 0.901조직관심2 0.773 17.967 ***

조직관심3 0.878 21.325 ***
조직관심4 0.871 21.105 ***

개인
관심

개인관심2 0.775 -　 -　
0.599 0.817 0.842개인관심4 0.842 17.421 ***

개인관심5 0.775 16.147 ***
참여
도

참여2 0.827 -　 -　 0.705 0.827 0.848참여4 0.89 17.531 ***
조직
신뢰

조직신뢰1 0.728 　- -　
0.664 0.855 0.754조직신뢰2 0.694 13.107 ***

조직신뢰3 0.714 13.439 ***
조직
애착

조직애착1 0.891 　- -　 0.836 0.910 0.858조직애착2 0.844 22.89 ***
조직
충성

조직충성1 0.747 　- -　
0.706 0.877 0.818조직충성2 0.699 19.48 ***

조직충성3 0.821 15.076 ***
*** : p<0.001

표 2.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거

친 후 2단계 근법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 다[44].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지수를 활용하여 내

 일 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평

가하 다. 복합 신뢰도는 0.7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45].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

다. 집 타당성은 표 요인 재량이 0.7 이상이어야 통

계 으로 유의하고,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크론바흐 알  값이 0.7 보다 커야한다. 평균추출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은 0.5 이상이어

야 한다[46].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 화 경로

계수  조직충성2의 표  재량이 0.699로 0.7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합성에 다른 문항들의 재량이 크므

로 체 으로 합하다고 보았다. 한 t-값이 모두 

1.96보다 크므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복합신뢰도 

한 기 치인 0.7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 

요인 항목들에 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여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이에 따라 연구에 사

용된 모든 변수들은 체 으로 내 일 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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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2(df) χ2/df RMR GFI AGFI NFI RMSEA CFI TLI

최초모형 781.908 7.044 0.13 0.824 0.758 0.836 0.118 0.855 0.822

수정모형 308.927 2.887 0.042 0.925 0.892 0.935 0.066 0.956 0.944

표 4. 모형간 적합도 평가

있으며, 타당성과 신뢰도 모두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각각의 개념에 한 AVE의 제곱근 값이 다

른 구성 개념들의 상 계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 

별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다[48]. [표 3]에 따라 각 

구성 개념에 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변수와 다

른 변수들 간의 상 계 값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측

정도구의 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개인
심

조직
심

참여도
조직
신뢰

조직
애착

조직
충성

개인
관심

0.599
(0.774) 　 　 　 　 　

조직
관심 0.600** 0.629

(0.793) 　 　 　 　

참여도 0.599** 0.540** 0.705
(0.838) 　 　 　

조직
신뢰 0.346** 0.315** 0.342** 0.664

(0.815) 　 　
조직
애착 0.607** 0.649** 0.650** 0.468** 0.836

(0.914) 　
조직
충성 0.336** 0.254** 0.319** 0.637** 0.468** 0.706

(0.840)
** : p<0.01, 대각선 진한부분은AVE값, (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표 3. 상관관계표 및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3. 구조모형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구조모형의 합도를 평가

하여야 한다[49]. 합기  χ2은 0.05 이상, χ2/자유도

는 3이하, GIF는 0.9 이상, AFGI 0.9이상, RMR 0.05이

하, NFI 0.85 이상, CFI 0.9이상, TLI 0.9 이상, RMSEA 

0.05 이하이다. [표 4]와 같이 최  모형의 가설검증을 

실시했을 때는 합도 값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

으나, 각 변수의 측정요인과 구조오차를 제거하거나 

연결하는 차를 거쳐 체 모형을 수정하 다. 수정된 

모형에서 χ2/자유도는 2.887로 3이하로 나타났다. 

AGIF는 0.892로 나타났으나 0.85 이상이면 양호한 것

이므로 합도 지수 검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RMSEA는 0.066로 나타나 0.05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

나 0.08 이하도 양호하므로 이 모형은 체 으로 합

도에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

합도 지수가 개선된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

택하 다. 각 모형의 추정 합도 값은 [표 4]와 같다. 

수정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조직 심은 표 화

된 경로계수 0.703(p<0.001)로 개인 심에 가장 강력한 

향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심은 0.262(p<0.001)

로 참여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 술에 한 심과 지원이 커질수록 이에 한 조

직원 개인의 심도 높아짐을 검증한 것이다. 한 개

인 심은 표 화된 경로계수 0.533(p<0.001)으로 참여

도에 향력을 가졌다. 참여도는 조직신뢰도 0.460(p<0.001), 

조직애착도 0.384(p<0.001), 조직충성도 0.367(p<0.01) 

순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처럼 [표 5][그림 2]와 

같이 6개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경로)
회귀
계수

표 화  
회귀계수

p-값
채택  
여부

R
2

조직관심->개인관심 0.678 0.703 *** 채택 0.494 
조직관심->참여도 0.583 0.262 *** 채택 0.548 개인관심->참여도 0.277 0.533 *** 채택
참여도->조직신뢰 0.264 0.460 *** 채택 0.211 
참여도->조직애착 0.290 0.384 *** 채택 0.147 
참여도->조직충성 0.260 0.367 *** 채택 0.169 
*** : p<0.001

표 5. 가설검증 결과 

*** : p<0.001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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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조직관심 → 개인관심 0.703 - 0.703
조직관심 → 참여도 0.263 0.374** 0.636
개인관심 → 참여도 0.532 - 0.532
참여도 → 조직신뢰 0.460 - 0.460
참여도 → 조직애착 0.384 - 0.384
참여도 → 조직충성 0.411 - 0.411
조직관심 → 조직신뢰 - 0.293** 0.293
조직관심 → 조직애착 - 0.244** 0.244
조직관심 → 조직충성 - 0.262** 0.262
개인관심 → 조직신뢰 - 0.244** 0.244
개인관심 → 조직애착 - 0.204** 0.204
개인관심 → 조직충성 - 0.219** 0.219

**: p<0.01

표 6.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분석 결과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

트래핑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 다. 그 결

과는 [표 6]과 같이 조직의 심이 참여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0.374(p<0.01)로 나타나 조직원 개인의 메세

나 심도가 조직의 메세나 심도와 메세나 참여도간

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조직의 메세나 심도와 개인 심도의 조직신

뢰, 조직애착, 조직충성도간 간 효과는 각 0.2(p<0.01)

이상으로 나타나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가 조직  조

직원 개인의 심도와 조직신뢰, 애착, 충성도에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

화 술 지원 활동이 단지 액 기부나 찬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사 인 정보 공유와 함께 조직원들의 

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진화된 융합 메세나 략 수

립에 한 과제를 던져 다.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최근 기업들은 임직원 유 사 시간을 보장하거나 

임직원들의 기부에 한 매칭그란트 기 을 집행하고, 

임직원이 직 으로 참여하는 술활동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메세나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를 통해 술 후원을 넘어 사회공

헌과 내부 조직 마  활동을 극 화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주도  메세나 활동이 조

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참여형 활동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에 기반하여 메세나 활동에 한 조직원들의 심

도와 참여도가 결과 으로 조직 신뢰와 애착,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실증 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자 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크게 독립변수인 조

직의 메세나 심도이며 종속변수는 조직신뢰, 조직애

착, 조직충성, 그리고 매개변수는 조직원 개인의 메세나 

심도와 조직원의 메세나 참여도이다.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메세나 활동에 한 조직의 심이 크고 지원이 

많을수록 조직원 개인의 메세나에 한 심도 확 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조직의 심도와 개인 

심도 모두 조직원들의 메세나 참여도에도 직  

향을 주며, 이에 참여도가 강화되는 만큼 조직원들의 

조직 신뢰, 애착,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조직 문화  

측면에서 메세나 활동이 정  효과를 미친다는 이론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실증 으로 입증하고 있다. 

한 조직원들의 메세나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이는 곧 

조직 신뢰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충성도와 애착 

순으로 감성  요인보다 이성  요인에 더욱 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

내 기업 조직원들의 경우 메세나 참여가 단순한 문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 

일체감과 조직 활동 만족도로 연결되어 결과 으로 직

무 강화  업무 몰입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 다.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메세나에 

한 조직의 심과 지원은 조직원들 개인의 술에 

한 심도를 높이고 조직원 참여도라는 메커니즘을 이

끌어내 결국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정 인 기업환경

을 조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 냈다는 이다. 둘째, 건

하고 문화 인 기업 환경은 조직원들의 문화  소양을 

강화하여 기업의 내부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

며, 기업, 조직원, 사회 등의 이해 계자가 함께하는 보

다 포 인 메세나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셋째, 메세나를 통한 조직 성과를 확보하기 

해서는 조직의 심도가 무엇보다 요하며, 그 심에 

참여도 강화를 한 략  로그램의 기획이 요함



조직의 메세나 관심이 내부 조직원의 메세나 관심도와 참여도 및 조직 신뢰,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53

을 이론 으로 검증하 다. 이는 메세나 활동이 이제는 

일방 인 조직 활동이 아닌 조직원과 함께 로그램 성

격에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이 연구를 통해 기업의 메세나 기획 실무  측면에서

는 첫째, 기업에서 메세나 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단

순 후원보다는 조직원 참여를 유도하는 융합 인 략

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큰 메세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로써 소비자나 수혜자에게 을 둔 메

세나 활동의 평가 외에 내부 조직원 에서 메세나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리하는 체계  시스템의 개발

이 시 함을 시사하 다. 조직원을 한 다양한 참여형 

메세나 로그램 개발을 통해 조직에 한 충성도와 신

뢰 등 성과지표들이 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기업이 메세나를 후원해야 할 당 성과 요성에 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할 

수 있다.

둘쨰, 실무  차원에서 메세나 정보의 사  공유를 

제시할 수 있다. 자사의 메세나 활동 정보를 조직원 

원이 공유하여 보다 효율 인 로그램을 략 으로 

기획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아이덴티티

를 정교화하는 방법과 메커니즘  자사 직원들에게 

CSR 연상을 강화하기 해 내부 인 커뮤니 이션 활

동을 통한 이미지 달에 주력해야 한다[50]. 이를 해 

조직원 상으로 고나 로모션, 뉴스 터, 내부 리포

트 등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51], 좋은 

로그램을 기획해 놓고도 내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도가 낮다면 기획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사의 메세나 활동 정보를 사  차원에서 공

유하여 보다 효율 인 로그램을 략 으로 기획하

는 것이 요하다. 셋째, 이를 해 메세나 담부서의 

존재와 그 역할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기획, 

홍보, 인사, 총무 등과의 세 한 의를 통해 조직원 참

여를 가능하게 하는 융합 메세나 략을 수립하여 사

인 정보공유를 한다면 메세나 조직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조직원 참여형 메세나 

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메세나에 한 조직원 심과 

참여가 조직 신뢰, 애착,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치

는지에 해 실증 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메세나 회 회원

사 13개사를 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한 연구이며, 

특히 조사 기업들이 메세나에 한 정  인식을 가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한 이미 메세나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가진 조직원들을 

상으로 조사한 만큼 참여경험자와 비경험자와의 비

교, 는 참여에 한 부정  인식을 가진 조직원과 

정  인식을 가진 조직원으로의 비교 분석 등을 이루진 

못해 메세나 심도와 참여도에 한 보다 정 한 연구

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평소 애

사심이 높거나 정 인 조직원이라면 기업의 어떤 활

동에 극 일 수 있는 역의 인과 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신뢰, 애착, 충성도 요인에 

의한 결과로는 메세나 심이나 참여를 강화할 경우 내

부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  증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산업군과 소기업까지로의 연구 상 확 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며, 조직 신뢰, 애착, 충성도 이

외의 다양한 조직 문화  내부 조직 활성화 요인들에 

한 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 

메세나 유형  참여 유형에 따른 유형 비교  집단 비

교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 인 메세나 효과성을 입증하

고, 실무 으로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가 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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