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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전략적 대응방안: 

부정적 정보의 설득력 약화 전략과 

손상된 이미지 복구 전략을 중심으로

김  영  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전략적 대응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스포

츠 조직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 조직의 

위기 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연

구가 매우 미흡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에서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정보 설득력 약

화 및 손상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분석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인이론과 

판단수정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두 가지 실험설계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과적 추론과정을 이

해하기 위한 귀인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설득력 약화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관

련된 지식편향 정보를 절감단서로 제공함으로써 메시지 설득력의 감소효과 

여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1개 독립변수, 4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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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간(between-subject) 실험 설계를 적용하였다. 총 140명의 피험자가 4

개 집단별로 35명씩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피험자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27명의 피험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피험자에게 부정정보 자

극과 반박정보 자극을 단계적으로 제공한 후 개인속성 귀인정도, 실제적 사

실 귀인정도,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 사전ㆍ사후 

태도 등 종속변인에 대한 응답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절감단서 제공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부정

적 언론보도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절감단서의 제공은 효과적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 2에서는 스포츠 조직이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어 이미지 손상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스포츠 조직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보로 인한 판

단수정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스포츠 조직의 이미지 회복 메커니즘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태도수정에 대한 정

보의 비교 가능성(comparison opportunity) 이론인 탐색-정렬 모델(Pham & 

Muthukrishnan, 2002)을 토대로 부정정보와 반박정보 간의 공통비교성과 진단

성에 관련된 추상성 수준 일치성 및 내용영역 일치성 변인이 태도변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2(부정적 언론보도

의 추상성 수준: 추상적 vs. 구체적) × 2(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 추상적 vs. 

구체적) × 2(내용영역 일치성: 일치 vs. 불일치) 피험자 간 팩토리얼 실험설

계(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를 적용하여 총 8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

되었다. 총 200명의 피험자가 8개 집단별로 25명씩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피험자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77명의 피험자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부정정보 자극과 반박정보 자극을 단계적으로 제공한 후 사전ㆍ사후 

태도 등 종속변인에 대한 응답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내용영역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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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정보가 추상

적일 경우는 내용영역 일치성만 태도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다르게 추상성 수준 일치성에 대

한 내용영역 일치성의 가법적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실험 2에서 설

정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상성 수준 일

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 각각은 긍정적인 이미지 복구의 독립적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정렬 모델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이론적 가정은 타

당하게 지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 조직의 현장 중심적 대응 접근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초의 학술적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 설득력 약화를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부

정적 메시지 노출 후 손상된 조직 이미지의 회복 전략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적 지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

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1에서 부정적 메시지 

설득력 약화를 위한 귀인이론적 자원과 실험 2에서 손상된 조직 이미지 회복

을 위한 태도수정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적 자원은 스포츠 조직 및 경영 분

야,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 분야에서 검토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

로운 학술적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후속적 연구를 위한 다양

한 이론적 분석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부정적 언론보도, 스포츠 조직, 귀인이론, 절감단서, 탐색-정렬 모델, 

공통비교성, 진단성 

학  번 : 2007-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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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위기상황은 의도와 관계없이 항상 상존하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기관리는 성공적인 조직운영의 

필수적 요건이다. 부정적 언론보도는 대표적인 위기상황으로서 그에 대한  

전문적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현상

이 급속히 다양해지고 그 영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위기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

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에

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미진하고, 따라서 관련된 실무적 지식과 정보  

또한 부족한 현실의 개선노력이 필요함에 근거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위기상황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위기상황은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 행동, 도전, 사고,  

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방신웅, 김기한, 2013), 대부분의 위기

상황은 부정적 언론보도(negative publicity)의 형태로 공중이나 수용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확산된다. 스포츠의 위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해당 

스포츠 조직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경기 결과의  

판정시비와 그에 대한 해당 경기단체의 미흡한 대응 논란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예를 보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여자 펜싱 경기에서 한국의 

신아람 선수의 소위 ‘흐르지 않은 1초’ 사건이나 수영 경기에서 박태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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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00m 출발 실격 사건,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와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에 대한 판정시비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판정시비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해당 경기단체의 미숙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기단체의 비전문성과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이 만성화된 실정이다. 또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축구 대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사건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미숙한 대응   

또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와 같은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오심이나 판정시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 상황

에 대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언론보도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조직의 위기는 “스포츠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며 해당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방신웅, 김기한, 2013, p. 86)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 조직의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중이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위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라는 추가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매력적인 즉각적 

소재가 되고 해당 조직과 관련자에 대한 이미지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은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명성의 훼손은 경제적 타격이 되어 다시 조직에 되돌아오게 된다”(조정열, 

2005, p. 258)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은 

경우에 따라 조직이나 관련자의 정당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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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스포츠 조직은 부정적 언론보도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차원

의 인식부재가 최근에야 학계와 스포츠 경영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의 많은 스포츠 조직은 부정적 언론보도

를 포함한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무대책의 수수방관 또는 무원칙의 주먹

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 스포츠 영역

에서 다양화, 분업화, 전문화, 융합적 확장 등의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

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점을 볼 때 스포츠 조직의 위기는 불확실성과 불

가피성의 속성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무대응 

또는 무전략적 접근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의 위기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손

상 또는 손실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이 위기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할 때 즉, 무대응 대책은 전략적으로 

의도된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적 언론보도와 같은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준

비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후속보도가 나와 부정적인 노출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조정열, 2005). 그리

고 무대책의 수수방관식 대응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무대응 또는 침묵전략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책임원인이 조직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한 통제력

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실제로 침묵은 어느 위기유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이상경, 이명천, 2007), 침묵대응의 전략적 

선택 또한 공중의 전략수용성이 매우 낮으며(최윤형, 최세나, 2013), 따라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전략이 될 수 있다(전혜미, 이수범, 

2009). 반대로 적극적인 대응은 위기 상황의 완화뿐만 아니라 조직 이미지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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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정적 언론보도를 비롯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전

문화된 전략의 부재 즉, 무대응, 무원칙, 무전략적 접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최근에 와서 부정적 언론보도 등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

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박혜원, 박재진(2011), 방신웅, 김기한

(2013), 방신웅(2013) 등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부정적 언론보

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스포츠 현장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의 부족은 체계적이고 정제된 이론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

한 실증적 학술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직면하였을 경우 조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어

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부정적 영향으로 손상된 조직의 이

미지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적 대응전략의 이론적, 실증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학계에 보

고 된 바가 없다.

부정적 언론보도는 공공, 민간, 기업조직 등 제반 공식ㆍ비공식 조직 

및 행위자 모두가 예기치 않게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

적 언론보도의 특징 및 그에 대한 대처노력과 관련하여 스포츠 조직에만 나

타나는 특이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현상의 다양화, 복잡화, 상업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스포츠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이해관계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써 스포

츠 조직의 영역에 국한될 수 있는 부정적 언론보도와 그 대응전략의 특이성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

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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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맥락에 작동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스포

츠 조직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된 스포츠 

경영학계의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향후 스포츠 조직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며, 동시에 부

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통합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시발점

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

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축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론적, 실증적 지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학술

적, 실무적 연구가 시급하다. 최근 스포츠 현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

가 확대되면서 스포츠 조직 또한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

를 포함하여 스포츠 조직이 직면하는 위기상황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

으로 다양화, 복잡화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조직의 위기에 대한 그동안의 학

술적, 실무적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고 따라서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의 본

질 및 유형,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및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경

험적 분석이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잇다.   

둘째,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 차원의 현장중심 대응적 접

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전략적 대응목적을 세분화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부정적 영향력

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과 부정적 언론보도로 손상된 조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실증적 대응전략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양

적,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적극적이고 

정제된 대응전략 마련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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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조직의 전문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이다.  

셋째,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개념적 토대에 근거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해

석 및 원인추론 과정 등 기존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이론적 성과

를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커니즘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태도변화 및 판단수정에 관한 기존의 설득 커뮤니케이

션의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상된 조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과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화 및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전략적 대응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부정적 언론보도

와 관련된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 조직의 위기 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위기대응 커뮤니케

이션 차원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과 손

상된 이미지 회복 전략 두 가지 차원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대

응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조직이 부정적 언론

보도에 직면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실증

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 언론보

도 메시지의 설득력 약화를 위한 역설득(de-persuasion) 전략으로서 절감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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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ing cue)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스포츠 조직이 부

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된 상황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에 단순 반박하는 대

응전략과 절감단서(discounting cue)를 제공하는 대응전략을 비교분석 함으로

써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전략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 조

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손상된 조직 이미지 회복 전략에 대

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손상된 부정적 이미

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태도수정(attitude revis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기 위한 도전자극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즉, 태도수정에 관한 정보의 비교 가

능성 이론을 토대로 기존의 부정적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

자극 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설 검증을 함으로써 조직의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

션 관점에서 부정적 정보의 설득력 약화 전략과 이미지 회복 전략에 대한 이

론적, 실증적 메커니즘의 분석에 근거한 실질적인 전략적 위기대응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언론보도의 내

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는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수행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확인되었다(김영욱, 2006, 

2008). 예컨대 조직의 명백한 잘못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 사회

의 규범이나 관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대응전략(예를 들어 책임의 인정과 

수습 및 재발방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부정

적 언론보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조직의 이미지를 보다 신뢰성

과 책임감이 높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김영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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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김지윤, 성민정, 2009; 윤영민, 2007; Lyon & Cameron, 2004). 본 연구

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 약화 및 손상된 이미지의 

회복 전략은 명백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 또는 속임수 차원의 비윤리

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

하고자 하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전략의 범위는 명백한 오보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언론보도에 스포츠 조직이 직면하였을 경우 사

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전략에 국한된다. 

3. 논문의 개요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에서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정보 설득력 

약화 및 손상된 이미지 회복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언론보도 대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일반 조직의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전략 관련 선행연구

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은 첫 번째 실증 연구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 검증

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

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과적 추론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귀인 이론적 접근

을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득력 약화 메커니

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4장은 두 번째 실증 연구로 손상된 이

미지 복구 전략 검증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부

정적 정보로 인한 판단이나 태도를 수정하게 되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

미지 회복 메커니즘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실험 1과 2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논의를 진행

하고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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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언론보도 대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1. 스포츠 조직을 둘러싼 부정적 언론보도 및 관련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특징과 분류에 대

하여 살펴보고,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대응방법 및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1.1. 부정적 언론보도의 특징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최근 다양한 내용으로 증가 추

세에 있다. 스포츠 조직의 선진화, 전문화 등 변화요구의 증가 또한 이러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스포츠 현상의 

다양화, 복합화, 융합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스포츠 현상의 범위는 

한층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

으로 인하여 스포츠 현장에서의 위기상황 또한 전례 없이 다양화되고 그 메

커니즘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부정적 언론보도는 조직 위기의 본질적 성격인 불가피성, 불확실

성 특징과 맞물려 그 발생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며 그 발생단계 및 과

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성은 조직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기상황이 언제나 상존함을 의미하는데(김영욱, 2002; Lerbinger, 1997), 스포

츠 조직은 언제라도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언론

보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은 조직의 위



- 10 -

기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언제 어느 영역에서 발생할지 그리고 발생 후 

위기 진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움을 의미한

다(김영욱, 2008; Lerbinger, 1997). 부정적 언론보도 또한 의도적, 비의도적일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영역 또한 다양하며 그 전개과정 또한 복잡한 불확실

성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불가

피성, 불확실성은 스포츠에서의 위기상황의 다양화, 복잡화 경향과 더불어 더

욱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조직의 적극적

이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관점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

략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언론보도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라는 

차원에서 근원적 사건에 연계된 미디어 사건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는 조직 위기의 본질적 속

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위기상황의 독자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위기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점에서 위기상황 자체뿐만 아니라 해

당 위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또한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위기상황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는 그 자체가 독립적 위상상황으로서 

위기의 불가피성과 불확실성 속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미디

어를 통한 정보의 생산, 재생산, 확산의 본질적 메커니즘을 그대로 반영하는 

위기 발생의 복합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조

정열(2005, p. 258)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기는 뉴스에 선행하지만, 일단 뉴스로 생산된 위기는 본래의 모습

과는 별개로, 미디어의 생리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현상으로 

변질된다.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언론매체에 보도된 루머는 상호작용을 통

해 그 영향력이 증폭된다. 그리고 미디어는 위기로 인한 피해의 본질을 인

명이나 금전적인 데서 명성의 영역으로 전이시킨다”(조정열, 2005,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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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불가피성, 불확실성 속성에 따르면(김영욱, 2002, 2008)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산업화 과정의 가속으로 인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요구가 증대됨으로써 독자적 위기상황으로서 스포츠 조직에 대

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조직

의 위기상황 자체의 책임성, 의도성, 통제성과 무관하게 때로는 스포츠 조직

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스포츠 조

직의 실제 문제나 위기상황에 근거하여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위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언비어의 형식으로 부정적 언론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니는 독자적 위기상황 본질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대상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스포츠 조직

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스포츠 현상의 다양화, 복잡화, 융합화에 동반하

여 현실 위기상황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생되고 전개되고 있

다는 점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적 위기대응 접근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이 부재할 경우 불필요한 치명적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위

기상황의 압박 속에서 범하는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

로 증폭, 재생산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공중의 거

센 반감과 행동을 초래 한다”(조정열, 2005, p. 258). 이처럼 부정적 언론보

도의 영향력은 일반 언론보도의 영향력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

로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막대할 수 있는 이유

는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의 특성과 관계된다. 오늘날 공중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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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부정적 정보는 다른 유형의 정보보다 

확산성이 크며, 공중들은 대체로 언론 보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경향의 특징을 지닌다. 언론보도(publicity)에 대한 초기 연구 중의 중요한 주

제는 정보내용의 좋고 나쁨, 즉,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대상 기관이

나 인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하여 인지적, 감정적 반응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보는 긍정적 정보 보다 진단적(diagnositc) 인식을 

요구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이 있기(Maheswarn & Meyer-Levy, 1990) 때

문에 의사결정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부정적 

정보는 5가지 긍정적 정보의 효과를 상쇄하는 힘이 있으며, 긍정적 정보에 

비하여 보다 강한 귀인효과와 지속성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Griffin, Babin, 

& Attaway, 1991). 이와 같은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는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더 이목이 집중되고(Fiske, 1980), 긍정적 구전정보에 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우월효과(negativity bias 

effect)(Richins, 1983), 그리고 동일하게 극단적인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

보가 판단의 형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The Merriam formula (Kroloff, 

1988) 등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지지되고 있다.

1.2. 부정적 언론보도의 분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정적 언론보도는 조직 위기의 불가피성, 

불확실성 특성에 따라  속성에 따르면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산업화 

과정의 가속으로 인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요구가 증대됨으로써 

독자적 위기상황으로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생

산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 자체의 책임성,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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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통제성과 무관하게 때로는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독립

적인 메커니즘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포

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스포츠 조직의 실제 문제나 위기상황에 

근거하여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위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언비어

의 형식으로 부정적 언론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스포츠 조직의 위기는 “스포츠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중

대한 위협이 되며 해당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방신웅, 김기한, 2013, p. 86). 위기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직면한 스포츠 조직은 해당 조직의 평판과 이미지에 중대

한 위협을 주며 조직의 본질적 기능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ㆍ무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

한 위기관리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나아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오히려 조직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김영욱, 2008). 

부정적 언론보도와 같은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은 먼저 

위기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유형에 적절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제공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에 대한 체계적 

분류가 중요한데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매우 미진하

였고 최근에 와서 방신웅과 김기한(2013)의 연구가 그 최초의 유형분류를 시

도하였다. 방신웅과 김기한(2013)에 의하면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은 소문

(rumor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악의적 행동(malevolence), 문제제기

(challenge), 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소

문”은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로 의혹, 열애설, 불화설 등이 포함되며,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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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시설, 서비스 등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경우로 경기취소, 경

기지연, 시설파손 등이 해당된다. “악의적 행동”은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해

를 입힐 목적으로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행위를 지칭하며 

관중비행, 테러, 악의적 비하, 정보침해 등을 말하며, “도전”은 조직 외부에

서 조직에 대하여 조직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 해당하며 환경훼손, 태만, 성적부진, 불성실 경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고”는 오심이나 기록오류 등 인적사고와 시설사고나 장비의 고장 등 기

술적 사고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위반”은 조직의 행위가 사회규범, 법

률, 규제 등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행한 의도적인 위반행위를 말하며, 

승부조작, 도핑, 경기장 비행, 가혹행위 등 경기관련 위반, 뇌물수수, 횡령, 이

면계약, 경영위반 등 조직차원 위반, 그리고 성폭력,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

주비행 등 개인차원 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은 스포츠 조직의 위기 

유형은 모두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적 유형분류 기준으

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유형은 그 의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언론보도가 항상 진실이나 사

실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추측성 보도 또는 악의적 보도에 의한 선의의 

피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적 보도가 당사자의 의도나 사실

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득력 약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사건

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행

위가 발생한 후 그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귀인 하는가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

요하다. 즉, 그러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이 스포츠 조직의 내부적 문제에 근거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의 변화나 요구, 또는 환경적 요인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부정적 언

론보도가 스포츠 조직의 내부귀인에만 집중하는 경우 외부귀인에 초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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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약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적 차원의 접근은 위기발생 원인에 

대한 공중의 추론에 적합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추론은 귀인이론에서 개념화되었는데, “위기 책임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달라지며 따라서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그러한 책

임성 소재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Weiner(1980)의 귀인이

론적 설명에 따르면 사안에 대한 통제성(controllability)이 높을수록, 원인소재

(locus of causality)가 조직 내부에 있을수록, 높은 발생빈도로 인하여 안정성

(stability)이 높을수록 공중이 인식하는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방신웅과 김기한(2013)의 위기유형 분류는 위기책임성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소문’에 가까울수록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낮은 위기유형이며 

‘위반’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부정적 언론보도 대응전략 관련 선행연구

부정적 언론보도 또는 넓은 차원에서 조직의 위기에 대한 위기대응 전

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경영학과에서 진행해온 소비자 심리학적 접근법

과,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진행한 조직 PR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다. 본 절

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를 각각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2.1. 소비자 심리학적 접근(Consumer Psychological Approach)

소비자 심리학적 접근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판단, 동

기, 태도 등 소비자 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다 기업과 소비자의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한다. 부정적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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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

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기업의 제품위험과 관련된 위기상황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즉

각 보도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접하고 그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를 형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구매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종

철, 안우준, 이한준, 2011; 윤각, 조재수, 2005).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

정적 언론보도의 상시적인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 상황에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여 기업에 대한 기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데는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노력

이 필요하지만,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작은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Patterson, 1993).

따라서 제품 및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부정적 정보에 관한 지속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품이

나 제품이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또는 인식

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주로 소비자 

심리학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부정적 정보에 접하였을 때 

소비자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소

비자 반응기제의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품결함 등과 같은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쟁 상황에서 현

실적인 생존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소비자 심리학적 접근은 어떻게 하면 부정적 언론보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으로 귀결된다. 부정적 언론

보도의 영향을 줄이거나 조절하게 되는 소비자 심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 17 -

통하여 부정성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처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초기 연구는 부정효과(negativity effect) 즉, 부

정적 정보는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Fiske, 1980), 태도나 판단의 형성에 긍정

적 정보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Kroloff, 1988), 또한 의사결정에도 긍정

적 정보에 비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Richins, 1983)에 이론적 관심

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부정효과 이론은 대중 또는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반

응함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부정적 정보에 대하여 소비

자들이 유사하거나 동질한(homogeneous)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주장(Marconi, 

1997; Pearson & Mitroff, 1993)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부정성 효과가 항상 

수용자들에게 무차별적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특성이나 맥락

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에 소비자가 

부정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부정성 효과를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관심이 집중되었다(Ahuwalia, Burnkrant, & 

Unnava, 2000). 즉, 부정적 언론보도가 제품이나 기업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는 어떤 인식 과정을 거치고 또 태도나 판

단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조절변인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

로 다루어 졌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 영향력의 조절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의 브랜드 몰입(committment)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는 소비자의 태도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보다 소비자의 브랜드 관여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높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브

랜드 몰입의 부정적 언론보도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의 대표적인 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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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uwalia, Burnkrant, & Unnava(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낮은 관여도 소비자들의 경우 긍정적 정보에 비하여 부정적 정보에 대

하여 보다 큰 태도변화를 보인다. 반면에 높은 관여도 소비자들의 경우 그러

한 부정성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의 영향력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번째 조절변인으로 소비자 기대(expectation)가 있다. Dawar와 

Pillutla(2000)는 부정적 보도에 대한 조절효과 변인으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기대(prior expectations)를 분석하였다. 즉, 동일한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반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따라서 상이한 효과를 가진다는 가정이다. 구

체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discount) 것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부정적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서 기업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Dawar & Pillutla(2000)는 (a) 제품결함

에 대한 공지와 함께 사과, 회수, 그리고 배상하는 경우, (b) 사과, 회수, 그리

고 배상 조치 없이 제품결함에 대해서만 공지하는 경우, 그리고 (c) 무반응의 

경우 등 세 가지 상이한 기업의 반응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 

기대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가정은 세 가지 반응유형에 따라서 유의하게 

지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상황과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대응방식 보다 소비

자들의 성향에 맞춘 전략적 위기대응 메시지가 중요하며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사전기대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조절변인으로는 기업의 평판이 있다.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

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판(reputation)이 위기 상황에서 

공중들의 부정적 반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즉, 조

직평판이 인재확보, 성원의 충성도 고양,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위기 상황에서 면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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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zing effect)를 발휘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

는 가정이다. 즉, 긍정적인 기업평판은 조직의 위기상황에서 공중의 위기인식 

즉, 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Coombs, 

2004). 특히 시장의 경쟁상황에서 기업은 위기노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존하는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명

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Klein & Dawar, 2005).

기업 평판의 조절효과와 관련된 국내 논문으로는 김효숙(2010)이 부정

적 언론보도라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평판(corporate reputation)이 위

기상황에 대한 공중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언론보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정 기사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대하여 호의적인 평판을 지닌 공중은 비호의적인 평판

을 지닌 공중보다 그 기업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의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기업 관련 부정 기사가 게재될지라도 그 기

업에 대해 호의적인 평판을 가진 공중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메시지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경우에는 호의적인 기

업 평판의 공중 반응에 대한 조절 효과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조직평판이 지닌 면역효과가 부정적 정보의 강도에 따라 제한

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네 번째 조절 변인으로는 CSR 지각정도의 조절효과가 있다. 앞에서 살

펴 본 기업의 평판과 관련하여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의한 명성관리가 위기 상황 또는 부정적 언론보

도 상황에서 중요함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평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와 명성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하더

라도 소비자나 공중과의 기존의 긍정적 신뢰로 인하여 그러한 위기상황을 효

과적으로 극복하거나 손상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또는 명성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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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활동과 위기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SR 지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논문으로 윤각과 조재수(2005)는 기업

의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윤각, 서상희, 2003)를 토대로, 부정적 정보 즉, 제품

결함에 대한 정보에 의하여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이 주

어지더라도,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 인식은 그러한 부정

적 영향을 완충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CSR 

활동에 따른 사전 호감도가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을 완충하여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소비

자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었더라도 지속적인 CSR 활동으로 인한 긍정

적 이미지를 형성한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사전평가는 부정적 정보가 조직이나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적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Vanhamme & Grobben(2008)은 부정적 언론보도와 관련

하여 기업의 CSR 활동 역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즉, CSR 역사가(즉, 얼마나 오랫동안 CSR 활동에 관여하였는지) 기업, 상

품, 그리고 기업의 순결성(integrity)에 대한 소비자 인식(perceptions)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위기상황에서 CSR 평판을 활용하는 것은 보

다 긴 역사의 CSR 활동을 해 온 회사에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회의감(consumer skeptism)의 중재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CSR 활

동은 소비자의 긍정적 평판을 유발하기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며 

따라서 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CSR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한 평판의 형성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Klein과 Dawar(2004)는 귀인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CSR 활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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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효과는 책임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등 귀인의 세 가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평가로 이어짐을 분석하였다. 즉, CSR 활동은 은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귀인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적 상황

이나 사건이 기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논리이

다. Klein & Dawar(2004)는 소비자들의 특정 기업의 CSR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정적 위기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locus)를 외

부에 있는 것으로 귀인하거나 제품의 위험이나 문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함을 밝혔다. 즉, 소비자들은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를 외

부요인으로 돌리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2.2. PR 관점에서의 접근(Public Relations Approach)

조직이 위기상황 예를 들어, 부정적 언론보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PR연구에서 활발

히 이루어져 왔으며, PR연구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위기 커뮤니케

이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윤영민, 2007). 첫째, 위기 상황

을 유형별로 파악 및 분류하는 연구관점으로서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

준과 위기 범주가 제시되고 있다. 둘째, 위기 상황에 처한 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관점이다. 셋째, 위기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 주로 특정 위기유형

에 맞는 맞춤형 위기 대응전략을 강조하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관점을 반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다.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 또한 유사하게 부정적 언론보도 유형 및 특성, 조

직의 부정적 언론보도 대응전략,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 유형별 맞춤형 대

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분석 및 제시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 특성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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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주된 주제로 다루어

져 왔다. 

조정열(2005)은 부정적 언론보도가 갖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보도

된 위기유형과 해당조직의 대응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의 주요 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만 여건의 기사

를 검토하여 그 중 5,903건의 부정적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위기의 발생 원인이 조직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부정

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조직의 대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발

생한 사건과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이에서도 조직대응의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위기 유형은 조직 내부 성원의 의도적 행동 결과로 언

론보도까지 이르는 위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보도에 대한 조

직의 대응은 공격자 공격, 부인, 변명/정당화, 환심사기, 개선행위, 사과, 무대

응으로 나타났고, 그 중 무대응(57.5%)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응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사건에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고 자연

발생적인 비의도 위기에는 뚜렷하게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대신 적극적으로 

책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윤과 성민정(2009)은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직

면한 조직이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수사학적 대응전략을 사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발생했던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GS칼텍스의 위기관리 대응전략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으로 Benoit(1995a, 1995b)의 이미지 회복 전략의 분류에 근거하여 전체 위기 

기간 동안 위기 단계별 GS칼텍스의 위기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Benoit(1995a, 1995b)는 이미지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부인, 책임

회피, 사건의 공격성 축소, 혹은 피해 감소, 수정행위, 사과의 다섯 가지로 범

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기간 동안 GS칼텍스는 일관성 있게 사과전략을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위기 단계별로 한 두 개의 전략을(책임전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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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행위 등)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GS칼텍스는 

위기 기간 동안 위기 단계별로 적합한 대응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성

공적인 위기대응 사례로 평가되었다. 김지윤과 성민정(2009)의 연구는 위기과

정과 위기단계별 차별적 대응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한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의 대응전략 유형에 대한 분석에만 머무

르고 있다.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조직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효

과와 설득력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전반에서 조직의 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

와 수용자 중심의 연구 사이에 심각한 양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Lee, 2004), 

문제의식을 토대로 윤영민(2007)은 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공중의 평

가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소외된 수용자의 시

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정 위기 유형에는 특정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위기 상황

에서 조직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공중의 수용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사고 위기 상황에서 행동시정하기와 보상하기 등 두 가지 

‘정정하기’ 전략을 함께 사용할 때 행동시정하기 전략만을 사용할 때 보다 

공중의 전략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기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보다 위기 경험이 없을 때 조직이 사용하는 위기 전략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비와 김효숙(2011)은 기존의 부정적 보도에 대한 PR연구가 주로 부

정적 보도에 대하여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매뉴얼적인 결론만을 제시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왜 부정적 보도가 긍

정적 보도보다 파괴력이 있는 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용자 특성에 

따라 언론보도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공중의 관여도

(involvement)가 언론보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

중들의 조직에 대한 관여유형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가 조직 인식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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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를 

지닌 공중이 긍정, 혹은 부정적 어조의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어떻게 조직에 

대해 인식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정적 언론보도가 긍정적 

보도에 비하여 공중들의 조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났으며, 

또한 상황적 관여를 지닌 공중이 지속적 관여를 지닌 공중보다 언론보도의 

어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 관여의 공중

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던 조직정보와 지식을 우선하기 때문에 부정

적 어조의 보도를 접하더라도 조직을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변화 폭이 크지 

않고 나아가 조직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윤형과 최세나(2013)의 연구는 수용자 즉 공중의 입장에서 

위기인지 및 조직의 대응전략에 대한 수용과 책임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동종업계 다수기업 위기상황에서 대상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침묵/부

인/변명/사과)과 책임성을 공중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

종업계의 대상 기업과 다른 기업 간 대응전략의 일치/불일치 여부가 공중의 

전략수용과 책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침묵, 부

인과 같은 방어적 전략의 경우, 대상 기업이 타 기업과 함께 모두 침묵 또는 

부인전략을 사용한 경우 즉 전략이 일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전략

의 불일치 경우보다 전략 수용도 점수가 더 높게 다타났다. 그러나 변명, 사

과와 같은 최소화, 수용전략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변명전략의 경우 

대상 기업과 타 기업이 모두 변명했을 때보다 대상 기업은 변명하고 타 기업

은 침묵했을 때 변명전략 수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과전략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방어전략, 수용전략이라고 할지라도 타 기업이 어

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략수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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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포츠 조직의 대응방법 및 선행연구

스포츠의 발전, 다양화, 융합화 등 스포츠 관련 조직의 양적 팽창, 스포

츠 영역의 분업화, 전문화, 다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스포츠 관련 현상 또

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 현상의 양적, 질적 변화로 인

하여 스포츠와 연관된 위기상황 또한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 또한 위기상황을 예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에 대

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

포츠 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나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마련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구체적 노

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경영의 현장 영역에서 위기대응의 전략적 접근은 아직 

유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 경영학의 학문적 영역

에서도 스포츠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이론 및 현장 연구의 필요성은 지극히 

최근에 와서야 그 학술적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실제 연구결

과물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몇몇 연구 또한 스포츠 스타에 

집중되어 있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나 주체, 그리고 다양한 위기 

상황 및 부정적 언론보도, 그리고 위기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관련 연구는 주로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이나 부정적 사건과 그로 인한 후원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 왔다. 특히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에 관한 보도는 스포츠 현장

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스타가 

지닌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광고효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스타가 불륜

(marital infidelity), 성 스캔들, 금지약물 복용 등의 윤리적, 비도덕적 문제에 

관여될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의 인기 있는 즉각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스타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후원 기업의 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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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Murray & Price(2012)는 Tiger Woods와 Roger Federer에 대

한 광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Tiger Woods의 경우 고

객들의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s)와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s)가 유의

하게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즉, 스포츠 스타의 지위는 광고혼잡도(advertising 

clutter)를 관통할 수 있는 광고효과를 가지고 있지만(Erdogan, Baker & Tagg, 

2001), 동시에 스캔들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하여 즉각적인 브랜드 명

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광고주들은 스포츠 스타의 긍정적인 태도

와 이미지가 상품이나 브랜드에 전이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스타의 부정

적 태도와 이미지 또한 유사하게 그러나 더욱 큰 영향력을 지니고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에서의 위기관리 중요

성은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스타의 부정적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 또한 팬 관여도나 정체성 

특성 등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Funk & Pritchard(2006)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팬 관여도 정도에 따른 부정적 보도의 광고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스포츠 스타가 부정적 언론보도와 연계되더라도 팬이 선수, 

팀, 또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ake, Reece & Rifon(2010)에 따르면 

스포츠 스타 또는 그들이 속한 팀에 대한 팬 관여도가 스포츠 스타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퍼블리시티의 영향에 대하여 유의한 매개 효과를 지닌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위에서 살펴 본 Murry & Price(2012)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

로 스포츠 스타의 부정적 언론보도의 광고효과가 소비자의 젠더에 따라 달라

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들은 테니스 스타 Roger Federer보다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던 골프 스타 Tiger Woods에 대하여 남성들에 비해 보다 강

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 언론보도의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젠더 차이가 존재함을 분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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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한 광고 신뢰성 하락은 상품이미지에 그대로 전이되어 상품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함께 구매의도 또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Murry & 

Price(2012)는 이를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보

다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Entwhistle & Garvey, 1972; Putrevu, 2001). 

즉, 남녀 구분 없이 Tiger Woods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으로 응답하였지

만, 남성의 경우 상품 자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부정적 신뢰가 상품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여성 고객의 경우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부정적 퍼블리시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수 스캔들에 대한 선구적 국내연구 사례로 박혜원, 박재진(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스포츠 선수의 스캔들에 대하여 스포츠 구단이 

어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

적으로 선수 스캔들을 경기 내부적 스캔들(e.g., 선수와 관중의 시비 상황)과 

경기 외부적 스캔들(e.g., 폭행사건)로 구분하고 구단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

략 효과를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황적 위

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을 토대로 경기 내부적 스캔들이 발생하였을 때

는 스포츠 조직이 수용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경기 외부적 스캔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방어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가정하였지

만, 연구결과 스캔들의 유형에 상관없이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이 보

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혜원, 박재진(2011)의 연구는 선수 스

캔들 책임성에 대한 상황설정과 관련된 조작적 처치에서 내부적 스캔들과 외

부적 스캔들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스캔들 책임성과 대응전략 간의 실

질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연구에서 적용된 위기 상황

인 선수와 관중 간의 시비와 선수의 폭행사건은 모두 구단의 책임성이 높게 

인식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기 유형별 적절한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의도가 만족스럽게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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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부정적 언론보도를 비롯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전문화된 전략의 부재 즉, 무대응, 무원칙, 무전략 접근에 대한 반

성과 함께 최근에 와서 부정적 언론보도 등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이론적, 실증

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선구적 연구로 방신

웅, 김기한(2013)과 방신웅(2013)을 들 수 있다.

방신웅, 김기한(2013)은 스포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

황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학계는 물론 스포츠 경영 현장에

서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다양한 형

태로 발생하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공중관점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공중의 책임성 인식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한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적

용하여 스포츠 조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위기상황의 유형화 체계를 도출하

였다. 연구결과 소문(rumor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악의적 행동

(malevolence), 문제제기(challenge), 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으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위기유형은 위기책임성 차원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소문’에서 ‘위반’으로 이동할수록 공중에 대한 위기 책임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방신웅(2013)은 스포츠 팀의 패배를 위기상황으로 설정하고 팀 패배와 

관련한 팬들의 실망감이나 분노 그리고 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팀 패배에 대하여 팬들이 느끼는 실망

감, 분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팀의 책임성과 책임 수

용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박혜원, 박재진(2011) 연구와 같

이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에 따라 적절

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할 때 조직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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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팀의 패배가 팀에 대한 태

도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패배상황에 대한 팀의 책임성 정도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패배에 대한 팀의 책임성이 높을 때는 팀의 책임을 부정

하는 방어적 전략보다 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

는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때 패배로 인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최소

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스포츠 팀이 경

기에 패배하였을 때 팀 관리자는 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배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

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할 필요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스포츠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몇몇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이며 미흡

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물 축적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실정에서 

연구주제, 이론적 가정, 변인설정 등 연구문제 등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기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방신웅, 김기한(2013)의 연구는 부정

적 언론보도 등 스포츠 조직의 위기에 대한 개념정의, 유형분류에 대한 선구

적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물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영 현장에서의 필요성 차원

에서 부정적 언론보도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

기 커뮤니케이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와 부정적 영향으로 손상된 스포츠 조

직이나 관계자의 손상된 이미지 또는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

응전략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영 현장에서 그 필

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학술적,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구적 연구의 일환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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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의 제한점

이상에서 스포츠 조직과 일반 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와 연관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조직과 그 조직의 위기 관리

자들이 위기 발생 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윤영민, 2007). 따라서 위기유형에 따른 조직의 대응전략에만 초점을 두어 공

중이나 수용자의 입장이나 해석에 대한 연구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대응전략에 주로 초점을 둠으

로써, 수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실제로 효율적

인지 또는 설득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조직의 위기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직관련 특성

을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직특성

이 부정적 영향력을 잘 견디면서 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집중해 

왔다. 이는 조직내성(resistance) 또는 관성(inertia)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어적 역량이 높은 조직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모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내성을 항시적으로 지니는 상황은 불가능한데, 

특히 조직의 위기는 대부분 예고 없이 닥치고, 실제로 조직이 해당 위기상황

에 대한 내성이 길러져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성 영향에 대한 

내성의 존재와 관계없이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메시지의 신뢰성과 설득력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처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는 조

직 역량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의 위기 상황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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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론보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상황발생 후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손상된 조직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image restoration strategies)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이미지 회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조직의 대응전략 유형을 파악

하고 범주화하는데 머물고 있어, 부정적 언론보도로 손상된 조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설득 정보와 메시지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쇄하거나 부정적 

언론보도에 의하여 손상된 조직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에 관한 

이론 및 개념적 논의 또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중이나 수

용자, 또는 소비자의 태도변화를 위한 설득적 과정의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

거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역설득

(de-persuasion) 전략과 부정적 언론보도에 의하여 손상된 이미지 회복의 설

득(persuasion) 전략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득 메커니

즘과 전략에 관한 귀인이론의 자원에 근거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원인 추론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로 손상된 이미지를 복

구하기 위한 판단수정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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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1: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 검증

1. 실험 1 서 론

일반적으로 언론보도(publicity)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신뢰를 주며 따라서 수용자들은 정보와 메시지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박종철, 안우준, 이한준, 2011; 최은비, 김효숙, 

2011). 때문에 부정적 언론보도는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 훨씬 더 영향력과 파괴력이 크다(김효숙, 2010). 또한 언론은 부정적 

뉴스를 선호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정적 정보는 긍

정적 정보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여겨지고(Lau, 1982), 사람들은 부정적 정보

에 더욱 주의를 집중한다(전성률, 박현진, 2007; Henard, 2002). 이와 같이 공

중이나, 소비자, 그리고 수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조직에 대한 부정적 정

보가 주어질 때 그 조직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고 

그 정도의 심각성 또한 크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위기 상황과 직결되고 신뢰

성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위기 상황은 상존

하는 것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불가피성 속성은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

황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그리고 각 

경기가맹단체 등과 같은 공공 스포츠 조직에서부터 프로 스포츠 구단 등과 

같은 사적 스포츠 조직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현장의 모든 조직은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

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로 

초래될 수 있는 조직이나 관계자의 이미지나 명성의 손상뿐만 아니라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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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적 대응방법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위기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

하고 있다.

부정적 언론보도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스포츠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법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실험 1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적 언론보도 메

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전략을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 약화를 위한 역설득 전략으로서 절감단서(discounting 

cue)를 제공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스포츠 조직이 부정

적 언론보도에 노출된 상황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에 단순 반박하는 형태

의 대응전략과 단순 반박과 절감단서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대응전략을 비

교분석 함으로써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전략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

편 역설득 단서의 제공을 통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게 되

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귀인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귀인이론 관점에서의 부정적 정보 대응 전략

귀인(attribution)이라 함은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

정으로서 자극발생의 원인을 특정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Weiner, 1986). 즉, 행위나 태도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 특정한 원인

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귀인(attribu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행위나 태도의 원인에 대하여 관찰

자가 어떻게 인과적 추론을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적 설명이다

(Wein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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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귀인이론에서는 인간을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고자 인과적 추론을 하는 존재로 가정한다(Kelley & Michela, 1980). 

즉,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현상과 환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가정이다. 말하거나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 것이란 추론을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한 관심사는 행위나 메시지 그 자체보다 그 근저에 

있을법한 행위나 메시지의 원인에 둔다(Kelley, 1967, 1972).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공격적이거나 경쟁적으로 인식되면, 공격적인 또는 경쟁적인 메

시지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적 압박으로 유발된 것인지 등과 같은 물음을 묻고 그에 대한 인

과적 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정치적 입

장을 옹호하는 경우, 그러한 정치적 입장의 내용 그 자체보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에 대한 원인추론을 통하여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탈락 사실 자체 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

해서인지 아니면 시험이 어려워서인지 등과 같은 물음들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근거로 해당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은 관찰된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알고자 

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 원인을 추론하게 된다. 귀인이론의 창시자

인 Heider(1958)는 일반 사람들이 마치 실제 심리학자들처럼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추론을 한다는 점에서 소박한 심리학자(naive 

psychologist)라고 불렀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기저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마치 심리학자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느낌

을 가지기 때문이다. Heider(1958)에 따르면, 타인의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지각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

자의 내적 동기나 능력, 그리고 개인적 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개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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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즉 내적요인에 귀인판단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개인적 요인과 상관없이 

외부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상황, 즉 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지

각하는 경우이다.

Heider(1958)에 의하여 제기된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과 외적귀인

(external attribution)의 구분은 메시지의 신뢰도와 연계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메시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메시지 이면에 전제

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제공한 동기를 어디로 귀속시키느냐

에 따라서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Kelley & Michela, 

1980). 보통 외재적 자극에 귀인할(stimulus or entity attribution) 경우 메시지

의 설득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전달자의 메시지가 외재적 실재의 진실

된 기술을 제공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일 소비자가 광고주

의 정보제공 동기에 대해 외적귀인, 즉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치 있는 제품정보를 제공할 경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겠지

만, 반대로 내적귀인, 예를 들어 광고주의 동기가 자사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라고 본다면 그 광고 메시지의 신뢰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슷한 논

리로 귀인이론은 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공중 또는 소비자가 해당 

조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해당 위기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직 내부로 귀인하는지 또는 조직 

외부로 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후의 귀인이론 연구는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이 단순히 동기나 원인

의 귀속을 개인이나 조직의 내ㆍ외부 영역범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복잡한 상황적 변인과의 맥락에 따라 달라짐에 주목하였다(Kelley, 

1967). 예를 들어 Folkes(1984)는 제품실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책임소재

(locus), 안정성(stability), 그리고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의 세 가지 인과적 

차원의 가치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귀인판단에 의해 나타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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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es(1984)는 Weiner(1980)의 연구에 대한 분석에 기인하는데, Weiner(1980)

는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여부에 대한 귀인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추론의 결과라고 보았다. 첫째 위기발생을 초래

한 사건, 즉 행동의 책임소재(the locus of the behavior)로서 행위자(예를 들

어, 조직이나 기업, 커뮤니케이터 등)의 내부책임 또는 외부책임으로 구분된

다. 둘째. 행동의 안정성(the stability of the behavior)으로서 상황이나 사건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다. 셋째, 행동의 통제가

능성(the controllability of the behavior)으로서 행위자의 내부적 통제가 가능

한지 또는 어쩔 수 없는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로 구분된다. 만약 행

동의 발생위치가 내부이고, 행동이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경우 관찰자(예를 

들어, 소비자, 수용자 등)는 위기 발생의 원인을 행위자 책임으로 귀인하게 

되고 따라서 비난이나 분노 등을 행위자에게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행동의 

발생위치가 외부이고 행위가 일시적,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경우는 위기 발

생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세 가지 차원

을 근거로 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귀인판단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은 제품의 

문제 상황이나 사건과 관련한 환불이나 교환, 사과, 나아가 보복적 대응 등의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귀인이론은 사람들이 타인 행동의 원인을 해석

하려고 하고 그러한 해석의 결과는 그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Kelley & Michela, 1980). 따라서 귀인

이론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추론과 그에 따른 귀인판단과 태도수정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주요 개념적 논지의 흐름은 관찰자가 사건발

생 및 탐지를 하게 되면 먼저 가용한 정보 및 단서를 활용하여 원인탐색을 

위한 추론 및 판단(inference and judgment)의 귀인과정을 거치고 귀인판단의 

결과에 따라 태도수정의 단계로 이루어짐을 가정한다(Kelley & Michel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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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이론 과점에서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부정적 정보

의 정보원에 대한 귀인판단 과정을 활용하여 부정적 정보의 설득력을 약화시

키는 접근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부정적 정보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전략

은 주어진 정보의 타당성이 낮거나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귀인판단을 유

도하여 결과적으로 그 정보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을 부정적 정보에 대한 역설득(de-persuasion) 전략으로 규정

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역설득 정

보 또는 단서를 절감단서(discounting cue)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역설득 단서 또는 절감 단서를 제공하느냐에 대

한 분석이 실험 1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득 커뮤

니케이션의 이론적 토대와 개념적 논의에 활용도가 높은 Harold H. Kelley의 

귀인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해롤드 켈리(Harold H. Kelley)의 귀인이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인이론의 기본 전제는 수용자가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메시지에 담겨진 전달자의 입장에 대한 원인 즉, 동기를 추론하

려고 하며 그 추론 결과 즉, 귀인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판단을 수정하

게 된다는 설명이다. 즉, 귀인이론은 메시지 전달자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왜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인과적 추론 과정을 중시한다. 귀인이론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포함하는데 그 중 Kelley의 공변모형(ANOVA model)과 인

과추론모델(causal inference framework)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

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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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Kelley의 공변모형(ANOVA Model)

Kelley의 공변원리(covariation principle)는 귀인에 대한 삼차원 모형에 

근거한다. 삼차원 모형에 따르면 귀인은 자극(실체차원; entities)과 행위자(사

람차원; persons)가 있으며, 자극이 발생하는 맥락(시간과 양상; 

circumstances)의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Kelley, 1967, 1972). 즉, 원

인에는 자극, 행위자, 그리고 상황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귀인을 함에 있어서 행위자(persons), 자극대상(entities), 그리고 상

황(occasions)의 세 가지 차원요소에 귀인하게 된다. Kelley의 공변모형

(covariation model)은 귀인과정에서 행위자, 자극, 상황,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귀인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로 합의성(consensus), 일관성(consistency), 특이성

(distinctiveness)을 제시한다(Kelley, 1967, 1972). 즉, 특정 결과는 어떤 원인

(즉, 행위자, 자극, 또는 상황)과 공변하며, 그러한 공변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합의성(consensus),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특이성(distinctiveness)의 정보

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정보에 근거한 

귀인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Kelley, 1967, 1972; Kelley & Michela, 1980;  

Eagly & Chaiken, 1993, Kardes, 2001).

첫째, 합의성(consensus)은 행위자(persons)와 관련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해당하는 정보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보

이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이나 인식을 하는 정도, 즉 사람에 따라 행동

이나 인식이 일반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합의성이 높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며, 낮을 경우 소수 또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행

동한다. 누구나 해당 자극에 대하여 유사한 반응을 할 경우 합의성이 높음을 

말하며, 해당 자극에 동의 또는 유사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

우 합의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의성 정보는 같은 상황 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합의성이 높을수록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다.



- 39 -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은 상황(circumstances)과 관련되며, 한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얼마나 지속하는가 하는 정도 즉, 상황에 따라 행동이 일반화

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일관성이 높을 경우 그 사람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 

행동하며, 일관성이 낮을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행동한다. 일관성 정보

는 관찰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특정 경우에만 보이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어

떤 사람이 예전에도 항상 그 자극에 대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경우 일관성

이 높음을 말하며, 과거에 그 자극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이 

없었을 경우 일관성이 낮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일관성이 높을수

록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성질이 있다.

셋째, 특이성(distinctiveness)은 자극대상(entities)과 관련되며, 특정인의 

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정도 즉, 자극에 따

라 행동이 일반화되는 정도를 말한다. 그 사람은 상황이 다를 때 다르게 행

동하는가와 관련되며, 특이성이 높을 경우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며, 특이성이 낮을 경우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 같은 행동으

로 행동하게 된다. 특이성 정보는 관찰자가 행위자의 행위가 특정의 자극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반응인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다. 행위자가 

다른 자극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즉, 그 특정 자극

에만 반응을 보일 경우 특이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유

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특이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특이성이 높을수록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성질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관련하여 메시지가 사실 또는 타당하다고 인식

되어 설득력이 높아지는 경우 즉, 자극대상으로 귀인(entity attribution)되는 

경우는 (1) 메시지 전달자에 대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높은 합의성), 

(2) 메시지 전달자가 다양한 상황과 대상자들에 관계없이 일관되며(높은 일관

성), (3) 해당 특정 자극에만 관련될 때(높은 특이성)로 볼 수 있다(Eag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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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ken, 1993; Kardes, 2001). 예를 들어 "태도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Attitudes)"이라는 책이 훌륭하다는 김 교수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교수나 

학생들 또한 그 책에 대해 좋게 이야기 하고(높은 합의성), 김 교수가 다른 

수업에서도 그 책을 추천하고 자신의 논문에도 인용하며(높은 일관성), 김 교

수가 다른 심리학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높은 특이성), 김 교수의 주장은 

그 책의 질(entity attribution)에 대한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높은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Eagly & Chaiken, 1993). 

제품시장의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많은 사람들이 A브

랜드를 구입한다는 것은 합의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A브랜

드를 구입하는 것은 합의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황과 관

계없이 A브랜드를 항상 구입하는 경우는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때때로 

구입한다면 일관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특이성과 관련해서 만약 소비자가 단

지 A브랜드만 구입하는 경우는 특이성이 높은 것이며, 다른 많은 브랜드를 

구입한다면 특이성이 낮음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제

품에 대하여 높은 특이성, 높은 일관성, 그리고 높은 합의성을 가지기를 원하

게 된다(Kardes, 2001). 따라서 제품 귀인(product attribution)이 촉진되고 - 

즉, 제품 자체에 특별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고품질) - 사람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고 합의성(모든 사람들이 해당 브랜드를 

좋아한다), 고 일관성(해당 브랜드가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그리고 

고 특이성(해당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다르다)을 강조함으로써 광고 메시지

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Kardes, 2001).

즉,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이 높을수록 그 

정보나 메시지가 타당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설득력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Kelley의 공변모형은 메시지 수용자가 전달

자의 의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인과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합의성, 일관성, 

그리고 특이성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관찰기회가 제공될 때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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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유형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자극(entity) 높음 높음 높음

상황(circumstance) 낮음 낮음 높음

행위자(person) 낮음 높음 낮음

표 1. Kelley의 귀인 유형별 공변 원리(Kardes, 2001, p. 175에서 재구성)

적인 그림을 제공해 준다. 이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메시지 수용자가

단일한 관찰보다 다중의 관찰 상황에 노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

달자의 메시지 의도를 추론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합의성, 일관성, 

그리고 특이성 정보에 근거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관찰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연구에서는 전달자가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취하

는 하나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 상황은 피험자에게 다중 관찰의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한 실험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행위자 X 상황 X 자극”의 매트릭스를 구성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Kelley의 모형은 일반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Eagly & Chaiken, 1993). 그러나 실험상

황에서 다양한 단서(cues)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모형의 실제 적용성을 높

일 수 있다(Eagly & Chaiken, 1993). 예를 들면 전달자가 메시지 자체에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 상황에 따른 일관성, 그리고 특정 이슈에 대한 특이성을 강

조할 수 있다. 또한 Kelley가 제시한 합의성, 일관성, 그리고 특이성 정보가 

귀인에서 동등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McArthur(1972)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특이성보다는 일관성 정보를 더 선호

하고, 합의성 정보는 가장 낮게 선호한다는 점이다. 전달자의 메시지에 대한 

타인의 태도나 반응에 대한 단서들 또한 전달자의 의도와 다른 정보원들의 

의도와의 합의성 정도를 수용자가 어떻게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xsom, Yates, & Chaiken, 1987; Mackie, 1987; Maheswaran & Chaik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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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Kelley의 공변모형 이론에 의하면 메시지 구성에 있어서 일

관성, 합의성, 그리고 특이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적용할 경우, 즉 

일관성, 합의성, 그리고 특이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

당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조직이 부정적 언론보도에 이미 노출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대응보도

에 일관성, 합의성, 특이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치성, 합의성, 특이성이 낮다는 정

보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역설득 단서 또는 절감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2.2.2. Kelley의 인과추론모델(Causal Inference Framework)1)

Kelley(1972)는 전달자의 태도와 같은 행위 원인들의 개연성(plausibility)

을 토대로 인과추론모델(causal inference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인과추론

모델은 앞서 기술한 공변모형과 비교하여 행위와 귀인원인과의 관계에 의해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이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과추론모델에 의하면 수용자는 어떤 행위자의 행동

을 관찰할 때 복수의 원인(multiple plausible cause)을 추론하게 되며 그 원인

들이 관찰된 행동을 촉진하는지(facilitative) 아니면 억제하는지(inhibitory)를 

파악하게 된다(Eagly & Chaiken, 1993).  다시 말하면, 주어진 특정 행동에 대

해 수용자들은 그 행동을 조장하는(encourag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들을 

추론하고 또한 그 행동을 억누르는(suppress)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들을 

추론한다는 것이다(Eagly & Chaiken, 1993). 전자를 촉진단서(facilitative cue)

로 규정하며 후자를 억제단서(inhibitory cue)로 규정할 수 있다. 인과추론모델

1) 본 연구에서 Kelley의 인과추론모델은 Eagly, Wood, & Chaiken(1978); Eagly & 
Chaiken(1993); Kelley(1972); Wood & Eagly(1981)를 근거로 정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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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사람들이 특정 사람의 행동 또는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촉진단

서 또는 억제단서를 지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촉진 또는 억제단서는 수용자

로 하여금 행위자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형성시키며, 이러한 수용자의 

기대치와 실제 행위자의 행동과의 일치성에 의해 메시지의 설득력이 결정된

다고 설명한다(Eagly & Chaiken, 1993).

Kelley의 인과추론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촉진 

또는 억제단서를 통하여 형성된 기대와 실제 행위자의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가 일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설득력이 높았다. Eagly와 동료 연구자들(Eagly, 

Wood & Chaiken, 1978; Wood & Eagly, 1981)의 연구는 기대일치(expectation 

confirmation) 상황은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기대불일치

(expectation disconfirmation) 상황은 메시지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예컨대, 개인적 부상과 국내 빙상계 파벌로 인

하여 러시아로 귀화 후 러시아 국가대표로 2014년 소치올림픽에 출전하여 쇼

트트랙 경기 3관왕이 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의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신분이 안선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국빙상연맹 관계자라고 한다면 '빙상연맹 관계자'이라

는 단서는 '아마도 안선수를 비판 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도하는 촉진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수용자들이 '빙상연맹 관계자'가 안선수를 '비판할 것

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수용자가 접한 메시지에서 빙상연맹 관계자가 안선

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면 이는 수용자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

(expectation disconfirmation)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럴 경우 해당 메시지의 설

득력이 높아지게 된다. 즉, '빙상연맹 관계자'는 안선수와 불편한 관계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안선수를 옹호한 것은 아마도 안선수가 정말로 긍정적인 면모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와 같은 형태의 추론에 의하여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

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메시지 수용자가 소통자(communicator)의 전달내용

을 실제적 요지(external reality) 즉, '안선수가 실제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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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한 결과이다.

Kelley의 인과추론모델은 촉진 또는 억제단서로 인해 유발된 수용자의 

기대가 일치할 경우(expectation confirmation) 유발되는 메시지의 설득력 약

화 현상을 절감원리(discounting principle)라 규정한다(Kelley, 1972; Eagly & 

Chaiken, 1993; Kardes, 2001). 즉, 절감원리에 의하면 행위자 또는 상황적 요

인에 근거하는 원인이 그럴 듯해 보이고, 이러한 행위자 또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기대(expectation)와 일치하는 행동 또는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경

우, 수용자는 해당 메시지에 대하여 외부적 실재(external reality)에 귀인 정

도가 낮아져 설득력이 약화되는 것이다(Eagly & Chaiken, 1993). 따라서 

Eagly와 동료 연구자들의 개념적 모델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해당 메시지

의 원인을 개인 또는 상황적 원인으로 귀인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달자가 

편향(biased)되었음을 추론하게 된다. 그리고 전달자 메시지의 타당도와 신뢰

도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수용자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지에 의해

서 수용자들이 설득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Kelley의 인과추

론모델은 촉진 또는 억제단서로 인해 유발된 수용자의 기대가 불일치할 경우

(expectation disconfirmation) 메시지 설득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증대원리

(augmentation principle)라 규정하였다(Kelley, 1972; Eagly & Chaiken, 1993; 

Kardes, 2001). 앞서 제시하였던 안현수 선수에 대한 빙상연맹 관계자의 긍정

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설득력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용

자의 기대치를 벗어난(expectation disconfirmation) 빙상연맹 관계자의 평가에 

의한 증대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시지 수용자의 기대(expectation)을 형성시키는 촉진 또는 

억제단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Eagly, Wood, & Chaiken(1978)와 Wood & 

Eagly(1981)에 따르면 인과추론모델(causal inference framework)에서 메시지 

수용자들로 하여금 전달자의 의도 즉, 동기를 짐작하게 하는 잠재적 원인들

을 추론하게 하는 촉진 또는 억제 단서는 전달자의 개인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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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or's attributes), 즉, 과거 태도, 이데올로기, 개인적 특징 등에 대

한 단서와 전달자가 처한 압박이나 상황적 단서(constraints in the situation), 

즉, 메시지 수용자들의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수

용자가 전달자의 메시지에 실제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접하기 전부터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귀인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단서들은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거나(즉, 전달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보)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제시되기도 한다(즉, 수용자

들의 반응). 앞서 기술한 안현수 선수의 사례에서 안현수 선수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한 소통자(communicator)가 한국빙상연맹 관계자라는 신분은 소통

자의 '개인적 특징'에 해당하는 단서가 된다. 만약 안현수 선수에 대하여 긍

정적인 평가를 한 소통자가 이야기 한 청중이 안선수의 팬클럽이었다면 여기

서 안선수의 팬클럽은 소통자의 관점에서는 안현수 선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게 압박하는 상황적 단서로 볼 수 있다.

Eagly, Wood, & Chaiken(1978)은 개인속성 단서와 상황적 단서에 상응

하는 단서로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편향(knowledge bias)단서와 보고편향

(reporting bias) 단서를 제시하였다. 지식편향은 수용자들이 쟁점정보에 대한 

전달자의 지식 자체가 그릇되었다고 수용자가 믿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메시지 수용자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왜곡된 지식 정보

를 지닌다고 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보수정권의 재무장관이 자본이

득세 인하를 지지하는 경우 수용자들은 장관 자신의 보수적 이념 때문에 감

세와 관련된 정보를 편향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한다고 믿게 된다. 지식편향된 

전달자의 행위는 수용자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려 하기보다 주장의 증거에 대

한 왜곡된 관점을 지니기 때문으로 귀인 된다. 반대로 보고편향은 쟁점과 관

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려는 전달자의 마음이 타협적으로 절충되었다는 

수용자의 믿음을 말한다. 즉, 정확한 관련정보를 전달하려는 전달자의 의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수용자가 믿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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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재무장관의 감세찬성 입장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

다. 따라서 보고편향된 전달자는 수용자를 의도적으로 호도한다고 여겨지게 

된다.

인과추론모델을 바탕으로 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두 가지 선행

연구로는 Eagly, Wood & Chaiken(1978)과 Wood와 Eagly(1981)이 있다. Eagly, 

Wood, & Chaiken(1978)은 인과추론모델의 이론적 틀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시장후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친환

경적 입장을 반영하는 선거연설문을 읽도록 하였다. 전달자(즉, 시장후보)의 

변호사 배경은 과거 “환경보호론자”로서 또는 “비즈니스 옹호자”로서 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연설을 들은 청중들은 “환경보

호를 위한 시민들” 또는 “산업발전을 위한 시민들”로 묘사되었다. 어떤 

피험자들에게는 사전 지식편향 기대(knowledge bias expectancy)를 유발하기 

위하여 시장후보의 배경에 대한 정보만 주어졌고, 다른 피험자들에게는 보고

편향 기대(reporting bias expectancy)를 유발하기 위하여 청중에 대한 정보만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피험자들에게는 양자의 정보 모두 주어졌다. 이어서 

피험자들은 시장후보가 도시 주요 공장들이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

해 논의하면서 친환경적 정책입장을 옹호하는 연설문을 읽도록 처치되었다. 

따라서 피험자의 사전기대가 일치되거나 불일치되도록 설계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결과 시장후보의 메시지에 대한 피험

자의 원인추론 과정은 자신들의 사전기대와의 일치여부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불일치된(disconfirmed) 경우보다 일치

된(confirmed) 경우, 전달자 즉, 시장후보의 입장(즉, 친환경보호론자 입장)을 

해당 편향단서에 - 지식편향 조건에서는 전달자의 개인적 배경에 그리고 보

고편향 조건에서는 청중들의 신념에 - 보다 강하게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전달자는 보다 편향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전달자의 입장

이 피험자들의 기대와 불일치하는(disconfirm) 경우보다 일치하는(confirm)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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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달자가 보다 편향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이 낮아

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험자들의 편향기대 유형과 상관없이 기

대가 불일치된 경우 전달자 메시지의 설득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전달자에 대한 신뢰도 인식에 있어서는 보고편향 기대(reporting bias 

expectancy)가 일치된 경우에만 전달자가 진실하지 못한(insincere) 것으로 여

겨졌는데 이는 인과추론모델에서 지식편향과 보고편향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

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인과추론모형을 기반으로 한 다른 대표적 선행연

구인 Wood와 Eagly(1981)는 지식편향 기대(knowledge bias expectancies)를 분

석한 후속 실험연구에서 Eagly, Wood & Chaiken(197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발견하였다.

 Wood와 Eagly(1981)는 전달자의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태도(선호 vs. 비선호)와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입장(찬성 vs. 반대) 간의

             집단

 변수

기대 일치 여부

통제
집단

기대 일치 기대 불일치

지식
편향

보고
편향

지식편향과 
보고편향

지식
편향

보고
편향

지식편향과 
보고편향

후보의 환경보호에 
대한 과거 지지

13.94 8.10 14.18 5.53 9.07 6.93 7.94

후보의 기업에 대한 
과거 지지

5.42 7.63 5.39 12.94 8.62 13.14 8.00

청중의 태도 9.45 3.80 4.21 8.12 13.45 12.57 9.58

친환경보호 
입장 확률

10.00 8.75 8.93 5.13 4.08 3.71 6.71

태도 변화 2.87 2.60 2.71 3.44 4.55 3.86 2.89

후보 배경의 중요성 12.52 8.03 11.07 7.97 8.14 8.75 6.64

청중 태도의 중요성 9.90 12.10 10.82 11.09 5.62 7.57 9.14

사실의 중요성 12.19 11.10 10.43 11.09 12.17 12.25 11.33

표 2. Eagly, Wood, & Chaiken(1978)의 인과추론모델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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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하여 지식편향에 대한 조작적 실험을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피험자들은 전달자의 포르노그래피 메시지를 실제적 증거(factual 

evidence)보다 개인적 배경 요인(언론자유에 대한 태도)에 귀인판단을 할수록 

전달자를 보다 편향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전달

자의 입장이 자신의 언론자유 입장과 일치하는 경우 설득력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언론자유를 선호하는 전달자가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반대할 

경우, 그리고 언론자유를 선호하지 않는 전달자가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찬성

할 경우 전달자 메시지의 설득력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Wood와 

Eagly(1981)는 설득 메시지가 피험자들의 사전태도와 크게 상충하는(highly 

discrepant)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와 단지 중간 정도로 상충하는(moderately 

discrepant)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그러한 결과가 얻어졌음을 보

고하였다.

나아가 Wood 와 Eagly(1981)은 피험자들의 순차적 정보처리 과정을 탐

색하는 경로분석을 통하여 설득의 매개에 관한 이론적 가정을 검증하였다. 

<그림 3>은 이론적 가정에 대한 인과모형에 대한 그림이다. 변인들 간의 화

살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화살표 옆에 기술

된 수치들은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로서 각 변인 간 관계의 크기와 방향

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르노그래피 규제(찬성 

vs. 반대)에 관한 전달자의 메시지 입장이 전달자의 개인적 배경(언론자유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피험자가 간주할 때 전달자를 편향된 

것으로 추론하였고, 실제적 증거(factual evidence)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될 때 비편향적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이 전달자를 비편향적으

로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피험자 자신들의 신념을 

전달자가 옹호하는 입장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Kelley의 인과추론개념 모델에 의하면 메시지 전달자의 의

도에 대한 추론과정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수용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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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자 의도에 대한 예측을 수반하게 됨을 가정한다. 즉, 수용자는 전달자의 의

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메시지 내용은 그러한 의도를 반영할 것이라는 기

대를 하게 된다. 전달자의 입장이나 의도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는 확인될 수

도 있고 반대로 배반될 수도 있다. 기대확인의 경우 전달자가 보다 편향된 

것으로 인지된다. 그리고 보고편향 기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전달자는 진

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지식편향 및 보고편향의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험자가 기대하는 편향의 유형과 관계

없이 기대배반의 경우 피험자들은 전달자의 메시지에 보다 많이 설득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elley의 인과추론모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Eagly & Chaiken(1978)과 

Eagly, Wood & Chaiken(197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안점인 부정적 언론보도 

그림 3. 기대 불일치, 기대 일치, 통제 집단에 대한 구조 분석의 결과(Wood & Eagly, 1981,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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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 대한 역설득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지식편향 단서와 보고

편향 단서를 수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메시지의 설

득력을 약화시키는 역설득 단서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스포츠 조직

에 부정적 언론보도가 이루어 졌을 경우 이러한 정보가 지식편향 또는 보고

편향이 높은 전달자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할 경우 해당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2.3. 절감단서(Discounting Cue)를 이용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Kelley(1967, 1972), Egaly, Wood, & Chaiken(1978), 그리고 Wood & 

Eagly(1981)의 연구는 메시지 설득력이 감소하게 되는 귀인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부정적 언

론보도의 메시지 설득력 약화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부정

적 언론보도의 자극귀인(entity attribution)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부정적 언

론보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설득 메시지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귀인판단 과정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Kelley는 원인추론 과정에서 자극귀인(entity 

attribution) 또는 실제적 귀인(external reality attribution)의 영향력을 감소시

키는 원리로 절감원리(discounting principle)를 제시하였다(Kelley, 1972; Eagly 

& Chaiken, 1993). 본 연구에서는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절감원리의 작동을 유

발하는 단서를 절감단서(discounting cue)라고 규정한다.

절감단서로 이용될 수 있는 단서는 Kelley의 공변모형과 인과추론모델

에서 제시하는 단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공변모형과 관련된 절감 

단서로는 부정적 보도의 합의성, 일관성, 그리고 특이성을 약화시키는 단서가 

있다.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합의성(consensus) 약화 단서는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설명이나 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

다는 정보를 의미하며, 일관성(consistency) 약화 단서는 부정적 사건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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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한 전달자의 원인 설명이나 주장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일수도 있고, 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이성

(distinctiveness) 약화 단서는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주장이 

어느 특정 스포츠 조직의 상황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

부분의 조직에 대한 보도에서도 항시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제시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Kelley의 인과추론모델에서 제시하는 개인속성 단서와 상황

적 단서에 해당하는 지식편향(knowledge bias) 단서와 보고편향(reporting 

bias) 단서를 부정적 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절감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에 대한 역설득 전략은 부정적 보도의 설명

이나 주장에 관하여 메시지 전달자의 지식편향과 보고편향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예를 들어 지식편향 역설득 단서는 전달자가 왜곡

된 지식 정보를 지니고 그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편향적으로 선택하고 주

장한다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고편향 역설득 단서는 전달자가  메시

지 수용자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보와 관련

이 있다. 즉, 외부의 상황적 요인으로 정확한 사실 메시지를 제시하려는 전달

자의 의도가 영향을 받았다는 정보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감단서로 

활용될 수 있는 단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3. 실험 1의 가설

마찬가지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

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

로 귀인 되는 절감정보(discounting cue)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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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단서 유형 개념 및 예시

합의성 단서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설명이나 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반박정보 

일관성 단서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원인 설명이나 주장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일관되지 않다는 반박정보  

특이성 단서
부정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달자의 주장이 특정 조직에만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임을 보여주는 반박정보

지식편향 단서
전달자가 자신의 왜곡된 지식정보에 기인하여 부정적 정보를 주장함을 
보여주는 반박정보 

보고편향 단서
전달자가 수용자를 의도적으로 호도하기 위하여 부정적 정보를 
주장함을 보여주는 반박정보 

표 3. 절감단서 유형 및 개념 

황에 대한 귀인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언론보도 메

시지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행위자 또는 상황

에 기반을 둔 원인은 외부 실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귀인확률을 감소시킨다

는 절감원리(discounting principle)에 근거한다. 따라서 개인 또는 상황적 원인

에 귀인하게 되고 수용자는 전달자가 편향(biased)되었다고 추론하게 된다

(Eagly, Wood, Chaiken, 1978; Wood & Eagly, 1981). 결과적으로 전달자 메시

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에 근거한 실험 1의 가

설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H1: 부정정보에 대한 설득력 약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단순 반박 메시

지를 전달하는 것 보다 절감단서(discounting cue)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H1a: 개인속성에 대한 귀인정도는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

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높을 것이다.

H1b: 실제적 사실(factual evidence)에 대한 귀인정도는 절감단서가 포

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

하여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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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c: 부정정보의 전달자(communicator)가 편향되었다는 인식은 절감단

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높을 것이다.

H1d: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counter-argument)의 신뢰도는 절감단

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높을 것이다.

H1e: 부정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한 태도의 수정 정도는 절감단서가 포

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클 것이다.

H2(경로분석): 개인속성 귀인 정도와 실제적 사실 귀인 정도는 전달자

(communicator)가 편향되었다는 인식과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

(counter-argument)의 신뢰도에 각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전달자가 편향되었다는 인식과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의 신뢰도는 각각 

최초 부정적 태도 수정 정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개인속성 귀인정도는 전달자 편향 지각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개인속성 귀인정도는 반박정보의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c: 실제사실 귀인정도는 전달자 편향 지각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d: 실제사실 귀인정도는 반박정보의 신뢰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e: 전달자 편향 지각정도는 반박정보의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f: 전달자 편향 지각정도는 태도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g: 반박정보의 신뢰도는 태도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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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실험설계 및 표본

실험 1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1개의 독립변수, 4개 수준(통제집단 

포함) 피험자 간(between-subject) 실험 설계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인은 반박

정보 유형으로 ‘단순반박 정보 제공’, ‘절감단서 제공’, ‘단순반박 정보

와 절감단서 함께 제공’으로 구성된 3개 처치집단(treatment conditions)과, 

어떠한 반박 메시지에도 노출되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 condition)으로 구성

된 총 4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에는 총 127명의 피험자가 참

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20-40대 연령대로 남녀 동일한 비율로 전문 설문 

업체를 이용하여 표집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는 집단별로 무선 할당되어 실

험집단 별 35명씩 할당되었다. 자세한 표본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구분 항목 N 비율(%)

성별
남 61 48.0
여 66 52.0
계 127 100

연령

20대 47 37.0
30대 37 29.1
40대 43 33.9
계 127 100

최종학력

고등학교 18 14.2
전문대학 14 11.0

4년제 대학 85 66.9
대학원 10 7.9

계 127 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 13.4
100만원 ~ 200만원 25 19.7
201만원 ~ 300만원 35 27.6
301만원 ~ 400만원 19 15.0
401만원 ~ 500만원 18 14.2
501만원 ~ 600만원 8 6.3

601만원 이상 5 3.9
계 127 100

표 4. 실험 1의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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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절차

실험의 절차는 <그림 4>와 같이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정정

보 노출 단계에서는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부정정보에 노출되었다. 부정정보

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익명의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

도의 형태를 이용하였다. 익명의 스포츠 조직을 이용한 이유는 해당 스포츠 

조직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인식이나 신념이 실험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실험1에 사용된 부정정보 

자극물은“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변인 측정 단계로, 부정정보 노출 후 주요 종속변

인에 대한 피험자의 지각정도를 설문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필러과제 수행 단계로 1차 변인 측정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이 2차 변

인 측정 단계에서의 피험자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

하였다. 필러과제는 본 연구와 관계없는 신문기사를 읽은 후 이에 대한 내용

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답하는 형식을 이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반박자료 노출 단계로 모든 피험자가 무작위로 3개 처

치집단과 1개 통제집단 중 하나에 무작위로 노출 되었다. 처치집단은 반박자

료에 노출된 집단으로 반박자료의 유형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단순반박 정

보 제공’, ‘절감단서 제공’, ‘단순반박 정보와 절감단서 함께 제공’으로 

구성된 3개 처치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어떠한 반박 메시지에도 노출되지 않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부정정보
노출

➜ 1차 
변인 측정

➜ 필러과제
수행

➜ 반박자료
노출

➜ 2차 
변인 측정

그림 4. 실험 1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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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통제집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는 주요 종속변인에 대한 2차 측정이 이루어 졌다. 

4.3. 실험조작 및 자극물 준비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크게 최초 ‘부정정보’와 독립변인으로 이용

된 3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로 구성되었다. 우선 최초 ‘부정정보’의 경

우는 가상의 스포츠 조직의 단체장이 윤리성과 외교능력 부문에서 문제가 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부정정보 자극물은 “부록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반박자료의 유형은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유형의 반박자료 자극물은 “부록 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인 ‘단순반박’ 유형의 반박자료는 최초 부정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부정(denial)으로 일관한 정보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스포츠 조직의 단

체장의 ‘윤리성에 의심이 된다’는 부정정보에 대한 단순반박 정보로는 

‘윤리성에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반박정보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유형

의 반박자료로는 ‘절감단서’를 제공하는 유형을 준비하였다. 절감단서의 

경우는 최초 부정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지식편향 정도를 높여주는 단서

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편향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정보의 정보원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체육 단체장의 친인척이 해당 단체장에 대하

여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보원이 해당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즉 지식편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절감단서를 제공하는 반박 자료의 경우는 최초 피

험자들이 노출된 부정정보를 유출한 정보원의 지식편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유형의 반박자료는 앞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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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순반박’정보와 ‘절감단서’정보를 동시에 모두 보여주는 반박자료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반박자료에도 노출되지 않는 통제집단이 있다.

4.4. 주요변수 측정

주요 종속변인은 (1)개인속성 귀인정도, (2) 실제적 사실 귀인정도, (3)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4) 반박정보의 신뢰도, (5) 사전·사후 태도, (6) 사

전·사후 조직에 대한 신뢰도로 이루어 졌다. 각 변인별 측정항목과 항목 도

출의 근거 문헌, 그리고 변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 값은 다음 <표 5

>에 제시하였다. 실제 설문지 구성은 “부록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종속변인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하였고, 또한 통제변인으로 사

전·사후 기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5. 연구결과

5.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 변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인의 내적 신뢰도는 크론바

하 알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상호 관련된 변인들끼리, 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정보 요인, 반박정보 요인, 설득력효과 요인 총 3

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치와 변인별 크론바

하 알파 역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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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변인 항목
요인
적재
치

α
참고문헌

사전 사후

부정
정보
요인

개인속성 
귀인정도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개인적 신념 때문에 
비판하였다

.645

-* .663

Eagly et 
al.(1978),
Wood & 

Eagly(1981)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협회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780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

.680

실제적
사실

귀인정도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협회 운영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회를 비판하였다

.847

- .697

Eagly et 
al.(1978), 
Wood & 

Eagly(1981)

기술위원 A씨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를 비판하였다

.849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은 기술위원 A씨가 협회를 비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640

반박
정보
요인

전달자
편향 
지각

성실하다 .774

- .838

Eagly et 
al.(1978), 
Wood & 

Eagly(1981)

기회주의적이지 않다 .796

편향되지 않다 .781

객관적이다 .843

호감이 간다 .847

반박정보
신뢰도

신뢰감이 간다       ↔        신뢰감이 간다 .860

- .910
Block & 

Keller(1995), 
유강훈(2008)

과장이 심하다       ↔      과장되지 않았다 .617

설득력이 없다       ↔        설득력이 있다 .861

근거가 없다         ↔      근거가 확실하다 .862

믿기 어렵다         ↔          믿을만 하다 .864

논리가 빈약하다     ↔        논리가 강하다 .811

설득
력

효과
요인

조직에 
대한  
태도

싫어한다            ↔             좋아한다 .909

.850 .902

김완석, 
권윤숙(1997), 

김기한, 
김인준, 

방신웅(2012)

호감이 가지 않는다  ↔          호감이 간다 .935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893

* 측정하지 않음

표 5. 변인별 측정문항 및 내적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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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설검증

5.2.1. 주요변인 기술통계분석 결과

<표 6>은 주요 종속변인별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 통제집단은 조직에 

대한 사후 태도와 사후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정보 노출 직

후 측정한 1차 측정값의 평균값만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반박정보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속성 귀인정도

단순반박 31 2.78 .58

절감단서 30 3.11 .43

단순반박+절감단서 31 3.37 .42

실제적 사실 귀인정도

단순반박 31 3.27 .63

절감단서 30 2.94 .63

단순반박+절감단서 31 2.72 .60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단순반박 31 3.18 .57

절감단서 30 3.30 .48

단순반박+절감단서 31 3.57 .50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

단순반박 31 2.57 .68

절감단서 30 2.76 .67

단순반박+절감단서 31 2.82 .71

조직에 대한 태도 변화
(사후 태도 – 사전 태도)

단순반박 31 -.01 .46

절감단서 30 .06 .57

단순반박+절감단서 31 .39 .70

표 6. 주요 종속변수별 반박정보 유형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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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H1a~H1e 검증(반박자료의 유형이 설득력 약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H1은 부정정보에 대한 설득력 약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단순 반박 메

시지를 전달하는 것 보다 절감단서(discounting cue)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부적으로 종속변인에 따라 H1a에서 H1e까지 

5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첫째, H1a는 개인속성에 대한 귀인정도가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측

하였다. H1a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공분산분석(one-way ANCOVA)를 실행

하였다. 독립변인은 반박자료 유형이었고, 총 7개의 공변량(covariate)를 이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공변량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수준, 

스포츠관여도, 사전 기사 신뢰도, 사후 기사 신뢰도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7개의 공변량 모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든 공변량을 제외하고 

ANOVA를 재차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보고된 바와 같다. ANOVA 분석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9)=11.16(p<.01). 이에 후속적인 분석으로 2

개 집단간 차이를 추가적인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H1a를 검

증하기위해 ‘단순반박’ 집단과 ‘단순반박+절감단서’ 집단의 평균값을 비

교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박’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2.79)에 비하여 

‘단순반박+절감단서’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3.37)의 개인속성에 대한 귀

인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60)=20.19 (p<.01). 이와 같은 결과는 H1a

를 지지 한다. 추가적으로 H1a가 예측하는 분석은 아니지만 ‘단순반박’ 집

단(M=2.79)과 ‘절감단서’집단(M=3.11)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9)=6.16 (p<.05).

둘째, H1b는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귀인정도는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

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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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단순반박

(SD)
절감단서

(SD)
단순반박 + 절감단서

(SD)
F

개인속성 귀인정도 2.79a(.09) 3.11b(.09) 3.37c(.09) 11.16**

실제적 사실 귀인정도 3.17a(.10) 2.95c(.10) 2.81c(.10) 2.99*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3.23a(.08) 3.29a(.08) 3.54c(.08) 4.94**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 2.52a(.11) 2.77ac(.11) 2.86c(.11) 2.74(.070)

조직에 대한 태도 변화
(사후 태도 – 사전 태도)

-.04a(.10) .06a(.10) .41c(.10) 5.16**

동일한 위첨자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 : p<.05,  ** : p<.01

표 7. 주요 종속변수별 일원 공분산분석 결과 

하였다. H1b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공분산분석(one-way ANCOVA)를 실행

하였다. 독립변인은 반박자료 유형이었고, 총 7개의 공변량(covariate)를 이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공변량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수준, 

스포츠관여도, 사전 기사 신뢰도, 사후 기사 신뢰도를 포함하였다. 7개의 공

변량 중에서 사전 기사의 신뢰도는 종속변인인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귀인정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2)=11.12 (p<.01). 그 밖의 6

개 공변량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6개의 공변량을 제외하고 1개의 공변량만

을 이용하여 ANCOVA를 재차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보고된 바와 같다. ANCOVA분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2)=2.99 (p<.05). 이에 후속적인 분석으로 2개 집

단간 차이를 추가적인 ANC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H1b를 검증하

기 위해 ‘단순반박’ 집단과 ‘단순반박+절감단서’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박’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3.17)에 비하여 

‘단순반박+절감단서’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2.82)의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귀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58)=5.94 (p<.01). 이와 같은 결과는 

H1b를 지지 한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단순반박’ 집단(M=3.21)과 ‘절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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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집단(M=3.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8)=1.66 (p>.05).

셋째, H1c는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는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H1c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공분산분석(one-way ANCOVA)를 실행하였다. 

독립변인은 반박자료 유형이었고, 앞서 사용한 7개의 공변량(covariate)를 이

용하였다. 7개의 공변량 중에서 연령, F(1, 82)=7.61(p<.01)과 사후 기사에 대

한 신뢰도, F(1, 82)=28.65(p<.01)는 종속변인인 개인속성에 대한 귀인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개 공변량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5개의 공변량을 제외하고 2개의 공변량만을 이용하여 ANCOVA를 

재차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보고된 바와 같다. ANCOVA분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7)=4.94(p<.01). 이에 후속적인 분석으로 2개 집

단간 차이를 추가적인 ANC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H1c를 검증하

기위해 ‘단순반박’ 집단과 ‘단순반박+절감단서’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박’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3.23)에 비하여 ‘단

순반박+절감단서’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3.53)의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58)=8.87(p<.01). 이와 같은 결과는 H1c를 지지 한다. 

추가적으로 H1c가 예측하는 분석은 아니지만 ‘단순반박’ 집단(M=3.21)과 

‘절감단서’집단(M=3.27)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F(1, 58)=.30(p>.05).

넷째, H1d는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

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

다. H1d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공분산분석(one-way ANCOVA)을 실행하였

다. 독립변인은 반박자료 유형이었고, 앞서 이용한 7개의 공변량(covaria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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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7개의 공변량 중에서 사후 기사의 신뢰도는 종속변인인 개인속

성에 대한 귀인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2)=27.71(p<.01). 그 밖의 6개 공변량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6개의 공변량을 

제외하고 1개의 공변량만을 이용하여 ANCOVA를 재차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보고된 바와 같다. ANCOVA분석은 90%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8)=2.74 (p=.07). 이에 후속적

인 분석으로 2개 집단간 차이를 추가적인 ANC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H1d를 검증하기위해 ‘단순반박’ 집단과 ‘단순반박+절감단서’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박’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

(M=2.53)에 비하여 ‘단순반박+절감단서’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2.86)의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59)=4.34 (p<.05). 이와 

같은 결과는 H1d를 지지 한다. 추가적으로 H1d가 예측하는 분석은 아니지만 

‘단순반박’ 집단(M=2.54)과 ‘절감단서’집단(M=2.79)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8)=2.65(p>.05).

마지막으로, H1e는 부정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절감단서가 포함된 설득력 약화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H1e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공분산

분석(one-way ANCOVA)를 실행하였다. 독립변인은 반박자료 유형이었고 앞

서 이용한 7개의 공변량(covariat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에 이용된 공변량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수준, 스포츠관여도, 사전 기

사 신뢰도, 사후 기사 신뢰도를 포함하였다. 7개의 공변량 중에서 사후 기사

의 신뢰도는 종속변인인 개인속성에 대한 귀인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2)=8.16(p<.01). 그 밖의 6개 공변량은 종속변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6개의 공변량을 제외하고 ANCOVA를 재차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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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7>에 보고된 바와 같다. ANCOVA분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8)=5.16 (p<.01). 이에 후속적인 분석으로 2개 집

단간 차이를 추가적인 ANC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H1e를 검증하

기위해 ‘단순반박’ 집단과 ‘단순반박+절감단서’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박’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01)에 비하여 ‘단

순반박+절감단서’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M=.39)의 태도변화량이 양의 방향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60)=6.93(p<.01). 이와 같은 결과는 H1e를 지지 

한다. 추가적으로 H1e가 예측하는 분석은 아니지만 ‘단순반박’ 집단

(M=-.00)과 ‘절감단서’집단(M=.05)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F(1, 57)=.13(p>.05)으로 나타났다. 

5.2.3. H2 검증(반박자료에 의한 설득력 약화의 심리학적 과정)

H2는 개인속성 귀인 정도와 실제적 사실 귀인 정도가 전달자

(communicator)가 편향되었다는 인식과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

(counter-argument)의 신뢰도에 각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전달자가 편향되었다는 인식과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의 신뢰도는 각각 

최초 부정적 태도의 변화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각 변인별 평균값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사례수가 92개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보다 경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

다(김계수, 2011; Hu & Bentler, 1999). 적합도 지수 산출결과 χ2=.294 (p>.05), 

Normed χ2=.10, TLI=1.265, CFI=1.00, RMSEA=.00 로 나타났다. 이들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검증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고 자세한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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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설 2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2a는 개인속성귀인과 전달자 편향 인식과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12(p<.10)

로 나타나 개인속성귀인 정도가 높을수록 전달자가 편향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b는 개인속성귀인과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31(p<.01)로 나타나 개인

속성귀인 정도가 높을수록 반박정보에 대해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c는 실제사실귀인과 전달자 편향 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표 8>에

가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H2a 개인속성귀인→전달자 편향 인식 .152 .12 .112 1.349*

H2b 개인속성귀인→반박정보의 신뢰도 .397 .31 .122 3.269***

H2c 실제사실귀인→전달자 편향 인식 -.590 -.55 .093 -6.367***

H2d 실제사실귀인→반박정보의 신뢰도 -.195 -.19 .119 -1.639*

H2e 전달자편향지각→반박정보의 신뢰도 -.409 -.45 .112 -3.653***

H2f 전달자편향지각→태도의 변화 .177 .24 .076 2.312**

H2g 반박정보의 신뢰도→태도의 변화 .204 .27 .078 2.631***

*: p<.1, **: p<.05, ***p<.01 

표 8. 가설 2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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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처럼 경로계수가 -.55(p<.01)로 나타나 실제사실에 귀인 할수록 전달

자가 편향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2d는 실제

사실귀인과 반박정보의 신뢰도에 관한 가설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

로계수가 -.19(p<.10)로 실제사실에 귀인 할수록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2e는 전달자편향지각과 반박정보의 신뢰도의 관계

에 관한 것으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45(p<.01)로 전달자가 

편향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H2f는 전달자편향지각과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정도에 관한 것으로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24(p<.05)로 나타나 전달자가 편향되

었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정보로 인해 형성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2g는 반박정보의 신뢰도와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로계수가 .27(p<.01)로 나타

나 반박정보를 신뢰할수록 부정정보로 인해 형성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실험 1 논의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전략적 대응 커뮤니케

이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전략을 검증하기 위하여 메시지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귀인 되는 절감정보(discounting cue) 제공에 대한 이론

적 가설을 토대로 일련의 조작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 언론보도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귀인 추론을 하게 되고 개인

이나 상황에 귀인 할수록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의 설득력이 약화된다는 이

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지식편향 정보를 절감단서로 제공함

으로써 메시지의 설득력이 감소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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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부정적 언론보도의 설득력 약화 메시지는 절감단서를 제공할 

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순반박 정보 제공, 절감단

서 제공, 단순반박 정보와 절감단서 동시 제공, 그리고 통제 집단의 비교실험

에서 단순반박 정보와 절감단서를 동시에 제공할 때 개인속성 귀인정도, 실

제적 사실 귀인정도,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반박정보의 신뢰도, 사전ㆍ사후 

태도 등 주요 종속변인에서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 영향관계에서 개인속성 귀인 

정도와 실제적 사실 귀인 정도는 전달자 편향정도와 반박정보 신뢰도에 각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달자 편향정도와 반반정보 신뢰도는 각

각 부정적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 절감단서 제공은 부정적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

킨다는 이론적 가설과 절감단서 반박자료에 의한 설득력 약화의 심리학적 과

정에 대한 이론적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예측한 바와 같이 검증되었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에 대한 귀인효과를 높이는 반박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에서 귀인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이

론적 가설이 타당하게 지지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학

술적, 이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 상황에서 해당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전

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험 1에서 밝혀진 개인 특성 귀인정보가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의 설

득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부

정적 언론보도 위기상황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메시지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메시지 수용자에 대한 전략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험 1의 메시지 설득력 약화 전략과 함께 추가적으로 메시지 수용자

의 태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정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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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도로 인하여 형성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의적으로 바꾸

기 위한 대응전략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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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2: 손상된 이미지 복구 전략 검증

1. 실험 2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인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 2에서는 

스포츠 조직이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어 이미지 손상이 이미 발생한 상황

에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스포츠 조직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손상된 이미지의 회복은 최초 부정적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스포츠 조직의 이미지와 태도에 대한 판단수정

(judgement revision)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부정적 언론 보도를 통해 형

성된 최초 판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수정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함으

로써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판단수정 과정의 이론적 배경

은 Pham과 Muthukrishnan(2002)의 탐색-정렬 모델(search-and-alignment 

model)을 토대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태도형성에서의 판단수정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이미 형성된 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판단의 변화가 발생하기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자극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행동이나 태

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의사 및 태도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포츠 행정조직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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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평가나 판단이 실제의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 또는 특

정 스포츠 용품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해당 용품에 대한 평가나 의미

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접한 후 변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평가나 판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스포츠 조직이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었을 경우의 적절한 대응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부정적 언론보

도가 주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공중이나 소비자들은 해당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

다. 따라서 부정적 언론보도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와 태도를 보다 긍정적

인 이미지와 태도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판단수정(judgment revision)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손상된 이미지 복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나 판단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전 정보에 

대한 변화가 발생함을 전제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사전정보와 판단수정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다음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거점-수정 모형, 정보통합 이론, 정보 정교화 정도, 그리고 비교기

회의 제공(Muthukrishnan, Pham, & Mungalé, 1999; Pham & Muthukrishnan, 

2002).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적용된 Pham & Muthukrishnan(2002)의 탐색-정

렬 모형(search-and-alignment model)은 판단수정 과정의 4가지 이론적 관점 중 

비교기회의 제공을 통한 판단수정 과정에 해당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판단수정

과 관련된 4가지 이론적 관점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2.1.1. 거점-수정 모형(Anchoring-and-Adjustment Model)

판단수정(judgment revision)에 대한 기존 이론적 설명에 의하면 판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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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최초 판단(initial evaluation) 형성에 관여된 정보(information)와 관련되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최초 정보가 새로운 정보와 함께 판단수정 과정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최초 정보에 의해 형성된 기존 판단

에 도전적(challenging)일 때이다. 이러한 설명의 두드러진 예로 판단수정에 

대한 거점-수정 모형(anchoring-and-adjustment models)을 들 수 있다(e.g., 

Hogarth and Einhorn, 1992). 이 모델에 따르면, 사전 판단은 거점으로 작용하

게 되고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새로운 정보가 거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점과 새로

운 정보 간 거리간격에 대한 측정치가 크면 클수록 판단수정이 많이 이루어

지게 된다. 즉, 사전 정보의 내용이나 특성 자체는 판단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 정보 간 개념간격의 차이에 따라 수정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판단수정이 발생할 경우, 그 수정의 크기는 이전 평가에 비례하여 단지 

새로운 정보의 측정치 함수가 된다는 것이다(Pham & Muthukrishnan, 2002).

앞서 기술한 거점-수정 모형의 관점에서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정보

에 대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면, 최초 부정정보에 의해 형성

된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거점으로 보고 최대한 이 거점과 긍정

적인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

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앞서 기술 하였듯이 새로운 정보의 판단

수정 효과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최초 정보의 성격과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

다는 점에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1.2. 정보통합 이론(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판단수정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론적 틀은 정보통합이론이다. 정

보통합이론(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관점에 따르면, 기존 판단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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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새로운 판단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기존 

판단의 중요도는 기존 판단에 관여된 정보 양(amount)의 정적인 함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Anderson, 1981; Hogarth & Einhorn, 1992). 즉, 최초 정보

에 의해 형성된 판단에 관여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최초 판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또 반박정보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성이 증가하게 된다.

Anderson(1981)의 평가에 대한 에버리징(averaging) 모델에 따르면, 부

정적 태도정보가 이전 정보와 만나게 되면 양 정보의 평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판단에 관여된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적은 경

우보다 초기 판단으로부터 편차가 적게 나타나게 된다. 비슷하게, Hogarth와 

Einhorn(1992)은 신념-수정(belief-updating) 과제에서 정보 처리자의 이전 신

념과 대립되는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보다 긴 시리즈(longer series)로 구성된 

이전 정보는 초기 판단과 일관된 입장인 “주효과(primacy effect)”를 유발

하여 결과적으로 최초 판단에 대한 내성이 증가고 판단수정이 좀처럼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반대로 이전 정보가 보다 짧은 시리즈로 구성

될 경우, 즉 정보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이전 신념과 대립되는 새로운 정보

와 일관된 입장인 “최신 효과(recency effect)”를 유발되어 최초 판단에 대

한 판단수정의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태도에 대한 심리학적 문헌에 의하면, 기존 태도

가 많은 양의 호의적 태도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된 경우 부정적 태도 메시지

에 대응하는 저항력이 높다는 것이다(Haugtvedt, Schumann, Schneier, & 

Warren, 1994; Wood, 1982). 즉, 최초 태도에 관련되어 많은 양의 정보가 기

억되어 있는 경우 그와 상충하는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최초 태도의 수정 가

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Haugtvedt, et al., 1994; Wood, 1982). 구체적으로 

Wood(1982)는 많은 양의 태도일치 신념(attitude-consistent beliefs)이 검색 인

출될 경우 도전 정보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커짐을 밝혔다. 또한 Wood, 

Rhodes, & Biek(1995)는 태도 대상(attitude object)에 관여된 정보의 양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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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저항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하였다. 

Haugtvedt, et al.(1994)은‘정보의 양’이 부정적 태도 메시지에 대한 

태도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양을 조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과거 9개의 제품 클레임에 노출되었던 피험자들

은 3개의 클레임에 노출되었던 피험자들에 비하여 보다 적은 초기 태도 수정

이 일어나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태도수정 저항성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많은 양의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된 이전 판단들은 추후의 태도

수정 가능성이 적으며 이는 정보통합이론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3. 정보 정교화 정도

태도나 판단형성에 관여된 정보의 양과 함께 정보의 정교화 정도

(elaboration) 또한 판단수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기 정보의 

양이 일정하더라도, 초기 정보 그 자체의 정교함을 향상시키는 조건들에 따

라 태도변화의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Haugtvedt & Wegener, 1994; 

Petty & Cacioppo, 1986; Petty, Haugtvedt, & Smith, 1995). 이는 정교화가 높

은 정보에 근거한 태도는 보다 내적 일관성이 높으며 따라서 보다 높은 확신

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도전정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agly & Chaiken, 1995; Petty, Haugtvedt, & Smith, 1995).

정보 정교화 정도와 태도수정 저항성과의 관계의 주요 연구주제로 태

도강도(attitude strength)에 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즉, 강한 태도와 약한 태

도는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강한 태도란 지속적이며(persistent), 저항적이고

(resistant), 그리고 행동의 예측력(prediction of behavior)이 높은 결과를 수반

하게 된다(Petty, Haugtvedt, & Smith, 1995). 즉, 태도강도가 높을수록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양의 사고를 통하여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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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교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태도 강도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태도강

도는 태도대상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고의 양(the amount of thinking), 또는 

보다 주의 깊고 신중한 사고(careful and effortful thinking)의 양과 정적인 함

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의 기본 

가정인데, ELM은 수반된 태도변화의 강도가 수행된 연구마다 상이하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즉, 기존의 관련 연구 중 어떤 연구에서는 태도변화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변화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Petty, 

1977; Petty & Cacioppo, 1981, 1986). ELM의 주요 논점은 태도강도는 태도형

성의 정교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태도형성의 정교함은 당사자가 태도

대상과 관련하여 수행한 쟁점관련 사고의 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도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단순한 자극 과정보다 

주의 깊고 신중한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만약 어떤 요인 또는 변인이 어떤 태도가 단순한 자극 과정보다 주의 깊은 

사고에 근거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면, 그 요인 또는 변인에 의하여 형성

된 태도는 태도의 강도가 높아지면, 따라서 도전정보에 의한 판단수정의 가

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2.1.4. 비교기회(Comparison Opportunity)

사전 정보의 양(Haugtvedt, et al., 1994; Wood, 1982) 그리고 정교함

(Haugtvedt & Wegener, 1994)과 판단수정 및 태도변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기

존의 연구에서는 단지 한가지의 자극조건을 다루고 있다. 즉, 부정적 태도 정

보(counterattitudinal information)의 존재 그 자체만을 고려한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자극조건에서는 사전 정보와 후속 정보 간의 비교기회가 고려되지 않

는다. 사전 정보의 양과 정교함의 정도가 후속적 판단수정에 영향을 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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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간의 비교가 촉진되는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

서 판단수정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이는 비교-수정 가설(comparison-revision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전 정보와 후속 정보 간 비교가 촉진되는 

자극 상황에서 판단수정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된다는 가정이며, 나아가 높은 

비교기회의 상황에서는 사전 정보의 양 또는 정교함과 판단수정과의 부적 관

계가 오히려 약화되거나 반대로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Muthukrishnan, 

Pham, & Mungalé, 1999).
후속 정보와 사전 정보 간의 경쟁적 비교가 촉진되는 상황에서는 판단

수정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는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먼

저 비교 광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메시지들은 그렇지 않은 메시지

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주의를 끌게 된다는 것이다(Pechmann & Stewart, 

1990). 따라서 비교를 유도하는 정보일수록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둘째, 어떤 

속성은 (e.g.,“A 자동차는 연비가 리터당 10km이다“) 비교기준 없이는 평가

하기가 어렵다. 대안적 정보들과의 비교 기회가 주어질 때 (e.g., "B 자동차는 

연비가 리터당 15km이다”) 그러한 속성에 대한 평가가능성(evaluability)이 

높아지고 나아가 판단이나 선택에서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Hsee, 

1996; Slovic & MacPhillamy, 1974).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는 주어진 

속성에 대한 가치들의 범위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로컬적 맥락”을 제시함

으로써 속성의 진단성(diagnosticity)을 증가시키게 된다(Goldstein, 1990; 

Mellers & Cooke, 1996; Pham, 1996). 셋째, 경쟁적인 비교 조건은 초기 평가 

상황에서 사용된 비교기준으로부터 유의하게 이탈된 즉, 설득력 있는 새로운 

경쟁적 비교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기준의 변화는 판단수정을 촉

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Hsee & Leclerc, 1998; Tversky & Shaffir, 

1992). 마지막으로,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안들에 

공통된 특징을 맵핑하고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맵핑에 잘 맞는 정

보가 보다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Markman & Medin, 1995).



- 76 -

이와 관련하여 이전 판단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이나 특징이 추후 판단

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한 실증연구가 보고 된 바 있

다. 예를 들어 Fabrigar and Petty(1999)에 따르면, 인지적이든 정의적이든(즉, 

명제적 vs. 감각적) 새로운 정보에 의한 태도수정의 양은 이전 태도에 관한 

정보의 성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의적 정보에 의해 형성된 태

도는 새로운 정보가 정의적일 경우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지적 정보에 

의해 형성된 태도의 경우는 새로운 정보가 인지적일 때 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여 판단수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Fabrigar and Petty(1999)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구조적 기반(예를 들어 인지적인지 감정적인지)과 일치하

는 설득적 메시지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일치효과(matching effect)

에 대한 다음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주고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직접적

인 감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e.g., 음료의 직접 시음) “정의적(affective)” 

초기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고, 명제적 정보를 줌으로써(e.g., 음료에 대한 

설명 읽기) “인지적(cognitive)”초기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유사하게, 

정의적인 부정적 태도 정보를 주기 위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였고(e.g., 음료

에 암모니아를 첨가한 후 시음), 인지적인 부정적 태도 정보를 주기 위해 언

어적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e.g., 음료의 나쁜 냄새에 대한 글 읽기). 결과적

으로 정의-인지 매칭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감각

적 경험은 이전의 감각적 경험과 쉽게 비교된 반면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언

어적 설명은 이전의 언어적 설명과 쉽게 비교된 까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요약하면 판단수정(judgment revision)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전 정보

의 양이나 정교함 정도와 같은 정보 자체의 특성이 태도형성 및 수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전자극이 주어질 때 이전 태도

형성에 관여된 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도전자극의 영

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가능성은 도전자극과 타깃

정보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일치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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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실험 2는 부정적 언론보도로 손상된 이

미지를 복구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효과를 이와 같은 비교기회(comparison 

opportunity)에 중점을 두고 검증하고자 한다. 

2.2. 탐색과 정렬 모델(Search-and-Alignment Model)을 이용한 판단수정

2.2.1. 탐색과 정렬 모델 개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단수정의 과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거점-수정 모형, 정보통합 이론, 정보 정교화 정도, 그리고 비교기회의 제공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중 거점-수정 모형, 정보통합 이론, 정보 정교화 정

도 관점은 기존의 인식된 정보나 형성된 태도에 대응하는 자극조건의 존재 

자체 및 그 특성(e.g., 정보의 양, 정교화 정도 등)만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판단수정 과정을 단순한 자극-반응 도식으로 가정하고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반해 비교기회의 제공 관점은 최초 판단과 새로운 도전정보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최초 판단의 판단수정을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수정 과정은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관계

가 어떻게 맺어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포함한 전반적 세부 과

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판단수정 과정에 대

한 이론적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탐색과 정렬 모델(search-and-alignment 

model)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로 평

가된다. 이는 탐색과 정렬 모형이 비교이론 관점의 이론이며 이는 사전 정보

와 후속 정보 간의 비교기회 즉, 양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설정 및 비교결과 

산출 메커니즘 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Muthukrishnan, Pham, & 

Mungalé, 1999; Pham & Muthukrishn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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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는 Pham & Muthukrishnan(2002, p. 19)이 제시한 판단수정의 

탐색과 정렬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6>에 따르면, 먼저 부정적 태도의 도전

자극에 노출되면 타깃 정보, 즉 이전에 형성된 태도 정보에 대한 탐색 과정

이 이루어진다. 이전 태도 정보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경우 도전자극 정보와 

정렬 비교과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도전자극 정보에 대한 저항성이 클 경우 

이전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반대로 이전 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

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전자극에 근거하는 판단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전 태도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되어 정렬 비교가 진행되면 도전자

극 정보와 이전 정보간의 측정단위의 공통성에 근거하는 진단성(diagnosticity) 

검토가 전개된다. 만약 진단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면 도전자극에 근거하

는 판단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단성이 미미하면 도전자극에 대한 저항성

이 유지되며 기존의 정보를 채택하고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판단수정 정도의

그림 6. 판단수정에 대한 탐색과 정렬 모델(Pham & Muthukrishnan, 2002, p.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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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도전정보의 인지된 진단성(perceived diagnosticity), 즉 도전정보와 기

존의 정보 간 공통비교성(commensurability)에 의존한다. 종합적으로 판단 수

정의 크기는 첫째, 기존에 학습된 호의적 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accessbility)의 부적 함수이고, 둘째 도전적 정보와 기존의 호의적 태도 정보 

간의 공통비교성(commensurability)의 정적 함수이다.

2.2.2. 세부과정2)

Pham & Muthukrishnan(2002)의 탐색과 정렬 모형(search-and-alignment 

model)은 기존 태도에 상충하는 도전적 정보에 노출되었을 경우 기존 태도에 

대한 판단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다음 <그림 7>와 같이 총 5단

계로 이루어진다: (1) 반박정보 탐색(refutational search), (2) 정렬 및 손상 검

토(alignment and damage assessment), (3) 공통비교성 원리(commensurability 

principle) 적용, (4) 지각된 진단성(perceived diagnosticity) 적용, 그리고 (5) 판

단수정(judgment revision) 단계. 이 중‘공통비교성 원리 적용’, ‘지각된 진

단성’ 단계는 ‘정렬 및 손상 검토’의 세부적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모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탐색과 정렬 모형은 모두 Pham & Muthukrishnan(2002)가 

제시한 이론에 근거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반박정보 탐색
(refutational 

search)

정렬 및 손상 
검토

(alignment 
and damage 
assessment)

공통비교성 
원리 적용

(commensurabi
-lity principle)

인지된 진단성 
적용

(perceived 
diagnosticity)

판단수정
(judgment 
revision)

그림 7. 판단수정 과정 단계 

2) 세부과정은 Pham & Muthukrishnan(2002)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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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반박정보 탐색(refutational search) 단계이다. 이전 평

가에 도전적인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먼저 이전 평가를 지지하는 

정보를 기억 속에서 활발히 찾는 과정(active memory search)을 수행하게 된

다(Kunda, 1990). 이러한 수색 과정은 최초 판단을 방어하기 위한 반박정보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McGuire, 1964). Edwards와 Smith(1996)의 연구

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incompatible) 정보를 평가

할 때 기존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평가하는 것 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

로 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도전적 정보에 노출되

었을 경우에 도전적 정보를 지지해 주는 사고보다는 기존 의견과 일치하면서 

도전적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반박 사고(refutational thoughts)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견과 상충하는 정보에 노출되

었을 경우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반박하기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서 찾기 위

한 노력이 촉발됨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박정보 탐색(refutational search) 과정에서 기존 태도

에 대하여 호의적 정보(proattidutinal information)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은 판단수정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태도강도(attitude 

strength)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태도강도 연구에 

따르면 태도는 (1) 초기 태도가 많은 양(amount)의 호의적 정보에 근거할 때

(Wood, 1982), (2) 호의적 정보가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리허설 또는 반복되

었을 경우(McGuire, 1964), (3) 호의적 정보의 정보화 정도가 높을 때

(Haugtvedt and Wegener, 1994), 그리고 (4) 호의적 정보가 간섭 없이 학습된 

경우(Muthukrishnan, Pham, Mungalé, 2001), 기존 태도는 도전적 자극에 대하

여 보다 저항적인(resistant) 성질을 나타내며 판단수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즉, 충분한 정보 양, 리허설 기회, 정교화, 그리고 간섭의 부재 등은 모

두 판단수정의 시점에서 호의적 정보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의적 정보의 내재적 기억정도(intrinsic memorability)도 판단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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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정렬 및 손상 검토(alignment and damage assessment) 

단계로 이는 공통비교성 원리(commensurability principle)의 적용, 그리고 인

지된 진단성(perceived diagnosticity)의 적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호의적 정보는 한번 검색되면 이전 입

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도전 정보의 진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다. 구체적으로 정보 처리자는 도전 정보가 호의적 정보를 얼마나 “훼손

(damage)”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호의적 정보와 도전정보의 비교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한 진단성 사정은 비교와 선택(comparison 

and choice) 연구문헌(Medin, Goldstone, and Markman, 1995; Zhang & 

Markman, 1998)에서 강조되는 구조적 정렬(structural alignment) 과정과 유사

하다

구조적 정렬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상 간 비교 과제(e.g., 자동차

의 두 브랜드 간 비교)는 다음의 세 가지 관계 유형을 고려하게 된다: (1) 공

통성(commonalities) (e.g., A 자동차와 B 자동차는 모두 독일제이다); (2) 공통 

차원(e.g., A 자동차의 연비는 25mpg이고 B 자동차의 연비는 30mpg이다)에서

의 정렬성(alignable) 또는 공통비교성(commensurable)에 따른 차이; (3) 대상 

고유의 특징과 관련된 (e.g., A 자동차는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B 

자동차는 자동 루프탑이 장착되어 있다) 비정렬성(nonalignable) 또는 비공통

비교성(noncommensurable) 차이. 이와 같은 정렬성 차이(alignable 

differences)는 판단과 선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Markman and Medin, 

1995).

유사하게, 사전 태도에 대한 부정적 정보(도전자극)에 대한 평가 또한 

새로운(즉 도전자극) 정보와 이전(호의적 태도) 정보간의 세 가지 관계 설정

을 나타내게 된다. 도전자극은 부분적으로 이전 정보와 일치될 수 있는데 - 

즉, 공통성 관계(commonality relationship) - 그러한 일치된 정보는 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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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수용된다(Lord, Ross, and Lepper, 1979). 그러

나 도전자극이 부분적으로 호의적 태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i.e., 이전 

평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지만 이전 정보와 비공통비교성 관계 - 즉, 비정

렬성 관계(nonalignable relationship) - 로 인하여 기존의 정보와 공통의 단위

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두 정보 간 공통비교성(commensurability)의 

결핍은 도전자극 정보의 평가적 함의 즉, 진단성을 모호하게 한다(Slovic and 

MacPhillamy, 1974). 결과적으로 비공통비교성을 지닌 도전자극 정보는 상대

적으로 미미한 판단수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전자극이 호

의적 태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이전 정보와 공통비교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 즉, 정렬성 관계(alienable relation). 공통비교성을 지닌 도전정보는 보

다 진단성이 높고 그리고 이전 정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Muthukrishnan, 

Pham, and Mungalé, 1999). 결과적으로 보다 큰 판단수정이 유발된다. 즉 도

전자극의 진단성을 평가하는 정렬성 과정은 도전자극과 기존 호의적 정보와

의 공통비교성에 따라 상이한 양의 판단수정을 유발하게 된다. 도전자극의 

공통비교성은 그 자극의 진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도전자극은 특히 진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Skowronski and Carlston, 1987).

접근성 확보 후 발생하는 정보 간 비교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만약 부정적 도전자극 정보가 기존의 정보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 

경우 즉 일치될 경우 그러한 부정적 정보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게 된다. 그

러나 만약 부정적 도전자극 정보가 기존의 호의적 태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

을 경우(즉, 기존의 평가를 훼손할 경우) 그러나 기존의 정보와 공통의 단위

로 비교할 수 없을 경우(비공통비교성; noncommensurable - 즉 비정렬성 관

계; a nonalignable relationship)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도전자극 정보와 

기존의 호의적 정보 간 공통비교성의 부재 시, 도전적 정보의 평가적 함의 

즉, 진단성이 모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통비교성이 약한 도전자극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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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만약 도전자극 정

보가 기존의 호의적 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기존의 정보와 공통비교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통비교성 도전자극은 보다 진단적으로 높은 것으

로 인식되고 따라서 이전 태도 정보에 보다 큰 손상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큰 판단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판단수정의 크기가 도전자극과 기존 호의적 태도 정보 간의 공통비교

성에 의해 형성된 도전자극의 지각된 진단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적 가정은 선

행연구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Petty and Wegener(1998)에 따르

면 high self-monitors의 경우 이미지 소구(image appeals)가 품질 소구(quality 

appeals) 보다 더 효과적이며, low self-monitors의 경우 품질 소구가 이미지 

소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 소구가 high self-monitors의 

태도 표현(attitude representation)과 공통비교성이 높고, 반대로 품질 소구는 

low self-monitors의 태도 표현과 공통비교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Fabrigar and Petty(1999)는 초기 태도를 정의적 그리고 인지적으로 형성하게 

한 다음 각 태도 특성에 일치하는 도전자극을 제공하여 일치효과(matching 

effect)가 존재하는 지를 실험하여 기존의 태도기반(즉, 감정적인지 또는 인지

적인지)에 일치하는 자극정보가 태도변화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Muthukrishnan, Pham, & Mungalé(1999) 또한 도전자극 정보가 호의적 태도 

정보와 동일한 측정 단위로 기술될 경우 판단수정이 보다 확연하게 관찰됨을 

보임으로서 공통비교성 원리에 관한 추가적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전자극이 주어진 후 판단수정의 크기는 (1) 이전에 학습

된 호의적 정보 태도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부적(-) 함수의 결과이고, 

(2) 도전자극 정보와 이전의 호의적 태도 정보간의(도전자극이 어느 정도 설

득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통비교성(commensurability)의 정적(+) 함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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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단성(Diagnosticity) 결정요인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판단수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전정보의 지각된 진단성(perceived diagnosticity)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부정정보에 노출되어 형성된 부정적인 태

도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설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판단수정 

정도는 새로운 정보의 진단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보의 진단성

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도전정보의 설득력, 즉 부정정보에 

대한 역설득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Muthukrishnan, Pham and Mungalé 
(1999)에 의하면 접근가능한 호의적 태도 정보와 도전 정보 간 공통비교성

(commensurability)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판단수정에서의 그 영향력을 결정하

는 도전정보의 지각된 진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Pham and 

Muthukrishnan 2002, p. 20).

본 연구에서는 도전정보에 대한 지각된 진단성 결정요인은 크게 추상

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이전 

정보와 후속 정보 간 공통비교성과 관련된 진단과정은 기존 정보와 도전 정

보 사이의 추상성 수준과 내용영역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양 정보 간 추상성 수준 일치성(abstraction level match)과 내용영역 

일치성(domain match)에 따라 공통비교성, 그리고 진단성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존 정보와 도전 정보 모두가 동일한 영역(domain)의 내용을 다

루는지 아니면 상이한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지에 따라 진단성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 정보의 추상성 수준(abstraction level)에 따라 진단성

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양 정보의 성격이 추상적 수준의 정보일 경우 양자

의 공통비교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진단성 또한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한 정

보가 추상적인데 비해 다른 정보가 구체적 성격을 지니면 양 정보 간 공통비

교성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진단성 또한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후속 

정보가 이전 정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고 기존의 판단이나 태도의 



- 85 -

저항성이 유지되어 도전정보에 의한 판단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진단성의 결정요인으로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3.1. 추상성(Abstraction) 수준과 진단성(Diagnosticity)

본 절은 추상성과 공통비교성, 그리고 진단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판단수정의 탐색과 정렬 모델에 따르면, 호의적 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확보되고 도전자극 정보와의 공통비교성이 높으면, 도전자극의 인지된 진

단성 또한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판단수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Muthukrishnan, Pham, and Mungalé, 1999).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 요

인 중 하나는 비교되는 정보의 상대적 추상성(abstraction) 수준이다. 즉, 도전

자극 정보와 기존의 호의적 태도 정보의 상대적 추상성 수준이 공통비교성과 

진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정보 간 추상성이 유사한 수준

일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공통비교성이 커지고 또한 진단성 또한 커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추상성이 존재하면 보다 큰 판단수정

이 일어나게 된다는 가정이다.

이는 비교되는 정보가 서로 유사한 추상성 수준에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손상 검토(damage assessment)가 관여하는 정보 비교가 

보다 수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Johnson, 1984). 즉, 비교 정보 간 추상성 

수준이 유사할 때 보다 확연한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전 태도

가 추상적 정보에 근거할 경우 도전자극이 구체적인(specific) 정보로 구성될 

때 수정 정도는 적게 되며, 도전자극이 추상적인(general) 정보로 구성될 경우 

수정 정도 커지게 된다. 반대로 이전 태도가 구체적 속성(attribute-specific) 

정보에 근거할 경우, 도전자극이 추상적일 때 수정 정도는 적게 되며, 도전자

극이 구체적일 때 수정 정도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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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품 광고나 홍보 시 포지셔닝(positioning)의 방향과 내용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Pham & Muthukrishnan(2002)는 자동차 광고에

서 두 가지 포지셔닝, 즉 추상적 포지셔닝(abstract positioning) - 제품의 일반

화된 특징을 추상적 명제 형태로 포지셔닝(e.g.,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과 

구체적 속성 포지셔닝(attribute-specific positioning) - 제품의 구체적 특징이

나 속성, 그리고 특성을 부각하는 포지셔닝(e.g., 6기통, 2800cc 엔진, 순간속

도 등)에 대하여 도전자극 정보의 추상성이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분석하였

다. 결과에 따르면 추상적 포지셔닝의 경우 도전자극 정보가 구체적(specific)

일 때 판단수정이 적게 일어나며 도전자극 정보가 추상적(general)인 경우 보

다 큰 판단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구체적 속성 포지셔닝의 경우 도전

자극 정보가 추상적 수준일 경우 판단수정이 적게 일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 

판단수정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판단수

정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정보 간 추상성 수준과 진단성의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로 발생한 조직의 이미지 손상을 복구하

기 위한 대응전략은 부정적 언론보도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추상성 수준을 고

려하여 계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

정적 언론보도가 비윤리적 리더십 문제에 대한 추상적(general) 정보로 구성

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비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specific)인 

사례를 들면서 반박하기보다 추상적(general) 내용의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언론보도 자극이 구체

적인(specific) 사례들을 들면서 비윤리적 조직 경영을 문제시할 경우 그에 대

한 대응전략은 각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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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내용영역 일치성(Domain Match)과 진단성(Diagnosticity)

앞에서 살펴본 공통비교성은 비교 정보의 추상성(abstraction) 수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내용영역의 일치성 또한 공통비교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전 정보와 후속 정보의 내용이 서로 동일한 영역에 

속할 경우 양자 간의 공통비교성 그리고 그에 따른 진단성은 증가하게 될 것

이고, 결과적으로 후속 정보에 의한 손상 검토에 따른 기존 태도의 훼손 가

능성 또한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판단수정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반

대로 이전 정보와 후속 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영역에 속할 경우 상호 

공통비교성 및 진단성이 결핍되어, 후속 정보가 기존의 정보에 근거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단수정의 가능성 또한 크

지 않다. 요약하면, 내용영역의 동일성은 판단수정과 정적 함수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내용영역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또한 높아지

며, 따라서 판단수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키

나 몸무게와 같은 정보보다 과거의 성적이나 학문적 역량과 관련된 지표 정

보가 주어질 때 보다 타당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A 지원

자에 대한 학문적 역량 평가와 관련하여 학점 정보에 근거하여 이전의 태도

가 형성되어 있을 때 만약 후속 정보로 키나 몸무게가 주어질 경우 내용영역

(domain) 간 공통비교성과 진단성이 결핍되고 따라서 이전 정보에 근거한 태

도의 판단수정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후속 정보가 GRE 점수 등과 

같은 수학능력 성적이 주어지게 될 경우 이전 정보와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판단수정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3. 실험 2의 가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부정정보에 노출된 후 형성된 부정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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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반박정보의 설득력은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과 정

적인(+)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의 효과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에서의 반박정보의 설

득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

역 일치성이 상호 가법적(additive)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부정적 정보가 추상적(general) 형태로 주어졌을 경우, 이미지 복구 

정보를 추상적(general)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specific) 형태

로 제공하는 것 보다 이미지 복구력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

적 이미지 복구 정보 대비) 추상적 이미지 복구 정보의 우월적 효

과는 부정적 정보와 이미지 복구 정보의 내용영역(domain)이 일치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H2: 부정적 정보가 구체적(specific) 형태로 주어졌을 경우, 이미지 복구 

정보를 구체적(specific)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추상적(general) 형태

로 제공하는 것 보다 이미지 복구력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추상

적 이미지 복구 정보 대비) 구체적 이미지 복구 정보의 우월적 효

과는 부정적 정보와 이미지 복구 정보의 내용영역(domain)이 일치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실험설계 및 표본

실험 2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부정적 언론보도의 추상성 수준: 

추상적 vs. 구체적) X 2(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 추상적 vs. 구체적) X 2(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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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N 비율(%)

성별

남 93 52.5

여 84 47.5

계 177 100.0

연령

20대 64 36.2

30대 58 32.8

40대 55 31.1

계 177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28 15.8

전문대학 32 18.1

4년제 대학 102 57.6

대학원 15 8.5

계 177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 13.6

100만원 ~ 200만원 37 20.9

201만원 ~ 300만원 36 20.3

301만원 ~ 400만원 40 22.6

401만원 ~ 500만원 18 10.2

501만원 ~ 600만원 9 5.1

601만원 이상 13 7.3

계 177 100.0

표 9. 실험 2의 표본 특성

용영역 일치성: 일치 vs. 불일치) 피험자 간 팩토리얼 실험설계(between- 

subject factorial design)를 적용한 실험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실험 2는 총 8

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2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00명 이었다. 각각의 피험자는 8개의 실

험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실험 집단 별로 25명씩 배정되

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20-40대 연령대로 남녀 동일한 비율로 

전문 설문 업체를 이용하여 표집 하였다. 표집한 피험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

답자를 제외하고 총 177명의 피험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세한 표본의 특

성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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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절차

실험의 절차는 <그림 8>과 같이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정정

보 노출 단계에서는 모든 피험자가 2가지 유형의 부정정보 중 하나에 노출되

었다. 최초 부정정보의 유형은 총 2개 유형으로 부정정보가 추상적으로 기술

된 유형(즉, 추상적 부정정보)과 구체적으로 기술된 유형(즉, 구체적 부정정

보)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2에 총 20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나 각 부정정

보 유형별 100명의 피험자가 무선할당 되었다. 부정정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익명의 스포츠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의 형태를 이용하

였다. 익명의 스포츠 조직을 이용한 이유는 해당 스포츠 조직에 대하여 피험

자들이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인식이나 신념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실제 실험2에 사용된 부정정보 자극물은“부록 6~7” 

참고). 두 번째 단계는 1차 변인 측정 단계로, 부정정보 노출 후 앞서 실험 2의 

주요 종속변인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정도를 설문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

다. 세 번째 단계는 필러과제 수행 단계로 실험 1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박자료 노출 단계로 모든 피험자는 4가지 유형의 반

박자료 중 하나에 노출되었다. 반박자료의 유형은 추상성 수준(추상적 vs. 구

체적)과 내용영역 일치성(일치 vs. 불일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 4가지 유

형으로 구성되었다(실제 실험2에 사용된 반박자료 자극물은 “부록 8~11”참

고). 즉, 추상적 반박자료의 내용영역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자극물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부정정보
노출

➜ 1차 
변인 측정

➜ 필러과제
수행

➜ 반박자료
노출

➜ 2차 
변인 측정

그림 8. 실험 2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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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또한 구체적 반박자료의 내용영역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자극

물이 준비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단계에서 각 피험자가 2가지 유

형의 부정정보 자극물 중 하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4단계에서 모든 피험자

가 4가지 반박자료 중 하나의 자극물에 노출될 경우 총 8개의 실험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는 아래 ‘4.3. 실험조작 

및 자극물 준비’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

서는 주요 종속변인에 대한 2차 측정이 이루어 졌다.

4.3. 실험조작 및 자극물 준비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크게 최초 ‘부정정보’와 독립변인으로 이용

된 4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될 자극물을 준비

하기 위하여 총 2회의 사전조사(pre-test)를 실행하였다.

4.3.1. 사전조사 1 (Pre-test 1)

사전조사 1의 목적은 2가지 유형의 최초 ‘부정정보’를 준비하기 위

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2에서 사용된 2개 유형의 부정정보 자극물은 “부록 

6~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초 부정정보는 실험 1과 유사하게 가상의 스

포츠 조직의 단체장이 윤리성과 외교능력 부문에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하지만 실험 1에서 사용된 최초 부정정보와는 다르게 실험 2에서는 

최초 부정정보가 2가지 유형(추상적 부정정보 vs. 구체적 부정정보)으로 구성

되었다. ‘추상적 부정정보’는 가상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

력의 문제점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술한 반면, ‘구체적 부정정보’의 경우는 

해당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력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준비된 2가지 유형의 최초 부정정보는 주요 독립변인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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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의 추상성 수준(추상적 vs. 구체적) 이외에 ‘신뢰도’와 ‘설득력’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전조사 1은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준비된 2가지 유형의 부정정보를 신문기사 형태로 작성한 자극

물에 피험자를 각각 20명씩(총 40명) 노출시킨 후, 해당 기사의 신뢰도와 설

득력을 측정하여 각 유형별 평균값을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부정정보의 추상성 정도는 2가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타나났다. 즉, 부정정보에 대한 구체성 인지정도는 부정정보가 구

체적으로 기술된 집단이 추상적으로 기술된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38)=-2.62, M추상적=2.43, M구체적=3.03 (p<.01). 반면, ‘추상적 부정정보’와 

‘구체적 부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t(38)=-.327, M추상적=2.70 vs. M구체적

=2.77(p>.05)와 설득력, t(38)=-.70, M추상적=2.57 vs. M구체적=2.73 (p>.05)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조사 1을 통하여 준비된 2가지 

유형의 최초 부정정보는 “부록 6~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3.2. 사전조사 2 (Pre-test 2)

사전조사 2는 실험 2에서 사용된 4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를 준비하

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2에서 사용된 4개 유형의 반박자료 자극물은 

“부록 8~1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박자료는 추상성 수준(추상적 vs. 구

체적)과 내용영역 일치성(일치 vs. 불일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 4가지 유

형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추상성 수준 변인을 조작하는 자극물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다. 

‘추상적인 반박자료’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최초 부정정보에 담긴 익명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력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박을 추상적

인 수준에서 기술하였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최초 부정정보를 반박했다는 것

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대로 ‘구체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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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료’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최초 부정정보에 담긴 익명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력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술하였다. 추상적 기술과는 반대로 구체적 수준에서 부정정보를 반박했다

는 것은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익명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

리성과 외교능력의 문제점을 반박하는 기술방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용영역 일치성 변인을 조작하는 자극물은 다음과 같이 준

비되었다. ‘내용영역 일치 반박자료’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최초 부정정보

에 담긴 익명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력에 대한 비난에 대

한 반박을 ‘윤리성’과 ‘외교능력’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반면에 ‘내용영역 불일치 반박자료’의 경우는 최초 부정정보에 담긴 

익명의 스포츠 조직 단체장의 윤리성과 외교능력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박을 

‘윤리성’과 ‘외교능력’이 아닌 제 3의 속성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준비된 4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는 주요 독립변인인 반박자료

의 추상성 수준(추상적 vs. 구체적)과 내용영역 일치성(일치 vs. 불일치) 이외

에 ‘신뢰도’와 ‘설득력’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전조

사 2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준비된 4가지 유형의 반박자료를 

신문기사 형태로 작성한 자극물에 피험자를 각각 20명씩(총 80명) 노출시킨 후, 

해당 기사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측정하여 각 유형별 평균값을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영역 일치성 정도는 2가지 유형별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즉, 최초 부정정보와 반박자료 

사이의 내용영역 지각 정도의 차이는 내용영역 일치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t(78)=-4.132, M일치=.21, M불일치

=1.21(p<.01). 반면, ‘내용영역 일치 정보’와 ‘내용영역 불일치 정보’에 

대한 신뢰도, F(3, 76)=2.04, M추상/일치=2.97 vs. M추상/불일치=2.72 vs. M구체/일치=2.95 

vs. M구체/불일치=2.97(p>.05)와 설득력, F(3, 76)=1.88, M추상/일치=2.78 vs. M추상/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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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vs. M구체/일치=2.90 vs. M구체/불일치=3.00,(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 2를 통하여 준비된 4가지 유형의 반박정보

는 “부록 8~1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변인 항목
α

참고문헌
사전 사후

조직에 
대한 
태도

싫어한다  ↔ 좋아한다

.849 .846

김완석, 
권윤숙(1997), 

김기한, 
김인준, 

방신웅(2012)

호감이 가지 않는다 ↔ 호감이 간다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지각된 
진단성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
박내용은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를 평
가하는데 유용한 정보였다

- .854
Pham & 

Muthukrishna
n(2002)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
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
를 평가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었다.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
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
를 평가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정보였다.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
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
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였다.

기사의 
신뢰도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 신뢰감이 간다

.812 .791
Block & 

Keller(1995), 
유강훈(2008)

과장이 심하다 ↔ 과장되지 않았다

믿기 어렵다 ↔ 믿을 만 하다

기사의 
설득력

설득력이 없다 ↔ 설득력이 있다

.825 .900
Block & 

Keller(1995), 
유강훈(2008)

근거가 없다 ↔ 근거가 확실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 논리가 강하다

표 10. 변인별 측정문항 및 내적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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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요변수 측정

주요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은 사전·사후 태도(attitude)와 지각된 진단

성(perceived diagnosticity)로 이루어 졌다. 각 변인별 측정항목과 항목 도출의 

근거 문헌, 그리고 변인별 내적신뢰도(Cronbach’s α) 값은 <표 10>과 같다. 

실제 설문지 구성은 “부록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종속변인과 매개

변인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하였고, 또한 통제변인으로 사전·사

후 기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5. 연구결과

5.1. 주요변인 기술통계분석 결과

<표 11>은 실험처치 유형에 따른 조직에 대한 태도 변화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조직에 대한 태도 변화의 평균값은 반박정보에 노출된 이후

의 태도 측정값에서 부정정보에 노출된 직후에 측정한 태도 측정값을 뺀 값

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부정정보 
추상성

반박정보 
추상성

내용영역
일치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조직에 대한 
태도 변화

(사후 – 사전)

구체적

구체적
일치 22 .61 .58

불일치 24 .10 .80

추상적
일치 20 .17 .43

불일치 23 -.06 .68

추상적

구체적
일치 23 .16 .61

불일치 20 -.10 .36

추상적
일치 21 .56 .62

불일치 24 .11 .60

표 11. 실험처치 유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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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설검증

5.2.1. 조작점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부정정보의 추상성, 반박정보의 추상성, 내

용영역 일치성에 대한 실험조작이 의도한데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주요 독립

변수에 대한 독립 t-검증 결과표이다. 먼저 부정정보의 추상성 수준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부정정보의 추상성 수준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의도한 데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175)=-8.14, M추상적=2.22, M구체적

=3.18, (p<.01). 

다음으로 반박정보의 추상성 정도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의도한

데로 이루어졌는지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하였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

이 의도한데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175)=-11.41, M추상적=2.02, M구체적

=3.28, (p<.01). 

마지막으로 내용영역의 일치성 정도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내용영역 일치성 정도는 부정정보에 노출된 이후 측정한 내용영역 지각정도

변인 N M SD t(df) sig

부정정보의 추상성
추상적 89 2.22 .83 -8.14

(175)
p<.01

구체적 88 3.18 .73

반박정보의
추상성

추상적 89 2.02 .79 -11.41
(175)

p<.01
구체적 88 3.28 .67

내용영역
일치성

일치 86 .13 .86 -6.77
(175)

p<.01
불일치 91 1.21 1.22

표 12. 주요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



- 97 -

에서 반박정보에 노출된 이후 측정한 내용영역 지각정도를 뺀 값을 투입하였

다. 분석결과 내용영역 일치성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의도했던데로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t(175)=-6.77, M일치=.13, M불일치=1.21, (p<.01).    

5.2.2. H1~H2 검증(주요 독립변인의 이미지 복구 정도 검증)

5.2.2.1. 사전분석(삼원공변량분석)

실험 2에서 H1과 H2는 부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이 불일치할 때 보다 일치할 때 이미지 복구 정보의 설득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득력이 부정정보와 반박정보의 내용영역이 일

치할 때 부가효과(additive effect)가 작용하여 반박자료의 설득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정정보의 추상성(추상적/

구체적), 반박정보의 추상성(추상적/구체적), 내용영역 일치성(일치/불일치)을 

독립변인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변화, 즉 부정정보에 의해 형성된 조직에 대

한 태도가 반박정보 노출 후 변화된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삼원공변량분

석(3-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13>은 태도 변화에 대한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정보의 추상성과 반박정보의 추상성 그리고 내

용영역 일치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F(1, 167)=1.527(p>.05). 또한 3가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중 부정정보 

추상성과 반박정보 추상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67)=1.89(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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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3.418 9 1.491 4.271 .000
절편 1.815 1 1.815 5.201 .024

공
변
인

성별 2.043 1 2.043 5.854 .017

최종학력 1.778 1 1.778 5.095 .025

독
립
변
인

부정정보의 추상성 정도 .133 1 .133 .382 .538

반박정보의 추상성 .013 1 .013 .037 .848

내용영역일치성 6.517 1 6.517 18.670 .000

부정정보 추상성*반박정보 추상성 3.453 1 3.453 9.892 .002
부정정보 추상성 정도*내용영역 

일치성
.000 1 .000 .001 .970

반박정보 추상성*내용영역 일치성 .001 1 .001 .002 .961
부정정보 추상성 정도*반박정보 

추상성*내용영역 일치성
.533 1 .533 1.527 .218

오차 58.290 167 .349 　 　
합계 78.111 177 　 　 　

수정합계 71.707 176 　 　 　
R2=.19  , Adjusted R2=.14

표 13. 종속변인(태도변화)의 삼원공변량분석 결과

5.2.2.2. H1 검증(부정정보가 추상적인 경우)

H1 을 검증하기 위해 부정정보의 추상성이 추상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박정보의 추상성(추상적/구체적)과 내용영역 일치성(일치/불일치)을 독립변

인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14>는 태도변화에 대한 이원 공변량분석 결과표이고 <그림 9>은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정보가 추상적인 집단에서 반박정보

의 추상성과 내용영역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F(1, 82)=.35(p>.05). 각 독립변인의 주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내용영역의 

일치성은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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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내용일치=.42 vs. M내용불일치=-.01(p<.01).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 일치성에 따라

서는 태도 변화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유

의수준 .10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2)=3.45, M추상성

일치=.32 vs. M추상성불일치=.07(p=.07). 따라서 H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1.75 6 1.96 5.56 .000

절편 .47 1 .47 1.34 .250

공
변
인

성별 2.41 1 2.41 6.84 .011

연령 2.06 1 2.06 5.87 .018

최종학력 2.03 1 2.03 5.77 .019

독
립
변
인

반박정보의 추상성 1.21 1 1.21 3.45 .067

내용영역 일치성 3.82 1 3.82 10.85 .001

반박정보의 추상성*내용영역 일치성 .12 1 .12 .35 .557

오차 28.86 82 .35 　 　

합계 44.11 89 　 　 　

수정합계 40.60 88 　 　 　
R2=.29, Adjusted R2=.24

표 14. 부정정보가 추상적인 집단의 종속변인(태도변화)의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그림 9. 부정정보가 추상적인 집단의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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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H2 검증(부정정보가 구체적인 경우)

H2를 검증하기 위해 부정정보의 추상성이 구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반박정보의 추상성(추상적/구체적)과 내용영역 일치성(일치/불일치)을 독립변

인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15>는 태도변화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결과표이고 <그림 10>은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집단에서 반박정보

의 추상성과 내용영역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F(1, 84)=.60(p>.05). 각 독립변인의 주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정보의 

추상성이 구체적인 집단에서는 반박정보의 추상성, F(1, 84)=6.41(p<.05), 내용

영역의 일치성, F(1, 84)=8.61(p<.01), 모두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부정정보가 구체적

일 때는 반박정보가 추상적일 때(M=.03) 보다 구체적일 때(M=.33) 반박정보의 

설득력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영역이 일치 하는 집단(M=.36)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M=.0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4.65 3 1.55 4.93 .003

절편 2.88 1 2.88 9.17 .003

독
립
변
인

반박정보의 추상성 2.02 1 2.02 6.41 .013

내용영역 일치성 2.71 1 2.71 8.61 .004

반박정보의 추상성*내용영역 일치성 .19 1 .19 .60 .443

오차 26.44 84 .31 　 　

합계 34.00 88 　 　 　

수정합계 31.09 87 　 　 　

R2=.15, Adjusted R2=.12

표 15.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집단의 종속변인(태도변화)의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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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집단의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따라서 H2는 내용영역 일치성의 부가효과(additive effect)에 의한 상호

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의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2.2.4. H1~H2 사후분석(Post-hoc Analysis)

<표 13>은 부정정보 추상성, 반박정보 추상성, 내용영역 일치성의 3원 

공변량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정정보 추상성과 반박정

보 추상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67)=9.89(p<.01). 이와 같은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내용영역 일치

성을 제외한 부정정보 추상성(구체적 vs. 추상적)과 반박정보 추상성(구체적 

vs. 추상적)을 독립변인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은 부정정보의 추상성과 반박정보 추상성

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태도 변화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7>은 태도변화에 대한 부정정보의 추상성과 반박정보의 추상성의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분석결과 <표 1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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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정보 추상성 반박정보 추상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추상적
추상적 46 .34 .09

구체적 43 .07 .10

구체적
추상적 43 .03 .10

구체적 45 .30 .09
* 제시된 평균 값은 성별, 최종학력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6. 부정정보와 반박정보의 추상성 정도에 따른 태도변화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제시한 바와 같이 부정정보의 추상성과 반박정보의 추상성의 상호작용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71)=8.38(p<.01).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상적인 부정정보에 노출되었을 

경우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을 구체적(M=.07)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추상적

(M=.34) 수준으로 반박하는 것이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87)=4.32(p<.05). 반면, 구체적 부정정보에 노출된 경우는 반박정보의 추

상성 수준 또한 추상적(M=.03)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구체적(M=.30)으로 반박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6.21 5 1.24 3.24 .008

절편 1.15 1 1.15 3.00 .085

공
변
인

성별 1.90 1 1.90 4.97 .027

최종학력 1.03 1 1.03 2.69 .103

독
립
변
인

부정정보의 추상성 .07 1 .07 .17 .679

반박정보의 추상성 .00 1 .00 .00 .994

부정정보의 추상성*반박정보의 
추상성

3.21 1 3.21 8.380 .004

오차 65.50 171 .38 　 　

합계 78.11 177 　 　 　

수정합계 71.71 176 　 　 　
R2=.09, Adjusted R2=..06

표 17. 부정정보와 반박정보의 추상성 정도에 따른 태도변화의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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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정정보 추상성과 반박정보 추상성에 따른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하는 것이 태도 변화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86)=5.04, 

(p<.05). 따라서 부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의 상호작

용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6. 실험 2 논의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전략적 대응 커뮤니

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실험 2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손상된 스포츠 조직 이미지 회복 전략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스포츠 조직이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어 이미지 손상이 이미 발

생한 상황에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스포츠 조직의 대응 커뮤니케

이션 전략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손상된 부정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

한 판단수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기 위한 도

전자극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즉, 

태도수정에 대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comparison opportunity) 이론으로서 탐

색-정렬 모델(Pham & Muthukrishnan, 2002)을 토대로 최초 부정적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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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형성된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이미지와 태도에 대한 효과적인 판단

수정을 위해 어떠한 자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보와 이미지 복구 정보간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을 추상성 수준 일치성(abstraction level match)과 내용영역 일치성(domain 

match) 두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부정적 정보가 추상적(general)형태로 주어

질 경우 이미지 복구 정보를 추상적(general)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

(specific)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욱 이미지 복구 효과가 크게 되고, 그

러한 이미지 복구 효과는 부정적 정보와 이미지 복구 정보의 내용영역이 일

치하는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가설에 대한 실험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정보가 추상적일 경우 내용영역 일치성이 태

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경우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내용영역 일치성 모두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설 모두 내용영역 일치성의 부가효과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부정정보 추상성과 반박정보 추상성의 사후분

석에 의하면 양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적으로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내용영역 일치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효과는 부분적으로 태도변화에 긍

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정보 추상성 수준과 반박정보 

추상성 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2

에서 설정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내용영역 일치성은 부정정보의 추상성과 관계없

이 이미지 복구에 대한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추상성 수준 일

치성은 부정정보가 구체적이고 반박정보가 구체적일 때 태도변화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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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내용영역 일치성의 가법적 이미지 복구 효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내용영역 일치성과 관계없이 부

정정보가 추상적인 경우 반박정보가 추상적일 때, 그리고 부정정보가 구체적

인 경우 반박정보가 구체적일 때 이미지 복구의 긍정적 태도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추상성 수준 일치성(abstraction level match)에서의 이론적 가

정은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종합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어 손상된 스포츠 조직의 이미지

를 복구하기 위한 판단수정의 인지적 과정은 탐색-정렬 모델(Pham & 

Muthukrishnan, 2002)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개념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검

증되었다. 즉, 부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 스포츠 조직의 이미지 복구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는 이

미지 복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2에

서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영역 일치성의 부가적인 이미지 복구 효

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정보에 대한 반박정보의 

부가적인 제공에 따른 태도변화 과정은 보다 세밀한 이론적 논의와 그에 따

른 보다 체계적인 실험 검증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추상성 수준 일치성과 내용영역 일치성 각각은 긍정적인 이미지 복구의 

독립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정렬 모델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이론적 가정은 타당하게 지지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학술적, 이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방안

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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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에서 스포츠 조직의 부정적 정보 

설득력 약화 및 손상된 이미지 회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인이론과 판단수정의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한 후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험 1을 통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과적 추론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귀인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설득력 약화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개인속성 귀인정도, 실제적 사실 귀인정도, 전달자 편향 지각 정도, 

반박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 모든 종속변인에서 절감단서 제공의 효과가 긍정

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절감단서의 제공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 2를 통하여 부정적 정보로 인한 판단수정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스

포츠 조직의 이미지 회복 메커니즘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검증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정보와 반박정보 간의 공통비교성과 진단성

에 관련된 추상성 수준 일치성 및 내용영역 일치성 변인이 태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정보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반박정보의 추상성 수준과 내용영역 일치성 모두 태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정보가 추상적일 경우는 내용영역 일치성만 

태도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다르게 추상성 수준 일치성에 대한 내용영역 일치성의 가법적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실험 2에서 설정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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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학술적 의의

부정적 언론보도는 스포츠 조직의 대표적인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불어 스포츠 현상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될 가능성 및 사례 또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상존성과 지속적인 증가 현상에 적절

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스포츠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 손상이나 구설

수에 오를 수 있다. 나아가 이미지 손상은 조직의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스포츠 조직 현장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론적 성찰과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중요한 실무적,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언론보도가 최근 들어 스포츠 조직에 두드러지게 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 조직이 직면하는 위기상황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포츠 조직 차원의 현

장 중심적 대응 접근전략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는 최초의 학술적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언론보도 메

시지 설득력 약화를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부정적 메시지 노출 후 손상된 조

직 이미지의 회복 전략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적 지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상존성 및 그 경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포츠 조직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학술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부정적 언론보도 메시지 설득력 약화를 위한 이론적 분석과 

나아가 이미지 회복을 위한 판단수정의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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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귀인이론에 의한 메시지 설득력 약화를 위한 이론

적 자원과 이미지 회복의 인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자원은 그동안 

스포츠 조직 및 경영 분야,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 연구 분야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후속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이론적 분석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으로서 부정적 언론보도를 단일한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언론보도는 그 행위자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조직의 다양한 위기상황과 연계되어 부정적 언론보도

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별, 부정적 언론보도의 

주체와 메시지 내용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 

유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스포츠 조직은 행정조직, 경기단체, 상업조직, 비공식적 조직 등 

다양한 조직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조직

을 협회 조직으로 단일하게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조직은 조

직의 크기, 목적, 가치, 명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

의 위기상황 및 부정적 언론보도 상황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특

징에 따라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 정도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스포

츠 조직 유형별 부정적 언론보도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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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언론보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과적 추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귀인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부정적 언론보도의 영향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득력 약화 메커니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귀

인이론은 Kelley(1972)의 인과추론모델의 논의를 통하여 보다 정교화되었다. 

그러나 Kelley의 모델에 대한 후속적인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귀인과정의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elley의 인과추론모델은 Eagly, Wood & 

Chaikey(1978)과 Wood & Eagly(1981)에 의하여 보다 체계화되었고 경험적 분

석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편향(knowledge bias)에 

관한 개인적 특성 변인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보고편향

(reporting bias)를 포함한 추가적인 귀인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귀인단서로 분석한 이론적 개념은 Kelley의 귀인이

론적 절감원리(discounting principle)에 근거한 절감단서(discounting cue)에 국

한하였다. 구체적으로 절감원리는 메시지 설득력이 감소하게 되는 귀인판단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절감단서는 그러한 메시지 설득력을 감

소시키는 절감원리를 작동시키는 자극정보로 본 연구에서 그 이론적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지지되었다. Kelley의 귀인이론은 절감원리와 함께 증대원리

(augmentation principle)를 강조하고 있는데, 증대원리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귀인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부정적 언

론보도에 대한 반박정보를 제공할 때 반박정보의 메시지 설득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증대단서(augmentation cue)의 개념 설정과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보로 인한 판단이나 태도를 수정하게 

되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미지 회복 메커니즘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대

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노출되어 최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수정 및 회복하기 위한 판단수정 과정을 탐색-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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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근거한 공통비교성 및 진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탐색-정렬 모델에서 제시된 추상성 수준 일치성뿐만 아니라 내용영역 

일치성의 가법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확장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을 하였으나 그 이론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세밀화 및 실증적 분석이 추후 연구에서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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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 1의 부정정보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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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 1의 반박자료 유형(단순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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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 1의 반박자료 유형(단순반박+절감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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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 1의 반박자료 유형(절감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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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험 1의 설문지 구성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언론보도에 대한 귀하의 성향과 인터넷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

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에 답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 연구 목적 이

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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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상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

기 바랍니다. 
C국가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비판 쏟아져... 

- C국가축구협회장의 협회운영 문제점 도마 위에... -

[OOO 기자] C국가축구협회의 기술위원 A모씨는 지난주 토요일 TV에서 방송된 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가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만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위원 A모씨는 협회장 B모씨가 현

재 국가대표선발과정에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하였으며, 

협회 예산을 사적인 모임의 식사비용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장의 국제스포츠외교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협회

장 B모씨가 국제행사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능력 부족으로 행사참가국 주요 인

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의전에 실패하였고 각국 주요 인사의 숙소확보에도 

차질이 생겨 참가국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

했다.

방송 인터뷰 직후 C국가축구협회의 홈페이지는 협회장의 비윤리적 협회운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 협회장 B모씨의 비윤리적 협회운영과 무능력을 비판하며 

협회장 퇴진운동까지도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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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

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앞의 기사에 나온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정직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정직하다

투명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투명하다

● 귀하는 앞에 제시된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①----②----③----④----⑤     논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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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터넷 신문기사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C국가축구협회장 공식 기자회견... 협회운영 논란 사실 무근 

- C국가축구협회장의 내외부적 문제 논란에 대한 공식기자 회견 열려... -

[OOO 기자] 얼마 전 TV 방송을 통해 C국가축구협회의 기술위원 A모씨가 C국가축구협

회장 B모씨의 협회 운영 부정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C국가축

구협회장 B모씨는 협회 운영에 대한 기술위원 A모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공식기자회

견을 열었다. 

먼저, 협회장 B모씨는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대표선수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금품수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또한, 

협회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

했다.  

또한, 국제스포츠외교능력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과의 의사소통에

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주요 인사의 숙소확보도 국내 특급호텔과 MOU를 체결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오히려 국제행사를 통해 참가국 주요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하여 본인이 협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5개 국가와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

는 등 국제스포츠외교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는 기술위원 A모씨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 130 -

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

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앞의 기사에 나온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정직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정직하다

투명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투명하다

● 귀하는 기술위원 A씨가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게 

된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개인적 신념 때문에 비판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협회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에 대하여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에 대하여 이미 개인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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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기술위원 A씨의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에 대한 비판적 주장에 대해 어

떻게 생각 하십니까?

Ÿ 기술위원 A씨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협회 운영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회를 비판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를 비판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은 기술위원 A씨가 협회를 비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귀하는 “기술위원 A씨”의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일관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정직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성실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회주의적이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교묘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고분고분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편향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객관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호감이 간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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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기술위원 A씨의 비판에 대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①----②----③----④----⑤     논리가 강하다

● 귀하께서는 “기술위원 A씨”의 비판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나는 “기술위원 A씨”의 입장에서 C국가축구협회를 비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

이라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가 C국가축구협회를 비판한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Ÿ “기술위원 A씨”가 C국가축구협회를 비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귀하는 앞에 제시된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①----②----③----④----⑤     논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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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B.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_______세)

C. 귀하의 소득은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300만원    ⑥ 301-350만원 

⑦ 351-400만원    ⑧ 401-451만원    ⑨ 451-500만원 

⑩ 501-550만원    ⑪ 551-600만원    ⑫ 601만 원 이상

D.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4년제)  ⑥ 대학원 석사학위    ⑦ 대학원 박사학위

E. 다음은 스포츠에 대한 귀하의 관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

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각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Ÿ 나는 스포츠를 직접 관람하거나 뉴스/신문/인터넷을 통해서 스포츠 관련 기사를 

자주 보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➀➁➂➃➄►

Ÿ 나는 ‘스포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평판을 듣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➀➁➂➃➄►

Ÿ 스포츠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➀➁➂➃➄►
-끝-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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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실험 2의 부정정보 자극물(추상적 부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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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험 2의 부정정보 자극물(구체적 부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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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실험 2의 반박자료 자극물(추상성:추상적 / 내용영역일치성: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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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실험 2의 반박자료 자극물(추상성:추상적 / 내용영역일치성: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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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실험 2의 반박자료 자극물(추상성:구체적 / 내용영역일치성: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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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실험 2의 반박자료 자극물(추상성:구체적 / 내용영역일치성:불일치)



- 140 -

<부록 12> 실험 2의 설문지 구성

언론보도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언론보도에 대한 귀하의 성향과 인터넷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에 답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 연구 목적 이

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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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국가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비판 쏟아져... 

- C국가축구협회장의 협회운영 문제점 도마 위에... -

[OOO 기자] C국가축구협회 기술위원 A모씨는 지난주 토요일 TV에서 방송된 스포

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가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만큼 윤리적

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A기술위원은 “B모씨가 협회장으로 선출

된 이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협회운영이 관행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회장의 국제스포츠외교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기술위원 A

모씨는 “B모씨의 국제스포츠외교 능력이 초보적인 수준이여서 B모씨가 협회장으로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주장하면서 “B모씨가 협회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협

회가 국제무대에서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B모씨의 국제스포츠외교 무

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 인터뷰 직후 C국가축구협회의 홈페이지는 협회장의 비윤리적 협회운영을 비판

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 협회장 B모씨의 비윤리적 협회운영과 무능력을 

비판하며 협회장 퇴진운동까지도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142 -

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

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앞의 기사에 나온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정직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정직하다

투명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투명하다

●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윤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국제스포츠외교 능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

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에 인용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 관련된 정보가 추상적으로 기

술되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추상적이다    ①----②----③----④----⑤     매우 구체적이다

● 귀하는 앞에 제시된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①----②----③----④----⑤     논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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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국가축구협회장 공식 기자회견... 협회운영 논란 사실 무근

- C국가축구협회장의 내외부적 문제 논란에 대한 공식기자 회견 열려... -

[OOO 기자] 얼마 전 TV 방송을 통해 C국가축구협회의 기술위원 A모씨가 C국가축

구협회장 B모씨의 협회 운영 부정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는 협회 운영에 대한 기술위원 A모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

해 공식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협회장 B모씨는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임 

초기부터 윤리 경영을 조직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한 협회의 운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재임기간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협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여기며 살아왔다”며 

기술위원 A모씨의 비판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한, 국제스포츠외교능력에 대해서도 “국제스포츠외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뛰

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며 제가 협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제스포츠외교

에 있어서 협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

기 또한 기술위원 A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하며, 기술위원 A모씨의 주장

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처럼 C국가축구협회장 B모씨는 기술위원 A모씨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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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협회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

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

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앞의 기사에 나온 “C국가축구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정직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정직하다

투명하지 않다           ①----②----③----④----⑤     투명하다

● 앞의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박내용은 “C국가축구협회 협

회장 B모씨”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앞의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

회 협회장 B모씨”를  평가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앞의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

회 협회장 B모씨”를  평가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정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앞의 기사에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반박내용은 내가 “C국가축구협

회 협회장 B모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윤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의 국제스포츠외교 능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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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

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위 기사에 인용된 C국가축구협회 협회장 B모씨와 관련된 정보가 추상적으로 기

술되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추상적이다    ①----②----③----④----⑤     매우 구체적이다

● 귀하는 앞에 제시된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믿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믿을만 하다

논리가 빈약하다         ①----②----③----④----⑤     논리가 강하다

지금까지 본 설문에서 제시된 기사 내용은 언론기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위해 가상으로 작성된 기사 내용이므로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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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B.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_______세)

C. 귀하의 소득은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300만원    ⑥ 301-350만원 

⑦ 351-400만원    ⑧ 401-451만원    ⑨ 451-500만원 

⑩ 501-550만원    ⑪ 551-600만원    ⑫ 601만  원 이상

D.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4년제)  ⑥ 대학원 석사학위    ⑦ 대학원 박사학위

E. 다음은 스포츠에 대한 귀하의 관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

고 틀림이 없으며  각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① 나는 스포츠를 직접 관람하거나 뉴스/신문/인터넷을 통해서 스포츠 관련 기사를 자주 

보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② 나는 ‘스포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평판을 듣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③ 스포츠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끝-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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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sport 

organizations to deal with unplanned events of negative publicity. The increasing 

media coverage and scrutiny of sport organizations have called for developing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n case of negative publicity. However, sport organizations 

have failed in proactively meeting the need of crisis management plans for the event 

of negative publicity which can be damaging to the organization's reputation as well 

as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outcomes. Also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sport industry o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organizational crisis of negative public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sport organization for crisis 

response to negative publication, with particular focuses on minimiz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messages and repairing  damaged organizations images.

    Two experimental analyses were conducted to address research purposes. 

Experiment I focuses on proving research hypothes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discounting cues as communication strategies to minimize the persuas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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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ublicity messages. The concept of discounting cue is based on and 

developed from the theories of attribution - primarily from Kelley(1967, 1972), Eagly, 

Wood, & Chaiken(1978), Wood & Eagly(1981). Discounting cues consist of messages of 

knowledge bias with a focus on communica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 

between-subject design with 1 independent variables and 4 groups including a control 

group was conducted.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attribution of message to 

communicator's background,' 'attribution of message to factual evidence,' 'perception 

of communicator as biased,' and 'attitude change'. The results showed that all 

hypotheses were verified. The provision of discounting cues was found to be 

effective as sport organizations use a crisis communication  to minimize the extent of 

negative influence from negative publicity. 

    Experiment II aims to test research hypotheses about the message 

effectiveness of counterattitudinal challenge information in order to repair damaged 

organizational perception after negative publicity. Hypotheses were drawn from Pham 

& Muthukrishnan's(2002) search-and-alignment model of judgment revision. The model 

conceptualizes that commensurability between challenging and proattitudinal 

information determines the perceived diagnosticity of challenge informa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magnitude of judgement revision is a positive function of the 

commensurability between the challenging information and the previous proattitudinal 

information. The hypothesized commensurability focused on message abstraction level 

match and domain match. To test hypotheses, 2(the abstraction level match of 

negative information: general vs. specific) X 2(the abstraction level match of 

challenge information: general vs. specific) X 2(domain match of challenge 

information: match vs. mismatch)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abstraction level match and domain match of challenge 

information provid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ositive judgement revision 

when negative information is specific. In the case of general negative information, 

domain match was only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 the hypothesis on 

the additive influence of abstraction level match and domain match was not 

supported. Therefore the Experiment II hypotheses were found to be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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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However, the independent effects of abstraction level match and domain 

match were statistically verified, which supports the theoretical propositions of 

commensurability and diagnosticity based on the search-and-alignment model of 

judgment revision.

    The results from this experimental study provid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at is expected to offer a range of implications about effectiv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sport organizations when they face events of 

negative publicity.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negative publicity, sport organizations, attribution theory, discounting cues, 

search-and-alignment model of judgment revision, commensurability, 

diagno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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