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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구단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며, 위

기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단의 명성과 평판뿐만 아니라

경영과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구단의 입장이 아

닌 공중 입장의 변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한 위기에 대해 공중

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효과적인 상황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SCCT)을

도출할 수 있다는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단에 위기상황 발생 시 사과 기사를 제공하는데 있어 메

시지 소구 및 기사 제시 방식에 따른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는데 있다. 즉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수용자의 관점에서 구단이 전달하는 사

과 기사를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라 감성적 사과 기사와 이성적 사과 기사에 따

른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사 제시 방식에

따라 사진의 유무에 따른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기 커

뮤니케이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전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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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사에 대한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로 전달하는 것이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로 전달하는 것보다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공

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실존하는 프로야구단을 선정하여 승부조작이라는 위기상황을 부여

하고 해당 구단의 사과 기사를 노출하여,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발생

시 구단이 전달하는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이성적 사과 기사 vs. 감성적

사과 기사)과 기사 제시 방식(기사 vs. 기사+사진)에 따른 요인 설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는 20∼30대 일반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그 중 325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위해 SPSS 23.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T검정

(Independent t-test),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스포츠구단이 전달한

사과 기사에 대해 사진이 제시된 사과 기사와 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사과 기

사를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라 전달할 경우,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가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 보다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스포츠구단이 전달한 사과 기사에 대해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

과 기사와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를 기사 제시 방식에 따라 전달할 경

우, 사진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상황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 메시지 소구 방식, 기사

제시 방식, 사과 전략, 승부조작

학 번: 2014-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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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2월부터 ‘스포츠 4대악’인 조직 사유화와 승부조

작, 성폭력, 입시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및 검·경 합동수사단이 강

도 높게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스포츠

동아 김종원, 2014. 12. 29). 스포츠 4대악은 국내 프로스포츠를 대표하는 4대

리그 중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문화체육관

광부, 2014), 스포츠 4대악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은

스포츠 경기에서 스포츠의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강구민, 2011; 임석원,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승부조작 사건은 국내 프

로 스포츠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방신웅, 황선환, 2014). 심지어 인터

넷, 모바일 등을 포함한 온라인 네트워크 발전은 스포츠 조직의 위기를 발생

과 동시에 언론과 스포츠팬을 포함한 공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로 만들

었다(박경희, 2013).

예컨대,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4년은 4대 스포츠리그에서 승부조작

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승부조작 사건은 스포츠팬을 포함한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스포츠 분야 전체를 위협한다(채승일 외, 2014). 이처럼

스포츠 조직이 추구하는 존재가치를 위협하고 스포츠 조직에 전반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스포츠 조직 위기라고 한다(방신

웅, 2012). 스포츠 조직에 있어 위기는 해당 조직의 평판, 이미지, 그리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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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에 손상을 주며, 결과적으로 스폰서십 관련 상품판매, 스포츠 관람자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방신웅, 김기한, 2013; Fink, Cunningham, &

Kensicki, 2004; 박혜원, 박재진, 2011). 이러한 위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히 요구

된다(Coombs, 1999a).

Coombs & Holladay(2002)에 따르면,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SCCT: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이론은 위기상황에 처한 한 조직이

공중을 고려하여 어떠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이론적으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이론에서

발생한 위기 유형과 위기에 대한 해당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

에 처한 조직은 그에 적합하고 시기적절하게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

해야 하며, 의도적이고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

당 조직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사과 전략이라고 주

장한다.

Benoit(1995)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조직에게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으며, 거의 모든 경우 사과 전략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한국인은 위기상황에 구사하는 조직의 전략이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

다는 사과하기와 같은 대응 전략인 수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영, 이민우, 2009; 김영욱, 양정은, 2012; 김영욱, 박소훈,

차희원, 2004). 사과는 전달자가 자기 자신이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고 상호행위자들 간의 조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하는 것으로(Leech, 1983), 주목적이 훼손된 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조직

과 공중 간 관계에 역점을 두는 PR의 위기관리 관점과 결부시킬 수 있다(천

정호, 성민정, 2011). 또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조직의 사과는 그것을 받아들

이는 공중의 심리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김기범, 임효진, 2006; McCullough,

Worhtington, & Rachal, 1997), 진정으로 반성할 때 반대의 경우보다 사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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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즉 수용자들의 용서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Ohbbuchi, Kameda,

& Agarie, 1989), 사과하기가 조직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

한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사용된다(이상경, 이명천, 2006a).

이처럼 수용자인 공중의 심리 반응에 관심이 증가 하면서(Coombs, 2006;

Lerbinger, 1997), Coombs & Holladay(2005)는 조직의 입장이 아닌 공중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공중의 감정의 개념을 SCCT에 추가로 포

함하였다. 공중의 감정은 위기 발생과 그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이를 수용하

는 공중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는 측면과 특정 위기 상황의 경우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 메시지가 서로 다른 공중의 반응 효과를 이끌

어 낸다는 측면을 가진다(박노일 외, 2012; Moon & Rhee, 2012; Claeys &

Cauberghe, 2012). 이 두 가지 측면을 위기와 연계시켜 보면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부정적 감정을 생성하고 감성적 소구 표현

이 생성된 공중의 부정적 감정을 경감시킴으로써 공중들이 발생한 위기 상황

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Coombs & Holladay, 2005; Jin,

2009; McDonald, Sparks, & Glendon,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메시지 소구 방식은 해당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떻게 소구되는지, 즉 수용자 측면에서 이성이나 감성 중 어디에 초점을 두

고 호소하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문비치, 이유나,

2009).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때 메시지 소구 방식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의 효과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한상필, 1999; 하영

원, 이영일, 2008; 하환호, 이영일, 2005),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메시지가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다(박노일 외, 2012).

앞에서 언급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 효과는 언어

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으며, 반면 사진은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도 공

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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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영석, 2012). 공중의 메시지 수용 효과는 언어적 기능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인 사진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도 다양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 유발된 감성은 감정 이입이 일어나 공중

스스로 주체적인 감성을 느껴 메시지에 대한 수용 의도를 불러 올 수 있다

(김영미, 2010). 이처럼 시각적 요소는 공중들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영향력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Zumwalt,

2001). 다시 말해서,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나 분위기 등이 공중의 인식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내적 감정상태와 연결되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되며(안성혜, 윤세진, 2006), 공중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고 공감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유홍식, 2007). 따라서 이러한 비주얼 정보인 사진의

유무에 따라 공중의 메시지 수용 효과 차이가 있으며(김정욱, 2009),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사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감성

적 소구 방식의 기사와 같이 제공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에 비해 더 효과

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배지양, 2008).

전언한 바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스마트미디어의 대중화는 조직에 발생한 위기를 공중들에게

불과 몇 초 만에 확산시켜 이로 인해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

황에 처하게 한다(이정학, 김재환, 2014).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공중은 사실

규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에

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Coombs, 2004; Liu, Austin, & jin, 2011). 이는 미디

어가 위기를 유발하는 공간이고 매체이자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

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해선 안 되며,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던 위기관리에도 디지털 혁명에 맞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

스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민지, 김영욱,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조직들은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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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수단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Solis, 2009). 즉, 공중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를

전달하고 이와 함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감성을 호소하고 공감할 수 있

는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e(2004)는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

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위기를 이해하고

전략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Coombs & Holladay(2005)는

공중의 관점에서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고 감정적 반응을 자극

할 수 있는 감성적 소구 표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Coombs & Holladay,

2005; Moon & Rhee, 2012). 이러한 공중의 감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감성적 중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기능을 가지며 시각

적 감성 요소인 사진의 효과(김란임, 이승희, 2013)가 Coombs & Holladay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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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 그 조직의 위기에 대한 책임성에 따라 적합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Coombs & Holladay, 2005). 특정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해당 조직은 책임성이 높을수록 수용적 전략을 취해야 하며, 수

용적 전략 중에서도 사과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Coombs & Holladay, 2005; McCullough, Worhtington, & Rachal, 1997;

Leech, 1997; Ohbbuchi, Kameda, & Agarie, 1989; 김영욱, 박소훈, 차희원,

2004; 조수영, 이민우, 2009; 문비치, 이유나, 2009).

이러한 책임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사과 전략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공중의 책임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를 입증하

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An, Gower, & Cho, 2011; Bradford & Garrett, 1995;

Choi & Lin, 2009; Coombs, 2007; Coombs & Holladay, 2002; Coombs &

Holladay, 2008; Dean, 2004; Mi & Huang, 2008; Lee, 2004; Wirtz &

Mattila, 2003)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사과 전략의 효율성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사과 전략과 수용적 전략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메시지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메시

지를 전달하더라도 해당 메시지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부가되는

것이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Kim, 2012;

Kim & Jung, 2012; Jin, 2009; Lee & Chung, 2012; Yang & beak, 2009;

Chung, 2009; Ahn & park, 1998; Cha, 2013; Han, 1999)들이 진행되었다. 이

들 연구에서는 정보 중심의 이성적인 소구와 이미지 중심의 감성적인 소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사과메시지에도 메시지 소구 방식 즉,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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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시지와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메시지가 메시지 효과에 차이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Coombs & Holladay, 2005; McDonald, Sparks, &

Glendon, 2010; Lee & Chung, 2012; Moon & Rhee, 2012; Park, Han, &

Jeong, 2012)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특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조직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사과 전략을 채택할 때 공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공중이 전략을 수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에서는 책임성

의 높고 낮음에 따른 적합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과 책임성이 높은

위기상황에 대한 사과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김세준, 1990; 백

진숙, 2006). 즉,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위기 대응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책임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사과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한편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가 메시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권예지, 나은영, 2011), 또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보다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가 공중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문비치, 이유나,

2009)). 즉, 조직의 위기상황에서 채택한 사과 전략으로 사과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하는 경우 해당 메시지에 감성적 소구 방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공중

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도가 높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다. 또한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와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자체의 효과 차이를 측정하여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메시지 효과

가 공중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내었다.

이처럼 위기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위기상황을 분석을 통해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 공중 측면에서의 변인들을 다룬 연구,

위기상황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위기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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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한 뉴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다(이현우, 최윤형, 2014). 하지만 책임성이 높은 특정한 위기상황에서 채택된

사과 전략에 감성적 소구 방식의 유무에 따른 메시지 제시 방식 및 유형의

효과를 밝혀낸 학술적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문비치, 이

유나, 2009). 특히 특수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에 적합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분석 개발한 연구(방신웅, 김기한, 2013)

와 스포츠경기 내·외부적 스캔들에 따른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의 효과

를 규명하고, 부정적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박혜원, 박재진,

2011)가 주를 이루고 있어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사과 전략으로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와 그에 따라 공중의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기술의 발달로 매체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스포츠 조직이 직면한 위기 또

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Coombs, 2014), 지속적 위기 상황과 마주

하고 있다(방신웅, 김기한, 2013).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포츠 조직이 채

택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해당 스포츠 조직과 공중의 관계가 우

호적인 관계로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Brown & White, 2011; Coombs &

Schmidt, 2000). 특히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사과 전략은 위기 상

황으로 인해 해당 스포츠 조직의 훼손된 이미지와 명성,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상경, 이명천, 2006b), 이러한 사과 전략에

감성적 소구 방식을 같이 제시 하면 사과메시지 효과는 더욱 더 긍정적이다

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백진숙, 2006; 문비치, 이유나,

2009).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과 전략과 감성적 소구 방식의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만 감성적 소구 방식에 따

른 사과 전략 제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감성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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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식에 따른 사과 전략 제시 방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책임성이

높은 위기 상황인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사과 전략을 채택할 경우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와 이를 전달하는 사과

기사 제시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과 기사를 전달할 때 사과 기사제시 방식으로

시각적 감성 요소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공중

의 메시지 수용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사과 기사 제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공중의 메시

지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학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구단에게도 위기 상황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 또한 찾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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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사과 기사를 제공할 때 메

시지 소구 방식과 기사 제시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승부조작이란 위반의 위기상황에서 해당 스포츠조직이

사과 기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라 공중의 메시지 수용

도에 미치는 효과와 기사 제시 방식에 따라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 측면에서

사과 기사를 감성적 소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와 기사 전

달할 때 기사만 제시하는 것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 측면에서 높을 것인지,

아니면 기사와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호소하는 사진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높을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스포츠 조직의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사과 기사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이 제시된 사과 기사와 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사과 기사를

메시지 소구 방식(이성 vs. 감성)에 따라 전달할 경우, 공중의 메시지 수용

도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와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

를 기사 제시 방식(기사 vs. 기사+사진)에 따라 전달할 경우, 공중의 메시

지 수용도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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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조직의 위기와 사과 전략

1) 스포츠조직의 위기

위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위기는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

면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을 뜻하며, 문제에 당면한 위태로운 시기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야기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한

다(Dening, 1985). 위기는 재난, 비상사태, 우발적인 사건, 일반적 위험 상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험, 위협 등과 같이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

고 있다. 위기는 예측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직과 속한 산업 또는 이해관계자

들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며(Coombs, 1999b),

해당 조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한다(Mitroff &

Anagnos, 2001). Bernstein(2006)은 더욱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위기관리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11가지 실수를 언급하면서 위기를 개인과 소유한 자산을

위협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며 이미지나 평

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Coombs(2007)

역시 조직 평판에 상황 위기 커뮤니케이션(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이론을 접목시킨 그의 연구에서 위기를 조직의 이미지나 평

판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며, 사람들에게 해당 조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의 하였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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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기란 조직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며, 조직과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통틀어 지칭한다(김영욱, 2002).

위기와 관련하여 그 속성들이 앞서 위기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다소 언

급되었으나 앞서 언급되었던 위기의 속성 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마다

위기관련 속성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Hermann(1963)은 위기는

놀람, 시간적 제약, 위협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놀람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상황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를 모르

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시간적 제약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순간

부터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됨을 의미하고, 위협은 위기상황이 해당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중과 조직이 속한 산업체 전체에 까지 부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는 Billings, Milburn, & Schaalman(1980)의 연구에서 대응시

간의 제약성,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 손실의 가능성 인식을 어떠한 사

안이 위기로 인식되기 위한 위기 인식의 변수로 제시되었다(김영욱, 2008).

대응시간의 제약성은 Hermann(1963)이 정의한 ‘시간적 제약’과 의미가 같

으며,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는 조직이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Hermann(1963)이

말하는 위협과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손실의 가능성 인

식은 위기 상황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발생하며, 조직에 손실과 피해

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의미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김영욱, 2008).

Lerbinger(1997)는 위기는 시간 제약성(time compression), 불확실성

(uncertainty), 급작성(suddenness)의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른 학자가

정의한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는 급작성은 일반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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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성 내용 연구자

불확실성
위기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려움

Billings et al.(1980),
Hermann(1963), Ulmer et
al.(2007), Lerbinger(1997),
김영욱(2002, 2008)한정호,

정지연(2002),

위협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
된 공중과의 관계, 산업체 전체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Hermann(1963), Ulmer et
al.(2007), 김영욱(2002),
한정호, 정지연(2002),
이민우, 조수영(2010)

시간제약성

위기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황이 급
박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
결정을 요구함

Hermann(1963),
Lerbinger(1997), Billings
et al.(1980), 한정호,

정지연(2002), 김영욱(2002)

불가피성
위기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함

김영욱(2002, 2008)

다차원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며, 역
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민우, 조수영(2010)

시스템실패
위기는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
인함

김영욱(2002)

관리가능성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하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가능성을
지님

김영욱(2002, 2008)

비일상성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될 수 없
으며, 특별한 대응을 필요로 함 Ulmer et al.(2007),

<표 1> 학계에 보고된 위기의 속성 정리 

출처: 방신웅(2012),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재구성

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Lerbinger(1997)의 불확실성이 급작성과 차이점은 불확

실성이 위기의 발생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만 급작성은 위기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Ulmer, Sellnow, & Seeger(2007)는 위기와 관련된 속성은 조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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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대한 위협, 불확실성, 비일상성, 비예고성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비일상성은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위기를 해결 할 수 없고 위기상황의 심각

성을 인정하고 특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예고성은 Lerbinger(1997)의 급작성, Hermann(1963)의 놀람, 불

확실성과 같은 의미한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위기의 속성들은 규정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과 범위가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위기 속성을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이 8가지 속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방신웅(2012)은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위기의 속성과 범위를 반

영하여 스포츠조직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스포츠조직의 위기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의 하였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은 방신웅(2012)이 정의한 스포츠조직의 위기

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서 기술한 위기의 속성과 대부분이 일맥상

통하지만 스포츠조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을 위기관련 선행연구들(이민

우, 조수영, 2010; 김영욱, 2002, 2008; Billings, Milburn, & Schaalman,

1980; Ulmer, sellnow, & seeger, 2007; Herman, 1963 등)을 종합하여 다음

과 같이 여덟 가지 속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위기는 불확실성이라는 어떠한 형태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위기는 조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셋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순간부터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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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시간적인 제약성이

따른다. 넷째, 위기는 불가피성이라 할 수 있으며,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위기는 다차원성을 가지므로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 여섯째, 위기는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비롯된다.

일곱째, 위기는 관리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

하게 되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 가능하

다. 여덟째, 위기는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특별하고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비일상성을 가진다. 스포츠조직 위기의 속성

역시 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한다(방신웅, 2012).

또한, Connaughton, Spengler, & Bennet(2001)는 참여스포츠와 관련한

영역에서 위기 상황을 스포츠 참여자가 참여도중 부상을 입게 되는 상황으

로 보고 참여스포츠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의 속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스포츠를 하는 상황에서 또한 위기는 예고 없

이 발생한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불확실성이라는 위기의 속성과 같은 의미

이다. 둘째, 참여스포츠조직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위기 상황을 해

결하는데 조직 목표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조직의 일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일상성이라는 위기의 속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신체활동 중에 발생하게 되

는 부상과 같은 사고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불가피성이라는 위기의 속성과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스포츠 서비스 제공자는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

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naughton, Spengler, &

Bennet(2001)은 참여스포츠와 관련한 위기의 속성을 비록 신체활동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기 상황으로 국한하지만 PR연구 분야에서 말하는 일반적

인 위기의 속성과 대부분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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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 전략

사과(apology)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이라는 사전적 의미

를 지녔다.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완, 2008). 그리고 사과는 잘못을 인정 또는 수용하고 뉘우치는

반성의 자세를 취함으로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공중의 비난이나 법적

처벌과 같은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부정적

인 이미지나 시각을 회복하거나 줄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이상경, 이명

천, 2006a). 사과는 단순히 사과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발생한 상황에 대한 조

직의 포괄적인 대응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포함한 공중의 공격과 비난을 방어

하고 저지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김영욱, 2006).

Ware & Linkugel(1973)의 연구에서는 사과(apologia)를 ‘자기 방어적인

말(Speech of self-defense)’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사과가 단순히 잘못

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당하게 일

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해명 혹은 변명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와

방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사과의 개념은 개인이나 조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략

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 대응 전략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부정적인 이

미지를 줄이기 위한 사과 전략의 방법과 유형에 관해 제시하는 것은 스피

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Heider(2013)는 책임전가(imputation)와 변명(excuse)을 사과 전략의 유

형으로 제시하였고, Goffman(1967)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 사건의 부

인, 사전 예측 가능성 부인, 공격성 부인이라는 표명(carelessness)의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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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bs의 위기관리 전략 구성요인)

루머 자연재해 악의적인 모함 사고 조직의 비행

공격자 공격 부정 변명 정당화 환심사기 개선행위 사과

(책임성 저) (책임성 고)

(방어적인 전략) (수용적인 전략)

(Ware & Linkugel의 사과이론 구성요인)

부정 차별화 입지강화 초월

[그림 1] Coombs의 책임성에 따른 위기관리 전략과 사과이론

(출처: Coombs(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Ware &

Linkugel(1973), ‘They spoke in defense of themselves: On the generic criticism of apologia’ 재구성)

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Scott & Lyman(1968)정당화 전략과 해명 전략을 사과의 방법으로 제시

하면서, 이를 각각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정당화 전략은 충성도에 호소,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 피해의 부인, 비난자 비난의 네 가지 전략을

구분하였으며, 해명 전략은 사고(accidents), 분노(provocation)표명, 사건의

불가피성(defeasibility) 주장,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 생리적인

(biological) 욕구였다고 주장을 포함시켰다.

Ware & Linkugel(1973)은 수사학 이론과 이미지 회복 이론을 접목시

켜 사과이론을 제시하였다. 사과이론(theory of apologia)은 해당 조직을 중

심으로 하여 수사학적 자기방어 접근법을 통하여, 위기 대응 전략으로 제

시한 개인이나 조직의 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이론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백진숙, 2006). 이러한 사과이론은 부정(denial), 차별

화(differentiation), 입지강화(bolstering), 초월(transcendence)을 사과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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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네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Coombs(1999)는 [그림 1]과 같이 조직의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을 분류한 바 있다. 조직의 책임성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는 조직체의

위법활동이며, 그 다음으로 사고, 악의적 모함, 자연재해 순이고 책임성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는 루머로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방어적

인 전략과 수용적인 전략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배열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성이 낮은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부정이나 공격자 공격과 같은 방어적

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사과나 개선행위와 같은 수용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과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denial), 차별화(differentiation), 입지

강화(bolstering), 초월(transcendence)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 또한 방어적

인·수용적 전략인 연속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다(Coombs, 1999). 가장 방어

적인 전략은 부정으로 조직의 책임을 가장 적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차별화, 입지강화 순이고 가장 수용적인 전략으로는

초월이 된다.

Ware & Linkugel(1973)은 사과이론에서 제시한 부정(denial), 차별화

(differentiation), 입지강화(bolstering), 초월(transcendence)의 네 가지 요소

들을 두 요소로 서로 묶어 복합적인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

다. 개선(reformative)전략에는 부정과 입지강화를, 전환(transformative)전

략에는 차별화와 초월을 넣어 구분하면서 이러한 개선전략과 전환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각 전략들을 하나씩 두 전략을 조합시킴으로써 사과이론의

네 가지 사과 태도를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여기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

는 전략을 개선전략이라 하며,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전략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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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 & Linkugel의 사과이론

개선전략(reformative) 전환전략(transformative)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전략

구성요소

부정

구성요소

차별화

입지강화 초월


결과로 나타나는 4가지 사과태도

개선전략 + 전환전략

절대적인(absolutive) 태도 부정과 차별화

전환적인(vindicative) 태도 부정과 초월

설명적인(explanative) 태도 입지강화와 차별화

정당화(justificative) 태도 입지강화와 초월

[그림 2] Ware & Linkugel(1973)의 사과이론의 4가지 사과태도

(출처: 백진숙(2006), ‘사과광고의 메시지 유형에 따른 공중의 반응 연구’ 재구성)  

전략이라 말한다. 절대적(absolutive) 태도는 부정과 차별화를 함께 사용하

는 경우를 말하며, 전환적(vindicative) 태도는 부정과 초월을 함께 쓰는 경

우이고, 입지강화와 차별화는 같이 사용할 경우는 설명적(explanative) 태

도 그리고 입지강화와 초월을 결합시킨 경우를 정당화(justificative) 태도

로 구분 지었다. 이러한 사과이론과 사과 태도를 [그림 2]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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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의 메시지 수용

위기 정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중과의 관계성에서 공중(public)은 이

슈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성적 담론 과정에서 형성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공중의 형성은 이슈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슈에 관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닌 집단을 말한다(Park, 1972).

위기에 처한 조직의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발생한 위기상

황에 대한 공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위기 대응 전략으

로 조직이 선택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성은 다른 무엇보다

도 공중의 수용여부가 가장 중요하다(윤영민, 2007; Coombs, 1995). 즉 공

중이 해당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

린 것이다.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차원

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위기에 대하여 공중이 가지는 인식과 그에

따른 공중의 태도(Coombs & Holladay, 1996) 이밖에 브랜드나 기업에 대

한 태도(Griffin, 1991; Dean, 2004), 기업의 정당성(강문정, 차희원, 2007)이

나 기업평판(Coombs, 2004; 이현우, 김소윤, 손승우, 2010; 백진숙, 2006)

등 조직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대응조치의 적절성(윤영민, 2007; 김영욱, 2006), 대응의 신뢰성(유종숙, 정

만수, 조삼섭, 2007)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어 지는 것은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공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지에 대한 것인데, 메시지의

진실성(유종숙, 정만수, 조삼섭, 2007; 김영욱, 2006; 김소연, 성민정, 2010),

메시지 신뢰성(Coombs, 1999; 유종숙, 정만수, 조삼섭, 2007; 김소연, 성민

정, 2010; Hallahan, 1999; Lyon & Cameron, 2004), 메시지 수용성

(Coombs, 1999; 김영욱, 2006; Lyon & Cameron, 2004; 조수영,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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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메시지의 설득성(유종숙, 정만수, 조삼섭, 2007) 등으로 측정해 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정 지표로 자

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용도’이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조직이 발생한 위기에 대하여 조직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

료(statement)를 외부로 발표할 경우 포함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즉

위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체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

지에 방법이다(박경희, 2013). 이러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중의 수용

성 평가는 조직의 위기 대응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직의 위기 대응 메시지에 초점을 둔 측면에서 협소한 개념의 평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해당 조직의 위기 대응 메시지를 본 후 공중들은 메시지

수용에 대한 평가를 넘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근본

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박경희, 2013). 그리고 위기 대응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조직에 대한 태도나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성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조직에 대한 태도나 평가와 관련된 경우, 공중이 해당 조직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에 따라 공중이 받아들이는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용정도

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Griffin, 1991). 또한 조직이 전

달하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공중이 전달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수용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조직에 대한 태도나 전달하는 위기 대응 메시지에 대하여 공중의 위

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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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 소구 방식이 메시지 수용에 미치는 효과

1) 메시지 소구 방식

메시지 소구 방식(message appeals)은 정보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

지를 수용자 입장에서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하여 호소하는 메시

지 전달 방식을 말한다(전홍식, 김동욱, 2010). 메시지에 관한 연구는 태도

나 태도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메시지 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이성적인 메시지(rational message)와 감성적인 메시

지(emotional message)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성적 소구란 실증적이며 논리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자의

이성측면에 소구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반면 감성적 소구란 수용자

의 감정이나 감성, 또는 가치관에 호소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세

범, 1993; 이명천, 강석원, 김정현, 2010). 또한 이성적 메시지란 수용자가

태도대상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태도대

상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말한다(박종구 외, 2007).

반면 감성적 메시지란 태도대상에 대하여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대상과 관련된 감정적 또는 감성적 경험

을 인출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라고 했다(Cohen, 1991). 메시지와 관련해서

광고 분야에서는 이성적 소구 광고 메시지를 인지적 정보처리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감성적 소구 광고 메시지를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에 호소하는 메

시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환호, 이영일, 2005). 비슷한 맥락에서 메시지는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이성적 메시지 중심의 정보 제공형 광고



23

메시지

소구 방식
정의 연구자

이성적

소구

태도대상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담은

메시지

Cohen, 1991, 박종구 외,

2007

실증적, 논리적 자료들을 통하여 이성에

소구하는 방식

김세범, 1993, 이명천 외,

2010

인지적 정보처리에 호소하는 소구 메시

지
하환호, 이영일, 2005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전제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한상필, 2000, 황윤용, 나

광진, 2002, 박유식, 경종

수, 2002, 박장원, 박현순,

2007

감성적

소구

태도대상과 관련된 감정적 경험을 인출

하게 만드는 메시지

Cohen, 1991, 박종구 외,

2007

감정이나 감성, 또는 가치관에 호소하는

방식

김세범, 1993, 이명천 외,

2010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에 호소하는 소구

메시지
하환호, 이영일, 2005

감성적인 소구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분위기와 감정, 이미지를 유발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

한상필, 2000, 황윤용, 나

광진, 2002, 박유식, 경종

수, 2002, 박장원, 박현순,

2007

<표 2> 선행연구의 메시지 소구 방식 정의 

및 속성 광고와 감성적 소구를 근거로 하여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위기

와 감정, 그리고 이미지 등을 유발함으로써 수용자가 메시지에 대한 긍정

적인 정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여 설득에 연결하고자 하는 이미지 광고

또는 비속성 광고로 분류하기도 한다(한상필, 2000; 황윤용, 나광진, 2002;

박유식, 경종수, 2002; 박장원, 박현순, 2007). <표 2>는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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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기 이성적 메시지가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었고(Batra & Ray, 1985), 90년에 접어들어 태도변화에 감성적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dwards, 1990).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메시지 중에서 어느 유형이 태도변화에 더 효과적

이라고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명천, 김요한, 2005). 수용

자의 특성이나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 등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시지 소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득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 소구 방식이 요구된다(전홍식, 김동욱, 2010). 이

러한 메시지 소구 방식을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시켜 본다면, 사과메시지

에 작성된 내용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소구 방식

에 따라 공중에게 미치는 효과나 영향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한상필, 1999).

2) 이성적 소구 메시지

이성적인 소구 방식은 정보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중심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내용의 구성은 논리적·기능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호

소하는 방식이다(안대천, 김상훈, 2010; 정용국, 2009; 한상필, 1999). 또한

광고 분야에서는 이성적 소구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논리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서 소비자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효용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구성하고 제시함으로써 목표대상으

로 설정한 수용자들의 태도 및 행동변화를 유도를 목적으로 한 광고 전략

이다(최지현, 2008). 이성적 소구는 광고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제

공하고, 수용자가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정

보를 비롯하여 증명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Puto & Wells 1984).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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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소구는 광고 주제 및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

에 바탕을 두고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성미영(2010)은 광고대

상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 및 유도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성적 소구 방식을

통해 합리적,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이성적 소구 방식을 이용한 광고는 수용자에게 광고대상의

특별한 속성 및 혜택 그리고 이점을 강조하고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개인

의 이득을 확신시킴으로써 태도 및 행동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한은경,

심기환, 2001). 따라서 공익광고에서의 이용되는 이성적 소구 방식에 대한

사용은 특정 행위나 행동에 관한 이익이나 손실을 객관적, 논증적, 혹은 사

실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행위나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태도 및 행동변화

를 유도할 수 있다(조형오, 2000). 즉, 광고 수용자는 이성적 소구 방식을

통해 특정 행위나 행동에 대한 특성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태도

및 행동변화 여부를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성적 소구는 상세한 정보를 주로 증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공익광

고가 유발하고자 하는 측면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Slater & Narver, 1999). Cohen(1991)은 소구 방식을 이성적 소구

방식을 객관적 소구 방식으로 정서적 소구 방식을 주관적 소구 방식으로

명명한다. 또한 Cohen(1991)은 실제 광고와 관련하여 정서적 소구 방식에

해당하는 주관적 소구 방식은 전반적으로 광고가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성적 소구 방식에 해당하는 객관적 소구 방식은 주관적인 내용에

대한 보조 및 추가 설명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첨가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서 이성적 소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이나 해당 문

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메시지를 제시한다(Dutta & Vanacker,

2000). 예를 들어, 흡연과 관련하여 흡연율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발병률 등을 통계적으로 그 수치를 제시하거나 금연방법에 대해 객

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용자는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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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제안한 금연방법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성적 소구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수용자의 행위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Baillie, 1996). 즉,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이성적 소구는 문제 행

위나 행동에 대한 위협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전달함

으로써 수용자를 설득하여 태도 및 행동을 변화하도록 하는 소구 방식이

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성적 호소 방식의 사과 기사 메시지로 전환

해 보면, 이성적 소구 방식 중심의 사과 기사는 ‘조직에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해 사실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해당 조직

의 위기 대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과 메시지’라 할 수 있다(문비치, 이

유나, 2009).

3) 감성적 소구 메시지

감성적인 소구 방식은 이미지나 다양한 감정을 중심으로 하여 메시지

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성적 소구 방식은 실질적인 효용

보다 심리적인 만족이나 보상과 같은 수용자의 정서적인 반응에 중점을 두

고 호소하는 방식이다(한상필, 1999; 정용국, 2009; 안대천, 김상훈, 2010).

감성적 소구 방식에는 관능성이나 성적 반응 등의 감정적 또는 감성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성적 소구,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용자

의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 소구, 공포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는 공포 소구 외

에도 죄의식, 정(情)소구, 환심, 동정심 등의 소구 방식이 있다(김영석,

2012).

정서적 소구는 주로 수용자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소구 방식으로서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자

극하기도 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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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설득하는 메시지 구성방식이다. Hartman(1936)은 정서적 소구 방

식을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정의하였으며, 광고 노출과 함께 무조건적인

감성 반응을 동반하거나 그 광고 노출 직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

고 정의하였다. Puto & Wells(1984)는 정서적 소구 방식은 정서적이고 추

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용자를 설득하고자 소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

다. 즉, 정서적 소구 방식은 수용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감정적, 추상적, 그

리고 주관적으로 광고에 표현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서나 감정에 초점을 두

고 메시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Holbrook(1978)은 이성적 소구 방식은 사실적인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

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 반면 정서적 소구 방식은 평가적인

내용을 주관적 혹은 정서적 및 감성적으로 서술하는 표현 방식으로 정의하

였다.

Kotler(1999)는 정서적 소구 방식을 크게 긍정적 소구 방식과 부정적

소구 방식으로 나누었다. Kotler(1999)에 의하면 긍정적 소구 방식은 기쁨,

사랑, 긍지 등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며, 부정적 소구 방식은 수치심, 죄

책감, 위협 등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즉 긍정적 소구 방식은 특정 행

위나 행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제시함으로써 태도 및 행위

변화를 설득하고자 하며, 부정적 소구 방식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강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탈피 할

수 있는 권고방안을 전달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소구 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감성적 호소 방식의 사과 기사 메시지로

전환해 보면, 감성적 소구 방식 중심의 이미지 사과 기사는 ‘조직에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해 수용자의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하여 해당 조직에 대한 공

감이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과 메시지’라 할 수 있다(문비치, 이유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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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 소구 방식 관련 선행연구

메시지 소구 방식은 광고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인간은 정보 과부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현대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쏟아지는 상품들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및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광고속의 메시지 소구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다(Kim & Jung,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제품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적

합한 소구 방식을 연구하거나(Kim, 2012; Kim & Jung, 2012), 유머 소구

와 공포 소구와 같이 감성적 소구 방식 안에서 세부적인 소구전략의 효과

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Ahn & Park, 1998; Cha, 2013; Yang & Beak,

2009)들이 있다.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국의 유명 광고 대

행사인 FCB(Foote, Cone & Belding)에서는 제품과 소비자의 욕구의 관련

성을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여 메시지 소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FCB 모형'을 만들었다. FCB 모델에서는 여러 제품을 이성적인

특성과 감성적인 특성으로, 그리고 고 관여도와 저 관여도 측면으로 구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제품이 기능적이며 고가의 제품일수록 정보 중심적이

며,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Richard Vaughn, 1980).

Bau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소비

자들이 해당 제품이 익숙지 않으면 해당 제품 정보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

보 욕구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는 구매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여 정보 탐색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가 제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품과 관련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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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의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에 더욱 호의적일 것이다.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에 용이하다. 감성은 외부로부터의 감각 정보에 대해 거

의 직관적(Intuitive)이고 반사적(Reflective)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감성 소

구 방식의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더 빠르게 수용자의 주목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박경숙, 김종덕, 2009).

감정적 소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Ogilvie & Petticrew(2004)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 보다

더 많은 제품, 예를 들어 담배, 술,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들은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것 보다는 감성적으로 호소하여 전달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

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성적 소구 방식과 감성적 소구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우세

하다는 식의 대비적 접근 방식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렵

다. 이는 상황이나 제품의 성격에 따라 소구 방식의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상황 및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소구 방식을 찾아내는 연구들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Kim(2012)의 연구는 메시지 소구 방식(이성/감성)와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과의 관계를 밝혔으며, 광고 메시지를 프레이밍 할 경우 구매 시

소비자가 얻게 될 편익을 강조하는 메시지 프레이밍에는 감성적 소구 방식

이 적합하고, 반면에 구매하지 않았을 시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

조하는 메시지 프레이밍에는 이성적 소구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Hill & Zillmann(1999)은 연구에서 실험자극물로 사용할 내용을 Oprah

Winfrey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 프로그램에서 선정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시험자극물 내용으로는 6세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어머니가 피해아동과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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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가 나와 부인이 문제가 너무 많고 가정에 무

관심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남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었다.

실험방법으로 한 실험집단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고, 다른 실험집단은 이런 감

성적으로 호소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인터뷰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

였다. 통제집단은 어떤 프로그램도 시청하지 않도록 하였다.

두 실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성적인 요소가 담긴 내용의 영상을 본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실험집단과 아무것도 시청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어린이 생활비 보조의무 불이행과 성범죄라는 두 가지의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수위에 더 높은 관용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

용에 일지라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의 유무에 따라 사람

들이 인식하는 실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서 관대함을 나타내는데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또 다른 중요성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타

블로이드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한 승인

을 한다거나 심정적 이해를 표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즉 진행자가 범

죄행위에 대에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가질 수 있

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사과 메시지와 메시지 소구 방식의 관계를 찾고

자 한 시도들도 일부 관찰되는데 대표적으로 문비치와 이유나(Moon &

Rhee, 2012) 그리고 Park et al(Park, Han, & Jeong, 2012)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사실적이고 인과관계를 통한 서술 그리고 정보

중심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의 이성적인 사과메시지보다는 연민이나 공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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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감성적인 사과메시지

가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위기

상황이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성적

표현 방식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소구 방식의 전략을 펼

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용자의 긍정적인 반응 및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사과메시지 내 감성적 소구 방식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라고 할 수 있

다(Park & Park, 2013).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정적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 수용자인 공중의 공감적 반응을 얻거나 감정을 호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뉴스기사는 그렇지 않은 뉴스기사보

다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된 공중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해소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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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기사 제시 방식이 메시지 수용에 미치는 효과

1) 신문 보도사진

보도사진이란, 영어로 포토저널리즘(Photo Journalism)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유창하, 1994), 일본의 사진 평론가인 이나노부

오가 1933년 포토저널리즘을 뜻을 널리 알리고 이끈다는 뜻에서 ‘보도사진(報

道寫眞)’이라고 일본어로 직역하면서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며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번

역을 하지 않고 원어인 ‘포토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추세이

다(이병훈, 1999).

‘포토저널리즘’이란 용어는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신문, 잡지 등의 인

쇄매체에 게재되는 사진으로 글과 사진의 통합 형태의 사진을 이용한 커뮤

니케이션이라는 의미이다. 즉 포토저널리즘이란 한 장의 사진에 글이 첨부

된 것을 기본단위로 하고, 독자들에게 사진과 글이 하나의 일관적인 내용

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사진과 글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작

용을 통해 결합되어 일관적인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양종훈, 김금녀, 2005;

Lester, 1992).

이렇듯 포토저널리즘이란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뉴스사진에서부터 주

간지 및 일간지와 같은 저널 등에 실리며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포토 에세

이(photo essay), 피처사진(Feature Photography)는 물론 잡지 및 출판·인

쇄물 등에 실리는 출판 사진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에게 인쇄 미디어나 영

상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공표되는 모든 사진들을 의미하며 정보를 갖

고 있는 사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상욱, 2009). 넓은 의미에서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중 및 공공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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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리기 위해 전시되는 기록성 사진, 캠페인성 사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사진이나 홍보용 사진까지를 포함해 사

회적 자연환경을 비롯한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사진의 사용목적이 대중에

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사진 모두 보도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성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르포르타주 사진, 다큐

멘터리 사진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작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포토저널리즘과 같은 범주로 놓는다

(이병훈, 1999). 그러나 신문 보도사진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고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자에 의해 취재된 사진이거나 독자가 제공한 사진으로서

신문이라는 매체에 게재된 사진을 ‘신문 보도사진’이라 말한다(임영균,

1993).

신문보도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비조건을 가지고 있다. 신문 보

도사진의 구비조건으로는 뉴스가치, 사진적인 가치, 관점의 제시, 그리고

즉각적인 전달 효과의 네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첫째, 뉴

스가치(News value)란 보도되는 뉴스의 가치를 논할 때 사용되는 말로 사

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즉 관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뉴스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뉴스가치의 평가 기준

은 담당기자의 취향에서부터 언론사의 방침, 데스크의 판단, 국가의 언론정

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스가치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공간적 근접성, 시간적 근접성,

저명성, 인간적 흥미, 영향성, 시사성, 갈등, 신기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

진적인 가치란 포괄적인 측면에서 사진 자체가 함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이라면 뉴스로 취급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시각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흥미를 집중 시킬만한 내용도 사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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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란 특정 뉴스의 본질에 부합되는가에 관한 문제로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 담긴 사진인 것인가를 일컫는 것이다. 넷째, 즉각적인 전달

효과란 상황을 담고 있는 사진의 ‘즉각적인 스케치’ 기능을 일컫는 말로서

어떠한 사진이라도 평가하는 경우, 즉각적인 메시지의 전달 효과는 일차적

조건이다(이상욱, 2009).

신문 보도사진은 광고사진, 예술사진 등의 다른 분야 사진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신문 보도사진은 영향성을 가진다. 강력

한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의 말과 장문의 기사보다 사진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회내의 여론을 형성하거나 의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

져 오는데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를 가짐으로써 신문

보도사진은 신문편집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신문 보도사진

은 사실에 대한 기록성을 갖고 있다. 신문 보도사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화면에 현실적 존재 그 자체만을

고정 시켜버린다. 따라서 사진 속에 담긴 화면은 사진이 재현시킨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순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신문 사진만이 가지

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신문 보도사진의 기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문 보도사진은 사실성을 가진다. 신문 보도사진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

로 당시의 현장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독자의 심리적 욕구와 신뢰감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문 보도사진은 기자가 대상을 추적

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상황의 적절한 단면을 한 장의

사진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받는 인상보다 더 깊게

받아들여지고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조성호, 김선영, 2004).

마지막으로 신문 보도사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재구성의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뉴스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사진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의 여부는 뉴스 생산과정에서 기자들이 가치 있는 뉴스자료를 선택하기 위해



35

수많은 기사정보 및 보도 자료들 중에서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

다(Gant & Dimmick, 2000; 배지양, 2008). 즉 게이트키핑 과정에서의 보도자

료가 뉴스로 생성되는 생존율은 바로 기사 내에 사진의 유무와 직접적인 연

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문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진 유무와 관련한 게

이트키핑 과정이 일어난다. 또한 신문 보도사진 역시 1차와 2차 게이트 키퍼

인 사진기자와 편집자 등에 의해 연출된다. 신문 보도사진에 있어 사진기자

는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한다. 사진기자는 피사체의 주체에 변화

를 줄 수 있으며 사진 기자의 주관적 의도인 장비와 앵글의 선택 등에 의해

왜곡되는 결과물을 제출함으로써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1차 게이트 키퍼 역할

을 한다. 그리고 편집자의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를 지칭한다.

이후 편집자는 사진기자가 제출한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여러 정치적인 측

면이나 해당 언론사의 방침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고 편집과정을 통해 게이

트키핑과정에서 2차 게이트 키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현실과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사라질 수 있다(박

정순, 정경희, 2005).

2) 신문기사 제시 방식 및 정보 인지 처리 방식

많은 연구들에서 뉴스 이용자가 기사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신문 기사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가 인지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다고 여겨져 왔다. 가령 보도사진은 뉴스기사가 보도하는 사건 및 상황을 재

현하고, 그래프는 복잡하게 나열된 수치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는 텍스트만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일련의 사건 순서를 한 눈에 보

여준다(Griffin & Stevenson, 1996). 이와 같이 보도사진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신문 지면에 주목하게끔 만들고,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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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충하여 주거나 보도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회상하는 데에

도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예원, 2014).

또한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텍스트가 표현과 설명하지 못

하는 것들을 텍스트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큰 감동과 신뢰를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설득효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도상성(Iconicity)에 있다고 언급하였다(Paul, 1997).

여기서 도상(Icon)이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닮은 것

을 의미하며, 도상성(Iconicity)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는 이런 도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언어적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김영석, 2012).

이미지의 도상적 특징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인 반

응을 불러일으킨다. 광고에서 등장하는 귀여운 애완동물,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등의 이미지는 수용하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반대로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사람의 장기 이미지는 수용하는 독자들에게 부

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킨다(김영석, 2012).

이러한 도상적 특징과 관련하여 신문기사의 보도사진을 정보 처리하는 과

정에서 감성의 역할은 [그림 3]과 같이 모형화하여 나타내었다. 이렇게 개인

이 평소에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한 감각자극이 정보처리과정과 의사

결정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문화적 경험으로 축적되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새롭게 접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감각자극의 지각과 인지 그리고 정보처리과

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이구형, 1998). 즉,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결과로 인해 축적된 감성 메모리가 신문기사

의 이미지와 같이 새롭게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과정 단계에 미치는 영향

과 피드백의 과정인 것이다.

먼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문기사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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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성의 역할

(출처: 이구형(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재구성)

한 이론들 중 Severin(1967)이 제시한 단서 종합 이론(Cue-summation

theory)은 텍스트가 나타내는 정보가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표현하는 정보와

상이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동반하는 경우 수용자들에게 부가적으로

학습 단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회상이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정보 처리 이론 중 하

나로 Paivio(1986)가 제시한 이중 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과도 연관

된다. 한 개의 정보 처리 위치를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두 개의 정보 처리

위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열적으로 부호화

되는 텍스트와 공간적으로 부호화되는 그래픽이 둘 중 한 가지로 표현되어

전달될 때 보다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되어 전달될 때 수용자들이 더 잘 이

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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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뉴스 기사의 정보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수용자인 독자의 지각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으로 예시이론

을 들 수 있다(유홍식, 2008). 예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형태

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언어적 예시(verbal exemplars)와

그래프, 도표, 사진 등과 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시각적 예시(visual

exemplars)의 두 가지로 나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예시는 주로 추상적인

이슈이나 복잡한 사회 현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하는 경우와 수용

자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경우 많이 활용된다.

박웅기(2005)는 인지심리학에 근거한 예시이론의 핵심적인 관점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수용자들이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

는 기억에 의지하게 되고, 이러한 기존의 인지와 외부의 자극이 비교되는 과

정을 통하여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시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노출 효과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처럼 예시효과는 인지적 정보 처리 과

정을 거치게 되고 세 가지의 인지과정인 점화(priming), 이용가능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heuristic)와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의 조

합을 통해 구축된다(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첫 번째 인지과정인 점화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나 이미지를 전달하여

자극하였을 경우 이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나 이미지 중에 관련된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이 반응으로 점화된다는 점에

서 자극과 반응의 상호작용관계로 볼 수 있다(이윤정, 전병호, 2007). 두 번째

인지과정인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은 인지적인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기

존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인지의 접근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예시이론에서의 말하는 인지의 접근성

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에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느

냐의 접근성 정도라 할 수 있다(Srull & Wyer, 1989). 마지막 세 번째 인지

과정인 대표성 휴리스틱은 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모집단이 갖고 있는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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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성 그리고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Tversky &

Kahneman, 1972). 즉 수용자가 정보 처리 과정 중에서 특정 메시지에 집중하

여 지각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어 전달받은 메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

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시는 수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예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

으며, 상황에 대하여 생생한 묘사가 가능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켜 수용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시이론은 뉴스 기사에서 수용자의 이슈에 대한 지각 및 판단 그리

고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시각적인 예시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Zillmann(2002)은 예시와 관련하여 모

든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는 예시이론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예시이론의 첫 번째 가정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건에 비해 평범하고 구체적

인 사건에 대한 이해, 기억, 회상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예시이론의 두 번

째 가정은 평범한 이슈에 비해 수용자들의 주목을 더 끌고 주목하게 하는 이

슈가 정보를 더 명확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시이론의 세 번

째 가정은 수용자가 과거에 경험한 이슈가 새롭게 경험하는 이슈와 유사할수

록 인지적으로 기억하고, 이슈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가 과거 경험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예시이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뉴스 보도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예시를 활용함에 따라 수용자가 이슈에 대해 판단하는 지각

능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Zilmann, Gibson, &

Sargent, 1999; 유흥식, 2008; Gibson & Zilmann, 1994).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게 된 점은 뉴스기사를 보도할 때 적절한 사례나 인터뷰,

관련된 사진 등을 반영한 예시가 수용자가 뉴스기사에 대해 느끼는 이해도와

이슈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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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기사 제시 방식 관련 선행연구

미디어 효과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문자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왔으나, 미디어의 발달로 사진과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효과를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문의 사진이 독자의 정보습

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텍스트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 사진은 독자의 주목도를 높여주고(Wolf & Grotta,

1985; 김관규, 김무곤, 2005), 그 크기가 클수록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생각하며(Wanta, 1988), 읽는 양을 증가시켜 결국 기사 내용의 이해와 정

보습득의 효과를 가져온다(Zillmann, Knobloch, & Yu, 2001).

이와 관련된 단서 종합 이론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들은 텍스트와 그래

픽이 결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텍스트나 그래픽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시하는 경우에 비해 수용자들은 더 나은 정보 처리 결과를 보인다고 밝

혔다. 가령 Moreno & Valdes(2005)는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Mayer &

Moreno(2003)가 주장한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에 토대를 두고,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 과정을 사용하여 학습할수록 학습자의 교육 효율성이 높아

진다고 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이중부호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텍스트와 그래픽을 결합한 자료를 제시할 경우 학

습 내용에 대한 회상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 텍스트를 제외한 그래픽으로 제시된 자료를 학습하는 것이 텍스트만으

로 제시된 자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

문 기사와 관련하여, Griffin & Stevenson(1996)은 회상도 측면에서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텍스트와 그래픽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하여

제시하는 기사보다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중복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냄을 발견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그래픽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에 대한 회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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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았다.

David & Kang(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흡연을 하

는 것이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뉴스기사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를 가진 사

진을 사용하는 것이 독자의 기사정보 회상정도에 있어서 텍스트기사를 단

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David & Kang, 1998). 그리고 Griffin & Stevenson(1994)은 국제뉴스기사

를 전달할 경우 지리학적 그래픽(geographical graphics)에 관련 국가들의

위치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지리학적 그래픽을 제외한 텍스트기사만을

사용하는 제시하는 경우보다 충실히 일관되게 관련된 배경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 수용자인 독자들의 기사에 대한 이해력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Griffin & Stevenson, 1994).

Zillmann, Gibson, & Sargent(2002)는 뉴스기사와 일관된 정보가 아닌

특정한 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불균형적인 사진(disproportional

images)은 뉴스에 보도된 사회적 이슈의 정보를 가진 사진의 내용방향으

로 뉴스소비자들을 편향적인 지각(biased perception)하도록 조장한다고 주

장한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

는 불균형적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동일한 내용의 뉴스텍스트와 관련 뉴

스와 일관된 내용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경우보다 뉴스소비자

의 지각을 예시 사진(Photo-exemplification)의 전달하는 방향으로 왜곡하

며, 이렇게 발생되어진 왜곡현상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더 강하게 일어

난다(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최근 진행된 실증연구에서는 보도사진 속 인물에 의해 표현된 감정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유홍

식(2007)은 보도사진에서 드러나는 고뇌의 감정이 독자들을 더욱 주목하게

하며 뉴스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고통, 슬

픔, 분노, 연민 등의 감정이 표현된 사진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더욱 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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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도사진 속 인물들

에 의해 표현된 감정이 독자에게 공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Jackson, Meltzoff, & Decety(2005)는 한

개인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사진 속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찰할 경우에

자신이 고통을 겪을 때에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를 이용해 관찰하였다. 이들

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개인이 사진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감이 이루어지면 마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진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이 공감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Aust & Zillmann(1996)은 뉴스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보도영상이 독자

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각과 뉴스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이들이 실험한 연구에서 살모넬라(Salmonella)균에 의한 식중독과

관련한 방송뉴스와 무작위 폭력(random violence)에 관한 방송뉴스를 변형

하여 한 그룹에는 해당 뉴스 관련 실제 피해자의 가족들의 강렬한 감정을

표출되는 인터뷰 영상을 담은 뉴스영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다른 그룹의

피험자들에게는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인터뷰 영상이 제외하고 뉴스앵커

와 기자의 멘트에 의해 전달되는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결과

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인터뷰 영상이 담긴 방송뉴스를 시청

한 피험자그룹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그룹에 비해 살모넬라 식중독과 무작

위 폭력에 대한 문제를 더 사회적인 이슈로 지각하고, 자신에게 더 위험을

가한다고 인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기사에

인간의 감정적 반응 및 표현을 담고 있는 보도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뉴스기사보다 사회적인 이슈 지각 또는 수용자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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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사과 기사를 제공할 때 기

사 제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의 위기상황에서 사과 전략으

로 제시하는 신문기사 방식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나

아가 궁극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의 이미지 제고 및 회복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모형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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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채택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oombs & Holladay, 2005). 이러한 점

에서 감성적 소구 메시지가 공중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중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고 하였다(Claeys &

Cauberghe, 2014). Moon & Rhee(2012)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실증연

구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는데, 특정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과메시지를 제

시할 경우,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메시지를 제시하는 것 보다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공중은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 즉, 사실적이고 인과관계를 통한 서술 그리고 정보 중심적으로 호소

하는 방식의 이성적인 사과메시지보다는 연민이나 공감 등을 중심으로 하

여 공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감성적인 사과메시지가 공중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는 조직이 특정 위기 상황에서 조직

이 채택한 위기 대응전략으로 사과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이성적 소구 방식

중심으로 구성된 메시지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성된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

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위기상황이 공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

건이기 때문에, 이성적 소구 방식으로 사과메시지를 제시하면 부정적인 감정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Park & Park, 2013). 따라서 위기상황에 따른 공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 소구 방식을 활용하여 사과메시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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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함으로써 공중이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형성할 것이다.

정민희와 조수영(2012)은 기업이 특정 위기상황과 연루됨에 따른 사과문

을 전달할 때, 기업의 피해를 입은 공중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공감’과 관련된

감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공중이 사과문에 대한 진실성

평가, 용서, 기업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위기 유형에 관계없이 ‘공감’과 관련된 감성적 소구 방식의 표현이 포함된 사

과문을 읽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사과문에 대한 진실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기업이 공중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에 처

했을 때에는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박노일과 한정호 그리고 정지연(2012)은 CEO가 사과메시지를 어떠한 방

식으로 전달할 때보다 효과적인 위기관리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사과메시지의

감성적 소구 방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CEO가 감성적 소구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할 때, 해당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들일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지며, 동시에 해당 기업을 전반적으로 높게 신

뢰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추가적인 분

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 위주의 위기 대응 메시지보다는 관련 공중에 대한 연

민의 정과 자기반성 및 아픔을 공유하는 정서적 표현이 더욱 주효하게 위기

관리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1-1.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진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1-2.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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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회복성이 높아질 것이다.

1-3.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사과 기사의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는 메시지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특성을 강조

하느냐에 따라 메시지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한상필, 1999; 김재휘,

조희은, 부수현, 2007; 황윤용, 나광진, 2002). 이를 조직의 위기 상황에 적

용해 보자면, 동일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 할지라도 메시지의 감성

적 소구 방식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공중의 반응과 태도가 차이가

수 있으며(Han, 1999; 문비치, 이유나, 2009), 공중은 초점을 사실 규명에

두는 PR 실행자나 전문가들보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감성적 메시지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공중의 감성적 또는 공감 반응에 호소하는 방식의

이미지 중심형 메시지가 공중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김영욱, 2008).

앞서 살펴본 감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에 대한 공중의 수용 효과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으며, 반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

련 있는 사진은 텍스트를 제외한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로 전달된 이야기는 수용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여 영

향을 미친다(김영석, 2012). 이러한 비언어적 기능을 가진 사진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영향력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Zumwalt, 2001).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나 분위

기 등이 뉴스정보와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즉, 독자들은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을 통해 분노, 기쁨, 두

려움, 아쉬움 등의 감정을 읽고 이를 통해 감정적 경험을 겪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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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안성혜, 윤세진, 2006). 이 경우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은 내적인 감정

상태와 연결되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도사

진 속 인물들에 의해 표현된 감정이 독자에게 공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유홍식, 2007).

단서종합 이론(Cue-summation theory)에 의하면, 텍스트와 같은 언어적

정보가 상이한 종류의 시각적 정보와 같은 비언어적 기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동반할 때 수용자에게 부가적인 학습 단서가 제공됨으로써 메시지

의 내용에 대한 수용효과는 높아진다(Severin, 1967). 정보처리 효과와 연결

되는 이중 부호화(Dual-coding)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자면, Paivio(1986)

는 두 가지의 인지적 부호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 가지의 인지적 부호를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각각 계열적 공간적으로 부호화되는 언어적 정보와 공간적으로 부호화되는

시각적 정보는 둘 중 한 가지 인지적 부호로 표현되었을 때보다 두 가지

인지적 부호로 동시에 표현되었을 때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더 잘 기억될

수 있다(Paivio, 1986). 따라서 언어적 정보의 기사와 비언어적 정보의 사진

이 같이 제시되었을 경우 수용자의 이해도 및 메시지의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과 기사를 제시할 때 텍스트 기반의 기사만 제공하는 것 보다 기

사와 관련된 사진 즉, 사과메시지와 관련된 사진을 텍스트 기반의 기사와

같이 제공하는 것이 공중의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수용도가 높다

(배지양, 2008).

안성혜와 윤세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진의 감

성적 소구 방식은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 내적인 감정 상태와 연결되어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

도사진 속 인물들에 의해 표현된 감정이 독자에게 공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Jackson, Meltzoff, &

Decety(2005)는 개인이 사진에 나타난 다른 이의 고통을 관찰할 때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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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통을 겪을 때에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를 이용해 관찰하였다. 이들

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개인이 사진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감이 이루어지면 마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진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이 공감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문비치, 이유나, 2009).

Brosius(1993)는 감정적인 요소를 담은 사진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인 요소를 담은 사진들

은 먼저 사람들을 사진 자체의 이미지에 집중하도록 만든 다음 시간이 흐

른 뒤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억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

에 남아있는 사진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유추하게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적 정보인 텍스트와 비언어적 정보 이미지가 인간

의 머릿속에 따로 저장되지만,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

용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문자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David & Kang, 1998; 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감정배치 이론(Affective Disposition Theory)에 따르면, 수용자는 사진

속 인물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따라서 독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

적으로 공감의 가능성은 낮게 된다고 하였다. 즉, 판단 결과가 긍정적이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호감을 느끼게 되며, 반면

판단 결과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Raney, 2006).

앞의 언급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를 수용

자가 접했을 때 기사의 감성적 텍스트를 언어적 정보 기능으로 처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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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성된 공중의 부정적 반응 및 태도를 경감하게 시

켜줄 것이다(Moon & Rhee, 2012). 언어적 정보처리 과정에 비언어적 정보

처리 과정인 시각적 요소 즉, 감성을 호소하는 표정의 인물 사진을 더해짐

으로써 수용자들은 사진 속 인물의 표정에 의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며(문비치, 이유나, 2009), 경감된 부정적인 공중의 반응 및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줄 것이다(Zumwalt, 2001; 유흥식,

2007). 또한,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사과 기사를 제시할

경우 감성을 호소하는 인물의 사진의 추가적 제공하게 되면 이성적 소구

방식의 메시지로만 전달하는 것에 비해 메시지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2를 도출하였다.

가설 2.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2-1.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진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2-2.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회복성이 높아질 것이다.

2-3.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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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실험자극물 사진 선정 및 제작

본 연구는 2(메시지 소구 방식: 이성적 사과 기사 vs. 감성적 사과 기사)

× 2(기사 제시 방식: 기사 vs. 기사+사진) 피험자 간 요인설계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쓰일 사과 기사를 제작을 위해 총 두 차례의 사전 조사를 시행하

였다. 1차 사전 조사는 실험에 쓰일 사진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30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사전 조사는 실험자극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대

학원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1차 사전 조사

1차 사전조사는 실험자극물인 사과 기사와 함께 제시할 사진을 선정하

기 위한 위함이였다. 사과 기사에서 제시된 보도사진 속 인물표정에 대한

개인의 공감정도가 메시지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 속 인물의 감정 표현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미안

함과 애처로운 감정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사진을 ‘사과사진’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야구관련 보도에 실제 사용된 사진을 이용하

였다. 사진은 포털 사이트에서 ‘눈물로 호소’이라는 뉴스 검색어를 입력하

여 도출된 결과 중 사진 속 인물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도

록 5장의 우는 사진을 연구자가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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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5장의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 눈물로 호소하는 반성적 태도의

사과사진으로 사용가능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

의 대학원생들에게 5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눈물로 호소하는 반성적 태도의

사과사진으로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적합성 여부 조사 문항 “이 사진

속 인물은 진심어린 표정과 태도로 사과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를 5장의 사진에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원 모두(N=30,

1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에서 사진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1차 사전조사를 통해 눈물로 호소하는 반성적 태도의 사과사진임을 확인하

였다.

2) 2차 사전 조사

2차 사전 조사는 본 연구에서 실험 자극물로 사용할 사진 및 시나리오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실험자극물인 사과 기사의

조작적 검증이었다. 우선적으로, 실험대상 프로야구단을 선정하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실제 존재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야구구단으로 조작하

는 것이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소비자들의 해당 조직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강주연, 차희원, 2008). 이에 본 연구는 사과 메시지의 사실성을 높

이면서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나 팀에 대한 호불호를 배제

하기 위해(조수영, 김선정, 2011), 연구 참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프

로야구단이면서도 현재 존재하는 프로야구 구단을 선정하기 위해 대만프로

야구리그에 소속 되어 있는 라미고 몽키스 야구단을 실험대상 구단으로 선

정하였다.

4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나리오 구성, 표현 및 설문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했던 설문조사와 함께 라미고 프로야구단에 대한 인지



52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원 모두(N=40, 100%)가 라미고 프

로야구단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에서 실험구단으로 결정하였

다. 또한, Coombs(1998)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위기이력이 있고 반복적으

로 위기를 경험한 조직에게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중은 이를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영민

(2007)은 잦은 조직의 위기 이력은 공중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기 이력이 적은 구단이라

고 조작하였다.

실험선수 및 구단선정에 대한 조작을 마친 후, 2차 사전조사를 위한 네

가지 유형의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실험자극물의 내용은 실험 자극의 사

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형식 및 내용을 토대

로(박수정, 차희원, 2009),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 한 다음, 프로야

구단이 위기상황에 대한 사과 기사를 인터넷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 제시 방식은 텍스트로만 구성된 기사유형 두 가지와 텍스

트에 구단관계자로 감정을 호소하는 사진을 함께 제시한 기사유형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메시지 소구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Moon & Rhee(2012)의 연구를 참고하

여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과 내용과 위기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스포츠조직의 위기 대책

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반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의 경우

스포츠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스포츠조직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표현을 통해 기사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사과 기사는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기사 제시 방

식과 감성적 소구 방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앞서 말한 네 종류의 기사 유형 중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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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유형의 시나리오 구성, 표현 등의 조작적 점검을 알아보기 위하여 40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메시지 소구 방식

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작성된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한 집단

당 20명씩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배포하였다.

이성적 소구 방식과 감성적 소구 방식은 문비치와 이유나(2009), 박노

일 등(2012)의 메시지 소구 방식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하여 ‘논리에

호소하는 이성적 사과 메시지와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사과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2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총 2 문항 “이 사과 기사는 정보 중심

적이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역코딩), “이 사과 기사

는 감성적이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집단 N M 표준편차 t-value  유의확률

감성기사 20 4.28 .723

-16.208 78 .001

이성기사 20 1.80 .640

<표 3> 2차 사전조사 조작적 점검

2차 사전조사 결과, <표 3>과 같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

(M=4.28)이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M=1.80) 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16.208, =78, p<.05). 따라서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

식에 따른 실험 자극물이 잘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 제시 방식은 배지양(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연구방법을 적

용하여 ‘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기사만 제공되는 경우’, ‘스캔들 관련 구단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사진과 함께 텍스트가 제공되는 경우’로 2개의 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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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분류하여 1차 사전조사에서 선정되었던 사진을 감성적 사과 기사와

이성적 사과 기사에 각각 삽입하여 두 가지의 실험자극물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실험자극물로 사용될 네 종류

의 기사는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 개 유형의 사과 기사들은 공중의 수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진의 크기 및 글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Wanta(1988)에 따르면, 사진 프레임 크기는 수용자들이 이슈

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변인이기 때문이

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가외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사과 기사

의 텍스트 길이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언론사 및 기

자, 사과 주체, 발행 일자, 헤드라인과 서브라인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백진숙, 2006). 사과 기사의 문장력 역시 본 연구자가 작성한 후 전문

스포츠기자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정하여 통제하였다.

3) 실험 자극물 구성

본 연구에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

치로 위반이라는 사건을 가상으로 설정하였다. 상황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SCCT)에 따라 책임성이 높을 때 효과적인 수용적 전략 중 사과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위반을 선정하였다. 방신웅과 김기한(2013)은 4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여 귀인이론

을 바탕으로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책임성이 가장 높은 위반(37.42%) 위기유형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위반

위기유형의 경기관련 위반 유형에서 승부조작(52.63%)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시나리오 선정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스포츠조직

의 위기유형의 유목은 <표 4>와 같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백진숙(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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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사례 빈도 비율(%) 비율(%)

소문 -

의혹 7 4.52%

7.10%열애설 2 1.29%

불화설 2 1.29%

자연재해 -

경기지연 1 0.65%

2.58%경기취소 2 1.29%

시설파손 1 0.65%

악의적

행동
-

테러리즘 6 3.87%

11.61%
관중비행 7 4.52%

악의적비하 3 1.94%

정보침해 2 1.29%

문제제기 -

항의 11 7.10%

34.84%

태만 7 4.52%

성적부진 17 10.97%

소송 2 1.29%

파업 1 0.65%

불성실경영 11 7.10%

환경훼손 3 1.94%

파벌 2 1.29%

사고

기술적사고
시설사고 4 2.58%

3.23%
방송사고 1 0.65%

인적사고

오심 3 1.94%

3.23%건강훼손 1 0.65%

계측오류 1 0.65%

위반

경기관련

위반

승부조작 10 6.45%

12.26%
경기장비행 4 2.58%

도핑 1 0.65%

가혹행위 4 2.58%

조직차원

위반

뇌물수수 3 1.94%

16.77%
횡령 2 1.29%

이면계약 1 0.65%

경영위반 20 12.90%

개인차원

위반

성폭행 2 1.29%

8.39%

폭력 2 1.29%

분륜 4 2.58%

병역비리 1 0.65%

음주비행 1 0.65%

도박 3 1.94%

총계 155 100.00% 100.00%

<표 4>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의 빈도 및 비율

출처: 방신웅(2013),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개념과 유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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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토대로 뉴스보도 형태로 노출하여 심각성을 부각 시켰다. 즉, 프로야

구 모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상황을 선수와 조직에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선정하고 신문기사 제시를 통한 사과 전략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스포츠 종목을 프로야구로 선정한 이유는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 중에

서 프로야구의 관중수가 현재 가장 많으며, 2015시즌부터는 프로야구가 10

구단 체제 바뀌면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경기가 매일 열리므로 피실험자들

이 프로야구와 관련된 보도에 익숙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사 제시 방식 조작화는 배지양(2008)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법을 적용

하여 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기사만 제공되는 경우와 스캔들 관련 구단관계자

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사진과 함께 텍스트가 제공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험

자극을 처치하였다. 감성적 소구 방식은 문비치와 이유나(2009), 박노일 등

(2012)의 위기관리효과 연구를 토대로 감성적 소구 방식과 이성적 소구 방식

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조수영과 이민우(200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실험 집단들 사이에 적절한 사과 기사가 드러나도록 위기 통제의 어려움

을 호소하는 동시에 선수와 구단의 나쁜 의도를 부인하는 사과메시지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성적 소구 방식은 팬들에 대한 사죄 및 연민표현과 거

듭 사과하기와 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메시지를 노

출시켰으며, 이성적 소구 방식은 사과, 사건 원인 및 진행상황과 같이 위기상

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공하고 향후 구단이 행할 위

기 대책을 전달하는 사과메시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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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 진행은 조작화한 승부조작 기사를 노출시킨 후 각 감성적

사과 기사(only 기사), 이성적 사과 기사(only 기사), 감성적 사과 기사(기사+

사진), 이성적 사과 기사(기사+사진) 집단별로 4가지 유형의 사과 기사에 대

해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메시지 수용성을 측정하는 순으로 하였다.

실험과정은 먼저, 프로야구 모 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건으로 프로

야구단에 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을 인지시킨 후, 4가지 유형의 사과 기

사로 구성한 인쇄물과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성적 소구 방식은

팬들에 대한 사죄 및 연민표현과 거듭 사과하기와 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 기사를 노출시켰으며, 이성적 소구 방식은 사과, 사건

원인 및 진행상황과 같이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공하고 향후 구단이 행할 위기 대책을 전달하는 사과 기사를 노출한 후 설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1일 야구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반인의 20-30

대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 선정 이유는 인터넷사이트

가입 수, 인터넷 사용률 등의 빈도에 있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윤승욱, 박원준, 김인경, 2008), 대부분이 스마트폰 및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효과를 살피는 데 적절한 공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4 가지 유형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가 있는 설문지들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매수를 맞춘 뒤 각 집단별로 85명씩 총

340명에게 무작위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SNS의 사용자와 스마트 폰의 대중화 및

활성화로 인해 대부분의 스포츠구단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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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팬들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 전달과 판매관련 서비스까지

스포츠팬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Wann & Pierce, 2003), e-메일,

모바일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피실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을 참여할 수 있는 편이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Schillewaert, Langerak, & Duhamel, 1998; 이계오, 2000).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 34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본 연

구와 맞지 않는 연령의 설문지 15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325부의 설

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4.56%, 여성 45.5%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층은 20대가 65.8.%, 30대가 34.3%로 20대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50.5%로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대학

교 재학 28.0%, 대학원 재학 8.3%, 대학원, 대학원 졸업 6.8%, 고졸 6.8% 순

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프로야구 관람횟수는 1회 이하가 90.5%로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었으며, 2회 이하 7.4%, 3회 이하 1.2%, 5회

이상 0.9%, 4회 이하 0%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야구시청 시간은 2시

간 이하가 62.5%로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14.5%,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 10.2%, 8시간 이상 9.8%, 6시

간 이상 8시간 이하 3.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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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177 54.5

여 148 45.5

연 령
20대 214 65.8

30대 111 34.2

학 력

고 졸 21 6.5

대학교 재학 91 28.0

대학교 졸업 164 50.5

대학원 재학 27 8.3

대학원 졸업 22 6.8

1년 평균

프로야구

직접관람

횟수

1회 이하 294 90.5

2회 이하 24 7.4

3회 이하 4 1.2

4회 이하 0 0.0

5회 이상 3 0.9

일주일 평균

야구시청

시간

2시간 이하 203 62.5

2∼4시간 이하 47 14.5

4∼6시간 이하 33 10.2

6∼8시간 이하 10 3.1

8시간 이상 32 9.8

합 계 325 100%

<표 5>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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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종속 변인에 관련된

타당한 측정도구를 선별하고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작성하도록 구성하였으

며, 설문지의 내용은 총 4개의 영역으로, 진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회복성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그리고

야구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주요 변인들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모두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변인 측정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진실성, 수용성, 회복성)가 본 연

구의 종속 변인이며, 각 실험 참가자는 가상위기관련 기사를 보고 난 후 4개

의 사과 기사문 중 한 가지 유형의 기사에 대해 3개의 측면인 진실성, 수용

성, 회복성을 Coombs & Holladay(2007), 백진숙(2006) 그리고 이은영(2004),

김영욱(2006)의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외에

설문 참여자들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야구관여도가 라미고 구단의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기사 수용도를 측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

문에(한정호, 정지연, 2002), 실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야구관여

도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강명학과 박영일(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참고하

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다음 질문지를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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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종속변인은 실험집단별로 노출된 사과 기사에 대해 첫째, 수

용도의 진실성은 공중이 사과 기사를 읽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영향 주는 요인으로(이상경, 이명천, 2006b), 사과 기사에 대해 공중이 진

실하다고 받아들인다면 해당 조직은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련 공중과의 관

계를 호의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진실성은 “나는 이 사과 기사

의 내용을 보고 진실성이 느껴진다.”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수용도

의 수용성은 공중이 조직의 사과 기사를 읽고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대

해 측정하는 항목으로, “나는 이 사과 기사를 보고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

다.”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수용도의 회복성은 위기로 불안해진 조

직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과광고문의 표현이 좋다고 생각될수록 공중

은 진실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평판 회복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백진숙, 2006; 김민지, 김영욱, 2013; Coombs, 1999). 회복성은 “나

는 이 사과 기사가 해당 프로야구단의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와 “나는 이 사과 기사로 인해 앞으로 해당 프로야구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로 측정하였다. 야구관여도는 한 개인이 느끼고 있는 가치나

관심 또는 욕구를 바탕으로 지각하는 개인적인 관련성을 의미하며

(Zaichkowsky, 1985), “나는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하

여 자주 보는 편이다.”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7>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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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방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AMOS 20.0을 이용

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 통계량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탐색된 잠재변수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의 적합도지수로는 카이제곱( ), TLI, CFI, RMSEA를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3) 신뢰도 분석 및 T검정(t-test)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내적 신뢰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실험자극물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의 유무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감성/감성+사진, 이성/이성+사진)과 관련하여 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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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

다. 그리고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과 관련하여 실험자극물이 제대로 조

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4) 일원공분산분석 및 이원공분산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단이 발생한 위기에 대한 사과 기사를 노출할 때

기사 제시 방식(기사/기사+사진)과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에 야구관여

도를 공변량(covariance)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두 가지 독립변인에 대한 공중

의 메시지 수용도에 따른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공분산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과 기사만을 읽은 집단과 사진이 포

함된 사과 기사를 읽은 집단의 메시지 수용도 차이 값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사 제시 방식에 따라 사진을 포함하는

사과 기사를 읽은 집단과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사과 기사를 읽은 집단의 메

시지 수용도 차이 값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공분산분석(One-way ANCOVA)

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야구관여도를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기사 제시 방

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분산분석(2-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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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여, 사용된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변인

메시지 소구 방식 그룹 기사 제시 방식 그룹

감성 이성 감성+사진 이성+사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실성1 3.28 0.76 2.46 0.86 3.44 0.94 2.79 0.89

진실성2 3.21 0.77 2.37 0.82 3.35 0.94 2.77 1.02

진실성3 3.04 0.68 2.32 0.78 3.3 0.92 2.67 1.05

회복성1 2.99 0.86 2.23 0.87 3.09 0.98 2.53 0.91

회복성2 2.91 1.00 2.12 0.78 2.96 1.01 2.41 0.96

회복성3 2.81 0.80 2.20 0.80 2.99 0.97 2.48 0.95

수용성1 3.18 0.81 2.49 0.86 3.39 0.96 2.79 0.86

수용성2 3.03 0.89 2.48 0.84 3.24 0.98 2.85 0.98

수용성3 3.04 0.88 2.43 0.78 3.3 0.85 2.85 1.05

야구관여도1 2.76 1.39 2.89 1.37 3.21 1.34 2.98 1.60

야구관여도2 2.53 1.35 2.48 1.38 2.88 1.41 2.43 1.46

야구관여도3 2.94 1.31 2.98 1.29 3.35 1.32 3.01 1.45

야구관여도4 2.9 1.32 2.96 1.29 3.34 1.23 3.05 1.42

야구관여도5 2.46 1.30 2.5 1.24 2.9 1.27 2.78 1.52

합

계

진실성 3.18 0.64 2.38 0.72 3.36 0.84 2.74 0.89

회복성 2.90 0.79 2.18 0.73 3.02 0.89 2.47 0.84

수용성 3.08 0.74 2.46 0.73 3.31 0.84 2.83 0.82

야구관여도 2.72 1.24 2.76 1.21 3.10 1.23 2.85 1.35

<표 6>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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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가 .65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이하의 요인을 각 요인별로 추출하였으며, 기준치 이하는 제거하고 기준치

이상을 각 요인별로 선택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그림 5] 측정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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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항목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임계치
(CR)

AVE

진

실

성

나는 이 사과기사의 내용이 진실 되어 보인다. - .828 -

.761

나는 이 사과를 하는 주체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것 같다.
.059 .896 18.815

나는 이 사과기사의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서 우러나온 듯하다.
.057 .858 18.048

회

복

성

나는 이 사과기사가 게재된 이후, 라미고 야구단이

손상되었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854 -

.748
나는 이 사과기사가 공중이 라미고 야구단의 이미

지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055 .851 18.745

나는 이 사과기사를 통해 라미고 야구단이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051 .868 19.263

수

용

성

나는 이 사과기사를 보고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

다.
- .829 -

.688
나는 이 사과기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다.
.062 .838 16.850

나는 이 사과기사를 통해 라미고 야구단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061 .799 15.921

야

구

관

여

도

나는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하

여 자주 보는 편이다.
- .898 -

-

나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읽을 때 야구에 대한

기사를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읽는다.
.039 .893 24.768

나는 야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035 .935 27.904

나는 야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035 .922 26.858

나는 야구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039 .862 22.819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이에 따라, 수용도의 하위변인인 진실성, 회복성, 수용성과 통제변인인 야

구관여도의 모든 문항이 기준치 이상으로 총 4개의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타당도 검증 결과는 [그림 5]와 <표 7>과 같다.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 값이 최소 .80에서부터 최대

.90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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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 51.963 24 .986 .979 .060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p<.001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적

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CFI, TLI, RMSEA를 활용하였다(김민규, 김주환, 2006).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연구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51.963(=24, p<.001),

CFI=.986, TLI=.979, RMSEA=.060으로 나타났다. CFI, TLI는 적합도 지수

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RMSEA는 적합도 지수가 .06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 .08 이하이면 적당한

모형, .10 이상이면 부적합한 모형이다고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 인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진실성 회복성 수용성

진실성 1.00

회복성
.558＊＊

(.048)
1.00

수용성
.590＊＊

(.047)

.802＊＊

(.055)
1.00

개념신뢰도(CR) .846 .899 .875

AVE .761 .748 .688

<표 9>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결과

*p<.05, ＊* p<.001. ( )안의 수치는 공분산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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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다음,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개념신뢰도  표준화추정치  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진실성       
  

 

회복성       
  

 

수용성       
  

 

집중타당성을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고,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CR)는 모든 변수가 기준치인 0.7이상

의 수치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  표준화추정치 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회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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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수용성        
     

 

  상관계수   판별타당성확보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방

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을 초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여 신

뢰도를 평가하였다. 측정항목과 관련된 신뢰도를 평가에 있어 Cronbach’s 

계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Carmines & Zeller, 1979; 최현철,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값을 토

대로 하여 내적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변인의 Cronbach’s 

계수가 .70 이상이면 측정 항목과 관련하여 신뢰수준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각 측정 변

인의 신뢰도 계수가 .822 ∼ .956을 나타내고 있고 Cronbach’s  값은 수용

가능한 수치인 .70 이상을 확보하였으므로 본 설문지의 항목들은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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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진실성 3 .822

회복성 3 .864

수용성 3 .823

야구 관여도 5 .956

<표 10> 요인별 신뢰도

4. 조작 점검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조작점검을 통해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처치가 정상적으로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적 사과 기사와 이성적 사과 기사)

에 대한 조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비치와 이유나(2009), 박노일 등(2012)

의 메시지 소구 방식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변용하여 ‘논리에 호소하는

이성적 메시지와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사과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2문

항으로 사용하였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유의확률

감성기사 160 4.14 .717
-27.858 323 .000

이성기사 165 1.88 .744

<표 11> 메시지 소구 방식 조작 점검

감성적 사과 기사가 잘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

를 활용하여 측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검증한 결과, 연구자가 의도했던

대로 <표 11>과 같이 메시지의 소구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의 차이는 감성

적 사과 기사(M=4.14)와 이성적 사과 기사(M=1.88)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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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27.858, =323, p<.05). 따라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실험자

극물 조작은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가설의 검증

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1-1∼연구가설1-3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에서는 스포츠 구단의 승부조작 사건이란 위기 상황

에서 공중들이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성적 소구 방식보다는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

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내용

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야구관여도’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일원공분산분석을 실행하였으며[Wilk's lambda : F(1, 322)=26.739,

p<.05, =.200],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연구가설 1-1은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진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에

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진실성의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진실성): F(1, 322) =

64.637, p<.05].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진

실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에 비

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실성: 감성 M=3.269, SD=.750, 이성 M=2.560, SD=.827). 따라

서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가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진실성)가 높아질 것이란 가설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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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Source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Wilk's

lambda

절편 325.250 .000 .753

야구 관여도 .368 .776 .003

메시지 소구 방식 26.739 .000 .200

<표 12>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 다변량 검정 결과

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진실성)

절편 425.874 1 425.874 681.008 .000

야구 관여도 .298 1 .298 .476 .491

메시지 소구 방식 40.421 1 40.421 64.637 .000

오차 201.365 322 .625

합계 2992.222 325

<표 13>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진실성)

[그림 6 ]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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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회복성)

절편 378.631 1 378.631 563.935 .000

야구 관여도 .100 1 .100 .150 .699

메시지 소구 방식 32.870 1 32.870 48.957 .000

오차 216.194 322 .671

합계 2510.667 325

<표 14>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회복성)

[그림 7]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회복성)

연구가설 1-2은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회복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에

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회복성의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회복성): F(1, 320) =

48.957, p<.05].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회

복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에



74

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수용성)

절편 445.011 1 445.011 704.281 .000

야구 관여도 .007 1 .007 .011 .916

메시지 소구 방식 24.414 1 24.414 38.637 .000

오차 203.461 322 .632

합계 2989.333 325

<표 15>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회복성)

[그림 8]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수용성)

비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회복성: 감성 M=2.960, SD=.840, 이성 M=2.325, SD=.797). 따

라서 연구가설 1-2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1-3은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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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진실성의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수용성): F(1, 320)=

38.637, p<.05].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수

용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이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에 비

해 감성적 소구 방식의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성: 감성 M=3.194, SD=.795, 이성 M=2.644, SD=.792). 따라서

연구가설 1-3은 지지되었다.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2-1∼연구가설2-3

본 연구의 연구가설 2에서는 공중이 사과 기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텍스

트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와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된 경우가 메시

지 수용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간주하였고, 함께 제시하는 사

진이 감정이 표현된 것일 경우 공중에게 공감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야구관여도’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일원공분산분석을

실행하였으며[Wilk's lambda : F(1, 322)=4.305, p<.05, =.039],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와 같다.

연구가설 2-1은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

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진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

었다. 분석 결과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사 제시 방식(기사/기사

+사진)에 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진실성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진실성): F=

8.165, p<.05]. 기사 제시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진실

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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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Source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Wilk's

lambda

절편 271.215 .000 .718

야구 관여도 .338 .798 .003

기사 제시 방식 4.305 .005 .039

<표 16> 기사 제시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 다변량 검정 결과

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진실성)

절편 419.559 1 419.559 572.917 .000

야구 관여도 .366 1 .366 .500 .480

기사 제시 방식 5.979 1 5.979 8.165 .005

오차 235.807 322 .732

합계 2992.222 325

<표 17> 기사 제시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진실성)

[그림 9]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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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회복성)

절편 372.018 1 372.018 487.994 .000

야구 관여도 .053 1 .053 .069 .793

기사 제시 방식 3.590 1 3.590 4.709 .031

오차 245.473 322 .762

합계 2510.667 325

<표 18> 기사 제시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회복성)

[그림 10]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회복성)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시

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실성: 기사 M=2.770, 기사+사진 M=

3.050). 따라서 사진을 포함한 사과 기사가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사과 기

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진실성)가 높아질 것이란 연구가설 2-1

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2-2은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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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메시지

수용도

(수용성)

절편 442.576 1 442.576 646.411 .000

야구 관여도 .002 1 .002 .004 .952

기사 제시 방식 7.412 1 7.412 10.825 .001

오차 220.463 322 .685

합계 2989.333 325

<표 19> 기사 제시 방식에 대한 일원공분산분석(메시지 수용도-수용성)

[그림 11]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수용성)

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회복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

었다. 분석 결과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사 제시 방식(기사/기사

+사진)에 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회복성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회복성): F=

4.709, p<.05]. 기사 제시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회복

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



79

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

시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회복성: 기사 M=2.535, 기사+사진

M= 2.743). 따라서 연구가설 2-2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2-3은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

과 기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

었다. 분석 결과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사 제시 방식(기사/기사

+사진)에 따른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의 수용성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시지 수용도(수용성): F=

10.825, p<.05]. 기사 제시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별로 메시지 수용도(수용

성)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

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의 공중의 메

시지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성: 기사 M=2.764, 기사+사진

M= 3.068). 따라서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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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사과 기사를 제공할 때 기사 제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위기 대응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관계경영의

관점에서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 관하여 논의해 왔다(한정호, 정지

연, 2002; 차희원, 2002; 윤영민, 2007; 김영욱, 2008). 그리고 홍보학, PR, 수

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윤영민, 최윤정, 2008; 백진숙,

2006; 박경희, 2013; Coombs & Holladay, 2008; Moon & Rhee, 2012).

최근에는 위기관련 상황에서 조직이 구사하는 위기대응 전략의 효과를 공

중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박혜원, 박재진,

2011; 박주형, 김흥규, 2011). 또한 수용자인 공중은 사과 기사를 통해 위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과 기사를 활용한 위기대응

전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백진숙, 2006). 그러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수용자인 공중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과 기사를 제공할 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과 기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 및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윤영민 최윤정, 2008; 박혜원, 박재

진,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읽는’ 신문에

서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보도사진들로 구성된 ‘보는’ 신문으로, 더 나아가 보

도사진과 다양한 이미지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신

문이 유행하는 시점이다. 여기서 과연 공중들이 느끼는 사과 기사에 대한 감

성적 소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며,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사진이 사과

기사를 수용하는 공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 보도사진은 독자의 시선을

끄는데 효과적이며, 기사에 대한 주목도 및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불균형적인 보도사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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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예시된 보도사진의 방향으로 독자의 지각을 왜곡시킬 수 있다

(Zillmann, Gibson, & Sargent, 1999).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

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처한 스포츠 초직이 제공

하는 사과 기사에서 공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텍스트와 감정

을 호소하는 사진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

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종합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하여 공중

의 인지와 감정의 평가에 있어서,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 효과와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 효과에 대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논의하고자 한다.

1.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구단의 승부조작 위기 상황에서 공중들이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성적 소구 방식보다는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과 기사

를 전달할 때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설로,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전달에 비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

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에서는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

와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정도를 비교함으로

써 차이와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감성적 중심

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를 제시하는 것이 이성적 중심으로 작성된 사과 기

사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중이 사과 기사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중들이 승부조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프로야구단의 사과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 내용,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향후 스포츠조직의 위기 대책을 제시하는 이성적 소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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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다 공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스포츠조직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당 조직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소구 방식의 형태로 사과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공중들에게 연민의 정

을 표현하는 동시에 해당 조직의 관계자가 애통한 감정을 공유하는 감성적

소구 방식의 형태로 사과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하게 위기

대응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박노일, 한정호, 그리고 정지연(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조직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한 공중

의 부정적인 감정은 감성적 소구 방식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위기관리 효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박노

일, 한정호, 정지연, 2012; 문비치, 이유나, 2009).

첫 번째 본 연구의 연구 가설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위기상황에서

정서적 요인이 위기대응 관리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들(Moon & Rhee, 2012; Claeys & Cauberghe, 2012; Yan, 2009; 정민희, 조

수영, 2012)과 같이, 본 연구는 승부조작의 위기 상황에서 제시한 스포츠 구

단의 사과 기사는 이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보다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로

제시하는 것이 공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과는 승부조

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공중이 사과 기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텍스트만을 제시하

는 것보다는 텍스트와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된 경우가 메시지 수용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시하는 사

진이 감정이 표현된 것일 경우 공중에게 공감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 여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과 기사를 전달할 때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기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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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설을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와 이성적 중심

의 사과 기사를 기사 제시 방식에 따라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

은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로,

사진이 포함된 사과 기사가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공중

의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에서는 메시지 소구 방

식을 감성적 소구 방식과 이성적 소구 방식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를 나눈

후, 메시지 소구 방식에 따른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사과 기

사와 사진을 포함한 사과 기사에 대한 공중의 메시지 수용정도를 비교함으

로써 차이와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기사 제시

방식이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기사만 제공하는 기사 제시 방식보다 공중이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중심이나 감정을 호소하는 내용의 사과 기사와 함께 감정을 표현한 사

진을 제시하는 것은 글을 통해 읽혀진 위기상황에 대한 사과의 수용과 관

련된 감정표현의 사과사진에 공감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중이 구단의 사과

에 대한 진실성을 높이고 사과는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감성적 중심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

시하는 기사 제시 방식과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기사만 제공하는 기사 제

시 방식의 공중의 메시지 수용성에 대한 차이는 메시지 수용성(진실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메시지 수용성(회복성)과 메시지

수용성(수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공중들이 승부조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프로야구단이 공

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스포츠조직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와 함께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제

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감성적 소구 방식으로

인해 줄어든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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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이성적 중심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기사 제시 방식이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기사만 제공하는 기사 제시 방식

보다 공중이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공중들이 승부조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프로야구단이

구체적인 사과 내용,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향후 스포츠조직의

위기 대책을 제시하는 이성적 소구 방식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와 함께 감

정을 표현한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사진이 공중의 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승부조작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한 조직이 사과 기

사를 전달할 때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을 때 보다 위기대응 관

리에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사과

기사에 노출된 공중은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노출된 공중에

비해 해당 프로야구단의 공식적인 사과 기사를 보다 호의적이고 긍정적으

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야구단의 사과 기사에 대한 진실성

측면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의 기사 제기방식과 관련해서 진실성 측면에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 감정을 표현한 사진이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감성에 감성이 더해져 나타난 단순한 중복

적 효과일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이는 감성적 중심의 사과 기사에 감성과 관련이 있는 감정을 표현한

사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과 기사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으나, 감정을 표현한 사진이 아닌 즉,

공식적인 사과현장의 사진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부조작의 위기상황에서 감정이 표현된 사진을 사

과 기사와 함께 공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승부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

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에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위기대응 관리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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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위

기커뮤니케이션 전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수용자

인 공중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효율적인지

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감성마케팅과 같이 감정 및 감성

을 활용한 메시지 소구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감성과 미디어이용방

식을 통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효과를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공중이 사과 기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메

시지 소구 방식이 감성을 통해 전달될 경우 위기상황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경감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둘째, 뉴스의 멀티미디어화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최근상황에서 문

자정보인 기사와 이미지 정보인 보도사진이 상호작용하여 수용자인 공중의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실증적으로 살

펴보았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대한

기사 제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것 역시 의

미가 있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2차원의 사진 이미지가 3차원의

영상 이미지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해도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자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사진과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해왔다(Graver, 198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통해 발견된 결과들은 향후 영상과 관련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스포츠조직과 관련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기존 연구(박혜원,

박재진, 2011; 방신웅, 황선환, 2014)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프로스포츠 구단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해당조직의 책임성의 정도에 따른 수용적인

전략 또는 방어적인 전략에 대한 실험 자극물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종속변

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과 기사에 대한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의 선행변인 가능성 검토를 토대로 하여, 스포츠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이미지와 관련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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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방식의 효과라는 독립변인을 제시하여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이미지를 사용한 기사 제시 방식의 중요성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4.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스포츠구단 및 스포츠

조직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한

스포츠구단이나 선수에게 위기가 발생하여 부정적 감정이 생성되고 조직의

위기대응에 공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대응이 조금만

늦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해당 조직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이 공중들에게 위기관련 정보

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루머가 발생하고 확산될 가능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Thelwall & Stuart, 2007).

이처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조직이 취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

이션 전략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중의 수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중

의 관점에 초점을 두며, 공중의 시각에서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조직이 구

사한 위기전략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Le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점을 수용자인 공중에 두고 사과 기사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와 그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실

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인 공중의 입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 커

뮤니케이션 전략의 효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 특정 위기상황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조

직의 전략을 공중이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는 지에 관해 위기 커뮤니케이

션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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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감성적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인지하였다. 이를 해당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과 기사를 전달

하는 것에 대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측면에서 감성적 메시지 소

구 방식과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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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 사회에서 한 조직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Lerbinger, 1997; Fearn-Banks, 1996). 따라서 조직 운영하는

경영 차원에서 조직에 발생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기 커뮤니케

이션 전략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조직과 사과를 수용하는 공중이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또한 공중은 사과 기사를 통해 조직이 처한 위기의 정도와

조직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과 기사의 활용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사과 기사를 전달하는 조직과

이를 수용하는 공중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일은 해당 조직의 전체적인

위기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승부조작의 사건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전달하는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의 효과와 그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승부조

작의 위기 상황에서 스포츠 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사과 기사가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내면서 궁극적으로 스

포츠 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제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적 중심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를 제시하는 것이 이성적 중심

으로 작성된 사과 기사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중이 사과 기사를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과 기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기사 제시 방식이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기사만 제공하는 기사 제시 방식보다 공중이 메시지를 수용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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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승부조작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구단이 제시한 사과 기사에 관하

여, 공중들이 느끼는 사과 기사에 대한 감성적 소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

며,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사진이 사과 기사를 수용하는 공중들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부터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과 기사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사과 기사의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기사 제시 방식에

대한 효과를 나누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마케팅과 같이 감정 및 감성을 활용한 메시지 소구 방

식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감성과 미디어이용방법을 통해 위기 커뮤니케

이션 전략 효과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보다 전략적 경영 차원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

행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가치도 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차후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위기 상황을 승부조작이라는 사건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 차이를 살펴보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포츠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의 빈도,

인기 스포츠 종목, 야구관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부조작 관련 위반 위기 사

례만을 살펴보았으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포츠 종목

이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메시지 소구 방식(감성/이성)과 기사

제시 방식(기사/기사+사진) 중에서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하여 감성과 이

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조작점검을 통

하여 메시지 소구 방식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

지만 메시지 소구 방식은 확연히 둘로 구분되는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직선인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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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행의 효율적·효과적인 측면과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를 20∼30대로 한정지어서 실험을

시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높

여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타당도

(external validity)는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적타당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을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심층면접법 등을 실험 연구와 함께 추가

적으로 실시한다면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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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사과 기사를 제공할 때 기사제

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이나 응답 내용 등은 통

계법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시된 상황과 사과 기사를 주의 깊게 읽은 후, 이어지는 문항에 대한 여

러분의 생각에 따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본 연

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임충훈

석사과정: 구본욱

E-mail: phk1st@snu.ac.kr

기사제시 방식과 메시지 소구 방식이 공중의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승부조작 사건의 위기상황에 대한 프로구단의 사과 

전략 중심으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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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1년 평균 직접 프로야구  

   관람 횟수는?

① 1~5회    ②6~10회    ③11~15회

④ 16~20회      ⑤21회 이상 

5. 귀하의 일주일 평균 야구시청 

   시간은?

① 2시간 이하  ②2~4시간  ③4~6시간

④ 6~8시간      ⑤ 8시간 이상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

거나 미디어를 통하여 자주 보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을 읽

을 때 야구에 대한 기사를 다

른 기사들보다 먼저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야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야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야구에 관한 정보를 찾으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하의 평소 야구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라미고 야구단의 A선수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한 일간지 ‘스포

츠오늘’에 실린 사과 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질문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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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오늘 (감성)

www.sportstd.co.kr

라미고 몽키스 야구단 ‘승부조작’으로 연루돼 구단관계자 
사과...재발 방지 약속

 기사입력 2015-06-09 13:19  최종수정 2015-06-09 14:26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 상실

(서울=스포츠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프로야구단은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

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라미고 야구단은 9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라미고 야구단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팬 여러분입니다. 지금

까지 주신 응원과 사랑에 보답 받지는 못할망정 큰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거

라 생각한다”라고 사과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라미고 야구단을 사랑해 주신 모든 

팬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진

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조사에 최대한 협조

할 것이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포츠 정신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강화와 함께 각종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라미고 야구단은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왕이쩡 선수와 천진펑 선수에 대해 

야구규약 제144조 3항에 의거, 야구 활동을 정지시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뼈를 깎는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경기력과 페어플레이를 통해 

반드시 라미고 야구단 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온 국민들에게 라미고 야구단에 

대한 불신과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한번 더 사죄하였다.

cbebop@sports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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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사과 기사의 내용이 진

실 되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사과를 하는 주체가 자

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사과 기사의 내용이 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듯하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사과 기사를 보고 사과

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사과 기사를 통해 잘못

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사과 기사를 통해 라미

고 야구단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라미고 프로야구단이 이번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사

과 기사에 대한 진실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라미고 프로야구단이 이번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사

과 기사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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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사과 기사가 게재된 이

후, 라미고 야구단이 손상되었

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사과 기사가 공중이 라

미고 야구단의 이미지를 회복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사과 기사를 통해 라미

고 야구단이 자신이 입었던 피

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라미고 프로야구단이 이번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사

과 기사에 대한 회복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15

스포츠오늘 (이성)

www.sportstd.co.kr

라미고 몽키스 야구단 ‘승부조작’으로 연루돼 구단관계자 
사과...재발 방지 약속

 기사입력 2015-06-09 13:19  최종수정 2015-06-09 14:26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 상실

(서울=스포츠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프로야구단은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

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라미고 야구단은 9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라미고 야구단은 "이번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6월 9일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라미고 야구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모범이 되어야 할 선

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을 상실하였고 구단 내에서 주기적으로 운

영하는 스포츠 정신 배양 교육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의 심각성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력 저하에 성적부진까지 겹치면서 도박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

지 못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사건과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라미고 야구단은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왕이쩡 선수와 천진펑 선수에 대해 

야구규약 제144조 3항에 의거하여,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음을 물론 참가 활동 

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야구 활동을 정지시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스포츠 정신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강화와 함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하였다.

cbebop@sports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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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구단 관계자(타이베이=스포츠

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야구단 관계자

가 9일 오전 타이베이 구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

다.

스포츠오늘 (감성+사진)

www.sportstd.co.kr

라미고 몽키스 야구단 ‘승부조작’으로 연루돼 구단관계자 
사과...재발 방지 약속

 기사입력 2015-06-09 13:19  최종수정 2015-06-09 14:26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 상실

 (서울=스포츠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프로 야구     

 단은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에 대해 고개  

 를 숙였다.

 라미고 야구단은 9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라미고 야구단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     

 느 누구도 아닌 팬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응     

 원과 사랑에 보답 받지는 못할망정 큰 실망감을 넘     

 어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사과문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그동   

안 라미고 야구단을 사랑해 주신 모든 팬들과 국민   들

에게 큰 실망감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

다"며 "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포츠 정신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강화와 함께 각종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라미고 야구단은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왕이쩡 선수와 천진펑 선수에 대해 

야구규약 제144조 3항에 의거, 야구 활동을 정지시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뼈를 깎는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고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경기력과 페어플레이를 통해 

반드시 라미고 야구단 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온 국민들에게 라미고 야구단에 

대한 불신과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한번 더 사죄하였다.

cbebop@sports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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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야구단 관계자

가 9일 오전 타이베이 구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

다.

스포츠오늘 (이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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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고 몽키스 야구단 ‘승부조작’으로 연루돼 구단관계자 
사과...재발 방지 약속

 기사입력 2015-06-09 13:19  최종수정 2015-06-09 14:26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 상실

 (서울=스포츠오늘)장덕종 기자 = 라미고 프로   야구단  

 은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라미고 야구단은 9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라미고 야구단은 "이번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6월 9일에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라미고 야구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모범  

 이 되어야 할 선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팬들을 실망  

 시켰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정신을 상실  

 하였고 구단 내에서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정신  

 배양 교육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의 심각성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력 저하에 성적부진까지 겹치면서 도박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승부조작

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사건과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라미고 야구단은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왕이쩡 선수와 천진펑 선수에 대해 

야구규약 제144조 3항에 의거하여,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음을 물론 참가 활동 

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야구 활동을 정지시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스포츠 정신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강화와 함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하였다.

cbebop@sports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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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Message Appeal Type of

news articles and Message Delivery Method on

the public's acceptance of the message:

Focus on apologizing strategie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in dealing with crises regarding match-fixing cases

Koo, Bon-u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 sports franchises face various unexpected critical situations, and if

they do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m, it impinges not only on their

reputations but their overall business. Therefore,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variables from consumers' perspectives—not from those of

sports teams—effectively yielding the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risis

communications by providing apology articles in certain critica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Message Appeal Type and the Message Delivery Method.

Specifically,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ro

teams' message delivery method (emotional vs. rational) an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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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type (article with photo vs. article without photo) on consumers'

acceptance of the message. The hypotheses are two fold: First, a pro

team's emotional apology article will affect consumers' acceptance more

positively than a rational apology article. Second, a pro team's apology

article with a photo will influence consumers' acceptance more positively

than an apology article without a photo.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 utilized 2 (Message Appeal Type:

emotional vs. rational) × 2 (Message Delivery Method: article with photo

vs. article without photo) of a 2-by-2 factorial experiment. A real baseball

team was chosen, and out of 340 participants in their 20s and 30s, 325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 an effort to analyze data, 1-way

ANCOVA of SPSS 23.0 was conducted. And descriptive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t-test of SPSS 23.0

and AMOS 20.0 were uti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hen a pro team delivered an emotional

apology article, consumers more positively accepted it than a rational one.

And when a pro team issued an article with a photo, consumers more

positively accepted the article than one without a photo.

Key Words: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 message

appeal type, message delivery method, apology strategy,

match-f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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