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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 신 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지금까지 스포츠분야에서는 승부조작, 약물복용 등과 같이 스포츠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crisis situation)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스포츠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그러나 스포츠학계에서는 스포츠조직들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

하며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위기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유형

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직면하였고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연구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둘째, 스포츠조직은 

어떠한 위기유형에 많이 노출되며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가(연구 2: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전략 내용분석)? 셋째, 위기로 인한 스포츠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가(연구 3: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관계 



- ii -

/ 연구 4: 팀 동일시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조절효과)? 각 연구별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고

찰을 통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안)을 도출하고 전문가회의와 내용분석을 통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 공격, 도전, 사고(기술적사고, 인적사고), 위반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인차원위반)의 6가지 위기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스포츠조직은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실

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신문에 보도된 위기관련 기사 1,024건을 수집하여 

위기유형별, 종목별, 조직유형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유형별 분석결과 전체 1,024건의 기사 중 도전 위기유형

이 482건(47.0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위반(327건, 31.93%), 사고(85건, 

8.30%), 소문(64건, 6.25%), 악의적 공격(46건, 4.49%), 자연재해(20건, 1.95%) 순으

로 나타났다. 둘째, 종목별 분석결과 전체 1,024건의 위기관련 기사 중 축구 종목

이 384건( 37.50%)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야구(135건, 13.18%), 빙상

(105건, 10.25%), 골프(102건, 9.96%), 농구(47건, 4.59%), 배구(24건, 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종목에서 227건(22.17%)의 위기기사가 보도되었다. 셋째, 스포츠

조직유형별 분석결과 전체 1,024건의 위기관련 기사 중 관람스포츠조직(480건, 

46.88%)과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460건, 44.92%)에 대한 위기기사가 

91.80%를 차지했으며, 스포츠미디어조직(38건, 3.71%), 참여스포츠조직(35건, 

3.42%), 스포츠복권게임조직(6건, 0.59%), 스포츠용품조직(2건, 0.2%), 스포츠경영서

비스조직(2건, 0.2%) 스포츠시설조직(1건, 0.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관련

기사에 나타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 

1,024건의 위기관련 기사 중 574건(56.05%)의 기사에서는 해당 스포츠조직의 위기

대응전략을 파악할 수 없었다.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경

우는 450건(43.95%) 이었으며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포츠조직이 사용한 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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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개선행위전략이 201건(44.67%)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

타났으며 부인전략(58건, 12.89%), 변명전략(51건, 11.33%), 공격자공격전략(49건, 

10.89%), 사과전략(47건, 10.44%), 정당화전략(39건, 8.67%), 환심사기전략(5건, 

1.11%) 순으로 타나났다.

연구 3에서는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이 스포츠조직에 미

치는 영향을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고,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

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위기책임성: 고 vs 저)×2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적 vs 방어적)×2(위기유형: 사고 vs 위반) 집

단간 요인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사고 위기

유형의 책임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 4는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이 스포츠팀의 평가(팀에 

대한 태도,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팀 동일시가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 수용적

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팀에 대한 평가가 긍정일 것이

고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팀 동일시가 높은 집

단은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나 낮을 때 모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팀에 대

한 평가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위기책임성: 고 vs 

저)×2(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용적 vs 방어적)×2(팀 동일시: 고 vs 저) 

집단간 요인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책임성이 

낮을 때 팀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

형화함으로써 스포츠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단순화하여 이해하

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스포츠조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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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들이 직면하는 위기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조직은 위반 위기유형과 도전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과 도전 위기유형에 대한 조직의 위기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위

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향후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스포츠조직, 위기관리,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귀인이론, 팀 동일시, 

학  번 : 2007-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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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Fiske(1980)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긍정적

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Skowronski & 

Carlston(1989)은 이를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라고 하였다. 조직과 관

련된 부정적 정보는 부정성 효과로 인해 조직의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으로써 조직의 이미지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스

포츠분야에서는 이러한 부정성 효과를 유발하는 부정적 사건·사고들이 지속적

으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MLB의 Baltimore Orioles 팀의 

Rafael Palmeiro 선수의 스테로이드 복용사건, NBA의 Kobe Bryant 선수의 강간

혐의 사건, NFL의 Ray Lewis 선수의 살인사건(Oakes, 2006), 그리고 Duke 

University의 lacrosse팀의 3명의 선수가 직업 댄서를 폭행, 강간한 사건

(Fortunato, 2008), 2006 Tour de France 대회에 참가한 사이클 선수인 Floyd 

Landis의 도핑사건(Glantz, 2010), 2009년 타이거우즈 선수의 불륜스캔들, 국내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승부조작 사건, 2009년 정수근 선수의 음주난동 사건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기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사건·사고들이 해당 선수는 물론 소속 팀이나 해당 스포츠종목의 이미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선수나 조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PR의 관

점에서 위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 선수의 불륜 스캔들은 타이거 우

즈 선수에게 있어서 골프 황제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프로골퍼 선수로서의 생

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이후 타이거 우즈 선수

의 스폰서 기업들이 선수의 후원을 연이어 취소하였고 경기 관중도 줄어드는 결

과를 가져왔다. 타이거 우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사고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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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타이거 

우즈 선수가 초기대응을 달리 했다면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두 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의 대처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82년 존슨 앤 존슨 사의 타이

레놀 독극물 주입 사건과 1989년 엑손 사의 유조선인 발데스호의 기름 유출 사

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었으며, 해당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그 결과는 대조적이다(김영욱, 

2008). 존슨 앤 존슨 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타이레놀을 복

용하지 말 것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

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신뢰할만한 기업으로 각인시켰다. 반면, 엑손 사는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사람들

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유류 운반산업의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대

중들에게 엑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사건의 심각성은 비슷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처한 방식의 

차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존슨 앤 존슨 사의 사례는 대표적인 위기관리 성공사례

로 언급되는 반면, 후자의 엑손사의 사건은 대표적인 위기관리 실패 사례로 일컬

어지기도 한다(김영욱, 2008). 이상의 두 가지 사례는 위기에 조직이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PR분야에서는 이러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oombs, 2007; 

Coombs & Holladay, 2004; Lerbinger, 1997; Pauchant & Mitroff, 1992; 김영욱, 

2004, 2006a, 2006b; 유창조, 설승현, 이상준, 2010; 이철한, 2007; 한정호, 정지연, 

2002 등).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승부조작, 약물복용 등과 같이 스포츠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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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사고들은 스포츠조직의 존재가치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존재 가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선수의 

음주 폭행, 경기 중 난투극, 도박, 약물복용 등과 같은 비행은 선수 개인의 이미

지뿐만 아니라 선수가 속해 있는 팀, 리그, 프로스포츠 전체에 까지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정성,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성실성 등과 같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원영신, 함은주(2010)는 스포츠스타에게는 다른 분야의 스타와 달리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스포츠가 갖는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들

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다른 누구보다도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도 

쉽게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스타로서의 지위마저 잃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Shilbury, Quick & Westerbeek(1998)은 스포츠조직이나 선수와 관련된 부정

적인 정보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그 결과로 관

객수입, 스폰서십, 관련 상품의 판매량, 광고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제품을 보증하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인 태

도는 해당 제품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Fink, 

Cunningham & Kensicki, 2004). 이처럼 스포츠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기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이 스포츠조직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학계에

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조직이나 선수, 넓게는 스포츠산업 전체에 미칠 수 있

는 영향력을 간과해 오고 있으며 스포츠조직에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

는지조차도 연구되고 있지 않다

반면,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연구

는 PR연구의 중요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영민(2007)에 따르면 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직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용해 온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Allen & Caillouet, 1994; Benoi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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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b; Coombs, 1995; Scott & Lyman, 1968; Ware & Linkugel, 1973; 조정열, 

2005; 김영욱, 2006a, 2006b; 김지윤, 성민정, 2009 등). 둘째, 위기 상황을 그 종

류와 특성에 따라 분류한 연구들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위기 유형 분류 기준과 

유목들을 제시하고 있다(Coombs, 1999a: Lerbinger, 1997; Pauchant & Mitroff, 

1992). 셋째, 위의 두 연구 흐름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위기 유형에 따라 그

에 맞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위기 상

황에 따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Coombs, 2007; 

Coombs & Holladay, 2002, 2004; Coombs & Schmidt, 2000; 유창조, 설승현, 이상

준, 2010; 이철한, 2007; 한정호, 정지연, 2002). 또한 이러한 위기 관련 연구는 다

양한 조직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욱(2004, 2006b)과 Sheldon & Sallot(2009) 등은 정치인의 위기상황을 

대상으로 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

였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김지윤, 성민정(2009), 박수정, 차희원(2009), 이민

우, 조수영(2010), Dawar & Pillutla(2000) 등은 GS칼텍스, Apple, 삼성 등과 같은 

영리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김영욱, 박송희, 오현정(2002), 나

재훈, 윤영민(2008), 안선경, 강태완(2004) 등은 교육청, 정당, 군(軍) 등과 같은 공

공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PR분야에서는 조직의 위기상

황을 중요 연구 분야로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체육학계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PR연구에서 조차도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한 위기관련 연구는 부족

하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한 위기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연구는 PR연구에서 이루어진 위기관련 연구의 흐름을 

볼 때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스포츠조직의 위기

에 대한 개념 정립은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연구의 범위와 관점을 명

확히 할 수 있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스포츠조직

에 대한 개념 정립은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연구의 천착을 위해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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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스포츠조직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영욱(2008)은 조직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들 위기상

황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조직의 자원과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기의 성

격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형화 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스포츠조직의 효과적인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왔으며 위기상황에 

대해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시점에서 과거에 스포

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 되었으며,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

용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넷째,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구사하는 것이 스포츠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Coombs, 1999a). 따라서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위기로 인한 공중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hilbury et al.(1998)는 스포츠조직의 관리자들이 스포츠조직의 위기가 사

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McGregor & Harvey, 1999). 또한, 스포츠조직의 위기 상황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스

포츠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조직 관리자에게 조직운영에 있어서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위기로 인한 스포츠조직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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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연구의 천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스

포츠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유형으로 유목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

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직면하였고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

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

가? 둘째, 스포츠조직들은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가? 셋째, 스

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헌고찰, 전문가회의, 내용분석을 통해 스포츠조직

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분류할 수 있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위기유형을 바탕으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들에 자주 노출되며,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

석하였다. 연구 3과 연구 4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위

기로 인한 스포츠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인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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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위기의 개념

1) 위기의 정의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R분야에서 위기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위기에 대한 정

의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위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표 1>은 기존 위기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다. 

이러한 기존 위기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위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

에서 위기를 정의하기 위한 토대로서 가치가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이

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위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위기가 갖는 속성을 중

심으로 바라보는 유형, 둘째 위기를 조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형, 셋째 위기

를 공중과의 관계차원에서 바라보는 유형이다. 

첫째, 위기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위기를 정의한 연구자는 Hermann(1963), 

Holsti(1971) 등이 있다. Hermann(1963)은 위기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

에 대한 위협,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 불예측성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p. 64). 다시 말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촉박하

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해

야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lsti(1971)는 `조직의 중요한 가치를 위

협하고 의사결정 시간이 촉박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p. 55). 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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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기에 대한 정의는 제한된 의사결정 시간, 조직의 가치에 대한 위협 등 위기

가 갖는 속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엇을 위기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 위기의 정의 관점구분

Herman(1963)
조직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 불예측성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사건

위기의 
속성

Holsti(1971)
조직의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고 의사결정 시간이 촉박한 예상치 
못한 상황

Fink(1986) 조직이 개선되거나 악화되기 시작하는 전환점

조직

Pauchant & 
Mitroff(1992)

전체로서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의 기본적 전
제, 주관적 자아감, 실재적 핵심을 위협하는 파괴

Barton(1993)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조직의 제품, 서비스, 재정적 상태, 명
성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조재형(1995)
기업이나 조직에 결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

Lerbinger(1997)
조직의 미래 성장과 이익, 혹은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사건

한정호, 정지연(2002) 결정적 변화가 목전에 닥친 불안정한 시간 또는 일의 상태

Marra(1992)
일상과는 구별 되는 중요한 변화가 공중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불안
정하고 급박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나 상태

공중과의 
관계

Fearn-Banks(1996)
조직, 회사,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공중, 제품, 서비스, 명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건들

김영욱(2002)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Coombs(1999a)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위배되고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

표 1 선행연구의 위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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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정의한 연구자는 Fink(1986), Pauchant & 

Mitroff(1992), Barton(1993), 조재형(1995), Lerbinger(1997), 한정호, 정지연(2002) 

등이 있다. 이들은 위기를 정의함에 있어서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바라보기 때

문에 위기인식의 주체 즉, 특정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체가 

조직이 된다. 따라서 특정 상황과 조직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를 정의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ink(1986, p. 15)는 위기를 `결정적 변화가 임박한 불안정

한 시기나 상태'로 정의하면서 위기로 인한 결과가 부정적일수도 긍정적일수도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Fink(1986)는 위기를 전환점으로 보았다. 한정호, 정지연(2002)은 `결정

적 변화가 목전에 닥친 불안정한 시간 또는 일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p. 638). 

이들의 정의는 Fink(1986)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위기가 반드시 조직에

게 위협적인 것만이 아닌 개선의 여지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Pauchant & Mitroff(1992, p. 12)는 위기를 '물리적으로 조직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이 존재하는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Barton(1993)은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조직의 제품, 서비스, 재정적 상태, 

명성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백진숙, 2006에서 재인용, p. 

187)로, 조재형(1995)은 `기업이나 조직에 결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Lerbinger(1997)는 `조직의 미래 성장과 이익, 혹

은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상경, 이명천, 

2007에서 재인용, p. 191)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위기 정의는 기업이나 조직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대변할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한 관

점이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셋째, 위기를 공중과의 관계차원에서 바라본 연구자들로는 Marra(1992), 

Fearn-Banks(1996), 김영욱(2002), Coombs(1999a) 등이 있다. 이들은 위기를 정의

함에 있어서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차원에서 위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위기인식의 

주체 즉, 특정 상황이 위기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의 주체가 조직이 아닌 

공중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업체인 Audi 자동차 제품의 급발진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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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udi의 입장에서는 자사제품의 변속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Audi 제품에 문제가 있

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관련공중, 즉 소비자와 Audi와의 관계차원에서는  위기상

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중관계 차원에서는 관련 공중의 위기인식이 위

기를 정의하는 주체가 된다. 구체적으로 Marra(1992, p. 29)는 `중요한 일상으로부

터의 변화가 조직 또는 개인의 주요 공중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급박하고, 불안정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나 상태'로, Fearn-Banks(1996)는 `조직, 회사,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공중, 제품, 서비스, 명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건들'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영욱(2002)은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사건'(p. 66)으로 정의하였으며, Coombs(1999a)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위배되고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는 조직과 공중의 관계차

원에서 위기를 바라봄으로써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차원을 위기의 정의에 반영하

여 위기를 정의하는 주체가 조직이 아닌 관련공중이 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관

련 공중이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거나, 조직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믿

거나 또는 관련공중이 조직에 대해 위기상황에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면 위기로 

이해한다(Coombs, 1999a). 

결론적으로 위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위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

에 따라 위기의 범위와 관점에 차이는 있으나 이들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을 종합할 때 위기란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위기의 속성

 본 장에서는 위기의 속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위기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표 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위기의 정의에 



- 11 -

저자 위기의 속성

Hermann(1963) -위협, 반응시간의 제약, 놀람

Billings, Milburn & Schaalman(1980) -가능한 손실에 대한 가치, 손실의 가능성, 시간 제약성

Lerbinger(1997) -급작성, 불확실성, 시간의 제약성

Ulmer, Sellnow & Seeger(2007) -비예고성, 불확실성, 비일상성,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위협

한정호, 정지연(2002)

-언제 닥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

-전체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

-조직체 뿐 아니라 공중, 해당 산업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협하여 

갈등을 유발

-시간적으로 빠른 해결을 요하는 사건 

김영욱(2002)

-피할 수 없음(inevitable)

-관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

-정보의 공황 상태를 유발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

-갑자기, 불확실한 형태로, 엄청난 시간적 압력 속에서 진행됨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공중과의 관계를 악화시킴

-공중과의 관계 유지 실패는 위기 상황을 확대시킴

이민우, 조수영(2010)

-예측하기가 어려움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 오던 조직의 

이미지는 위기로 인해 공격받을 수 있음

-의도대로 통제되기 어려움

-시간에 민감함

-다차원적 관계

김영욱(2008)

- 불가피성

- 불확실성

- 시간 제약성

표 2 연구자별 위기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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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에서 위기와 관련된 속성들이 다소 언급되었으나 앞서 언급된 속성 외

에도 연구자마다 위기의 속성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Hermann(1963)

은 위기는 위협, 시간적 제약, 놀람의 세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구체적으

로 위협은 위기상황이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공중과 산업

체 전체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의미하며, 시간적 

제약은 위기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함을 의미하고, 놀람은 위기상황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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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서는 손실의 가능성 인식,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 대응시간의 제약성

을 위기 인식의 변수로 보았다(김영욱, 2008). 대응시간의 제약성은 Hermann(1963)

이 말하는 ‘시간적 제약’과 같은 의미이며, 손실의 가능성 인식은 미래의 불확실

한 시점에 발생한 위기 상황이 조직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가치는 위기로 

인해 조직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Hermann(1963)의 위협의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욱, 2008).  

Lerbinger(1997)는 위기는 급작성(suddenness), 불확실성(uncertainty), 시간 

제약성의(time compression)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급작성은 대부분의 위기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로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급작성이 불확실성과 다른 점은 급작성이 위기발

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만 Lerbinger(1997)의 불확실성은 위기의 발

생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Ulmer, Sellnow & Seeger(2007)는 위기의 속성이 비예고성, 비일상성, 불확

실성,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비예고성은 

Hermann(1963)의 놀람, Lerbinger(1997)의 급작성,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비일상성은 위기가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될 수 없고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대응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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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 정지연(2002)은 위기의 속성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언제 

닥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둘째, 전체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조직에 피해를 가져오는 `위협’이다. 넷째, 조직체뿐만 아니라 다양

한 대상을 위협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적으로 빠른 해결을 요

하는 사건이다. 한정호, 정지연(2002)이 말한 위기의 속성은 불확실성(Lerbinger, 

1997), 위협(Hermann, 1963, 1972; Billings et al., 1980; Ulmer et al., 2007), 시간 

제약성(Hermann, 1963; Lerbinger, 1997; Billings et al., 1980)의 세 가지 속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김영욱(2002)은 위기의 속성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피할 수 없

다(inevitable). 둘째, 관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넷째, 정보의 공황 상태를 몰고 온다. 다섯째, 

예측할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하다(not predict, but expect). 여섯째, 갑자기, 불

확실한 형태로, 엄청난 시간적 압력 속에서 온다. 일곱째,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를 주며, 공중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여덟째, 공중과의 관계 유지 실패는 위기 

상황을 확대 시킨다고 하였다. 김영욱(2002)이 제시하는 위기의 속성에서 위기가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점과 공중관계 유지 실패가 위기 상황을 악

화시킨다는 주장은 위기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민우, 조수영(2010)은 위기의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위기

의 특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예측하기가 어렵다. 둘째,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 오던 조직의 이미지는 위기로 인해 공격

받을 수 있다. 셋째, 위기는 의도대로 통제되기 어렵다. 넷째, 시간에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 관계이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규정하는 위기의 속성들은 그 범위와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위기속성의 의미의 공통성들을 종합하

여 볼 때 <표 3>과 같이 8가지 속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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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성 내  용 연구자

위협
조직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중과의 관계, 

산업체 전체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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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조수영(2010)

불확실성 위기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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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욱(2002, 2008)

불가피성 위기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함 김영욱(2002, 2008)

시간제약성
위기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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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연(2002), 김영욱(2002)

관리가능성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하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가능성을 지님

김영욱(2002, 2008)

다차원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며,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민우, 조수영(2010)

비일상성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특별한 

대응을 필요로 함
Ulmer et al.(2007),

시스템실패 위기는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함 김영욱(2002)

표 3 학계에 보고된 위기의 속성 정리

3)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로 인

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직차원의 모든 노

력을 의미한다(김영욱, 2008). 위기관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협의의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의 개념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최근의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들 두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초기의 위기관리에 대한 논의는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서로 다른 개념으

로 보고 위험관리는 위기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욱(2008)은 이러한 

위기관리 개념을 협의의 위기관리라 하였다. 김영욱(2008)에 따르면 협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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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crisis management)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사후 대응적 측면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의의 위기관리 개념은 

초창기 위기관리에 대한 관점으로 이미 일어난 사안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후대응(reactive)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반면, 위

험관리(risk management)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Drennan & McConnell, 2007; 김영욱, 2008에서 재인용, p. 241).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오염,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라는 국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

사결정을 위험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관리는 일어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조직의 예방 차원의 대응(proactive)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전적(future-oriented, 

proactive) 성격이 강한 반면, 협의의 위기관리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적

(reactive) 성격이 강하다(Reynolds & Seeger, 2005; 김영욱, 2002). 

그러나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사후적 대응을 의미하였던 초창

기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개념이 확장되어 조직의 예방 차원의 대응

(proactive)을 의미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의

미하게 되었다(김영욱, 2008). 즉,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 발생 징후를 파악

하여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위기관리 팀의 행동

지침이나 대변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과 같은 위기대응계획의 수립, 위기상황

에서 위기대응계획의 실행, 위기상황 종료 후에 조직의 위기대응을 평가하고 평

가결과를 대응계획의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영욱(2008)은 이러한 위기관리 개념을 광의의 위기관리로 정의하면서 초창기의 

위기관리의 개념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직차원의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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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개념은 위기 발생 전, 위기상황, 위기상황 종료 

후까지의 조직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위기관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측

면에서 최근의 위기관리 개념은 초기 위기관리 연구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

류하였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모두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점은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위기 발생 후의 대응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

면에서 공중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공중의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예방차원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Fearn-Banks, 1996). 특히, Coombs(2006b)는 사전 예방 차원의 위험관리와 

대응 차원의 위기관리가 결합될 때 비로소 통합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김영욱(2008)은 위기의 속성으로 불가피성, 불확실성, 시간제약성의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이들 위기의 속성과 위기관리의 방향성을 대응시켜 세 

가지 위기관리의 속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위기는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할 

수 있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가능성’

을 지닌다. 둘째, 위기는 언제·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지니지만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직은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

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징후 탐지 등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셋

째, 일단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시간 제약성을 지니

기 때문에 위기발생 상황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시간적 제약이 매우 크다. 따

라서 미리 위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위기의 대상

Coombs(1999a)는 위기로부터 안전한 조직은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위대

한 조직이라도 위기를 맞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항상 위기를 동반한 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위기는 모든 사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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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모든 대상을 위협한다(김영욱, 2008).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련 선행연구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조직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위기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는 김영욱(2004, 2006b, 2007), 

Sheldon & Sallot(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김영욱(2004, 2006b, 2007)은 황우석, 김

영삼 전 대통령, CEO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회복 전략을 구사하

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Sheldon & Sallot(2009)은 정치인의 위기상황에 대해 어

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Benoit & Brinson(1994)은 Diana 왕세자비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Elizabeth 여왕의 이미

지회복 전략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의 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Apple Inc, GS칼텍스 등과 같

은 영리조직(profit organization)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적십자, 교육청, 군(軍), 정

당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리조

직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사례로는 김지윤, 성민정(2009)의 GS칼텍스의 개

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수사학적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 기

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한 연구와 Park(2008)의 소비자의 청력상실 

원인이 Apple 사의 헤드폰 제품 때문이라는 소송사건에 대해 Apple 사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박수정, 차

희원(2009)과 Jeong(2009)의 삼성의 기름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하영원, 안

희경, 박용완, 김경미(2004)와 조정열(2005) 그리고 김효숙(2010)의 기업에 대한 부정

적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민우, 조수영(2010)과 Dawar & Pillutla(2000)의 

제품훼손 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위기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사례로는 김영욱, 

박송희, 오현정(2002)의 경기도 교육청 입시 재배정 파문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인 교육청

의 이미지회복 전략을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안선경, 강태완(2004)의 

정당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나재훈과 윤영민(2008)의 군(軍)의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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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 Hilary, Collins & Zoch(2010)의 미국 적십자의 위기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위기의 대상은 모든 사람,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위기관련 연구에서도 이러

한 현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2.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개념

1)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

국내 K리그의 승부조작사건을 비롯하여 NBA의 Kobe Bryant 선수의 강간

혐의 사건, NFL의 Ray Lewis 선수의 살인사건(Oakes, 2006), Duke Univers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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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de France 대회에 참가 선수인 Floyd Landis의 도핑사건(Glantz, 2010) 등, 

지금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해당 선수와 조직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에서 발생했

고,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기를 어떻

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기연구의 범위와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R분야에서 이루어진 위기관련 연구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위기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들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할 

때 위기란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중대한 위협

이 될 수 있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스

포츠조직의 위기가 PR연구에서 말하는 위기와 다른 점은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는 스포츠와 관련된 즉, 스포츠와 관

련하여 일어나는 위기 상황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PR연구에서의 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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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직의 위기를 구분지어 주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스포츠조직이 속해

있는 스포츠산업은 특수 분류된 산업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하위 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위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는 지금까지 논의된 위기의 속성과 범위

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스포츠조직의 위기는 “스포츠와 관련하

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조직이 추구하는 핵

심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

의 하였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는 스포츠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위기는 스포츠조직의 위기

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SBS의 월드컵 중계권 독점에 대한 논란은 월드

컵이라는 스포츠이벤트가 있었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스포츠조직의 위기

라고 할 수 있으나 SBS 사장의 뇌물비리가 발생한다면 스포츠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포츠조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위기는 미디어에 보고되는 기사 자체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이 되는 현상은 미디어의 관심을 유발하고 많은 부

정적인 정보를 양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따라

서 미디어에 보고되는 기사들은 위기를 증폭시키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은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 앞서 기술한 위기의 속성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속성 또한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위기관련 선행연구들(김영욱, 2002, 2008; 이민우, 조수영, 2010; 

Herman, 1963; Billings, et al., 1980; Ulmer, sellnow & seeger, 2007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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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속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위협). 둘째, 위기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불

확실성), 셋째, 위기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한다(불가피성). 

넷째, 위기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한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시간

적으로 제약된 상황이다(시간제약성). 다섯째, 불가피하게(inevitable) 발생하지만 

대재앙(catastroph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가능성을 지닌다(관

리가능성). 여섯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며,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

서 발생한다(다차원성). 일곱째,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특별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비일상성). 여덟째, 위기는 조직 시스템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시스템 실패). 스포츠조직 위기의 속성도 이러한 속성을 반영한다. 

한편, Connaughton, Spengler & Bennet(2001)는 참여스포츠 영역에서 스포

츠 참여자가 부상을 입게 되는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참여스포츠조직이 직

면하는 위기의 속성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신체활동 중에 나타

나는 부상과 같은 사고는 신체활동 중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전술한 위기의 속성 중 불가피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위기 상황이 발생하

게 되면 조직의 목표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 이는 전술한 위기의 속성 중 비일상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스포츠 상황에서 위기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이는 전술한 위기

의 속성 중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신체활동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naughton 

et al.(2001)이 말하는 위기의 속성은 비록 신체활동 중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만 PR연구에서 말하는 위기의 속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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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는 앞서 논의한 PR연구의 위기관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란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 또는 조직에 속

한 개인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직차원

의 모든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는 앞서 기술한 최근의 위

기관리의 개념과 같이 광의의 위기관리로서 위기 발생 전, 위기 발생 상황, 위기 

발생 후까지를 포함한 스포츠조직의 체계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즉, 아직 일어나

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전적(proactive) 성격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스포츠조직의 사후 대응적(recactive)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Shilbury et al.(1998)은 지금까지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 행태는 대

부분의 스포츠 조직들이 위기에 대해 선행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조직의 역

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스포츠조직들의 위기관리는 위기 상황이 일어

나기 전에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proactive) 차원보다는 일어난 위기 상

황에 대한 사후 대응적(reactive)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Henley, 

1994; McGregor & Harvey, 1999). 이는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는 초창기 위기관

리 관점인 협의의 위기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스포츠 조직들은 위기 상황에

서 준비되어 있는 양상이 아닌 반응적이며 비효율적인 방식들로 운영되고 있다

(Helitzer, 1999; Marra, 1992). 따라서 스포츠 조직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위기 상황 발생 전, 위기 상황, 위기 상황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조

직의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위기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조직의 분류

“위기로부터 안전한 조직은 있을 수 없다”고 한 Coombs(1999a)의 말처

럼 스포츠조직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스포츠는 미디어와 함께 발

전하여 왔으며, 스포츠 경기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중계되기 때문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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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다른 무엇보다 쉽게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조직도 Coombs(1999a)의 말처럼 위기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어느 부분에서 위기에 쉽게, 더 많이 노출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위기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대상은 크게 스

포츠와 관련된 개인 스포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스포츠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스포츠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스포츠팀에 소속된 선수, 코치, 감독에

서 부터 스포츠팀을 지원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관련 조직에 소속된 모

든 구성원이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포츠 선수는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위

기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왔다. 스포츠 선수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윤리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

인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기사화 된다. 특히 스포츠스타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안정환 선수의 관중 폭행사건, 정수근 선수의 음주난동 사

건, 베리본즈의 금지약물복용사건, 프로야구 선수의 상습도박 사건 등, 스포츠 선

수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공중의 높은 기대수준

과 관심 때문일 것이다. 일반인이 같은 사건을 범했다면 기사화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 선수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원영

신, 함은주(2010)는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성실성, 건강함과 같은 스포츠

가 갖는 긍정적 가치들 때문에 스포츠 선수가 이러한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지탄

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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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조직의 분류

스포츠조직이란 스포츠산업에 관련되며, 의도적으로 구성된 활동시스템과 

비교적 파악이 가능한 경계를 갖추고 있는 목표 지향적 사회기관을 말한다(Daft, 

1989; Robbins, 1990; 장경로, 2005). 이러한 스포츠조직은 이윤추구 여부, 자금출

처, 수혜자 등 분류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Fottler(1981)는 이윤추구 여부와 자금 출처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상업영리조직, 

상업비영리조직, 상업준공공조직, 공공조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Blau & Scott(1960)는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호혜조직

(mutual benefit association),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바 

있다(장경로, 2005). 한편, Hoye, Smith, Nicholson & Westerbeek(2009)은 스포츠

조직을 공공조직(public), 비영리조직(non-profit), 프로스포츠조직(professional)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때 스포츠조직의 운영방식과 서로와의 관계를 이해하

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스포츠조직의 유형 분류는 분류관점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다양한 조직분류 방식 중 이윤추구 여부에 따른 조직 분류방식은 가장 전

통적인 조직분류방식이면서 조직 유형을 가장 간단하게 분류방법이다. 이처럼 이

윤추구 여부에 따라 스포츠조직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분류할 경우 다양

한 스포츠조직들을 <그림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프로스포츠이벤트를 제공하는 프로스포츠 팀,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

스 & 피트니스 센터, Nike, Adidas 등과 같이 스포츠 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스포

츠용품 조직, EA Sports 등과 같이 스포츠게임 상품을 생산하는 스포츠게임 조직 

등은 각각의 조직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조직의 이윤창출

을 목표로 하는 영리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협의회, 국제스포츠기구, 

학교 등은 조직의 존재목적이 조직의 이윤추구에 있기 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

한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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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윤추구 여부에 따른 스포츠조직의 분류

그러나 장경로(2005)는 이러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분류방식 또한 각

각의 조직유형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비영리조직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의 수익을 최

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익을 최

대화하기 위한 운영방식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을 구분지어 주는 요소는 수익의 분배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리조직은 조직

의 수익을 기업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분배되지만 비영리조직은 수익

을 조직의 운영을 위해 조직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영리조직과 차별성을 지닌

다(Crimmins & Keil, 1983, p. 15; 장경로, 2005, p. 87). 이처럼 이윤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스포츠조직을 단순화하여 이

해할 수 있으나 스포츠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직들을 지나

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이질적인 조직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현상들을 파악

하기에는 많은 정보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강준호(2005)는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분류에서 스포츠파생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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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파생상품 축구파생상품 야구파생상품 골프파생상품
· · · ·

관람스포츠
상품

관람축구상품 관람야구상품 관람골프상품 · · · ·

참여스포츠
상품

참여축구상품 참여야구상품 참여골프상품 · · · ·

스포츠용품 축구용품 야구용품 골프용품 · · · ·

스포츠시설 축구시설 야구시설 골프시설 · · · ·

스포츠정보/미디어 
상품

축구정보/미디어
상품

야구정보/미디어
상품

골프정보/미디어
상품

· · · ·

스포츠복권/게임
상품

축구복권/게임상품 야구복권/게임상품 골프복권/게임상품 · · · ·

스포츠관광
상품

축구관광상품 야구관광상품 골프관광상품 · · · ·

스포츠경영서비스
상품

축구경영서비스상품 야구경영서비스상품 골프경영서비스상품 · · ·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축구산업클러스터 야구산업클러스터 골프산업클러스터 · · · ·

표 4 스포츠파생상품 매트릭스(강준호, 2005, p. 128)

스포츠산업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형성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스포츠파생상품의 종류와 특성, 상품공급자의 경영상의 특징 및 산업

연계성에 따라 관람스포츠산업, 참여스포츠산업, 스포츠용품산업, 스포츠시설산

업, 스포츠정보/미디어산업, 스포츠복권/게임산업, 스포츠관광산업, 스포츠경영서

비스산업의 8가지의 하위산업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스포츠산업클러스터란 ‘다양

한 스포츠파생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이질적인 산업들의 유기적 연결체’를 의미 

하며, 개별스포츠 종목별로 다양하게 파생된 상품을 공급하는 개체들의 총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강준호, 2005, p. 127). <표 4>는 스포츠종목, 스포츠파생상품, 스

포츠산업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표이다. <표 4>에 의하면 

축구종목의 관람스포츠상품을 공급하는 개체(entity)들의 합이 관람축구스포츠파

생상품산업이 되며 종목별 관람스포츠파생상품산업의 합이 관람스포츠산업클러

스터가 된다. 또한 축구종목의 8가지 파생상품군을 공급하는 개체들의 합을 축구

산업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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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준호(2005)의 스포츠파생상품 매트릭스를 적용한 스포츠조직 유형분류

이처럼 스포츠산업을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8가지의 하위

산업영역으로 분류한 방식은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포츠산업클러스터의 하위산업영역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와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연성을 지니는 방식이다(강준호, 2005).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특

성에 따라 8가지의 하위산업영역으로 분류한 방식을 스포츠조직의 유형분류에 

적용하면 <그림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관람스포츠상품을 공급하는 조직

은 관람스포츠조직으로, 참여스포츠상품을 공급하는 조직은 참여스포츠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조직을 분류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현상을 분석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

류방식의 적용은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대한체육회, 스포츠연맹 등과 같

은 행정서비스 조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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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유형 분류 체계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자연재해, 제품훼손, 최고경영자의 비

리, 사고, 폭력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위기들 

모두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조직이 위기관리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기의 유형화는 위기를 다양한 위

기상황을 공통적인 특성이나 분류기준에 따라 묶어 줌으로써 조직차원에서 효율

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위기의 유형화는 수많은 위기를 위기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위기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욱,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욱

(2008)은 위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위기들은 위기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기

유형 분류의 체계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들이 어떠한 조직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분

류차원을 적용하여 위기유형들을 분류하였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을 위기유형 

분류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유형분류의 목적과 관점에 따

라 위기유형 분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기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위기유형 분류의 관점에 따라 조직관

점의 위기유형 분류와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조직이 위기인식의 주체가 되는 위기유형 분류이다. 즉, 특

정 상황이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조직의 위기관리자가 된다. 반면, 공

중 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는 공중이 위기인식의 주체가 되는 위기유형 분류이다. 

즉,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는 공중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위기유형 분류의 관점

에 따라 조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와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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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

조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 방식은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를 바라보고 이해

하려고 하며 위기가 일어난 시점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가 일어나기 전, 

위기 상황, 위기 발생 후까지의 모든 단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유형 

분류방식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시스템 운영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조

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들은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위기 발생의 징후, 가능성, 

영역 등을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고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적절한 평가 과

정을 통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위기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조직의 구조, 성격 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조직

의 입장에서 위기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판단한다. 조직관점에서 위기유형을 

분류한 학자로는 Meyers & Holusha(1986), Pauchant & Mitroff(1992), 

Fearn-Banks(1996), Burnett(1998), Mitroff & Anagnos(2001), Drennan & 

McConnell(2007)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Fink(1986)의 위기유형 분류

Fink(1986)는 모든 유형의 조직에 적용 가능한 위기유형의 분류방법을 제

안하였다. Fink(1986)는 위기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위기로 인한 충격(피해의 정

도)과 위기의 발생 가능성의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하여 네 가지 위기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Fink(1986)는 두 가지 차원의 정도 즉, 위기의 충격(높음/낮음)의 정도

와 위기 발생 가능성의 정도(높음/낮음)의 정도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적색위

기, 황색위기, 회색위기, 녹색위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위기 유형의 개념은 <그림 3>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적

색위기’는 위기 충격도 높고 발생가능성도 높은 위기이고 ‘황색위기’는 위기

충격은 높으나 발생 가능성은 낮은 위기이다. 반면 ‘회색위기’는 충격은 낮으

나 발생가능성은 높은 위기이고 ‘녹색위기’는 위기 충격도 낮고 발생 가능성

도 낮은 위기이다. 이처럼 위기 충격의 정도와 발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기 

유형별로 색깔을 부여한 분류방식은 위기관리 연구에서 위기지표(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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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meter)로 널리 알려져 있다. 

Fink(1986)의 위기 충격과 발생 가능성 변수를 활용한 위기 유형 분류 시

스템은 조직이 가장 취약한 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탁월한 방법일수 있으나 구체

적인 위기 사안에 대해 조직의 책임이 있는지,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지, 조직내

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등의 위기의 구체적인 속성을 파악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위기를 유형화 하는 분류차원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Fink(1986)의 위기유형 분류방식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유형의 분류방법

이라기 보다 위기 유형을 분류한 후에 위기 유형별로 어떠한 위기 유형에 취약

한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유목화 한 후에 각각의 위기유형별로 Fink의 위기 충격과 발생 가

능성의 변수를 이용하여 각 유형에서 가장 취약한 위기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

을 것이다(김영욱, 2008).

그림 3 Fink(1986)의 위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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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yers & Holusha(1986)의 위기분류

Meyers & Holusha(1986)은 기업과 같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위기유형에 대한 연

구가 특정 위기유형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위기에 

대한 세부적 접근방식보다는 기존의 위기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

서 모든 위기를 포함하고 상호 배타적인 위기유형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Meyers & Holusha(1986)는 <표 5>와 같이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

인 위기의 유형을 공통적인 위기원인의 유사성과 위기 대응의 유사성에 따라 공

중의 인식(Public perception), 시장변화(Sudden Market Shift), 제품결함(Product 

Failure), 경영승계(top management succession), 재정위기(Cash crises), 관계위기

(Industrial relations), 적대적인수합병(Hostile takeover), 국제적사건(adverse 

international events), 규제/탈규제(Regulation/Deregulation)의 9가지 대표적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기유형 설명 예시

공중의 인식관련 위기
(Public perception)

공중의 조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미지훼손, 명성훼손

시장변화
(Sudden Market Shift)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
Microsoft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무상배포

제품결함
(Product Failure)

제품의 결함 자동차리콜, 안전기준 미달

경영승계
(top management succession)

조직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승계 downsizing

재정위기
(Cash crises)

조직의 자금상황 악화 부채증가

관계위기
(Industrial relations)

경영미숙(poor management), 부실한 노사
관계로 인해 촉발되는 현상

태업, 파업

적대적인수합병
(Hostile takeover)

경영진이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하였
을 때

주가폭락

국제적사건
(adverse international events)

전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오일파동, 걸프전

규제/탈규제
(Regulation/Deregulation)

조직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CO2방출량 규제

표 5 Meyers & Holusha(1986)의 위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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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의 인식

관련 위기(Public perception)은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신뢰성

이나 조직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되거나 이미지,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기

유형을 의미하며 조직은 공중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

여야 한다. 공중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제품의 판

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중의 조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면 위기로 발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시장의 변화(Sudden Market Shift)는 

시장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게는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위기유형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icrosoft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무상배포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경쟁사였

던 Netscape는 무방비 상태에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제품결함(Product Failure)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위기를 의미한다.  미디

어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장난감, 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결함이 보고되

면서 이러한 위기유형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넷째, 경영승계(top management 

succession)은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인수인계를 말한다. 다섯째, 

재정위기(Cash crises)는 조직의 현금의 흐름이 악화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

부분의 조직이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위기이다. 재정위기는 단기간의 문제에 

해당하거나 규모가 큰 조직이나 시장에 대한 문제의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

섯째, 관계위기(Industrial relations)는 경영미숙(poor management), 부실한 노사관계로 

인해 촉발되는 현상으로 불평․불만, 태업, 파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적대

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은 경영진이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조

직경영 능력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위기로 낮은 주가가 이러한 위기유형의 원인

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덟째, 국제적 사건(adverse international events)은 

석유와 같은 중요 자원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전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오일위기, Gulf War 

등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규제/탈규제(Regulation/ 

Deregulation)는 조직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로 규제의 변화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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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어떻게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가 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

에 까지 방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eyers & Holusha(1986)은 적어도 이상의 9가지 위기유형에 대해서 모든 

조직은  최소한의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yers & 

Holusha(1986)의 위기유형에 대한 접근방식은 조직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에 대

한 브레인스토밍이나 과거에 경험한 위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확장시켜주는데 유

용한 접근방법이다. 또한 이들의 위기유형 분류는 위기유형에 대한 관점을 공중

의 인식에 까지 확장함으로써 조직이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의 유형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위기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Pauchant & Mitroff(1992)의 위기분류

Pauchant & Mitroff(1992)는 기업과 같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Pauchant & Mitroff(1992)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23가지의 위기 시나리오를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1000대 조

직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조직이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는지를 체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그림 4>와 같이 유사한 유형끼

리 그룹화 하였다. 

Pauchant & Mitroff(1992)는 위기의 유형을 <그림 4>와 같이 두 가지 차원, 

즉 기술·경제적인 문제인가 인간·사회적 문제인가의 차원과 심각한 상태인가 

일상적인 상태인가에 따라 여섯가지 위기군(crisis cluster)의 성격을 규정하고 각

각의 위기군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서로 차별화된 다른 위

기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6가지 위기군집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외부의 경제적 공격(external economic attacks)과 대규모피해

(Megadamage)의 위기군은 기술·경제적이면서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기군(crisis cluster)으로, 둘째, 외부의 정보와 관련된 공격(external 

information attacks)과 일상적 결함(breaks)을 기술·경제적이면서 조직의 일상적

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군(crisis cluster)으로, 셋째, 정신병리학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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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uchant & Mitroff(1992)의 위기 클러스터 

관련된 위기(psycho)는 인간·사회적이면서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군(crisis cluster)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상의 질병(occupational 

health diseases) 위기군은 인간·사회적이면서 기술·경제적이기도 하며 심각할 

수도 일상적일 수도 있는 위기유형으로 모든 차원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위기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경제

적공격(External economic attack) 위기그룹은 외부에서 조직의 경제적 요소와 관

련된 부분을 공격하는 유형으로 기술·경제적이면서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로 뇌물사건(Bribery), 보이콧(Boycotts), 적대적 합병(Hostile 

Takeover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대규모피해(Megadamage)는 위기로인한 피

해의 규모가 큰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경제적이면서 조직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기름유출, 방사능 유출 등과 같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외부의 정보와 관련된 공격(External informational attack)

은 기술·경제적이면서 조직의 일상적 업무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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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외부에서 조직의 정보와 관련되어 공격하는 위기의 경우에는 조직의 저작

권 침해나 정보 유출, 위조품 관련사고, 소문 등이 있다.

 넷째, 정신병리학적 요인과 관련된 위기(Psycho crisis)는 인간·사회적이

면서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유형으로 테러리즘(Terrorism), 모

방범죄(Copycats),  조직 내에서의 파괴 작업, 조직 밖에서 일어나는 파괴 작업, 

경영층의 유괴, 성희롱 사건과 소문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다섯째, 일상

적 결함(breaks)의 위기는 공장에서의 생산중단, 장비의 결함, 제품결함, 리콜 등

과 같이 직원의 스트레스나 일상적인 인적 오류로 인한 위기를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직업상의 질병(Occupational health diseases) 위기는 조직인력의 건강과 관

련된 위기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이즈(AIDS)와 같은 비 직업적 위협뿐만 아니

라 석면중독 등과 같은 직업적 위협으로 인한 직원의 건강악화, 질병 또는 사망

이 이에 해당한다. 

(4) Fearn-Banks(1996)의 위기분류

Fearn-Banks(1996)는 기업과 같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기

목록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표 6>의 평가지표에 따라 발생가능성과 피해의 정도

의 차원에 대해 평가하여 조직의 입장에서 위기의 중요도를 순위를 부여하고 중요

도의 정도에 따라 위기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하고 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Fearn-Banks(1996)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축소하여 몇 가

지의 위기유형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모든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들의 목록화 하고 

이들 목록에 대해 피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하고 중요한 위기유형 

순으로 위기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Fearn-Banks(1996)

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위기유형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발생가능

성에 따라 작성된 위기목록이 위기유형이 될 수 있으며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기일

수록,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조직에게 의미 있는 위기유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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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발생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0 위기 발생 가능성 전혀 없음 아무런 피해 없음

1 거의 불가능
거의 피해를 주지 않음, 어려움 없이 처리되어 

언론의 관심을 끌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2 가능성 거의 없음
약간의 피해가 있음, 언론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약간 있음

3 가능
상당한 피해가 있음, 언론의 관심을 끌 만큼 

큰 피해는 아님

4 가능성 높음, 경쟁사 혹은 유사회사에서 발생
상당한 피해가 있음, 언론이 확실하게 관심을 

가질 것임

5
가능성 매우 높음,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기발생 경고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남
엄청난 피해, 신문이 일면에 보도하고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캐슬린 펀 뱅크스, 2006, p. 35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6 위기의 발생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 평가지표

Fearn-Banks(1996)가 제시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종류는 총 41

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인수합병(acquisition), 나이에 따른 차별(age 

discrimination), 약물 남용(alcohol abuse), 파산(bankruptcy), 보이콧(boycott), 뇌물

(bribery), 화학물질의 유출(chemical spill or leak), 오염(contamination), 마약중독

(drug abuse), 마약거래(drug trafficking), 지진(earthquake), 횡령(embezzlement), 

폭발(explosion), 참사(fatality), 화재(fire), 홍수(flood), 폭풍(hurricane), 반환 혹은 

환불(kickbacks), 유괴(kidnapping), 법률소송(lawsuits), 해고(layoffs), 합병(merger), 

살인(murder), 부정적인 입법(negative legislation), 공장 폐쇄(plant closing), 제품

결함(product failure), 항의 집회(protest, demonstrations), 인종문제(racial issues), 

강도(robbery), 성 차별(sexual discrimination), 성 추행(sexual harassment), 파업

(strikes), 자살(suicide), 경영권 탈취(takeover), 세금 문제(tax problems), 테러리즘

(terrorism), 폭풍(tornado), 독극물(toxic waste), 교통사고(transportation accident), 

교통 정책 실패(transportation failure), 작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 등이다. 

한편, 김영욱(2002)은 Fearn-Banks(1996)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에서 진일보

하여 조직의 특정위기에 대한 취약성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 절차를 거쳐 분석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1단계는 조직이 경험할 수 있는 전체 위기 리스트를 

작성하고, 2단계는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차원을 선정



- 36 -

하고, 3단계는 위기목록들을 위기유형 분류차원에 따라 유목화하고, 마지막 단계

는 각 유목별로 위기 발생에 대한 조직의 취약점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김영욱(2002)의 위기 취약성 분석단계는 Fearn-Banks(1996)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에서 단순히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을 목록화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의 특성

을 반영하는 분류차원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을 몇 가지의 위기유형으로 

유목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Fearn-Banks(1996)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5) Burnett(1998)

Burnett(1998)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 유형을 분

류하면서 위기유형의 분류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위

기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둘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며, 셋째, 

위기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전

략을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위기의 유형화는 지속적인 위기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됨으로써 위기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하였다. 

Burnett(1998)은 시간적 압박, 위협의 정도, 대응전략 선택의 제약, 사안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과 일상적인 업무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적 압박(고/저), 사안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고/저), 위협의 정도

(고/저), 대응 전략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많음/적음)에 따라 조직이 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그림 5>와 같이 16개의 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셀은 성격이 다른 

문제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 분류 행렬 표는 시간적 압박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

한 위협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안에 대해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을수

록, 채택 가능한 대응 전략의 수가 적을수록 사태의 심각성은 높아진다. 

Burnett(1998)은 시간적 압박, 위협의 정도, 대응전략 선택의 제약, 사안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성의 정도를 Level 0부터 Level 4까지로 구분하

고 이중 Level 4에서 Level 2 수준까지를 위기 상황으로 바라본다. 반면 Level 1과 

Level 0에 해당하는 셀은 문제는 발견되지만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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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압박
(Time Pressure) 높음(Intense) 낮음(Minimal)

위협정도
(Threat Level)

통제정도(Degree of  
control)

대응옵션
(Response Option)

낮음(Low) 높음(High) 낮음(Low) 높음(High)

낮음
(Low)

많음
(Many)

(4)
Level 2

(3)
Level 1

(2)
Level 1

(1)
Level 0

적음
(Few)

(8)
Level 3

(7)
Level 2

(6)
Level 2

(5)
Level 1

높음
(High)

많음
(Many)

(12)
Level 3

(11)
Level 2

(10)
Level 2

(9)
Level 1

적음
(Few)

(16)
Level 4

(15)
Level 3

(14)
Level 3

(13)
Level 2

그림 5 Burnett(1998)의 위기유형 행렬 

Level 4에 해당하는 셀은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시간적 압박이 높고 사안

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으며 위협의 정도가 높고 대응 전략에 대한 선택의 다양

성도 적은 사안이고 Level 0는 시간적 압박이 낮고, 사언에 대한 통제가능성도 

높으며 위협의 정도도 낮고 대응 전략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도 많은 경우로 심

각성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그림 6>은 위기심각성 Level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Burnett은 Level 4에 해당하는 사례로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Jack in the box'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사건은 패스트푸드 회사인 ‘Jack 

in the box’의 햄버거를 먹은 수백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중 4명의 어

린이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이 사례는 ‘Jack in the box’에게 기업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대응 전략의 

선택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통제력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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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압박
(Time Pressure) 높음(Intense) 낮음(Minimal)

위협정도
(Threat Level)

통제정도(Degree of  
control)

대응옵션
(Response Option)

낮음(Low) 높음(High) 낮음(Low) 높음(High)

낮음
(Low)

많음
(Many)

Officer 
Scandal

Customer 
Complaint

적음
(Few)

Strike
Stock

Decline

Sexual 
Harassment

Suit

높음
(High)

많음
(Many)

Floods
Intel 

PentiumChip
CEO

Retirement

적음
(Few)

Jack in the 
Box

E-Coli
Tylenol Exxon Valdez

Procter & 
Gamble

Logo Rumor

그림 6 Burnett's 위기유형 행렬에 따른 예(Burnett, 1998) 

Burnett(1998)의 위기유형 분류 시스템은 4가지 요인 즉, 시간적 압박, 통

제성의 정도, 대응전략의 다양성, 위협의 정도를 고려하여 16가지의 문제 상황으

로 분류하고 다시 이들 각각의 유형을 심각성의(severity) 정도에 따라 위기의 심

각성의 연속선상에서 Level 0부터 Level 4까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다양

한 차원이 동시에 고려된 행렬 표를 이용한 위기유형의 분류방식은 각각의 위기

유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 정도

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위기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의 자원을 분배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Mitroff & Anagnos(2001)의 위기유형

Mitroff & Anagnos(2001)는 조직 중에서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표 7>1)과 같이 경제적 위기, 정보관련 위기, 물질적 위기, 인적자원 

1) 김영욱(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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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기, 평판관련 위기, 정신 이상적 행위, 자연재해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조직이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해 위

협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itroff & Anagnos(2001)는 위기유형 분

류차원에 대해서 명확한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기유형 유목을 볼 

때 위기의 발생원인의 유사성 차원에 따라 분류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위기

는 파업, 불법회계 관행과 같은 내부적인 위급상황이나 노동력부족, 시장붕괴, 주

가파동등과 같은 외부의 압력을 의미한다. 둘째, 정보관련 위기는 독점정보의 상

실, 잘못된 정보 수집, 기록조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물질적 위기는 중요 

공장시설의 파손, 장비 혹은 공장의 가동 불능, 중요 물자의 손실 등을 의미한다. 

넷째, 인적자원 관련 위기는 핵심경영진의 손실, 결근의 증가, 조직원에 의한 파

괴행위, 작업장 폭력 등을 의미한다. 다섯째, 평판관련 위기는 가십, 루머, 명예 

훼손, 기업 평판의 손실, 기업 상징물의 훼손, 기업의 희화화 등을 의미한다. 

유형 내  용

경제적 위기 파업, 주가하락, 노동시장 불안, 시장 불안, 수입 감소 등

정보관련 위기 비밀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 입수, 전산 정보 사고 등

물질적인 위기
핵심 장비 혹은 공급 물자의 손실, 중요 장비 혹은 공장의 가동 불능, 중요 물
자의 손실, 공장 파손 등

인적자원 관련 위기
핵심 경영진 손실, 핵심 조직원 손실, 결근의 증가, 조직원에 의한 파괴 행위, 
작업장 폭력 등

평판 관련 위기 가십, 루머, 명예 훼손, 기업 평판의 손실, 기업 상징물의 훼손, 기업의 희화화 등

정신 이상적 행위 제품 훼손, 납치, 인질극, 테러 등

자연재해 지진, 화재, 홍수, 범람, 폭발, 태풍, 허리케인 등

표 7 Mrtroff & Anagnos(2001)의 기업의 위기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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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정신 이상적 행위는 제품훼손, 납치, 인질극, 테러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는 지진, 화재, 홍수, 폭발, 태풍 등 위기의 원인이 조직의 

의사결정과 는 무관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Mitroff & Anagnos(2001)의 위기관리 모델은 조직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

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공중과의 관계 증진을 함께 통합한 모델을 고안한 것이

다. 이러한 위기의 유형에 대한 파악은 조직이 어떤 위기 유형에 가장 취약하며 

어떤 위기가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데에 유용하다. 하지만 이

러한 유형화는 모든 조직을 유사한 형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위기를 잘 준비

하는 조직은 자연 재해처럼 모든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위기 유형뿐

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까지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 조직을 위한 위기유형 분류에서는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나열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나름대로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Drennan & McConnell(2007)의 위기유형

Drennan & McConnell(2007)은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개인

(individual), 조직(institutional), 그리고 사회적(societal)인 수준에서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영향의 예로는 2004년 스페인 국무총

리 Jose Maria Aznar에 대한 Al-Queda의 폭탄테러, 9/11, 허리케인 등과 같은 위

기 상황에 의해 수많은 개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조직 수

준의 영향의 예로는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 신뢰

성(credibility)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직의 존재 이유가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는 유가파동,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과 같은 전

국가적 차원의 핵심 가치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Drennan & McConnell(2007)은 위기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그림 7>과 같

이 위기가 발전되는 속도(느림/빠름)와 위기가 종료되는 속도(느림/빠름)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위기의 유형을 빠르게 타오르는 위기(Fast burning crisis), 길게 드리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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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rennan & McConnell(2007)의 위기 발전 속도와 종료 속도에 따른 위기유형  

위기(Long shadow crisis), 카타르시스 위기(Cathartic crisis), 늦게 타오르고 잔존하

는 위기(Slow burning or creeping crisi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르게 타오르는 위기(Fast burning crisis)는 위기가 발전되는 속도와 

종료되는 속도가 모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로 일반적인 사건 사고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둘째, 카타르시스 위기(Cathartic crisis)는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는 느리

지만 종료되는 속도는 빠른 위기유형으로 사건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급격한 종료로 인

해서 카타르시스를 발생시키는 위기이다. 텔레반의 한국 인질 사건, 연쇄 살인범 사건 

등이 이러한 유형의 위기에 해당한다(김영욱, 2008). 셋째, 늦게 타오르고 잔존하는 

위기(Slow burning or creeping crisis)는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도 느리고 종료되는 

속도도 느린 경우로 지구 온난화, 비만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유

형은 일상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를 인식하기 어렵고 정확한 위기 

발생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넷째, 길게 드리워진 위기(Long 

shadow crisis)는 위기가 발전되는 속도는 빠르지만 종료되는 속도는 느린 경우로 

9·11, LA경찰의 로드니 킹 폭행사건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사건의 충격이 오래 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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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nnan & McConnell(2007)의 위기의 속도에 따른 위기 분류 시스템은 같

은 사건일지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위기가 종료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

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기의 속도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의 접근 방식은 

위기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조직의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다르게 실행

하여야 하고 속도에 따른 위기 예방 전략과 준비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기관리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2)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 방식은 공중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주

안점을 둔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객관적인 위기는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인

식 속에서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공중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김영욱, 2008). 따

라서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방법은 위기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형

성되고, 의미가 공유되는지를 파악하여 위기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기사안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공중관점에서 위기유형

을 분류한 연구자로 Coombs(1995, 1998, 2000, 2006a), Coombs, Hazleton, 

Holladay & Chandler(1995), Coombs & Holladay(2002), Lee(2004), 김영욱(2003) 등

이 있다. 특히, Coombs는 조직관점의 위기유형 분류들이 위기관리를 위해 조직

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조직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관련 공중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유형 분류가 조직관점에서 

공중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Coombs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어디 있느

냐에 따라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기의 유형화도 사람

들이 위기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인식체계에 따라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Coombs의 위기유형 분류는 Weiner(1979)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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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사람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차원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하여 왔다. Weiner(1979)의 귀인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

건에 대한 통제성(controllability),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반복성(stability)의 

세 가지 차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사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Coombs는 이러한 귀인차원의 판단 결과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

임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귀인차원을 적용하여 위기유형을 분류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oombs의 위기유형 분류는 귀인차원의 진화와 맥락을 같

이하여 변화되었다.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는 위기유형 분류에 

적용된 귀인차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원인 소재와 통제성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그림 8>은 Coombs(1995)의 첫 번째 위기유형화 체계이다. Coombs(1995)는 

사람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차원으로서 

통제성(controllability)과 원인 소재(locus of causality) 차원을 적용하여 <그림 8>

과 같이 네 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oombs(1995)는 위기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차원과 통제성(controllability) 차원이 서로 교

차하는 분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그림 8>과 같이 상호 배타적인 네 가지 위

기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부적-외부적 차원의 구분은 귀인이론의 원인의 소재(locus of causality)

에 관한 것으로(Russell, 1982; Weiner, Perry, & Magnusson, 1988; Wilson, Cruz, 

Marshall & Rao, 1993) 내부적 원인소재는 위기의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으며 위

기가 조직에 의해 행해진 사건임을 의미한다. 반면, 외부적 원인소재는 위기의 

원인이 조직 외부에 있는 것으로 위기의 원인이 조직 외부의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촉발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의도적(intentional)·비의도적(unintentional) 차원의 

구분은 귀인차원 중 통제성(controllability) 차원을 반영한 것으로 위기의 원인이 조직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조직이 위기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통제성을 높게 귀인 한다. 반면, 위기 상황이 의도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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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인소재와 통제성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발생하였다면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직의 통제성을 

낮게 귀인 한다. 왜냐하면 의도적 행동은 조직의 행동이 위기상황을 촉발할 수 있음

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비의도적 행동보다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Russell, 1982).  

한편, Coombs et al(1996)는 세 가지 귀인차원 중 안정성(stability)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첫째, 통제성과 원인소재는 귀인이론에서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 귀인 하는 주요 차원이며 둘째,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위기의 반

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언급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셋째, 공중은 대부

분의 기업의 활동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 동안만 기

억하며(Birch, 1994; Druckenmiller, 1993), 마지막으로 모든 미디어가 위기 상황을 

기술할 때 사안과 관련된 과거의 경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기

유형의 분류차원으로 통제성(controllability)과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가 위기유

형 분류 차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실(Faux 

pas)은 조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직 외부의 누군가가 위기로 전환시키려고 하

는 사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직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믿고 행동을 취했지만 

외부의 누군가가 조직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조직은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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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행동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

으나 외부의 누군가가 조직의 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기가 발생

하게 되는 유형이다. 외부의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항의나 배척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위기유형의 대부분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해집단이 도심에서의 광고판을 이용한 담배광고가 사회적으로 무책

임한 행동임을 주장한다면 담배회사로서는 과실(Faux pas)에 해당하는 위기유형

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과실 위기유형은 비의도적 속성과 외부의 이의제기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직에 책임이 작다고 인식하지만 여전히 조직은 행동

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이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ambiguity)은 과실(Faux pas)의 한 속성으로 공중은 조직

의 행동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를 결정한다. 

둘째, 사고(Accidents)는 비의도적이고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과정 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Coombs(1998)는 제품결함, 직원의 상해, 자연재해 등을 

사고 위기유형의 예로 들고 있다. 비의도성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random) 속성 

때문에 조직의 책임이 작다고 귀인하게 된다. 사고 위기유형은 통제가 어렵고 비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고 위기유형을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건

과(예: 지진, 허리케인, 가뭄, 전염병 등) 인적문제로 인한 사건(작업장 상해, 제품

결함,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Egelhoff & Sen, 1992; Newsom et al., 

1992; Pearson & Mitroff, 1993).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공중은 인적문제로 인한 

사건보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건에 조직의 책임을 덜 귀인하기 때문이다. 공중

은 조직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고 자연현상을 통제 할 수 없

음을 인식하지만 공중은 조직이 자연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조직에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Egelhoff & Sen, 

1992). 그러나 Coombs(1995)는 사고의 두 가지 형태(자연현상으로 야기된 문제, 

인적실수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그 책임성의 정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변명전

략(excuse strategy)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위기 상황은 사고

(accidents)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사고(accidents)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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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한 Coombs(1995)의 분류는 원인 소재(locus of causality)의 분류차

원에 의해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직에 의해 행해진 사건이라기보다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가까우므로 비의도적이고 외부적인 과실(Faux 

pas)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gelhoff & Sen(1992)의 주장처럼 공중은 

조직이 자연현상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다고 본다면 자연재해는 사고(accidents)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반(Transgressions)은 공중에게 해가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조직

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행동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결함이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안전검사를 보류하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고객보상을 거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Transgression)은 행동에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속성 때문에 위기의 원인이 내부에 있고 조직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

다고 인식된다. 위반유형의 위기가 발생하면 조직은 사건에 책임이 있으며 공중

은 해당 위기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Terrorism)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의도적 행동은 직원이나 고객을 위해 하거나 판매량 감

소, 제품생산의 방해 등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조직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획

된 행동이다. 제품훼손, 인질납치, 파괴행위, 작업장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폭

력은 조직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자산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

을 하는 직원은 조직 외부의 요소로 간주된다. 조직 외부의 폭력은 조직에 대해 

낮은 통제성과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귀인하게 된다. 

Coombs(1995)는 <그림 7>과 같은 분류방법은 2가지 분류차원이 서로 직교

함으로써 상호 배타적인 위기유형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 차

원만으로는 공중의 위기인식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

거의 신뢰성, 과거의 경력, 피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

다고 부연하고 있다. 한편, 전혜미, 이수범(2009)은 Coombs(1995)의 위기유형 분

류방식을 적용하여 식품 기업이 위기관리를 위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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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왔는지를 분석한바 있으며, 조용현(2008)은 Coombs(1995)의 위기유형 분류방

식에 따른 조직의 인상관리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바 있다. 

(2) 외적통제성과 인적통제성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Coombs, Hazleton, Holladay & Chandler(1995)는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 차원을 적용하여 자연재

해(natural disasters), 사고(accidents),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 위반

(transgression)의 네 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oombs et al.(1995)이 적용

한 분류차원은 McAuley, Duncan & Russell(1992)과 Wilson, Cruz, Marshall & 

Rao(1993)의 귀인차원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McAuley, Duncan & Russell(1992)은 통제성(controllability) 차원이 행위자에 

의한 통제성과 제 3자에 의한 통제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적 

혼란을 제거하기위해 통제성 차원을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

(personal control)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은 사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다면 강한 외적통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사안(event's)의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event's)에 대해서 자신

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의미한다. 한편, Wilson, Cruz, 

Marshall & Rao(1993)은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차원과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차원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원인소재가 외부에(external) 있다고 판단

한다면 개인적 통제성은 약하다고 판단하며 원인소재가 내부에(internal) 있다고 

판단한다면 개인적 통제성이 높다고 귀인하기 때문이다(Willson et al., 1993). 따

라서 두 차원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과 원인소재

(locus of causality)의 차원을개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로 병기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Coombs, Haz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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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5)은 McAuley et al.(1992)과 Wilson et al(1993)의 귀인차원에 대한 연구

를 바탕으로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의 차원을 적용하여 위기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Coombs, Hazleton, et al.(1995)은 위기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위기

전문가적 입장에서 위기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실제로 공중들의 귀인차원에 대한 

인식여부를 위기유형 분류에 반영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예측한 방식대로 사람들

이 위기 상황을 귀인 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귀인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한  Russell(1982)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Russell(1982)은 사

람들의 사건에 대한 귀인차원의 판단결과가 연구자가 예측한데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Coombs, Hazleton, et al.(1995)은 지금까지의 위기유형 

분류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공중이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이 연구자의 가정

과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류한 것이므로 공중이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는지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며 귀인차원을 적

용한 위기유형의 분류에도 이러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Coombs,

그림 9 원인소재와 외적통제성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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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leton et al(1995)는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가지의 위기 사례 시나

리오를2) 대상으로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개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이를 군집분

석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들이 어떠한 위기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그림 9>와 같이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사고(accidents),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 위반(transgression)의 네 가지 위기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위기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고(external locus), 외적

통제력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위기유형으로 이 경우 사안에 대해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성을 낮게 인식한다. 홍수, 태풍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은 강한 외적소재(strong external locus), 강한 

외적 통제성(strong external control)을 갖는 위기유형이다.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을 감소시켜주지만 조직에 전혀 책

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유형에 대비해야한다. 타이레놀 독극물 

주입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고(accidents)는 약간의 외적 원인소재와 약간

의 외적 통제성을 지닌 위기그룹으로 조직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 혹은 기술적 

실수에 의한 제품 리콜, 사고, 작업장 폭력, 항의(protest)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

째, 위반(transgression)은 강한 내적 원인소재와 약한 외적 통제성을 지닌 위기 

유형으로 조직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비행(wrong-doing)을 의미한다. 고의적 

위험(purposeful risk), 법규위반(legal violation),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제품 리콜

(human error recall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민우, 조수영(2010)은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외부귀인 책임) 제품훼손(tampering)과 위기의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는

(내부귀인 책임) 위반(transgression) 유형을 대상으로 사과광고의 보상 유형이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바 있다. 

2) 사고(accidents)-2case, 자연재해(natural disaster)-2case, 작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1case, 법률위

반(legal violations)-2case, 의도적 위험(purposeful risk)- 1case,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1case, 불만이 있는 이

해관계자들로 부터의 저항(protest by some angry stakeholders)-2case, 기술적 오류로 인한 제품리콜(product recall caused 

by a technical error-machine caused)-1case, 인적오류로 인한 제품리콜(product recall caused by human error)-2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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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Coombs(1998)는 귀인차원 중 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의 단일 차원을 적용하여 Coombs, Hazleton, et al.(1995)의 위기유형을 

<그림 9>와 같이 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의 연속

선상에 배치하였다. 이는 귀인차원과 위기책임성의 관계에 대한 Coombs(1998)의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귀인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 분류는 귀인차원

에 대한 판단 결과가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Coombs(1998)는 이러한 가정이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Coombs, 

Hazleton, et al.(1995)이 위기유형 분류의 차원으로 적용한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 차원이 위기책

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외적통제성은 위기

책임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 차원을 위기책임성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차원으로 보고 Coombs, Hazleton, et al.(1995)의 위기

유형을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3)의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 배치시켰다. 따라

서 Coombs(1998)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에서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의 인식 

정도는 곧 위기의 책임성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oombs(1998)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첫째, 인적통제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위기유형의 분류가 가

능해 졌다. 기존의 격자형(grid type)의 위기유형분류는 네 가지 위기유형만 설명

할 수 있었지만 단일 분류차원을 적용함으로써 인적통제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위기유형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둘째, 위기유형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해졌다. 기존의 정방형의 위기유형분류방식에서는 두 가지 귀인차원에 대한 정보

만을 제공했으나 위기책임성의 단일 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위기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기 상황의 해석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3)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인적통제성/원인소재(personal control/locus of causality)의 의

미로 사용함 



- 51 -

그림 10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조직에 동시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한 조직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타난 조직에서는 공중들이 사고에 대한 책

임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는 위기대응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위기유형을 인적통제성의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인적통제성 정도에 따라 위기대응전략과 위기유형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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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의 위기책임성 인식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Coombs(1999a, 2000)는 기존 위기연구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을 위기에 대해 공중이 인식하는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표 8>과 같이 9가지 대표적인 위기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사성에 

따라 5가지 위기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위기유형 분류는 위기책임성(=인적

통제성)의 연속선상에 위기유형을 배치한 Coombs(1998)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책임성(=인적통제성)의 단일차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는 Coombs(1998)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와 동일하지만 기존의 위기유형들을 

종합하여 분류차원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8>의 위기유형은 사안에 대해 공중이 인식하는 조직의 책임성의 연속

선상에 위치하며 루머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이 낮고 조직의 범죄에 가까

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은 높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루머는 조직 또는 제품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로 제품이 

오염되었다는 것과 같은 루머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자연재해는 조직이 기후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로 지진, 홍수, 폭풍, 허리케인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셋째, 악의는 외부인이나 적대자들이 조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직

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로 제품 훼손, 납치, 악의적 루머, 테러, 스파이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기술적인 문제는 조직이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기술들이 오작동하거나 고장을 일

으킨 경우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산업 재해, 소프트웨어 오작동, 제품 리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작업장 폭력은 전직 또는 현직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다

른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로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도전은 불만을 품고 있는 스테이크홀

더들이 조직에 맞서는 경우로 불매 운동, 파업, 소송, 정부에 의한 과징금, 항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사고로 인해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 유출이

나 방사능 유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덟째, 인적문제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혼

란이 야기된 경우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업 재해와 제품 리콜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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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 정 의 예

루머(Rumors)
조직 또는 제품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제품이 오염되었다는 것과 같은 
루머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조직이 기후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

지진, 홍수, 폭풍, 허리케인 등

악의
(Malevolence)

외부인이나 적대자들이 조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피
해를 입는 경우

제품 훼손, 납치, 악의적 루머, 테
러, 스파이 활동

사
고(accidents)

기술적 문제
(Technical 

breakdowns)

조직이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기술들이 오작
동하거나 고장을 일으킨 경우

기술적 문제로 인한 산업 재해, 
소프트웨어 오작동, 제품 리콜 등

작업장 폭력 
(Workplace 
violence)

전직 또는 현직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 사건

도전(Challenges)
불만을 품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조직에 
맞서는 경우

불매 운동, 파업, 소송, 정부에 의
한 과징금, 항의 등 

대규모 피해
(Mega damage) 사고로 인해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 유출이나 방사능 유출

비
행(m

isdeeds)

인적 문제
(Human 

breakdowns)
사람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업 재해와 
제품 리콜

조직의 범죄
(Organizational 

misdeeds)

스테이크홀더를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주의 없이 조
직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는 행위,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계획적인 기만행위, 경영자
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표 8 공중의 위기책임성 인식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범죄는 스테이크홀더를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

음을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주의 없이 조직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로 사회

적 가치보다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는 행위,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계획적인 기만

행위, 경영자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Coombs(1999a, 

2000)의 이러한 위기유형의 분류는 기존의 위기연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기

유형들을 집대성하여 위기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서열화 했다는 점에서 위기 상

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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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의 위기책임성 인식에 따른 위기유형의 클러스터화

Coombs(1995, 1998), Coombs, Hazleton, et al.(1995) 등은 이들의 선행연구

에서  조직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인식된다면 즉, 인적통제성

(personal control)을 높게 인식한다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과 위기의 책임성(crisis 

responsibility)을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Coombs & Holladay(2002)

는 개인적 통제성과 위기의 책임성은 개념적으로는 별개의 것일지라도 두 변수

가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변수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기위해 개인적 통제성과 위기의 책임성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통제성과 위기의 책임성은 위기의 책임성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측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ombs & Holladay(2002)는 인적통제성과 위기

책임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를 위기책임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위기유형들을 위기의 책임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 군집으로 묶이는지를 분석하였다. Coombs 

& Holladay(2002)는 Coombs(1999a)의 9가지 주요 위기유형을 <표 9>와 같이 13가지 

위기유형으로 확장하고 각각의 위기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공중이  

인식하는 책임성 정도를 측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생자 클러스터

(victim cluster), 우발적 사고 클러스터(accidental cluster), 예방 가능한 사고 클러

스터(preventable cluster)의 3가지 위기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첫째, 희생자(victim) 클러스터에 속하는 위기유형은 위기로 인한 피해가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위기유형이다. 즉, 조직 또한 

위기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 희생자 클러스터에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소문(rumors), 작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 제품 훼손(product 

tampering)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위기유형들은 조직의 위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장 낮게 귀인 하는 속성을 지닌다. 

둘째, 우발적 사고(accidental) 클러스터에 속하는 위기유형은 조직의 비의

도적 행위와 관련된 위기유형으로 조직이 위기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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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 목 설 명

희
생
자
 군

(victim
 cluster)

①소문(rumor) 조직을 음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②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자연현상(an act of God)에 의해 조직이 피해를 입음

③악의(malevolence) 또는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

조직에 대항하는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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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발
적
 사
고
군

(accident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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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technical breakdown accident)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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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결함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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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가
능
한
 사
고
군

(preventable cluster)

⑨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human breakdown accident)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⑩인적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human breakdown product recall)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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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의도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저질렀으
나 그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경우

⑫경영상의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 management misconduct)

조직의 행위가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⑬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with injuries)

조직이 이해관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그
러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

표 9 공중의 위기책임성 인식에 따른 위기유형의 클러스터화

인식되는 위기유형들이다. 우발적 사고(accidental cluster) 클러스터에는 도전

(challenges), 대규모 피해(megadamage),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technical 

breakdown accidents),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리콜(technical breakdown recall) 유

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위기유형들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중간정

도로 귀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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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방 가능한 사고(preventable) 클러스터에 속하는 위기유형은 의도

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알면서도 법규나 규범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사고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 등

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식되는 

위기유형들이다. 이 클러스터에는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human breakdown 

accidents), 인적 실수로 인한 리콜(human breakdown recalls), 경영상의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management misconduct), 상해자가 없는 조직의 비

행(organizational misdeeds with no injuries),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with injuries)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 유형

들은 조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가장 강하게 귀인하는 위기유형이다. 

이와 같은 위기유형의 군집화는 Mitroff(1988),  Marcus & Goodman(1991), 

Pearson & Mitroff(1993)의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 가정을 전제한다. 그 기본 가정

은 모든 위기유형은 각각의 위기유형들의 구조적 유사성에 따라 그룹지어질 수 

있으며, 위기군집별 위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군집별로 하나의 위기대

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각의 위기군집에 속한 모든 위기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위기유형

에 대해 모두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위기유형의 구조적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하고 위기군집별 대응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각 위기군집에 속한 모든 위기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Coombs & Holladay(2002)는 Coombs(1999a)의 9가지 포괄적 위기유형

을 13가지 위기유형으로 확장하여 각 유형이 어떠한 군집으로 그룹화 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를 2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는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예방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사

실이 Heath(1994), Mitroff, Harrington & Gai(1996), Pauchant & Mitroff(1992) 등

의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으며 사고(accidents)와 제품리콜(product recall)과 같은 

위기유형은 기술적 결함(technical break down)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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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수(human error)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

고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분류해야 하며, 둘째, 조

직의 비행은 조직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법규나 규제를 위반한 경우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각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다 다양하게 위기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기유형들이 어떠한 위기 그룹에 포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6) 김영욱(2003)의 위기유형

김영욱(2003)은 모든 유형의 조직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유형의 분류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욱(2003)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조직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차원을 적용하

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기유형 분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 위

기유형 연구의 다양한 분류차원들 중 어느 한 가지 분류차원만을 적용하여 위기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어느 한 분류가 완벽하다거나(exhaustive), 다른 분류보

다 낫다고 보기 힘들뿐 아니라 서로 간에 독립적이지도 않다고(not mutually 

exclusive) 하였다. 따라서 김영욱(2003)은 위기발생 기간(갑작스런 위기, 만성적 

위기), 충격의 크기(대/소), 의도성(고의적, 비고의적), 원인 소재(내부, 외부) 등과 

같이 위기유형화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류차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분류차원들 중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차원을 이용하여 위기유형을 분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의 위기관리 연구자들이 적용한 분

류차원들 중 Newsom, Scott & Turk(1992)의 의도성 여부에 따른 분류차원, 

Pauchant & Mitroff(1992)의 기술·경제적인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른 분류차원, Coombs & Holladay(1996)의 위기의 원인소재에 따른 분류차원을 

적용하여 분류차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기유형 분류가 가능함을 위

기유형 분류의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Coombs(1999a)

의 9가지 위기유형들이 서로 다른 분류차원을 적용하여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Coombs(1999a)의 위기유형은 위기책임성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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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문(rumor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악의적공격(Malevolence), 기술적 문

제(technical breakdowns), 작업작 폭력(workplace violence), 도전(challenges), 대규

모피해(mega damage), 인적 문제(human breakdowns), 조직의 범죄(organizational 

misdeeds)의 9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문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은 

낮고 조직의 범죄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은 높다.

<그림 11>은 김영욱(2003)이 제시한 위기유형 분류의 첫 번째 예시로 위기

의 책임성과 위기성격(발생영역)의 분류차원에 따라 Coombs(1999a)의 위기유형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림 11>과 같은 위기 유형의 분

류차원을 적용하게 되면 Coombs(1999a)가 위기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위

기유형이 <그림 11>과 같이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게 된다. 즉, Coombs(1999a)의 

위기유형을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의 성격(기술경제적/인간․사회적)의 분류

차원을 적용하게 되면 자연재해, 작업장폭력, 소문, 악의적 공격 등은 책임성이 

낮고 기술․경제적 성격의 위기유형으로 분류되고 인적 문제, 대규모 피해, 도전 

등은 위기의 책임성이 높고 인간․사회적인 위기유형으로 분류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 대규모 피해, 조직의 비행 등은 위기의 책임성이 높고 기술·경

제적인 성격의 위기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1 위기책임성과 위기의 성격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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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위기책임성과 원인소재 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분류

<그림 12>는 김영욱(2003)이 제시한 위기유형 분류의 두 번째 예시로 위기의 

책임성(높음/낮음)과 위기의 원인소재(내부/외부) 분류차원에 따라 Coombs(1999a)의 

위기유형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Coombs(1999a)의 위기유형들을 책임성과 원인소재의 분류차원을 적용하여 

<그림 12>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책임성이 낮고 조직 내부에 위

기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현장비행 등이 해당되고 책임성이 낮고 위기원인

이 조직 외부에 있는 경우는 자연재해, 소문, 악의적 공격 등이 해당된다.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높고 조직 내부에 위기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 사람

에 의한 문제, 대규모 피해, 조직의 비행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이 높

고 위기 소재가 조직의 외부에 있는 경우는 도전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김영욱(2003)은 위와 같은 위기유형 분류의 예시를 통해 기술·경제적 문

제인가 또는 인간·사회적 문제인가와 같이 조직의 구조적인 환경을 반영한 분

류 차원과 위기책임성 또는 원인소재와 같은 질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 위기유형 

분류 방식은 해당 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공중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김영욱(2003)이 위기유형 분류의 예시를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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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기유형 분류에 정해진 원칙은 있을 수 없으며 조직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위기유형 분류차원을 찾는 것이 위기유형 분류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하며 조직이 가장 취약하고 발생 가능한 위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위기유형 분류방법이라는 것이다.

3) 위기유형분류 연구의 시사점

(1) PR연구의 위기유형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PR분야에서의 위기유형화 연구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기상황들을 단순화 또는 그룹화 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의 위기들에 개별적인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조직 자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급박한 대응

을 요구하는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기 상황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형화하고 위기유형별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위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위기유형분류 방식에 대한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모든 조직에 적합한 최적의 위기유형의 분류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양한 위기유형의 분류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위기유형의 분류방식은 다양한 분류기준과 차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마다 

조직이 속해있는 산업영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이나 조직이 속

해있는 산업 영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위기유형의 분류의 필요성이 부

각된다. 둘째, 위기유형분류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위기유형 분류가 나타

난다.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분류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그리고 분류차원에 따라 위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

은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분류차원을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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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보다 세분화 될 수도 있다. 이는 

위기유형의 분류차원, 위기유형 분류의 목적과 관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위기유형의 분류가 조직에 의미 있는 위기유형 분류가 되기 위해서

는 위기유형 분류의 목적과 위기를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어떠한 위기유형 분류

차원을 적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2) 스포츠조직을 위한 위기유형분류의 필요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위기상황을 유형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예

기지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수많은 위기들을 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묶어줌

으로써 위기에 대해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위기로 인한 조

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위기유형 분류에서 스포츠 관련 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위기

유형 분류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기존의 위기유형 분류를 스포츠조직에 적용하

기에는 부적절한 유형들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조직에 적합한 유일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있을 수 없으며 조직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분류가 바람직하

다는 김영욱(2008)의 주장은 스포츠조직을 위한 위기유형분류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스포츠산업에 속한 스포츠조직들은 ‘스포츠’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문화현상이 파생시키는 스포츠파생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파생상품의 

가치는 파생시키는 상품의 가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스포츠파생상품은 스포츠

의 가치와 연계되어 하나의 ‘스포츠파생 가치네트워크(sport derived value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강준호, 2005). 이처럼 스포츠조직들은 스포츠파생 가

치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가치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궁극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스포츠조직에 위

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가치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형화 

하는 것은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해 선결되어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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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 또는 이미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위기커뮤니

케이션 차원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사회심리학적 관점

에서 인간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자기

표현을 유형화한 인상관리전략, 둘째, 위기 시 개인이나 조직이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유형화한 Benoit의 이미지회복전략, 셋

째, 인상관리전략과 이미지회복전략을 통합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중

의 인식과 반응에 초점을 맞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상관리전략(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

인상관리이론(impression management theory)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활발

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이다. 인상관리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Goffman(1959)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상을 심어줌으

로써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고 타인들에게 형성되

는 자신의 이미지 또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기표현 행위를 시도하는

데 이를 인상 관리 전락(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이라 한다. 한편, 

Dutton & Dukerich(1991), Elsbach & Sutton(1992), Marcus & Goodman(1991), 

Scott & Meyer(1991) 등은 이러한 인상 관리 전략,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표현(self-presentation) 전략들을 조

직측면의 인상관리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은 자신들의 이

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메시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유

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Elsbach & Sutton, 1992). 특히, Allen & Caillouet(1994)은 

조직에 대한 인상 또는 이미지가 훼손되고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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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메시지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프레임을 개인차원의 

인상 관리 전략으로 하고 있다. 

Allen & Caillouet(1994)은 조직은 자신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하고 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활

용하는 전략들을 인상 관리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조직의 홍보 실

무자, 최고경영자 등 조직이 만들어내는 공식문서, 홍보물, 담화문, 조직구성원들

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에 대한 메시지 등에 포함된 799개의 진술문에 대

한 내용분석을 통해 <표 9>와 같이 19가지의 조직이 사용하는 인상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 기준은 기존문헌에서 분류한 개인수준의 인상 

관리 전략 프레임을 따랐으나 기존 분석프레임에 속하지 않은 전략은 메시지의 

유사성과 공통성에 따라 별도의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난

(denouncement)과 사실왜곡(factual distortion)이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역

할모델(role model)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환심 사기(ingratiation)전

략의 하부전략으로 추가되었다.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은 크

게 7개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각 범주별 하부전략들은 메시지 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하부전략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각각의 전략은 서로 다른 전략으로 보았다. 

변명(excuse)전략은 사안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부정하는 전략으로 “우

리 조직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도부인(denial of 

intention)전략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영향을 인지

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지부

인(denial of volition)전략은 사안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사안을 통제할 수 없었다거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전략이다. 행위자부인(denial of agency)전략은 조직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정당화(justification)전략은 사안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받아들이지만 사

안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직의 잘못은 부정하는 전략이다. 피해의 부정(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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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관리 전략 유형

변명(Excuse) : 사안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부정(Scott & Lyman, 1968)

의도부인(Denial of  intention) :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영향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Tedeschi & Riess, 1981)

의지부인(Denial of  volition): 사안에 대해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Tedeschi & Riess, 1981)

행위자 부인(Denial of  agency): 조직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음을 주장
(Tedeschi & Riess, 1981)

정당화(Justification) : 사안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받아들이지만 사안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책임은 부정(Scott & Lyman, 1968)

피해의 부인(Denial of  injury): 조직은 사고가 발생했음은 시인하지만 사안의 결과가 사소한 것이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므로 사안이 허용될만한 것임을 주장(Scott & Lyman, 1968)

희생의 부인(Denial of  victim): 피해자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허용할 만한 것
임을 주장(Scott & Lyman, 1968)

비난자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 조직이 행위를 시인하지만 해당사안과 조직의 행위는 무
관한 것이며 보다 나쁜 행위는 제 3자가 범하고 있다고 주장(Scott & Lyman, 1968)

부정적 사건의 와전(Negative  events Misrepresented): 사안이 와전되었음을 주장(Tedeschi & Riess, 
1981)

환심사기(Ingratiation) : 청중의 용인(approval)을 얻고자 하는 시도(Jones, 1964; Jones, Gergen &  
             Jones, 1963)

자기강화(Self-enhancing  communication): 목표대상에게 조직의 긍정적 특성, 동기, 의도를 설득하려
는 시도(Employee, DEQ hearing)

역할모델(Role model): 조직이 본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Allen & Caillouet, 1994)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노사관계의 질이나 사회기여활동 등과 같이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암시(Allen & Caillouet, 1994)

타자 강화(Other-enhancing  communication): 조직에 대한 공중의 용인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
한 칭송, 아첨 등의 방법으로 목표대상을 추켜세우는 행위(Jones, 1964; Jones et al, 1963)

의견일치 또는 동조(Opinion  Conformity):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태도, 신념 등이 공중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유사)함을 주장(Jones, 1964; Jones et al, 1963)

위협(Intimidation) :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이해관계자나 비난자를 상대로 조직의 힘을 동원하여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행위(Jones & Pittman, 1982)

사과(Apology): 조직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Schlenker, 1980; Tedeschi & Riess, 1981)

비난(Denouncement): 특정 외부인이나 단체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Allen & Caillouet, 1994)

사실왜곡(Factual  distortion): 특정 사안에 관해서 알려진 내용이 외곡 되었음(사실과 다름)을 주장
                            (Allen & Caillouet, 1994)

표 10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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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jury)전략은 사고가 발생했음은 시인하지만 사안의 결과가 사소한 것이며 아

무도 다치지 않았으므로 사안이 허용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이다. 희생부

인(denial of victim) 전략은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

로 조직의 행위가 허용할 만한 것임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비난자비난

(condemnation of condemner) 전략은 조직이 해당 행위를 했음을 시인하지만 해당

사안과 조직의 행위는 무관한 것이며 보다 나쁜 행위는 제 3자가 범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 전략이다. 부정적 사건의 와전(Negative events Misrepresented) 전략은 사안

이 와전되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환심 사기(ingratiation) 전략은 조직의 행위에 대한 공중의 승인(approval)

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자기강화(self-enhancing  communication) 전략은 목표

대상에게 조직의 긍정적 특성, 동기, 의도를 설득하려는 전략이다. 역할모델(role 

model) 전략은 조직이 본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사회

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전략은 노사관계의 질이나 사회기여활동 등과 같이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타자 강화

(other-enhancing communication) 전략은 조직에 대한 공중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칭송, 아첨 등의 방법으로 목표대상을 추켜세우는 전략이다. 

의견일치 또는 동조(opinion  conformity)전략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태도, 신

념 등이 공중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유사)함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위협(intimidation)전략은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이해관계자나 비난자를 상대

로 조직의 힘을 동원하여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략이다. 

사과(apology)전략은 조직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전략이다. 비난

(denouncement)전략은 특정 외부인이나 단체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이

다. 마지막으로 사실왜곡(factual distortion)전략은 특정 사안에 관해서 알려진 사

실이 맥락에서 벗어났으며 일정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관리전략은 개인수준의 인상 관리 전략을 

조직수준의 인상 관리 전략의 분석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개인과 조직이 사용

하는 인상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조직은 환심사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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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사과전략은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Allen & Caillouet(1994)이 제시한 인상 관리 전략은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

을 때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위기 상

황에서 어떠한 인상 관리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2) 이미지 회복 전략(image restoration strategies)

Benoit(1995)는 외부의 공격이나 비난, 불만 등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조직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의 커뮤

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을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

직이 자신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 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이미지 회복 전략이라고 칭한다.

Benoit(1995)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을 유형화 

하였는데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은 Burke(1973)의 드라마이론(theory of 

dramatism), Ware & Linkugel(1973)의 사과이론(theory of apologia), Scott & 

Lyman(1968)의 설명이론(classic work on account)의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Burke(1973)의 드라마이론(theory of dramatism)은 Burke(1969) 자신

의 죄의식 이론(theory of guilt)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드라마이론은 사람들의 행

동에는 항상 동기가 있으며 이러한 동기의 저변에는 죄의식이 있다고 보고 사람

들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대

표적인 유형을 희생양 만들기(victimage or scapegoating)와 용서를 구하는 사과

(apology)로 분류하였다.

둘째, Ware & Linkugel(1973)의 사과이론(theory of apologia)은 개인이 위

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사학적

(rhetorical) 자기 방어 방법을 유형화한 이론이다. 사과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위

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정(denial), 입지강화(bolstering), 차

별화(differentiation), 초월(transcendence)의 네 가지 수사학적 자기방어 전략을 



- 67 -

구사한다. 부정(denial)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고, 입지강화(bolstering)은 

위기 상황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긍정적 행위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차별화(differentiation)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유사한 행위와 어

떤 점에서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초월(transcendence)은 자신의 행위가 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Ware & 

Linkugel(1973)은 이들 네 가지 방법을 개량전략(reformative)과 변화전략

(transformative)의 두 가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부정과 입지강화 방법은 청중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개

량전략(reformative)으로 분류하였고 차별화와 초월은 청중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

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변화전략(transformative)으

로 분류하였다.

셋째, Scott & Lyman(1968)의 설명이론(classic work on account)은 조직이

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설

명이론에 따르면 조직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의 평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변명(excuse)과 정당화(justification) 방법이다. 변명(excuse)은 자

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당화(justification)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

하지만 그 행위가 크게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Scott & 

Lyman(1968)의 변명전략에는 사고(accidents), 불능상태(defeasibility), 본능적 충동

(biological drives),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의 네 가지 하부전략이 있으며, 정당

화전략에는 피해의 거부(denial of injury), 희생자에 대한 거부(denial of victim), 

공격자 비난(condemning the condemners), 충성심에 호소(appeal to loyalty), 감정

에 호소(sad tales), 자아실현에 호소(self-fulfillment)의 여섯 가지 하부전략으로 

분류하였다.

Benoit(1995)는 이상의 세 가지 이론을 종합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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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표 11>과 같이 부정(denial), 책임

회피(evading responsibility), 사건의 공격성 감소(reducing offensiveness of the 

event),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 사죄(apologia)의 다섯 가지 범주와 14개 이미지 

회복 전략으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부인(denial)전략은 조직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

지 않았으며 비난 받는 상황과 조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부인(denial)전략에는 단순부인(simple denial)과 비난전가전략(shifting the blame)

의 두 가지 세부 전략이 있다. 단순부인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자신이 아

무런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비난전가는 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비난 받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Scott & Lyman(1968)의 희생양 만들기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둘째, 책임회피

(evading responsibility) 전략은 공격받는 행위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자 하는 전략으로 책임회피(evading responsibility) 전략에는 도발(provocation), 불

가피성(defeasibility), 사고(accident), 좋은 의도(good intention)의 네 가지 세부 전

략이 있다. 도발(provocation)은 비난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행위는 단지 외

부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외부의 도

발에 대한 타당한 행위였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Scott & Lyman, 1968). 

불가피성(defeasibility)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

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Scott & Lyman, 1968; Schonbach, 1980; Tedeschi & 

Reiss, 1981; Semin & Manstead, 1983). 사고(accident)는 비난 받는 상황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행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Scott & Lyman, 1968; Tedeschi & 

Reiss, 1981; Semin & Manstead, 1983). 종은 의도(good intention)는 행위의 결과

가 나쁘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좋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것

이다(Ware & Linkugel, 1973). 

셋째, 사건의 피해 줄이기 전략(reduce offensiveness)은 조직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동에 대한 심각성이 높지 않다고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피

해줄이기 전략에는 입지강화(bolstering), 최소화(minimization), 차별화(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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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종류 예시 비고

부
정

(denial)

단순부정
(simple denial)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Ware & Linkugel(1973)
Schonbach(1980), Schlenker(1980), Semin & 

Manstead(1983), Tedeschi & Reiss(1980)
비난전환

(shifting the 
blame)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였다
Burke(1970)

Scott & Lyman(1968)

책
임
회
피

(evading  responsibility)

도발
(provocation)

나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동
에 대한 반응이다

Scott & Lyman(1968)

불가피성
(defeasibility)

나의 행위는 정보의 부족 혹은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 한다

Scott & Lyman(1968), Schonbach(1980), Tedeschi 
& Reiss(1981),  Semin & Manstead(1983)

사고
(accident)

나의 행위는 불가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Scott & Lyman(1968), Schonbach(1980), Semin 
& Manstead(1983)

좋은 의도
(good intention)

그 행위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Ware & Linkugel(1973)

사
건
의
 공
격
성
 축
소

(reducing offensiveness of the event)

강화
(bolstering)

행위(자)의 (기존의)좋은 점을 
강조

Ware & Linkugel(1973)

최소화
(minimization)

행위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음
Sykes & Matza(1957), Scott & Lyman(1968), 
Schonbac(1980), Schlenker(1980), Tedeschi & 

Reiss(1981), Semin & Manstead(1983)

차별화
(differentiation)

다른 유사 사건보다 피해가 적음

Ware & Linkugel(1973)
Sykes & Matza(1957), Scott & Lyman(1968), 
Schonbac(1980), Schlenker(1980), Tedeschi & 

Reiss(1981), Semin & Manstead(1983)

초월
(transcendence)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한 
행위임

Ware & Linkugel(1973)

공격자
공격

(attack accuser)
공격자의 신뢰도를 줄임

Rosenfield(1968), Sykes & Matza(1957), Scott 
& Lyman(1968), Schonbach(1980), Semin & 
Manstead(1983), Tedeschi & Reiss(1981)

보상
(compensation)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음 Schonbach(1980),

교정행위
(corrective action)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부정적)결과를 해결하
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함

Benoit(1997)

사죄
(mortification)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 함.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뒤
따름

Burke(1970, 1973), Schonbach(1980)

출처: Benoit(1995). p. 95. 예시는 이철한(2007)에서 재인용

표 11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전략 



- 70 -

초월(transcendence), 공격자 공격(attack accuser), 보상(compensation)의 여섯 가지 

세부 전략이 있다. 입지강화(bolstering)는 조직의 긍정적 측면이나 과거에 조직이 

행했던 긍정적 행위들을 묘사함으로써 청중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강화 

하고 비난받는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Ware 

& Linkugel, 1973). 최소화(minimization)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이전보다 적음을 

주장함으로써 비난받는 행위와 관련된 부정적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기 담당자의 명성은 피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Sykes & Matza, 1957; 

Scott & Lyman, 1968; Schonbach, 1980; Schlenker, 1980; Tedeschi & Reiss 1981; 

Semin & Manstead, 1983). 차별화(differentiation)는 조직이나 개인이 행한 행위가 

다른 유사한 행위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그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건과 다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Ware & Linkugel, 1973). 

초월(transcendence)은 자신의 행위를 더 큰 맥락의 대의명분 차원에서 이해하도

록 하려는 시도로 행동의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그 의도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Sykes & Matza, 1957; Scott & Lyman, 1968; 

Schonbach, 1980; Schlenker, 1980; Tedeschi & Reiss 1981; Semin & Manstead, 

1983). 공격자 공격(attack accuser)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상을 오히려 공격하는 

전략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대상이 주장하는 근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공

격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이다(Rosenfield, 

1968; Sykes & Matza, 1957; Scott & Lyman, 1968; Schonbach, 1980; Semin & 

Manstead, 1983; Tedeschi & Reiss, 1981). 보상(compensation)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 하기위해 피해를 변상해주거나 보상해주는 

전략이다(Schonbach, 1980).

 넷째,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는 비난받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 하거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이다(Benoit, 

1997). 마지막으로 사죄(mortification)는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

는 전략이다(Burke, 1970, 1973; Schonbach, 1980). 한편, 김영욱(2008)은 Benoi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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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 회복 전략 외에 지금까지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에서 제기된 기타 

대응 전략들을 추가하여 <표 12>와 같이 정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McLaughlin, 

Cody & O'Hair(1983)는 사건에 대해서 일절 논평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침묵전략

을 하나의 전략으로 주장한바 있으며, Englehardt, Sallot & Springston(2004)은 보

상과 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성은 회피하면서도 위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민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연민 표현 (compassion without blame)’전략과 상황

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사건을 설명할 여지를 남겨두는‘모호한 표현 

전략(equivocation)’을 주장한바 있다. 

이미지 회복 전략 의미

부인(denial)
단순부인(simple denial) 사건의 부인

비난 전가(shifting the blame) 사건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비난 전가

책임 회피
(evading 

responsibility)

희생양 만들기
(provocation, scapegoating)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

불가항력(defeasibility) 불가항력적이었음을 드러냄

사고(accident) 단순한 사고로 묘사

좋은 의도(good intentions) 의도 자체는 좋았음을 주지시킴

사건의 공격성 축소
(reducing 

offensiveness of 
event)

입지강화(bolstering) 예전의 선행을 들어 입지를 강화

최소화(minimization) 사건 자체가 사소한 것임을 드러냄

차별화(differentiation) 사건의 차별성을 드러냄

초월(transcendence) 더 큰 맥락, 대의명분을 드러냄

비난자 공격(attack accuser) 비난자를 오히려 공격함

보상(compensation) 피해를 보상함

수정행위(corrective action) 행동 수정, 사건 이전 상태로의 수정

사과(mortification, apology)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

침묵(simple)
단순침묵(simple salience) 무대응

숨기기(hiding) 일부러 숨김

연민표현(compassion without blame) 책임을 지지 않고 연민을 표함

모호함(equivocation) 사실과 상관없이 모호하게 표현

*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2008)에서 재인용

표 12 김영욱(2008)의 이미지 회복 전략과 조작적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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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Coombs는 위기대응전략 연구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로서 위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학자이다. 특히,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을 제안하면서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Coombs는 위기 상황(crisis situation)

이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보고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떤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할 것

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유형화 하고 조직

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용 가능한 위기 대응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위기 상황과 대응전략의 관계를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위기 상황별로 선택 가능한  위기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Coombs는 지속적으로 위기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하면서 발전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해왔는데 이를 분류한다면 크게 집대성 단계, 이론화 단계, 공중지향

단계의 3단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집대성 단계는 기존연구문헌들에서 

나타난 대응전략들을 조사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리스트화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단계는 기존의 대응 전략들

의 유사성과 공통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이론화 단계는 개발한 

대응전략들을 위기에 대한 책임의 수용정도를 분석하여 책임의 수용성에 따라 

서열화 함으로써 조직이 위기에 대한 책임 수용정도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사용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위기의 책임 수용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분류함으로써 위기 상황과 위기대응전략의 관계를 설

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공중지향 단계는 메시

지를 수용하는 공중의 입장에서 공중들이 조직이 발표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인

식하는지 분석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위기대응전략들이 조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 수용정도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대응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공중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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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관점

을 조직에서 공중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 Coombs가 제시한 위기대

응전략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대성 단계

Coombs(1995)는 위기대응전략은 조직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고안된 메시

지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연구 문헌(Allen & Caillouet, 1994; 

Barton, 1993; Benoit, 1992; Berg & Robb, 1992; Dionisopolous & Vibbert, 1988; 

Icc, 1991; Marconi, 1992; Marcus & Goodman, 1991; Metts & Cupach, 1989; 

Mitroff & Pearson, 1993; Newsom et al., 1992; Regester, 1989; Russ, 1991; and 

Ware & Linkugel, 1973)에서 개발된 다양한 위기대응전략을 통합하여 위기대응

전략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들 중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과 Benoit(1992)의 이미지 회복 전략 목록이 Coombs(1995)가 참고한 전략의 

중심을 이룬다. Allen & Caillouet(1994)은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 문헌

들을 조사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사용하는 인상 관리 전략 목록을 개발하였다. 반

면 Benoit(1992)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자기 

방어 언변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이미지 회복 전략 목록을 개발하였다. 

Coombs(1995)는 인상 관리 전략(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과 이미

지 회복 전략(image restoration strategies)들을 위기대응전략으로 종합하기 위해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대응 전략을 통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중복되는 전략들

은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사한 전략들은 더 큰 범주

로 그룹화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대응전략을 다섯 가지 범주의 위기대

응 전략으로 <표 13>과 같이 제안하였다. 다섯 가지 위기대응 전략은 위기부인전략

(nonexistence strategies), 거리두기전략(Distance Strategies), 환심사기전략(ingratiation 

strategies), 사과전략(mortification strategies), 동정전략(suffering strategies)이다. 다섯 

가지 위기대응전략의 대분류는 동정전략(Suffering Strategies)을 제외하고 각각의 세

부 하위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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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부인전략(Nonexistence Strategies)

1. 부정(denial)

2. 설명(clarification)

3. 공격자공격(attack)

4. 위협(intimidation)

거리두기전략(Distance Strategies)

1. 변명(excuse)

a. 의도의 부인(denial of intention)

b. 의지의 부인(denial of volition)

2. 정당화(justification)

a. 피해의 최소화(minimizing injury)

b. 희생의 불가피성(victim deserving)

c. 사건의 와전(misrepresentation of the crisis event)

환심사기전략(Ingratiation Strategies)

1. 입지강화(bolstering)

2. 초월(transcendence)

3. 칭송(praising others)

사과전략(Mortification)

1. 개선(remediation)

2. 회개(repentance)

3. 교정(rectification)

동정전략(Suffering Strategy)

표 13 Coombs(1995)의 위기대응 전략(집대성 단계)

각각의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부인전략은

(nonexistence strategies)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위기부인전략의 목적은 위기와 조직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 때문에 이들 전략의 메시지는 위기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

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위기부인전략은 네 가지의 하부전략으로 구성된다. 

네 가지 하부전략은 부인(denial), 설명(clarification), 공격자 공격(attack), 위협

(intimidation) 전략이다. 부인(denial) 전략은 단순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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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Benoit, 1992; Marcus & Goodman, 

1991; Sharkey & Stafford, 1990). 설명전략(clarification)은 부인전략이 확장된 전

략으로 부인전략에 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된 전략이

다. 공격자 공격(Attack)전략은 좀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허위보고한 대상과 대결하는 전략이다(Benoit, 1992; Metts & Cupach, 1989). 조직

은 잘못된 기사를 쓰거나 거짓 주장을 펼침으로써 조직의 위기를 유발한 대상을 

공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빌석유회사(Mobil Oil Corp)는 가격담합이라는 허위

의 기사를 보고한 CBS를 공격한바 있다(Sethi, 1987). 위협전략(intimidation)은 위

기부인전략 중 가장 공격적인 전략으로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위기를 유발한 외

부의 행위자를 위협하는 전략이다(Allen & Caillouet, 1994). 소송이나 물리적 폭

력이 위협 전략의 형태이다.

거리두기전략(Distance strategies)은 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위

기와 조직과의 관련성이 약함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조직에 전이

되는 부정적 감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다. 거리두기전략에는 변명(excuse)과 정당

화(justification)의 두 가지 하부전략이 있다. 변명전략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

임성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변명전략은 다시 의도부인전략(denial of 

intention)과 의지부인전략(denial of volition)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희생양 만들기

는 의지부인전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Coombs, 1995). 정당화 전략은 위기

와 관련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Metts & Cupach, 1989; 

Sharkey & Stafford, 1990). 정당화 전략에서 조직은 위기 상황이 유사한 다른 위

기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공중에게 확신시키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석유

회사는 회사의 기름 유출사고가 Exxon Valdez 사의 기름유출 사고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다(Benoit, 1992). 정당화전략은 상해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전략과 피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전략 그리고 사건이 와

전되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의 세 가지 하부전략이 있다(Allen & Caillouet, 1994).

환심사기전략(ingratiation strategies)은 조직에 대한 공중의 호감을 얻기 위

해 행동을 취하는 전략이다(Allen & Caillouet, 1994).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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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 성격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행위이지만 위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공중의 호감은 조직과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환심사기전략에는 입지강화(bolstering), 초월(transcendence), 칭

송(praising others)의 세 가지 하부전략이 있다. 첫째, 입지강화(bolstering)는 조직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 측면을 상기시키는 것이다(Ice, 1991). 과거의 기

부 행위나 공정한 노사관계의 역사 등을 상기시키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조직

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들은 위기가 조직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시

킬 수 있다(Coombs, 1995). 둘째, 초월(transcendence)은 위기 상황이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대의명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Benoit, 

1992). 공중은 위기의 세부적인 사항보다 대의명분을 더 고려한다(Ice, 1991). 초

월전략에서 위기는 공중이 받아들일 만한 더 큰 대의명분 차원에서 정의되어 진

다. 예를 들어, 아폴로 1호의 폭발 사고를 우주공간의 탐사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공중에게 우주비행사의 죽음을 이러한 대의명분과 합법적 

탐사의 일부분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한 것은 초월전략의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초월전략은 이러한 대의명분과 관련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중과 

조직 간에 일체감을(identification)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Allen & 

Caillouet, 1994). 셋째, 칭송전략(praising others)은 조직의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대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칭찬한다. 대상 집단에 대한 조직의 칭송은 대상 집단이 조직을 

좋아하게 만든다(Allen & Caillouet, 1994).

사과전략(mortification strategies)은 공중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위기에 대

한 공중의 용인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사과전략에는 개선(remediation), 회개

(repentance), 교정(rectification)의 세 가지 하부전략이 있다. 개선(remediation)전

략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 물자원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

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Marcus & Goodman, 1991; Sharkeky & Stafford, 

1990). 위기로 인한 피해자나 상해를 입은 공중을 돕는 등의 긍정적 행위를 취함

으로써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 수 있으며, 조직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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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움으로써 공중은 조직을 용서하기 시작한다. 회개전략(repentance)은 조직이 

위기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전략을 말한다(Sharkey & Stafford, 

1990). 공중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조직의 비행을 용서함으로써 위기와 관련된 부

정적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다(Marcus & Goodman, 1991). 

동정전략(suffering strategies)은 위기대응전략 중에 하부전략이 없는 단일 

전략으로 공중으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보다

는 긍정적 측면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정전략은 조직을 오히려 외부의 악

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묘사한다. 존슨 & 존슨사가 조직외부

의 누군가가 제품에 독극물을 투약한 사건에 대해 회사를 피해자로 주장한 사례

가 동정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이론화 단계

Coombs(1998)는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image restoration 

strategies)과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 그리고 Griffin, Babin & Attaway(1991), Hearit(1994), Hobbs(1995), 

Ice(1991) 등의 위기대응전략들을 종합하여 <표 14>와 같이 위기대응전략을 유형

화 하였다. Coombs(1998)는 위기대응전략의 유목 수는 연구자가 얼마나 세분하느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Benoit(1995)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위기대응전략의 

정확한 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응전략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위기대응전략들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위기 관리자가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Coombs(1998)

는 McLaughlin, Cody & O'Hair(1983)와 Marcus & Goodman(1991), Siomkos & 

Shrivastava(1993)의 연구에서 다양한 위기 대응 전략들을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

의 전적인 수용과 책임의 전적인 부정이 양극단에 위치하는 연속선상에서 이해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 14>의 7가지 위기 대응 전략을 위

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수용과 방어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켰다. 

McLaughlin et al(1983)은 Schonbach(1980)의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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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사안(failed event)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분석할 때 개인이 이미지 회복을 위해 어떠한 입장

을 취하고 있는지를 완화(mitigation)와 악화(aggravation)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하

였다. 완화(mitigation)는 사건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위로(concern)를 표시하고 명

백하게 자신의 잘못(guilt)을 인정하는 것으로 용인(concession)과 변명(excuse)전

략이 완화전략에 해당한다. 반면 악화(aggravation)는 행위자(actor's)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잘못(guilt)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화(justification)와 

거절(refusal)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McLauglin et al., 1983). Coombs(1998)는 이러한 

이미지회복 전략 정 의

방
어
적
 전
략

(defensive)   

공격자공격
(attack the accuser)

위기를 유발한 대상을 소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의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

부정(denial)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지
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

변명(excuse)
위기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위기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없었음을 주장 

정당화(justification)

공중들이 위기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
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사건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 위기로 인한 피해
나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피해나 상해가 불가피 했
음을 주장

수
용
적
 전
략

(accom
m

odative)    

환심사기(ingratiation)
위기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조직을 좋게 생각하도록 하기위해 기획된 
행위로 조직이 과거에 공중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음을 상기시킴

개선행위
(corrective action)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위기가 재발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행위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사과(full apology)
위기에 대한 조직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 사과를 
동반한 금전적, 물적 보상이 이루어짐 

표 14 Coombs(1998)의 위기대응 유형(이론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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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aughlin et al(1983)의 방식을 위기 대응 전략에 적용할 때 완화는 위기로 인한 

희생자(victims)를 돕고자 하는 전략으로, 반면 악화는 조직을 방어하려고 하는 전략

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rcus & Goodman(1991)은 McLauglin et al(1983)과 유사한 방식으

로 위기에 직면한 조직이 대응하는 방법을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과 방어적

(defensive) 전략으로 이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용적 전략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Union Carbide사가 희생자를 

위해 백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하거나 고아원을 설림하기로 한 것은 대표

적인 수용적 전략의 예이다. 반면, 방어적 전략은 사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거나 위기가 사고나 실수 또는 외부의 방해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함

으로써 위기에 대한 의도성을 부인하거나 조직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

하는 전략이다(Marcus & Goodman, 1991). 대표적인 방어적 전략의 예로 Union 

Carbide사의 기름유출 사고 시에 외부의 파괴적 행위(sabotage)에 의해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Siomkos & Shrivastava(1993)는 제품결함의(product harm) 위기 시에 

조직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전략들

은 위기 책임성의 수용정도에 따른 연속선상에서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

(denial), 비자발적 제품 리콜(involuntary product recall), 자발적 제품 리콜

(voluntary product recall), 최선의 노력(super effort)의 네 가지 수준의 대응전략

을 제시하였다. 부정전략은 조직의 책임 수용정도가 가장 낮은 전략으로 조직의 

제품결함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부정하는 전략이고 비자발적 제품 리콜은 규제

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 제품을 리콜 하는 전략이다. 반면, 자발적 제품 리콜은 

규제기관의 명령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

로 최선의 노력 전략은 조직의 책임 수용 정도가 가장 높은 전략으로 고객의 복

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제품 리콜뿐만 아니라 

보상, 샘플제품의 제공, 제품할인, 쿠폰제공 등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전략이다. Siomkos & Shrivastava(1993)는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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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전략 중 자발적 제품 리콜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최선의 노력전략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 수용성을 보이지만 비용효율 측면

에서 볼 때 자발적 제품 리콜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 14>의 위기대응전략은 기존의 위기대응전략들을 종합하여 유

목화 하고 이들을 McLaughlin, et al.(1983), Marcus & Goodman(1991), Siomkos & 

Shrivastava(1993)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 수용성 정도

의 연속선상에 배치하였다. <표 14>의 위기대응전략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자 공격(attack the accuser)은 위기 관리자들이 위기 상황과 관

련하여 위기를 유발한 대상을 조직의 힘을 사용하여 제압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둘째, 부인(denial)은 조직이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변명(excuse)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고 조직이 위기상황에 대해 일

정부분 관여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를 말한다. 넷째, 정당화(justification)는 어떤 곤경을 만들어 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사건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부정하거나 최

소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거부보다는 변명이, 변명보다는 정당화가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섯째, 환심사기

(ingratiation)는 Benoit(1995)의 자기입지강화 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조직의 주

요 공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거나 조직이 과거에 공중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음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환심사기는 Coombs(1999a)의 책임성 수용정도

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려한다거

나지지 않으려 한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일정한 책임을 느끼지만 

과거의 우호적인 행동으로 공중들이 위기 상황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바

라는 것이다. 여섯째,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단순한 보상행위와 다른 점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과(full apology)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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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과 관련하여 조직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과는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공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 

Coombs(1998)의 위기대응전략이 이전에 제시한 위기대응전략과 다른 점은 

이전의 위기대응전략이 기존의 인상관리전략과 이미지회복전략들 간의 유사성과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합하여 리스트화한 것이라면 Coombs(1998)의 위기대응전략

은 수용적인 전략과 방어적인 전략의 연속선상에 배열하였다는 점이다.

  

(3) 공중지향 단계

Coombs(2006a)는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

여 왔으나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대응전략들은 메시지를 발송하는 전달자(조직의 

위기관리자) 입장에서(sender-oriented) 연구되어져 왔으며, 개발된 다양한 위기 

대응 전략들은 조직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공중(이해관계자)은 조직(위기관

리자)이 의도한 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Coombs(2006a)는 조직이(위기관리자) 전달한 메시지가 공중(이해관계자)에게 어떻

게 해석되어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즉, 공

중 지향적(receiver-oriented)인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Coombs(2006a)은 공중이 위기 대응 전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검증하

기 위해 기존의 위기 대응 전략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10가지의 위기 대응전

략 목록을 작성하고 공중이 유사하게 인식하는 대응전략들을 <표 15>와 같이 부

정하기(denial response option), 최소화하기(diminish response option), 재건하기

(deal response option)의 3가지 인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0가지 위기 대응 전략 

유형은 Coombs(1999)의 위기대응전략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크게 3가지의 

변화를 주었다. 첫째, 수정행위전략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수정행위

(corrective action)는 위기상황에서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략이라기

보다는 위기발생 이후에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하는 위기관련 정

보(instruction information)로 보았다. 위기관련 정보란(instruction information)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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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알아야하고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정보와

(crisis basic information), 위기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정정보

(correction)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희생양 만들기(scapegoat) 전략이 추가되었다. 희생양 만들기 전략은

Benoit(1995)와 Hobbs(1995)의 연구에서 개념상 분류가 모호한 전략으로 이해되었

으나 Coombs(2006a)는 환심사기 전략이 조직의 책임수용정도 측면에서 공중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어지는 지를 측정하여 위기대응전략으로 추가하였다. 

전략방향 전략 정  의

부정하기
Deny 

Response 
Option

공격자 공격
(attack the accuser)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직이 위협받고 있다
고 주장함으로써 조직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나 집단에 맞서는 전략

부인
(denial)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희생양만들기
(scapegoat)

위기에 대해 조직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

최소화하기
Diminish
Response
Option

변명(excuse)
해를 끼칠 의도를 부인하거나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
해 통제할 수 없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을 최소화하는 전략

정당화
(justification)

위기로 인한 피해나 상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피해가 작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

재건하기
Deal

Response
Option

환심사기
(ingratification)

관련 이해관계자를 칭송하거나 조직이 행한 과거의 좋은 업적들을 
상기시키는 전략

염려
(concern)

위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염려를 표현함

연민표현
(compassion)

위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금적, 물적 보상을 제공

유감표현
(regret)

위기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

사죄
(apology)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를 구함

표 15 Coombs(2006a)의 대응 옵션에 따른 위기 대응 전략(공중지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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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민표현(compassion), 염려(concern), 유감표현(regret) 전략이 추가되

었다. 그 근거로 위기관리 연구에서(Augustine, 1995; Coombs, 1998; Tyler, 1997; 

Sen & Egelhoff, 1991) 희생자에 대한 동정표현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Coombs(2006a)는 조직의 위기관리자들은 <표 15>의 위기대응전략을 바탕

으로 조직의 위기 상황이 공중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기대응전략의 범주 안에서 세부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정하기(deny response option) 전략을, 공중이 위기를 덜 심각하거나 

덜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고자 할 때는 최소화하기(diminish response 

option) 전략을, 그리고 공중이 조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위기

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 재건하기(deal response 

option)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공중의 대응전략 인식유형에 따른 각각의 위기대응전략 범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하기(deny response option) 옵션은 위기가 존재하

지 않는다거나 조직이 위기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구

체적인 전략은 공격자 공격(attack the accuser), 부인(denial), 희생양 만들기

(scapegoat) 전략이 있다. 공격자 공격은 위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위기에 대

한 조직의 책임성 주장에 대해 반증함으로써 위기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부인(denial)전략은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

이다. 희생양 만들기(scapegoat)전략은 위기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조직 외부의 다

른 사람에 의해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발생한 위기는 조직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둘째, 최소화하기(diminish response option) 옵션은 위기가 발생하였고 조

직이 위기 상황에 관여되어 있음은 인정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을 최소화하기위한 전략으로 변명(excuse)과 정당화(justification) 전략이 있다. 변

명전략은 위기 상황이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 상황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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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조직의 책임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정당화전략은 위기 상황이 공중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전략이다. 위기관리자는 주장의 신빙

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위기 상황의 책임귀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소화하기(diminish response option) 옵션은 공중이 위기에 

대해 조직의 책임이 작다고 귀인 한다면 위기로 인한 조직의 평판훼손도 작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셋째, 재건하기(deal response option) 옵션은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

론(SCCT)의 신제도주의이론(neoinstitutional theory)을 반영한 것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중은 조직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조직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충족할 때 조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당성을 인

정받은 조직은 공중의 비판과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다고 본다(Allen 

& Caillouet, 1994). 예를 들어, 사람들은 유해한 유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기차가  

유독물질의 유출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조직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조직은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건하기(deal response option) 옵션

은 공중의 조직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의 정당성을 회

복하고 조직의 평판을 재형성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으로 환심사기(ingratiation), 

연민표현(compassion), 염려(concern), 유감표현(regret), 사죄(apology) 등의 전략이 

있다. 환심사기 전략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칭송하거나 조직이 행한 과거의 좋은 

업적들을 상기시키는 전략이고 연민표현(compassion)전략은 위기로 인한 피해자

에게 금적, 물적 보상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염려(concern)전략은 위기로 인한 피

해자에 대한 위로를 표현하는 전략이다. 유감표현(regret)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

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사죄(apology)전략은 위기 상

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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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의 목적과 관점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형화하

고자 하는 목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중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

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의 관점은 공중관점의 위기유형 분류관점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위기유형분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포

츠조직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공중관점에서 위기유

형을 분류한 Coombs의 위기유형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ombs는 위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공중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을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며 그 이해는 공중이 위기를 해석하는 관점으

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하는가에 

대한 이해체계를 제공하는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

성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을 분류 하였으며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 수용정도를 달리하는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Coombs와 같이 공중의 관점에

서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위기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김영욱(2008)은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차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바 있다. 앞서 스포츠산업의 특성에 대

해 분석한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은 특수 분류된 산업영역으로 스포츠라는 키워

드를 중심으로 하위의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스포츠조직들은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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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스포츠조직의 유

형에 적용할 수 있는 위기유형의 분류차원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 스포츠조직에 적용 가능한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는 단일차원으로써 위기책임성의 질적 차원을 적용하는 것

이 스포츠조직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유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유형의 분류 차원으로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해석하는 척도로 이용

되는 위기책임성 차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기책임성 차원의 단일차원을 적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

임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책임성의 연속선상에 다양한 위기의 유형들이 위

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책임성 분류차원은 Coombs(1995)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응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대응전략의 위기책임 수용정도를 달리 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위기책임성은 위기 상황과 위기대응전

략을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위기유형 분류차원의 변천

위기책임성 차원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한 Coombs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는 Weiner(1979)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Coombs는 사람들이 위기상

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해석체계를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oombs는 귀인차원의 판단결과가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Coombs의 위기책임성 차원에 따른 위기

유형분류는 귀인차원의 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Coombs의 위기유

형분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인차원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림 13>은 귀인이론의 귀인차원의 진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87 -

그림 13 귀인차원의 진화와 위기유형분류차원의 진화
note: 음영 처리된 부분은 위기유형분류의 차원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

Weiner(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과정

을 거쳐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통제성(controllability), 반복성(stability)의 세 가지 귀인차원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

하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Coombs(1995)는 Weiner(1979)의 세 가지 귀인차원 중 통제성(의도성-의도

적/비의도적)과 원인소재(내부/외부) 차원을 적용하여 과실(Faux Pas), 테러리즘

(Terrorism), 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의 4가지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Coombs(1995)가 세 가지 귀인차원 중 안정성(stability)의 차원을 고려하지 안

은 이유로 첫째,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위기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2가

지 차원이 교차하는 정방형의 위기유형분류체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둘째, 

안정성(stability)차원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항상 기

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인판단에 항상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McAuley & gross(1983), Russell, McAuley & Tarico(1987),  

Vallerand & Richer(1988) 등은 세 가지 차원 중 통제성(controllability) 차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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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통제성 차원은 행위자에 의한 통제성과 제 3자에 의한 

통제성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적 혼란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McAuley, 

Duncan & Russell(1992)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림 13>과 같이 통제

성 차원을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의 차원으

로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McAuley et al(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반복성(stability),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의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한다고 본다.

네 가지 귀인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외적통제성

(external control)은 사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정

도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위기사안을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다면 강한 외

적통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사안(event's)의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위기 상황(event's)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의

미한다.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는 사안의(event's) 원인이 행위자(actor)에 있

는가 상황(situation)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소재(internal locus)는 원인

이 행위자(사람)에 있는 것인 반면 외적소재(external locus)는 원인이 상황에 있

는 것을 의미한다(McAuley, Duncan, & Russell, 1992; Russell, 1982; Wilson et al., 

1993). 반복성(stability)은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 하였는가 또는 드물게 발생하

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반복성

(stability)이 높은 것이고 실수가 처음이거나 드물게 나타난다면 반복성(stability)

은 낮은 것이다.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한 판단이 행위자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

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einer, 1985; Weiner, Perry & Magnusson, 1988; 

Wilson et al., 1993). 

한편, Wilson, Cruz, Marshall & Rao(1993)은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차원과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의 차원은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하

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차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인소재가 외부에(external)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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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개인적 통제성은 약하다고 판단하며 원인소재가 내부에(internal) 있다고 

판단한다면 개인적 통제성이 높다고 귀인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Wil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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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 반복성(stabil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Coombs, Hazleton, Holladay& Chandler(1995)는 Wilson et al.(1993)의 

주장에 따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과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의 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이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으로 명명하였으며 외적

통제성(external control)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4)의 

두 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자연재해, 제품훼손, 사고, 위반의 네 가지 위기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한편, Coombs(1998)는 귀인이론의 귀인차원에 대한 판단 결과가 위기책임

성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

서 위기책임성과 귀인차원(외적통제성,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상관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외적 통제성은 위기책임성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oombs(1998)

는 위기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귀인차원으로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 차원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Coombs, Hazleton et 

al.(1995)의 네 가지 위기유형을 인적통제성 차원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고 인적

통제성을 위기의 책임성을 예측하는 단일 차원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

재해는 위기책임성이 가장 낮은 위기이고 제품훼손, 사고, 위반의 순서로 위기책

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위기유형이다. Coombs(1998)의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위기유형의 

분류가 가능해 졌다. 기존의  정방형의 위기유형분류는 네 가지 위기유형만 설명

할 수 있었지만 단일 분류차원을 적용함으로써 책임성 정도에 따라 연구자의 목

적에 다라 다양한 위기유형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둘째, 위기유형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정방형의 위기유형분류방식에서는 두 가지 귀

4) 이후에 언급되는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Wilson et al(1993)의 인적통제성/원인소재

(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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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위기책임성의 단일 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위기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

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기 상황의 해석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

유형이 서로 다른 조직에 동시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한 조직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타난 조직에 대해서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위기유형을 위기책임성의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대응전략과 

위기유형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ombs & Holladay(2002)는 귀인차원으로써 인적통제성은 위기책임성을 

예측하는 선행변수로 여겨왔으나 인적통제성과 위기책임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서로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위기책임성과 인적통제성은 하나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oombs & Holladay(2002)는 인적통제성과 위기책임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표 9>와 같이 위기책임성에 따라 소문(rumor) 부터 상해자

가 있는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 with injuries)까지 총 13가지의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기책임성 차원의 연속선상에 배치하였다. 소문(rumor)

에 가까울수록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낮고 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에 

가까울수록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은 높아진다.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는 Coombs(1998)의 위기유형분류를 발

전시킨 것으로 위기유형분류 차원을 위기책임성의 단일차원만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정방형의 위기유형분류방식보다 위기유형을 보다 세분화 할 수 있게 되

었다. 결론적으로 Coombs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위기유형분류는 귀인차원의 

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책임성에 대한 공중의 판단은 인적통

제성의 귀인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책임성차

원을 적용한 위기유형분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위기 상

황을 분류한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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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목 설 명

①소문(rumor) 조직을 음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②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자연현상(an act of God)에 의해 조직이 피해를 입음

③악의(malevolence) 또는 
  제품훼손(product tampering)

조직에 대항하는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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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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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technical breakdown accident)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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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결함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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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human breakdown accident)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⑩인적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human breakdown product recall)

사람의 실수로 인한 제품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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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의도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저질렀으
나 그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경우

⑫경영상의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 management misconduct)

조직의 행위가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⑬상해자가 있는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with injuries)

조직이 이해관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그
러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

표 16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책임성의 단일 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분류

3)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스포츠조직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스포츠 관련 조직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이루어져 왔

다(Kruse, 1981; Oakes, 2006; Fortunato, 2008; Bruce & Tini, 2008; Glantz, 2010). 

이들 연구의 위기 대응전략 분석에 적용된 대응전략프레임은 Benoit(1995)의 이

미지 회복 전략과 Coomb(1995)의 위기대응전략이 주로 활용되었다. Oake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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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디어에 항상 노출 되는 3대 프로리그인 Major League Baseball(MLB)와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National Football League(NFL)를 대상으로 

이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해왔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에 사용한 위기대응전략 프레임은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이론을 바탕

으로 분석한바 있다. 

Benoit(1997)의 이미지 회복 전략은 부인(denial), 책임의 회피(evasion of 

responsibility), 공격성 감소(reducing offensiveness),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 

사죄(mortification)의 다섯 가지 전략과 14가지 하부 전략으로 구성된다. 그는 

Coombs(1996)의 위기유형 중 의도적이면서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유형이며 3대 

프로리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위기유형인 위반(transgression) 유형의 사

례를(MLB의 Baltimore Orioles 팀 Rafael Palmeiro 선수의 스테로이드 복용사건, 

NBA의 Kobe Bryant 선수의 강간혐의 사건, NFL의 Ray Lewis 선수의 살인사건) 

대상으로 각각의 리그, 팀, 선수 차원에서 사용한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Oakes(2006)는 위기 상황에서 리그, 팀, 선수 차원의 위기 대응전략이 리그, 팀, 

선수 차원의 전략이 서로 일관되지 않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진실성이 결여

되어 위기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Kruse(1981)는 팀스포츠에서 사과가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 분

석하면서 스포츠 세계의 수사학적 자기 방어 이론들도 사회정치적 세계의 다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ortunato(2008)는 Duke University의 lacrosse팀의 3명의 선수가 직업 댄서

를 폭행, 강간한 사건에 대한 Duke University의 대응을 Benoit(1995)의 이미지 회

복 전략과 Coombs(1995)의 위기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한바 있다. 

Fortunato(2008)는 그의 연구 결과에서 사건에 대해 Duke University에서 나타난 

대응전략은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에 따라 분석할 때 Duke University 

학생의 비행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학교의 책

임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Benoit가 말한 사죄(mortification)전략을 펼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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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의 학생선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의 재발

을 막기 위한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전략도 함께 전개해 나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Coombs(1995)의 위기 대응전략에 따라 분석할 때는 사건에 대한 조

직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을 

전개해 나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Bruce & Tini(2008)는 호주 남자 럭비 리그의 salary cap 스캔들을 대상으

로 리그조직이 사용한 위기 대응전략을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바탕

으로 분석한바 있다. 이들은 남자 럭비 리그 조직이 사용한 대응전략을 Benoit의 

이미지회복 전략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인전략, 공격자 공격, 도발(provocation), 

사죄(mortification)전략 등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다섯 가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이미지 회복에 실패하였다

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lantz(2010)는 2006년 Tour de France 대회에 참

가한 싸이클 선수인 Floyd Landis의 도핑사건을 대상으로 Floyd Landis 선수가 사

용했던 이미지 회복전략을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Glantz(2010)는 Benoit의 이미지 회복 전략에 따르면 Floyd Landis 선수

는 차별화(differentiation), 부정(denial)전략, 불가항력(defeasibility), 입지강화

(bolstering), 공격자 공격(attack the accuser)전략 등 일관성 없는 전략을 사용함

으로써 이미지 회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스포츠관련 조직이나 

개인의 위기를 대상으로 한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는 박혜원, 박재진(2011)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스캔들 발생 시 소속 구단이 취하는 위기대응 전략을 

Coombs & Holladay(2004)의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on Theory: SCCT)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 국내에서 스포츠분야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연

구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전략의 분석에 있어서 

그 기본 틀은 크게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이론과 Coombs(1995)의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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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enoit의 이미지 회복 이론은 Burke(1973)의 드라마

이론(theory of dramatism), Ware & Linkugel(1973)의 사과이론(theory of apologia), 

Scott & Lyman(1968)의 설명이론(classic work on account)의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한편 Coombs(1995)의 위기 대응 전략은 Benoit(1995)의 이미지 회복 

전략(image restoration strategies)과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 관리 전략

(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 그리고 Griffin, Babin & Attaway(1991). 

Hearit(1994), Hobbs(1995), Ice(1991) 등의 위기 대응 전략들을 종합하여 위기대응

전략을 유형화 하였다. 따라서 Coombs(1998)의 위기대응전략은 기존의 인상관리

전략(impression management strategy), 이미지회복 이론(image restoration 

theory)과 이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나타난 위기 대응전략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전략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유목

Coombs(1998)의 위기 대응 전략은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관리전략

과 Benoit(1997)의 이미지회복 전략 등 기존의 위기 대응전략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러한 인상관리전략과 이미지회복전략 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

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스포츠 분야의 위기

대응전략 분석에 사용할 프레임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스포츠관련 조직이나 개인이 사용해온 위기대응 형태를 분석

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위기 대응 전략을 보다 세분화 하여 분

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enoit(1995)는 위기대응전

략 유목의 수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분석은 <표 17>과 같이 

Coombs(1998)의 7가지 전략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Coombs(2000)의 위기대응전략 유

목을 바탕으로 한다. <표 17>의 위기대응전략은 여덟 가지의 주요 위기 대응전략

과 하위 전략들로 구성된다. 침묵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들은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과 방어적(defensive) 전략의 연속선(continuum) 상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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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격자공격
(attack the accuser) 정의

위기의 존재를 부정하며 위기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 맞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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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거부(denial)
정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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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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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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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y intention)
정의 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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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부정
(deny volition)

정의 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에 대해 조직이 통제할 수 없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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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전가
(shift blame)

정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제 3자가 비난 받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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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fication)
정의 위기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하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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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imization)
정의

조직 자신을 조직 외부의 단체나 개인의 극악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오히려 주장

출처 Scott & Lyman(1968), Benoit(1997)

④정당화
(justifica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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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
(minimiza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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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transcendence)

정의 위기를 더 큰 명분과 더 큰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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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환심사기
(ingratiation)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승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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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송
(praise)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찬사를 보냄
출처 Alllen & Caillouet(1994), Jones(1964), Jones et al(1963)

표 17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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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강화
(bolstering) 정의

이해관계자에게 과거에 조직의 좋은 행위나 조직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행했던 일들을 상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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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개선행위
(corrective action)

정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함

출처 Benoit(1997)

보상
(compensation)

정의 희생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함

출처 Schonbach(1980), Benoit(1997)

복구
(repair)

정의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함
출처 Coombs(2000)

재발방지
(rectification)

정의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출처 Coombs(2000)

⑦사과
(full apology)

정의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용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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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침묵
(Silence)

정의 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대응하지 않음

출처 McLaughlin et al(1983)

※ Coombs(2000)의 위기대응전략을 재구성함

표 17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유목(계속)

공격자 공격(attack the accuser)전략은 가장 방어적인 전략이고 사과(full 

apology)전략은 가장 수용적인 전략이다. 방어적 전략은 조직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수용적 전략은 피해자를 돕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각각

의 위기대응전략 유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격자공격과 부인

은 위기의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격자공격 전략은 위기의 

존재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유발한 대상자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다

르다. 변명전략은 위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조직

의 책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정당화 전략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피해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서 위기로 인한 부정성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이다. 환심사기(ingratiation)는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는 위기로 인

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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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full apology)는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의 요구보다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시 하며, 조직의 법적 책임까지도 수용하는 가장 수용적인 전략이다. 마지막

으로 침묵(silence) 전략은 조직이 사안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사

안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

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말한다(McLaughlin 

et al, 1983).

6. 메시지 수용자

김영욱(2008)에 따르면 위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메시지를 수용하는 공중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위기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한다. 이는 조직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

는가보다 공중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기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파악보다 

공중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위기의 부정적 영향

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공중의 인식에 의해 형성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위기관리

는 공중의 인식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또한, 조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공중

의 조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공중의 

인식을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차

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대한 공중과의 의미 공유에 초

점을 두고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

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메시지 수용자로서의 공중

다양한 공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을 PR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김영욱, 2003). PR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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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목적에 있어서 저널리즘과 비교할 때 저널리즘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목적이지만 PR커뮤니케이션은 공중과의 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메

시지 수용자에 있어서도 저널리즘은 대중(mass)을 대상으로 하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지만, PR커뮤니케이션은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이용한다. 따라서 공중관계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서 공중

(public)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공중(publi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다. Blumer(1946)

에 따르면 공중은 이슈를 둘러싸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느슨하게 형성된 사

람들을 의미한다(김영욱, 2003). 그러나 이러한 공중의 개념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공중을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입장

을 반영하여야 한다(김영욱, 2003). 공중은 이슈를 중심으로 크기와 성격이 변화

해가고 있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공중은 특정한 이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전체 인구를 의미하기

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 정의에서 강조되는 공중과의 관계성에서 공중(public)

의 의미는 이슈를 둘러싸고 반대와 찬성의 이성적인 담론 과정에서 형성되는 집

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중은 이슈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

해서 형성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닌 집단이다.(Park, 1972).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공중(public)의 의미는 군중(crowd)이나 대중(mass)과도 구

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중 관계성의 차원에서 위기를 바라볼 때 개인, 또는 

조직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개인 또는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의 정당성과

는 상관없이 특정 이슈에 대해 공중의 인식이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 

조직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공중의 인식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위협을 주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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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public)의 유사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공중의 개념을 정의할 때 흔히 유사개념으로 군중과 대

중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중(public)과 군중

(crowd), 대중(mass)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용어의 개념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Price(1992)는 여론(public 

opinion)의 군집적인(aggregate) 성격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군중, 대중, 공중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노력한 학자이다. Price(1992)는 군중(crowd)을 공유하는 감

정상태에 의한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정치적인 군중심리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으

로 보았으며, 대중(mass)은 공유하는 관심에 의한 독립된 개인의 익명적인 집단

이고 공중(public)은 이슈를 둘러싼 논의와 반박 등 이성적인 담론을 통해 형성되

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대중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면서도 사회

전체 범위에서 동원되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을 이어주는 원동력이 공통의 

관심사뿐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이며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공중은 이슈

를 둘러싸고 반대와 찬성의 이성적인 담론 과정에서 형성된다(김영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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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김영욱(2003)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 관련 공중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에 맞

는 위기 유형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기 준비 과정에서 

그 동안 일어났던 위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직에 가장 적절한 유형 분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 분류는 스포

츠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명확하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욱, 2006). 따라서 연구 1의 연구목적은 

<표 18>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스포츠 관련 조직의 특성에 맞

는 위기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Ⅰ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은 어떠한 위기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표 18 연구 1의 연구문제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1의 연구절차는 <그림 14>와 같다. 연구 1에서는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4단계를 거쳐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의 목적

과 부합하는 위기유형 분류차원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을 도출하였다. 위기유형 유목(안)의 도출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들이 어떠한 분류차원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된 기존 위기유형 분류의 차원들은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을 개발하기 위

한 분류 차원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스포

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에 대해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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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 도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위기유형 분류차원의 선정

 위기유형 분류차원에 따른 위기유형 유목의 초안 도출

 스포츠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유형 유목의 설정

전문가 회의
 도출된 위기유형(안)의 타당성(face validity) 검토

 위기유형(안)의 조정 

내용분석
 sample data 분석

 내용분석을 통한 위기유형(안)의 분류 타당성 검증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 개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의 최종 확정

 6개 대분류 항목 9개 중분류 항목

그림 14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절차

구성하여 도출된 위기유형 유목(안)이 스포츠조직에 적합한 유형인지를 안면타당

도(face validity)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안면타당도 

분석을 통해 수정된 위기유형 유목에 대해 샘플자료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는 설정한 위기유형 유목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함이

었다. 마지막으로 내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위기유형 유목에 대한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을 개발하였다.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도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위기유형분

류 방법과 분류차원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 전략의 제시라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 목적에 부합하는 분류

차원으로 Coomb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차원을 적용하였다.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차원은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공중이 위기책임

성을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을 분류한 방법이다. 특히, 위기책임성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또한 위기의 책임수

용정도에 따라 대응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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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위기유형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 도출을 위한 분류차원은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스포츠조직과의 적합성 등

을 고려하여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스포츠조직

의 위기유형 유목(안)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2) 전문가회의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도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도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

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분석

을 통하여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이 스포

츠조직의 위기유형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과 위기유형 유목이 상호배타적

(mutually exclusive)인지 그리고 설정한 위기유형유목이 스포츠조직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exhaustive) 유목인지를 검토하

였다.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내용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3) 내용분석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된 위기유형 유목(안)에 

대하여 위기유형 유목(안)의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eness)과 포괄성

(exhaustiveness)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기의 정의와 부합하는 샘플자

료를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대상매체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와 부합하는 위기관련 기사들로 샘플자료를 수

집하였다. 샘플자료의 수집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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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작위로 12개 주를 선정하여 샘플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대상 매체는 보

수와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선정하였다(박은혜, 김영

욱, 2007). 수집방법은 지면기사의 PDF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한 수집기간의 모든 기사를 조사하여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13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샘

플기사는 조선일보에서 73건(53.28%), 한겨레신문이 64건(46.72%)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샘플기사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하여 2인의 코더를 고용하여 

각각의 위기유형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2인의 코더가 수집된 샘플기

사 전체를 각자 독립적으로 코딩하도록 하였다. 코더의 코딩결과를 바탕으로 

Holsti 지수를 산출하여 위기유형 유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Holsti 지수는 

코더간 신뢰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Holsti 지수가 .90이상으로 산출될 경우 위기유

형 유목(안)이 상호배타적인 유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Holsti의 신뢰

도 테스트는5) 90%이상이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분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윤여광, 이인희, 2005). 또한 샘플 기사의 위기 상황이 위기유형 

유목(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기타로 코딩하도록 하여 유목 조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였다.

(3) 분석단위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기사를 분석단위로 설정

하였다. 즉, 한 개의 기사에 한 개의 위기유형만이 코딩되도록 하였다. 한 개의 

기사에 대해 기사의 내용과 맥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위기유형으로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5) 코더 간 분류일치도 계수(intercoder reliability)=(2명의 분석자간 일치한 코딩 수/분석자 1이 코

딩한 수+분석자 2가 코딩한 수, Holsti,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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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더의 선정 및 코더간 신뢰도 검정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생 두 명의 코더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두 명의 코더를 대상으로 설정한 위기유형 유목(안)의 개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을 거친 후 코더들이 각 유목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집된 137개의 샘플기사 자료를 PDF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위기유형 유목(안)에 따라 분석하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1) 위기유형 유목(안) 도출 결과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도출은 Coombs & Holladay(2002)의 위

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p. 53 참조).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

목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위기유형 분류 관련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 체계는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분

류하고자 하는 목적과 위기에 대한 관점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

하면 첫째, 위기유형의 분류차원이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위기책임성의 단일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의 분류 체계는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위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위

기의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할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의 

정방형의 위기유형 분류 체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셋째, 위기 상황

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위기책임성의 연속선상에 배치

함으로써 연구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른 위기유형의 세분화가 가능하다. 넷째, 위

기유형 분류 차원으로써 위기책임성은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책임성차원을 적용한 위기유형분류는 위기유형 분류체계의 가장 진보된 형



- 105 -

태로서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위기 상황을 분류하였다. 결론

적으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의 유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들

의 위기유형이 스포츠조직에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유형들은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작업장 폭력(work violence)”과 제품리콜관련 위기를 

유목에서 제외하고 <표 19>와 같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을 도출하였

다. 작업장 폭력과 제품리콜관련 위기유형을 제외한 이유는 작업장폭력은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은 같은 

폭력이라 할지라도 맥락상 다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에서는 이를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리콜 관련 위

기유형은 제품 생산이 기업 활동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위기유형일 수 있으나 스포츠조직의 경우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으로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고 위기유형은 

유목 조작적 정의 예 시

소문
(rumor)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의혹, 열애설 등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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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취소, 경기지연, 
시설파손 등

악의
(malevolence)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행위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등

도전
(Challenge)

조직 외부에서 조직에 대해 조직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 환경훼손, 태만, 
성적부진, 불성실경영, 

환경훼손 등

사고
(accidents)

인적사고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오심, 기록오류 등

기술적사고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설사고, 장비의 고장,  등

위반
(transgression)

조직의 행위가 사회규범, 법률, 규제 등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행한 의도적인 위반행위

승부조작, 뇌물수수, 폭력 
등

표 19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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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결함에 의한 기술적사고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적사고유형으로 구분하

였고 비행관련 위기유형은 위기유형 유목의 단순화를 위해 위반(transgression) 

유형 유목으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으로 6개 

대분류 항목을 설정하였다. 

2) 전문가회의 결과

도출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회

의 구성하였다.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위기유형 유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회의를 거쳐 조정된 스포츠

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은 <표 20>과 같다. 

유목 조작적 정의 예 시

소문(rumor)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의혹, 열애설 등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자연현상이 상품, 시설, 서비스 등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경우
경기취소, 경기지연, 

시설파손 등

악의적 행동(malevolence)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의도적인 행위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등

도전(Challenge)
조직 외부에서 조직에 대해 조직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 태만, 성적부진, 
소송, 파업, 불성실경영, 

환경훼손, 파벌 등

사고
(accidents)

인적사고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오심, 계측오류, 
건강훼손 등

기술적사고 기술이나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설사고, 장비의고장,  등

위반
(transgression)

경기관련 위반
스포츠경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규, 규정 

위반행위
승부조작, 경기장비행, 

도핑, 가혹행위 등 

조직차원 위반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규, 

규정의 위반행위
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등

개인차원 위반
조직 구성원 개인이 조직의 운영과 관계없이 

저지르는 법규, 규정의 위반행위
성폭력,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비행, 등

표 20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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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transgression)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였다. 왜냐하면 위반유형의 경우 행위의 대

상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

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반유형은 첫째, 경

기상황에서 나타나는 경기관련위반행위, 둘째,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조직차원위

반행위 셋째, 개인차원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원위반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경기관련 위반행위는 승부조작, 경기장비행, 도핑 등과 같이 스

포츠경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조직차원 위반행위는 뇌물

수수, 횡령, 경영위반 등과 같이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를 의미하고 개인차원위반은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불륜, 병역비리, 도

박, 살인 등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운영과 관련 없이 저지르는 위반행위를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행위들은 법규나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그 대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

고 위반유형의 하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전문가회의 결과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의 위반유형이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인차원위반 항목

으로 세분 되었다. 

3) 내용분석결과

<표 21>은 위기유형 유목(안)의 유형간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검증하기 

위해 Holsti 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대분류 항목과 세부분류 항목에 

대한 코더간 일치도가 91%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 스포츠조직의 위기사례들이 도

출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안)으로 잘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항복 코더간 일치도

위기유형 유목(안)

대분류 .94

세부분류 .91

소분류* .87
*위기유형 유목(안)의 예시를 의미함

표 21 샘플기사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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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비율(%)

소문 -
의혹 7 5.10%

6.56%열애설 0 0.00%
기타① 2 1.46%

자연재해 -

경기지연 1 0.73%

2.92%
경기취소 2 1.46%
시설파손 1 0.73%
기타② 0 0.00%

악의적 공격 -

테러리즘 6 4.38%

11.68%
관중비행 7 5.11%

악의적비하 3 2.19%
정보침해 0 0.00%
기타③ 0 0.00%

도전 -

항의 11 8.03%

39.42%

태만 7 5.11%
성적부진 17 12.41%

소송 2 1.46%
파업 1 0.73%

불성실경영 11 8.03%
환경훼손 3 2.19%

파벌 2 1.46%
기타④ 0 0.00%

사고

기술적사고
시설사고 0 0.00%

0.00%방송사고 0 0.00%
기타⑤ 0 0.00%

인적사고

오심 1 0.73%

1.46%
건강훼손 1 0.73%
계측오류 0 0.00%
기타⑥ 0 0.00%

위반

경기관련위반

승부조작 10 7.30%

10.95%
경기장비행 0 0.00%

도핑 1 0.73%
가혹행위 4 2.92%
기타⑦ 0 0.00%

조직차원위반

뇌물수수 3 2.19%

18.25%
횡령 1 0.73%

이면계약 1 0.73%
경영위반 20 14.60%
기타⑧ 0 0.00%

개인차원위반

성폭행 2 1.46%

8.76%

폭력 2 1.46%
불륜 4 2.92%

병역비리 0 0.00%
음주비행 1 0.73%
기타⑨ 3 2.19%

총계 137 100.00% 100.00%

표 22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별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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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문유형과 개인차원위반유형에서 사전

에 도출한 소분류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항목들이 나타나났다. 이러한 항목

들에 대하여 별도의 예시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소문유형에서는 감독, 선수, 또는 

팀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불화설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개

인차원 위반에서는 도박, 살인, 사기, 협박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 각각의 

사례들을 개인차원위반의 세부 사례로 추가하였다. 

4)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의 개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의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스

포츠조직의 위기유형 유목의 초안을 작성하고 샘플자료를 수집하여 설정한 위기

유형유목으로 실제 스포츠조직의 위기 사례들이 잘 분류되는지를 검토하고 위기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스포츠조직

의 위기유형 유목은 <표 23>과 같이 소문(rumor),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악의

적 공격(malevolence), 도전(challenge), 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의 여섯 

가지 유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사고(accidents) 유형은 인적사고 유형과 기술적사고 

유형으로 세분하였고 위반(transgression) 유형은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

인차원위반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표 23>의 위기유형 유목은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분류 체계와 같이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책임성 차원의 연속선상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위기유형이 소문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은 낮고 위반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문(rumor)은 

조직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조직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정보를 유포시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혹, 열애설, 불화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문유형은 조

직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의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성이 약한 위기유형이다. 그러나 부정적 

소문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정보가 나타나는 경우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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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작적 정의

소문 -
의혹 정확한 근거 없이 조직의 부적절한 행위의 개연성을 제기

불화설 정확한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주장
열애설 스포츠 스타의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허위 정보

자연
재해

-
경기지연 경기의 시작의 지연이나 연기
경기취소 예정된 경기나 진행 중이던 경기의 취소
시설파손 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악의적 
공격

-

테러리즘 조직 외부의 단체나 개인이 조직에 피해를 입힐 공격이나 의도
관중비행 조직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중이 저지르는 비행

악의적비하 조직이나 구성원의 명성에 위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비하
정보침해 조직의 독점적 정보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나 침해

도전 -

항의 조직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행위
태만 조직 본연의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

성적부진 연패, 주요경기의 패배에 대한 분석
소송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파업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거부하는 경우

불성실경영 조직의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대해 비판
환경훼손 조직의 행위가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파벌 조직의 행위가 파벌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

사고

기술적사고
시설사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시설관련 사고
방송사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방송사고

인적사고
오심 심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판정오류

건강훼손 경기나 운동 중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
계측오류 기록이나 시간, 점수 등에 대한 계산 오류

위반

경기관련위반

승부조작 의도한데로 경기결과를 만들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위
경기장비행 경기 중 폭력이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 행위

도핑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가혹행위 경기와 관련하여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강압적 행위

조직차원위반

뇌물수수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령한 경우
횡령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경우

이면계약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
경영위반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개인차원위반

성폭력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행위
폭력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불륜 남녀관계에서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병역비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음주비행 음주 후 저지르는 비행

사기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행위
마약복용 법적으로 금지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도박 불법적 도박행위
살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경우
협박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어떤일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표 23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의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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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이 높은 위반위기로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소문 

위기유형은 주장하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허위성이 판단의 중요 요소이다. 

둘째,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조직의 운영이나 이

해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로 경기취소, 경기지연, 시설파손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위기의 원인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성은 낮지만 자연현상에 대

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

직의 책임성이 인식되어지는 위기유형이다. 또한 신체활동을 핵심요소로 포함하

는 스포츠의 특성상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지진이나 폭우 등으로 

스포츠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신체활동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참여스포츠 조직에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셋째, 악의적공격(malevolence)는 조직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조직이나 구

성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해진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행

위나 관중비행, 악의적 비하, 정보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 외부에 의해 행

해지는 악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조직의 통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

직외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직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부에서 조직을 공

격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일정부분의 책임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이벤트나 프

로스포츠의 경기는 높은 집객성을 갖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

기 때문에 테러리즘은 대표적인 악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도전(challenge)은 조직의 행동이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조직 

외부로부터 조직의 행동이나 경영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거나 조직에 대항하는 

경우로 항의, 태만, 성적부진, 소송, 파업,  불성실경영, 파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전 위기유형은 조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외부에서

의 조직 행위 또는 운영에 대한 비난, 조직의 행위가 사회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도전위기유형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도전 유형에서 태만은 스포츠조직

이나 선수에서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조직이나 스포츠 선수에 대해 최상의 운동수행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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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최상을 위한 성실함과 노력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태만행위는 스포츠 선수나 조직에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고(accidents)는 조직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운영과정에

서 사람의 실수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 위

기유형은 발생원인에 따라 인적사고와 기술적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인적사

고는 사람의 실수나 주의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고 기술적 사고는 갑작스

런 정전사고나 전광판 고장 등과 같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다. 

사고 위기유형은 조직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차원에서 충분히 관리되

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성이 높게 인식되는 위기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위반(transgression)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고 이해당사자의 이

익을 해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계획적인 기만행위나 경영상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

위를 말한다. 위반 위기유형은 경기관련위반과 조직차원위반 그리고 개인차원위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법률, 규제 등을 위반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

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

다면 어느 곳에서 위기가 발생하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기관련위반은 위기의 원인이 스포츠경기와 관련한 것일 때 경기관

련 위반에 해당한다. 승부조작이나, 도핑, 경기장비행, 가혹행위 등이 이에 해당

한다.  특히, 경기관련위반유형은 스포츠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위기유

형으로 기존 위기유형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위기유형이다. 스포츠

경기는 스포츠조직만이 소유하는 고유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장에

서 일어나는 비행 정보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유포되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경기

는 TV나 일간지 등을 통해 매일 보도 되고 경기의 생산과 동시에 방송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경기중에 나타나는 비행은 빠르게 대중에게 확산되는 특징을 지

닌다. 둘째, 조직차원위반은 조직의 경영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위반행

위로 횡령, 뇌물수수, 회계조작, 이면계약, 경영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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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비행은 조직의 행위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비난이 조직 자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으로 개인차원위반은 조직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구성원 개인이 저지

르는 위반행위로 법규나 규정의 위반에서부터 도덕적 윤리적 규범의 위반행위까

지를 모두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비행, 탈

세, 마약복용 등 개인차원 위반은 그 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반유형이

다. 특히 스포츠조직을 위한 위기유형 분류에서 개인차원위반유형이 필요한 이유

는 스포츠에서 스포츠 선수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선수로서의 수월성을 인정받아 스타선수가 되면 

다양한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4. 연구 1의 논의

연구 1의 목적은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Coombs & Holladay(2002)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와 같이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위기책임성 차원을 적용하여 스

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소

문’, ‘자연재해’, ‘악의적 공격’, ‘도전’, ‘사고’, ‘위반’의 6가지 위

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기유형 중 ‘사고’유형은 ‘인적사고’와 ‘기술적사

고’유형으로 세분되며, ‘위반’유형은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인차원위반’유형으로 세분된다. 각각의 위기유형은 위기책임성 차원의 정도

에 따른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소문’에 가까울수록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낮게 인식하는 위기유형이며 위반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성이 높게 

인식되는 위기유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위기유형 분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관리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욱(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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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위기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유형화 하는 것이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ombs(1998)은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을 위해서는 위기상

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스

포츠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Coombs & Holladay(2002, 

2004)의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SCCT)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위기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위기대응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사용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론

으로 위기의 책임성 차원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차별화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이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또한 SCCT

와 같이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위기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차원으로 적용한 위기책임

성은 인적통제성의 귀인차원만을 고려한 위기책임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

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적용한 분류차원은 Wilson et al.(1993)의 

귀인차원 중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의 단일차원만을 적용하였다. 이는 

Coombs(1998)와 Coombs & Holladay(200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Coombs(1998)와 Coombs & Holladay(2002)는 Wilson et al.(1993)이 주장한 세 가

지 귀인차원 중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이 위기책임성을 예측하는 주요한 귀

인차원이기 때문에 위기책임성과 인적통제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각각의 위기

유형들을 인적통제성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위기책임성에 대한 판단

이 인적통제성의 단일차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위기

책임성은 다차원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기상황으로 인한 환경피

해가 크다면 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으며, 조직에서 같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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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 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다(Coombs & Holladay, 2002).

다음으로 실무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스포츠조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들에 대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스포츠조직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들

을 공중들이 인식하는 위기의 책임성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이들 부정적 정보

가 조직의 이미지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

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스포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영욱(2008)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매우다양하며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위기 상황 들을 유형화 하고 어떠한 위기유

형에 취약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공중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유형화 할 것인

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스포츠산업 

내의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체계이다. 왜냐

하면,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에 대한 관점은 조직관점이 아니라 공중관

점에서 위기상황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위기상황으

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이 특정상황을 인식하는 체계에 따라 위기상

황을 해석하고 위기유형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내의 모든 조직에 적

용될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유형화

하였으나 조직유형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하지 못한다. 김영욱(2008)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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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스포츠용품 

조직에는 제품관련 위기유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포츠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행정서비스 조직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항의하는 위기유형이 자주 발

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oombs(1998), Coombs & Holladay(2002)는 위기상황

에 따라 적절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스포츠조직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실증

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 1에서 도출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 유형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해당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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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위기유형 및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전략 내용분석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연구 2의 연구목적은 연구 1에서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에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직

면하였을 때 해당 조직이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스포츠조직 유형별로 어

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조직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위기상황에서 조직이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분

석함으로써 과거의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표 24>와 같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Ⅱ: 스포츠조직에 발생하는 위기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Ⅱ-1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Ⅱ-2: 종목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가?

연구문제 Ⅱ-3: 조직유형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가?

연구문제 Ⅲ: 스포츠조직은 위기발생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연구문제 Ⅲ-1 스포츠조직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는가?

연구문제 Ⅲ-2 스포츠조직은 위기유형에 따라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연구문제 Ⅲ-3 종목별로 위기유형에 따라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연구문제 Ⅲ-4 조직유형별로 위기유형에 따라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가?

표 24 연구 2의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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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계

286 150 192 212 184 1024

27.93% 14.65% 18.75% 20.70% 17.97% 100.00%
<단위: 건>

표 25 신문사별 수집된 기사의 양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의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경향신문의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스포츠조직의 위기와 관련된 

기사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대상 매체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

문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종합일간지의 가구 구독률이 조선일보(9.3%), 중앙일

보(7.2%), 동아일보(5.1%), 한겨례(1.4%), 경향신문(1.2%)로 종합일간지 중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언론재단, 2010). 또한 

신문 논조상의 차이 등에서 오는 누락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박은혜, 김영욱, 

2007)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의 5개 종합일간지를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종합일간지의 지면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5개 종합일간지의 지면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스포츠조직의 위기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의 전문을 PDF 형식으로 모두 수집하였

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1,288개의 기사가 수집되었으며 이들 중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264건을 제외하고 총 1,024개의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의 양은 <표 25>와 같이 조선일보가 

286건(27.93%), 중앙일보가 150건(14.65%), 동아일보가 192건(18.75%), 한겨레신문

이 212건(20.70%), 경향신문이 184건(17.9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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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신문기사에 나타난 스포츠조직의 위기사례와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

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기사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

인 방법으로 수량화 하는 연구방법이다(최동성, 2009). Walizer & Wienir(1978)는 

내용분석 방법을 “기록된 정보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라고 하였으며 Kerlinger(1986)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최동성, 

2009에서 재인용, p. 77).

3) 분석단위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기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즉, 기사의 내용과 맥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위기유형으로 선정하여 한 개의 기사에 한 개의 위기유형만을 코딩하였다. 위기

대응전략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볼 때 경우에 따라 사과와 개선행위, 사과와 보상 

등과 같이 다른 유목으로 분류되는 대응전략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위기대응전략이 나타날 경우 이들을 각각 코딩하였다. 

4) 코더의 선정 및 코더간 신뢰도 검정

내용분석을 위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중에서 두 명의 코더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두 명의 코더를 대상으로 위기유형과 위기대응전략, 스포츠조직의 유

형 등의 개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코더들이 분석 유목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유목들에 대해서는 재차 교육을 실시하여 코더들이 

분석 유목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코딩에 앞서 

2인의 코더가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관련된 160개의 샘플자료를 제공하고 위기유형, 위기

대응전략, 스포츠조직 유형의 3가지 분석유목에 따라 실제로 분석해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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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복 코더간 일치도

위기유형

대분류 .95

중분류 .90

소분류 .96

위기대응전략
위기대응전략범주 .90

세부위기대응전략 .92

스포츠조직의 유형 .90

스포츠 종목 .95

표 26 코더간 신뢰도 분석 결과

분석결과를 홀스티(Holsti)의 신뢰도계수법에 따라 코더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코더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9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본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틀에 따라 코딩

하도록 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를 검증하는 Holsti의 신뢰도 테스트는6) 90%이상이

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분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윤여광, 이인희, 

2005). 또한, 두 명의 코더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수집된 모든 기사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 자료의 코딩은 2011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분석의 코딩결과에 대한 코더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표 26>과 같이 위기유형, 

위기대응전략, 스포츠조직유형 항목의 신뢰도가 .90 ~ .96 으로 나타나 내용분석

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코더간에 불일치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개입하여 해당 기사를 어떤 위기유형으로 분류할 것

인지에 대해 연구자와 코더간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에 이후 분석을 진행

하였다. 

6) 코더 간 분류일치도 계수(intercoder reliability)=(2명의 분석자간 일치한 코딩 수/분석자 1이 코

딩한 수+분석자 2가 코딩한 수, Holsti,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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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유목

본 연구의 내용분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조직

의 위기유형을 분석하고 스포츠조직이 구사한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유형의 유목과 위기대응전략의 유목 그리고 위기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조직 유형에 대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석 유목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은 연구 1을 통해 개발된 위

기유형 유목(p. 110 참조)을 바탕으로 하였다.  

(2) 위기대응전략의 분석 유목

위기대응전략 유형은 <표 27>과 같이 Coombs(1998)의 위기대응전략 유목

을 바탕으로 하였다. Coombs(1998)의 위기대응전략은 인상관리전략, 이미지 회복 

전략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위기대응전략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기대응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분류의 기준과 세분화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나지만 Coombs(1998)는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전략을 

총 7가지 전략으로 분류하고 대응전략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하부 전략으로 포

함시켰다. 그러나 <표 27>에서 ‘해당없음’은 Coombs의 위기대응전략 유목은 

아니지만 기사에서 해당 조직의 대응전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

해 이러한 경우를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유목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ombs(1998)의 위기

대응전략 유목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총 여덟 가지의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조직의 대응전략을 파악할 수 없는 ‘해당없음’ 유목을 제외한 모든 전략들은 위

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는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과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defensive) 전략의 연속선(continuum) 상에 위치한다. 공격자 공격

(attack the accuser)전략은 가장 방어적인 전략이고 사과(full apology)전략은 가장 

수용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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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공격(attack the accuser) 위기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 맞서 오히려 공격

거부(denial)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변명
(excuse)

의도부정(deny intention) 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지부정(deny volition) 사건에 대해 조직이 통제할 수 없었음을 주장

해명(clarification) 위기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하고 해명함

비난전가(shift blame) 위기에대해 제 3자가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

희생양화(victimization) 조직 자신을 위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

정당화
(justification)

최소화(minimization) 위기의 심각성을 부정

초월(transcendence) 더 큰 명분과 더 큰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 

환심사기
(ingratiation)

칭송(praise) 이해관계자에게 찬사를 보냄

입지강화(bolstering) 과거에 조직이 행했던 좋은 일들을 상기시킴

개선행위
(corrective action)

보상(compensation) 희생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함

복구(repair)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함

재발방지(rectification)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사과(full apology)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

해당없음(not applicable) 위기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표 27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분석 유목

(3) 위기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조직 유형의 분석 유목

스포츠조직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위기 유형이 자주 나타나는지와 조직유

형별로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28>과 같이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영역별로 스포츠조직 유형을 분류하

였다. 구체적으로 ①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②관람스포츠조직 , ③참여스

포츠조직, ④스포츠용품조직, ⑤스포츠시설조직, ⑥스포츠미디어조직, ⑦스포츠복

권게임조직, ⑧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의 8가지 조직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이러한 조직유형의 분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영역별로 어떠한 위

기유형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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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직의 
유형분류

해당 조직의 예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IOC, -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National Olympic Committee(NOC), KOC, ANOC

-세계경기연맹(ex: FIFA, FIBA, IJF, FIS 등) 

-국내경기연맹(대한야구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스키협회 등)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협의회

-각 시도생활체육협의회   -교육부 및 교육청(학교체육)

-학교(초, 중, 고 대학)

관람스포츠조직 

-프로스포츠연맹

  (MLB, NBA, NFL, KBO, KBL, KOVO, K-League, F1, K-1 등)

-프로스포츠팀 및 선수(삼성 라이온스, 타이거우즈 등)

-실업스포츠연맹

참여스포츠조직

-헬스 & 피트니스 센터

 (ex: 스포타임, 오렌지헬스, 구민체육센터 등)

-골프장

 (ex: 우정힐스CC, 남부CC, Sky 72 등)

-스키장(ex: 용평스키장)

-스포츠클럽(OO축구교실, OO배드민턴회, 각종 동호회)

-유아/청소년 스포츠클럽(지그재그, 스누짐 등)

스포츠용품조직

-Nike, Adidas, Reebok

-Callaway, Titleist, Footjoy

-Fogdog, Sports Authority, A&A

-World Federation of the Sporting Goods Industry

-Sporting Goods Manufacturer Association 등

스포츠시설조직

-스포츠시설 전문 개발 회사

 코오롱건설, 에스콰이아건설, HOK, Sportsvenue-technology 등

-스포츠시설 전문 설계 회사

스포츠미디어조직

- 미디어의 형태로 스포츠를 유통시키는 모든 조직

- 케이블 채널(KBS N sport, MBC Espn, SBS Sports, 등

- 공중파(KBS, MBC, SBS)

스포츠복권/게임조직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Sports Betting on Line

-Oregon Sports Lottery

-EA Sports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스포츠 파생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각종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IMG, Octagon, SFX Sports Group, FC Network, 제일기획 스포츠사업팀, 올뎃스포츠 등

표 28 위기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조직 유형의 분석 유목



- 124 -

3. 연구결과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석 (연구문제Ⅱ)

연구문제Ⅱ는 “스포츠조직에 발생하는 위기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였다. 이를 위해 위기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거쳐 스포츠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의 유목을 ‘소문(rumor)’,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악의적 공격(Malevolence)’,‘도전(Challenge)’,‘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의 여섯 가지 유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스포츠조직에서 발생한 위기유형을(연구문제Ⅱ-1)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분

석을 위해 종목에 따라(연구문제Ⅱ-2) 그리고 조직유형에 따라(연구문제Ⅱ-3) 위

기유형별 발생 빈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종목별 분석을 위한 분석유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와 스포츠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직유형별 분석을 위한 분석유목은 스포츠조직 유형을 ①스포츠연맹 및 행정서

비스조직, ②관람스포츠조직 , ③참여스포츠조직, ④스포츠용품조직 ⑤스포츠시설

조직, ⑥스포츠미디어조직 ⑦스포츠복권게임조직 ⑧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의 여덟 

가지 조직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프레임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위기유형별 분석(연구문제Ⅱ-1)

연구문제Ⅱ-1은 스포츠조직에는 어떠한 위기 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29>는 연구문제Ⅱ-1에 대한 분석결과 표이다. 총 1024건의 

위기에 해당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스포츠조직이 자주 직면한 위기유형을 대분

류의 위기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스포츠조직에서는 ‘도전’위기유형이 482 

(47.0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반’에 해당하는 위기유형이 

327(31.9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사고(85건, 8.30%)’, 

‘소문(64건, 6.25%)’, ‘악의(46건, 4.49%)’, ‘자연재해(20건, 1.95%)’순으로 

나타났다. 도전 위기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스포츠조직의 공개성 때문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직의 운영이나 활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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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공개성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나 행동에 대해 조직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분류의 위기유형에 따른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소문 위기유형에는 

조직의 비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연성을 제기하는 ‘의혹’이 45(4.39%)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의

미하는 ‘불화설’이 13(1.27%)건으로 나타났으며 열애설은 6(0.59%)건으로 나타

났다. 자연재해의 중분류 유형별로는 경기취소가 13(1.27%)건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시설파손(4건, 0.39%), 경기지연(3건, 0.29%) 순으로 나타났다. 악의의 중

분류유형별로는 테러리즘이 23건(2.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보침해(11

건, 1.07%), 관중비행(9건, 0.88%), 악의적비하(3건, 0.29%) 순으로 나타났다. 도전

의 중분류 유형별로는 조직의 운영이나 행위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불성실경영

이 147건(14.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직접적인 

행위로 표출하는 항의 유형이 139건(13.5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패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경기에서의 패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하는 성적부진이 109건(10.64%)으로 많았으며 소송(59건, 5.76%), 

파벌(15건, 1.46%), 파업(8건, 0.78%), 태만(4건, 0.39%), 환경훼손(1건, 0.1%)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중분류 위기유형별로는 오심이나 시간 계측오류 등 사람의 실

수로 인한 사고나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인 건강을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인적사고가 74건(7.23%)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사고는 11건(1.07%)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기유형에서 인적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경기에서 인적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반의 위기

유형은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인차원위반으로 분류하였다. 경기 관련 위

반은 스포츠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나타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승부조

작, 경기장비행, 약물복용(도핑), 가혹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직차원 위반은 조직

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법률, 규정, 계약 등의 위반행위로 뇌물수수, 횡령, 

계약위반, 경영위반 등을 포함한다. 개인차원위반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저지르는 위반행위로 성폭력,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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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소문
(6.25%)

의혹 45 4.39%
64

(6.3%)
불화설 13 1.27%
열애설 6 0.59%

자연재해
(1.95%)

경기지연 3 0.29%
20

(2.0%)
경기취소 13 1.27%
시설파손 4 0.39%

악의
(4.49%)

테러리즘 23 2.25%

46
(4.5%)

관중비행 9 0.88%
악의적비하 3 0.29%
정보침해 11 1.07%

도전
(47.07%)

항의 139 13.57%

482
(47.1%)

태만 4 0.39%
성적부진 109 10.64%

소송 59 5.76%
파업 8 0.78%

불성실경영 147 14.36%
환경훼손 1 0.10%

파벌 15 1.46%

사고
(8.30%)

기술적사고
시설사고 8 11

(1.07%)
85

(8.30%)

방송사고 3

인적사고
오심 45

74
(7.23%)

건강훼손 28
계측오류 1

위반
(31.93%)

경기관련위반

승부조작 187
238

(23.24%)

327
(31.93%)

경기장비행 25
도핑 25

가혹행위 1

조직차원위반

뇌물수수 14
40

(3.91%)
횡령 4

이면계약 8
경영위반 14

개인차원위반

성폭행 5

49
(4.79%)

폭력 13
불륜 14

병역비리 0
음주운전 11

사기 1
마약복용 2

도박 1
살인 1
협박 1

총계 1,024 100%

표 29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별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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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절도, 도박, 마약복용, 살인, 협박 등을 포함한다. 위반의 중분류 유형별로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경기관련위반이 238건(23.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개인차원위반(49건, 4.79%), 조직차원위반(40건, 3.91%)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에서 경기 관련 위반 유형이 많은 것은 스포츠경기는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이고 프로스포츠의 경우 항상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

기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사건 사고들은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스포츠조직에서는 일반기업과 달리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비행이 기사

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선수의 개인적 행동에 대한 공

중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은 스포츠 전반에 걸쳐

서 스포츠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기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조직

이 갖는 공개성으로 인해 조직 외부로부터 조직 운영과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는 도전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종목에 따라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2) 종목별 위기유형 분석(연구문제Ⅱ-2)

연구문제Ⅱ-2에 해당하는 종목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지

를 분석하였다. 종목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를 국내 프로스포츠가 있는 축

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빙상종목은 조

사대상기간에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기사가 양산 되었기에 해당 

사건에 대해 빙상연맹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종목으로 분

류하지 않고 프로스포츠종목과 같이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외의 종목은 위기사례

수가 미미하여 기타종목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순서는 먼저 종목별 대분

류의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다음 중분류 위기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표 

30>은 스포츠 종목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 빈도표이다.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목별로는 축구가 384건으로 가장 많은 위

기사례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야구(135건), 빙상(105건), 골프(102건), 농구(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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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축구
18 2 16 129 43 176 384

4.7% 0.5% 4.2% 33.6% 11.2% 45.8% 100.0%

야구
15 4 6 66 16 28 135

11.1% 3.0% 4.4% 48.9% 11.9% 20.7% 100.0%

농구
2 1 0 26 2 16 47

4.3% 2.1% 0.0% 55.3% 4.3% 34.0% 100.0%

배구
0 0 0 18 0 6 24

0.0% 0.0% 0.0% 75.0% 0.0% 25.0% 100.0%

빙상
19 1 13 27 8 37 105

18.1% 1.0% 12.4% 25.7% 7.6% 35.2% 100.0%

골프
1 4 6 71 2 18 102

1.0% 3.9% 5.9% 69.6% 2.0% 17.6% 100.0%

기타종목
9 8 5 145 14 46 227　

4.0% 3.5% 2.2% 63.9% 6.2% 20.3% 100.0%

계
64 20 46 482 85 327 1,024

6.2% 2.0% 4.5% 47.1% 8.3% 31.9% 100.%

표 30 종목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 

배구(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축구의 위기사례 384건 중 위반유형이 176건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전(129건) 유형이 많았다. 축구종목에서

는 6가지 위기유형이 모두 나타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종목은 총 135건의 위기사례 중 도전유형이 66건으로 전체 사례의 4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위반(28건)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구종목도 축구

와 같이 6가지 위기유형이 모두 나타났다. 농구종목은 총 위기사례는 47건으로 

축구나 야구종목에 비해 위기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배구종목은 4대 프

로 종목 중 가장 적은 위기사례를 보였으며 도전(18건)과 위반(6건) 유형에서만 

위기 사례가 나타났다. 빙상종목은 총 105건의 위기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이는 자

료수집기간 동안 대표선수 선발전 담합사건의 여파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기유형에 있어서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위반유형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6가지 

위기유형이 모두 나타났다. 골프종목은 총 102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마찬

가지로 도전유형이 7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위반(18건)이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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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종목은 총 227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기

타종목에서는 도전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축구, 야구, 빙

상 등 특정종목에 위기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료수집 기간에 승부조작 사

건이 발생한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도 6가지 

위기유형 중 도전 위기유형이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의 발생 사례와 경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인 위반유형과 사고유형이 전체 위기사례의 40.2%로 도전유형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조직은 전체적으로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6가지 위기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발생 빈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위기유형별 세부 위기유형의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① “소문”의 종목별 발생빈도 

소문의 세부위기유형에는 의혹, 불화설 열애설이 있다. 소문의 세부위기유

형을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위기유형
종목 의혹 불화설 열애설 계

축구
17 1 0 18

94.4% 5.6% 0.0% 100.0%

야구
2 7 6 15

13.3% 46.7% 40.0% 100.0%

농구
2 0 0 2

100.0% 0.0% 0.0% 100.0%

배구
0 0 0 0

　0.0% 0.0% 0.0% 0.0%　

빙상
14 5 0 19

73.7% 26.3% 0.0% 100.0%

골프
1 0 0 1

100.0% 0.0% 0.0% 100.0%

기타
9 9　

100.0% 0.0% 0.0% 100.0%

계 45 13 6 64

표 31 ‘소문’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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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위기유형은 전체 위기사례에서 총 64건의 사례가 나타났으며 축구종

목(18건)과 빙상종목(19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승부조작사건의 발

단이 승부조작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승부조작 사건 초기에 많은 의

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불화설은 축구, 야구, 빙상 종목에서 나타났으

며 열애설은 야구종목에서만 타나났다. 종합하면 소문 위기유형에서 의혹은 확인

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을 제기하는 의혹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연해해”의 종목별 발생빈도 

자연재해의 세부 위기유형에는 경기지연, 경기취소, 시설파손 등의 위기유

형이 있다. 자연재해 유형은 전체위기 사례 중 총 2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결과 경기취소가 13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종목별로는 축구(2건), 야구(2건), 농구(1건), 기타(8건)로 나타났다. 경

기지연유형은 총 3건(15%)으로 야구(2건), 빙상(1건)으로 타나났다. 시설파손유형

은 총 4건(20%)으로 모두 골프종목에서 나타났다. 이는 기상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스포츠종목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악의적 공격”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2>는 악의적 공격 위기유형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표이다. 

악의적 공격 위기유형의 세부유형에는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등이 있다. 전체위기 사례 중 총 46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테러리즘이 

23건(50%)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특히 축구종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세계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을 상대로 한 테러위협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다.  빙상에서는 악의 위기유형 중 정보침해 유형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

는데 이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특성상 연

기 구성에 대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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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계

축구
14 1 0 1 16

87.5% 6.3% 0.0% 6.3% 100.0%

야구
2 4 0 0 6

33.3% 66.7% 0.0% 0.0% 100.0%

농구
0 0 0 0 0

0.0% 0.0%　 0.0%　 0.0%　 0.0%　

배구
0 0 0 0 0

0.0%　 0.0%　 0.0%　 0.0%　 0.0%　

빙상
2 0 1 10 13

15.4% 0.0% 7.7% 76.9% 100.0%

골프
2 4 0 0 6

33.3% 66.7% 0.0% 0.0% 100.0%

기타
3 0 2 　 5

60.0% 0.0% 40.0% 0.0% 100.0%

계
23 9 3 11 46

50.0% 19.6% 6.5% 23.9% 100.0%

표 32 ‘악의적 공격’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④ “도전”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3>은 도전 위기유형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표이다. <표 3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전 위기유형의 세부유형에는 항의, 태만, 성적부진, 소

송, 파업, 불성실경영, 환경훼손, 파벌 등이 있다. 도전 위기유형은 전체위기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기유형으로 전체 사례 중 총 482건의 위기사례

가 나타났다. 도전의 세부유형 중 조직의 운영이나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는 불성실경영 유형이 147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항의

(139건), 성적부진(1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에서는 성적부

진(53건)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항의(38건)와 불성실경영(27) 순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항의, 성적부진, 불성실경영 유형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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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항의 태만
성적부

진
소송 파업

불성실
경영

환경훼
손

파벌 계

축구
38 0 53 9 1 27 0 1 129

29.5% 0.0% 41.1% 7.0% 0.8% 20.9% 0.0% 0.8% 100.0%

야구
17 0 10 10 0 29 0 0 66

25.8% 0.0% 15.2% 15.2% 0.0% 43.9% 0.0% 0.0% 100.0%

농구
1 0 5 8 2 10 0 0 26

3.8% 0.0% 19.2% 30.8% 7.7% 38.5% 0.0% 0.0% 100.0%

배구
1 0 4 2 0 11 0 0 18

5.6% 0.0% 22.2% 11.1% 0.0% 61.1% 0.0% 0.0% 100.0%

빙상
3 0 4 6 0 3 0 11 27

11.1% 0.0% 14.8% 22.2% 0.0% 11.1% 0.0% 40.7% 100.0%

골프
23 3 10 15 2 16 1 1 71

32.4% 4.2% 14.1% 21.1% 2.8% 22.5% 1.4% 1.4% 100.0%

기타
56 1 23 9 3 51 0 2 145

38.6% 0.7% 15.9% 6.2% 2.1% 35.2% 0.0% 1.4% 100.0%

계
139 4 109 59 8 147 1 15 482

28.5% 0.8% 22.3% 12.1% 1.6% 30.1% 0.2% 3.1% 100.0%

표 33 ‘도전’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⑤ “사고”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4>는 사고 위기유형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표이다. 사고 

위기유형의 세부유형은 기술적사고와 인적사고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고 위기유

형은 전체 위기 사례 중 총 85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기술적사고가 

11건, 인적사고가 74건으로 기술적 사고보다 인적사고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에서 기술적사고보다 인적사고가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스포츠경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오심이나 부상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배구에서는 사고위기유형이 나타나지 않았

다. 특히 축구와 야구 종목에서 사고유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 축구와 야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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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기술적사고 인적사고

합계
시설
사고

방송
사고

계 오심
건강
훼손

계측
오류

계

축구
1 1 2 25 16 0 41 43

50.0% 50.0% 100.0% 61.0% 39.0% 0.0% 100.0% 100.0%

야구
3 0 3 10 3 0 13 16

100.0% 0.0% 100.0% 76.9% 23.1% 0.0% 100.0% 100.0%

농구
0 0 0 1 1 0 2 2

0.0% 0.0% 0.0% 50.0% 50.0% 0.0% 100.0% 100.0%

배구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빙상
1 2 3 3 1 1 5 8

33.3% 66.7% 100.0% 60.0% 20.0% 20.0% 100.0% 100.0%

골프
0 0 0 0 2 0 2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기타
3 0 3 6 5 0 11 14

100.0% 0.0% 100.0% 54.5% 45.5% 0.0% 100.0% 100.0%

계
8 3 11 45 28 1 74 85

72.7% 27.3% 100.0% 60.8% 37.8% 1.4% 100.0% 100.0%

표 34 ‘사고’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⑥ “위반-경기관련위반”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5>는 위반 위기유형 중 경기관련위반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관련위반 유형은 전체 위기 사례 중 

총 238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승부조작이 187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

를 나타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종목에서 승부조작이 141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빙상에서 33건의 승부조작 사건이 나타났다. 축구, 빙상 종목 

외에도 기타 종목에서 11건의 승부조작 사례가 나타났다. 경기장비행은 축구, 농

구, 야구, 골프 종목에서 나타났으며 이외의 종목에서는 경기장비행 사례는 나타

나지 않았다. 도핑유형은 축구, 야구, 농구, 기타 등 모든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운동수행의 성과를 위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약물의 유

혹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가혹행위는 1건으로 대부분

의 종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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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경기관련위반　
계

승부조작 경기장비행 도핑 가혹행위

축구
141 10 3 0 154

91.6% 6.5% 1.9% 0.0% 100.0%

야구
1 5 4 0 10

10.0% 50.0% 40.0% 0.0% 100.0%

농구
0 9 2 0 11

0.0% 81.8% 18.2% 0.0% 100.0%

배구
0 0 0 0 0

0.0% 0.0% 0.0% 0.0% 0.0%

빙상
33 0 0 0 33

100.0% 0.0% 0.0% 0.0% 100.0%

골프
1 1 0 0 2

50.0% 50.0% 0.0% 0.0% 100.0%

기타
11 0 16 1 28

39.3% 0.0% 57.1% 3.6% 100.0%

계
187 25 25 1 238

78.6% 10.5% 10.5% 0.4% 100.0%

표 35 ‘위반-경기관련위반’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⑦ “위반-조직차원위반”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6>은 위반 위기유형 중 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조직차원위반 유형에는 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등의 유

형이 포함된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차원위반 유형은 전체 위기 사

례 중 총 4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뇌물수수와 경영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종목에서는 뇌물수수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타나탔으며 이는 월드컵 유치와 관련한 FIFA 위원들의 뇌물수수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위반 유형은 축구, 야구, 배구, 골프, 기타 종목 등 대부분의 종목에

서 나타났다. 횡령 유형은 많지는 않지만 야구, 골프 등의 종목에서 간혹 나타나

고 있으며 이면계약 유형은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를 중심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선수와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위기유형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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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조직차원위반 　
계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축구
10 0 0 1 11

90.9% 0.0% 0.0% 9.1% 100.0%

야구
0 1 1 3 5

0.0% 20.0% 20.0% 60.0% 100.0%

농구
0 0 5 0 5

0.0% 0.0% 100.0% 0.0% 100.0%

배구
0 0 2 4 6

0.0% 0.0% 33.3% 66.7% 100.0%

빙상
0 0 0 0 0

0.0% 0.0% 0.0% 0.0% 0.0%

골프
1 1 0 2 4

25.0% 25.0% 0.0% 50.0% 100.0%

기타
3 2 0 4 9

33.3% 22.2% 0.0% 44.4% 100.0%

계
14 4 8 14 40

35.0% 10.0% 20.0% 35.0% 100.0%

표 36 ‘위반-조직차원위반’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⑧ “위반-개인차원위반”의 종목별 발생빈도 

<표 37>은 위반 위기유형 중 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개인차원위반 유형에는 성폭력,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운전, 탈세, 

마약복용, 절도, 살인 협박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차원위반 유형은 전체 위기 사례 중 총 49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불륜(14건), 폭력(13건), 음주비행(11건) 순으로 많은 빈도를 보

였다. 종목별로는 축구종목에서 폭력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불륜, 

마약복용, 성폭력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야구종목에서는 음주비행이 9건으로 가

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으며 폭력에서부터 탈세, 절도, 살인 등 위반사례도 가장 

많고 위반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구, 배구에서는 개인차원의 위

반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골프에서는 불륜이나 협박, 마약복용 등의 위반 사례

가 나타났으며 골프종목에서 불륜사례가 많은 것은 참여스포츠 종목에서 골프종

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 136 -

   위기유형

종목　

개인차원위반
계성폭

력
폭력 불륜

병역
비리

음주
운전

탈세
마약
복용

절도 살인 협박

축구
1 5 4 0 0 0 1 0 0 0 11

9.1% 45.5% 36.4% 0.0% 0.0% 0.0% 9.1% 0.0% 0.0% 0.0% 100%

야구
0 1 0 0 9 1 0 1 1 0 13

0.0% 7.7% 0.0% 0.0% 69.2% 7.7% 0.0% 7.7% 7.7% 0.0% 100%

농구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배구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빙상
1 3 0 0 0 0 0 0 0 0 4

25.0% 7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골프
0 0 10 0 0 0 1 0 0 1 12

0.0% 0.0% 83.3% 0.0% 0.0% 0.0% 8.3% 0.0% 0.0% 8.3% 100.0%

기타
3 4 0 0 2 0 0 0 0 0 9

33.3% 44.4% 0.0% 0.0% 22.2% 0.0% 0.0% 0.0% 0.0% 0.0% 100.0%

계
5 13 14 0 11 1 2 1 1 1 49

10.2% 26.5% 28.6% 0.0% 22.4% 2.0% 4.1% 2.0% 2.0% 2.0% 100.0%

표 37 ‘위반-개인차원위반’위기유형의 종목별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3) 조직유형별 위기유형의 발생빈도(연구문제Ⅱ-3)

연구문제Ⅱ-3은 조직유형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유형의 분류 유목을 ①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

조직, ②관람스포츠조직 , ③참여스포츠조직, ④스포츠용품조직, ⑤스포츠시설조

직, ⑥스포츠미디어조직, ⑦스포츠복권게임조직, ⑧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의 8가지 

조직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6가지 대분류 위기유형 발

생빈도를 분석한 다음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세부유형별 위기발생 빈도를 분

석하는 순서로 제시하였다. 

<표 38>은 스포츠조직 유형별 6가지 대분류 위기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

과표이다. 전체 위기사례 1024건 중 가장 많은 위기사례를 나타낸 조직은 관람스

포츠조직으로 총 48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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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조직
유형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36 3 26 240 44 111 460

7.8% 0.7% 5.7% 52.2% 9.6% 24.1% 100.0%

관람스포츠조직 
26 13 19 178 36 208 480

5.4% 2.7% 4.0% 37.1% 7.5% 43.3% 100.0%

참여스포츠조직
2 4 0 23 2 4 35

5.7% 11.4% 0.0% 65.7% 5.7% 11.4% 10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1 32 3 2 38

0.0% 0.0% 2.6% 84.2% 7.9% 5.3% 10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4 0 2 6

0.0% 0.0% 0.0% 66.7% 0.0% 33.3% 10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합계
64 20 46 482 85 327 1024

6.3% 2.0% 4.5% 47.1% 8.3% 31.9% 100.0%

표 38 스포츠조직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

다음으로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이 46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나 두 

번째로 많은 위기사례를 보였으며 스포츠미디어조직(38건), 참여스포츠조직(3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직유형에서는 위기의 발생 빈도가 많지 않았다. 

위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조직유형에서 도전의 위기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전 위기유형은 조직 외부의 단체나 사람들이 조직의 운영이나 행위에 대

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조직의 행위의 부적절성을 제기할 때 나타나는 위기유형

이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에 도전 유형에 해당하는 위기유형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은 스포츠조직이 조직의 운영이나 행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스포츠조직에게 바라는 사회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위 결과에 대해 6가지 위기유형별로 각

각의 위기의 세부유형에는 어떠한 위기유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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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유형별 “소문”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39>는 소문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문 위기유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64건의 

사례가 있었다. 소문 위기유형은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36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관람스포츠조직  조직이 26건으로 나타나 소문의 위기유형은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 조직과 관람스포츠조직의 2가지 조직유형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소문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의혹은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서 

3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관람스포츠조직(10건), 참여스포츠조직(2건) 순으

로 나타났다. 불화설은 관람스포츠조직에서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열애설(6건)도 

관람스포츠조직 의 조직유형에서만 나타났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 불화설, 열애

설의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선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위기유형
종목

의혹 불화설 열애설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33 3 0 36

91.7% 8.3% 0.0% 100.0%

관람스포츠조직 
10 10 6 26

38.5% 38.5% 23.1% 100.0%

참여스포츠조직
2 0 0 2

100.0% 0.0% 0.0% 10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0
0.0% 0.0% 0.0% 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0

0.0% 0.0% 0.0% 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0 0

0.0% 0.0% 0.0% 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0

0.0% 0.0% 0.0% 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0% 0.0% 0.0% 0.0%　

합계
45 13 6 64

70.3% 20.3% 9.4% 100.0%

표 39 스포츠조직에 따른 소문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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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유형별 “자연해해”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자연재해 위기유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20(2%)건의 사례가 

있었다. 자연재해의 위기유형은 관람스포츠조직(13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

며 참여스포츠조직(4건),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조직유형에서는 자연재해의 위기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재해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연(3건)은 관람스포츠조직(1건)과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2건)에서만 나타났으며 경기취소는 관람스포츠조

직(11건)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파손은 참여

스포츠조직(4건)에서만 나타났다. 자연재해의 조직유형별 발생빈도는 대부분 스

포츠이벤트 프로퍼티를 소유하는 조직인 스포츠연맹이나 관람스포츠조직에서 나

타나고 있다.

③ 조직유형별 “악의적 공격”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40>은 악의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

다.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의 위기유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46건의 사례가 있었다. 악의적 공격 위기유형은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

직(26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관람스포츠조직(19건), 스포츠미디어조직(1

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조직유형에서는 악의 위기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악의의 세부유형에서 테러리즘(23건)이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22

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FIFA, IOC 등 국제스포츠연맹이 국제스

포츠이벤트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고 국제스포츠이벤트는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 

관중비행, 정보침해, 악의적비하 등 악의의 세부위기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람스포츠조직의 특성상 경기의 생산과정에서 스포츠팬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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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22 0 0 4 26

84.6% 0.0% 0.0% 15.4% 100.0%

관람스포츠조직 
1 9 3 6 19

5.3% 47.4% 15.8% 31.6% 100.0%

참여스포츠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0 0.0%

0.0% 0.0% 0.0% 0.0% 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0 1 0.0%

0.0% 0.0% 0.0% 100.0% 10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합계
23 9 3 11 46

50.0% 19.6% 6.5% 23.9% 100.0%

표 40 스포츠조직에 따른 악의적 공격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④ 조직유형별 “도전”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41>은 도전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

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전 위기유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482건의 사례가 있었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은 총 240건의 도전 위기

사례 중 항의(82건), 불성실경영(65건), 성적부진(6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파벌(14건), 소송(10건), 파업(5건)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는 

총 178건의 도전위기 사례 중 불성실경영(72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적부진(45건), 소송(28건), 항의(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미디어조직은 32

건의 도전 위기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중계권과 관련한 미디어조직 간

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들로 항의(20건), 소송(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참여스포츠조직에서는 총 23건의 도전 위기사례 중 항의(9건)이 가장 

많았으며 소송(8건), 불성실경영(5건), 환경훼손(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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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항의 태만
성적
부진

소송 파업
불성실
경영

환경
훼손

파벌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82 0 64 10 5 65 0 14 240

34.2% 0.0% 26.7% 4.2% 2.1% 27.1% 0.0% 5.8% 100.0%

관람스포츠조직 
25 4 45 28 3 72 0 1 178

14.0% 2.2% 25.3% 15.7% 1.7% 40.4% 0.0% 0.6% 100.0%

참여스포츠조직
9 0 0 8 0 5 1 0 23

39.1% 0.0% 0.0% 34.8% 0.0% 21.7% 4.3% 0.0% 100.0%

스포츠용품조직
2 0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1 0 0 0 0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스포츠미디어조직
20 0 0 11 0 1 0 0 32

62.5% 0.0% 0.0% 34.4% 0.0% 3.1% 0.0% 0.0% 10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1 0 0 1 0 2 0 0 4

25.0% 0.0% 0.0% 25.0% 0.0% 50.0% 0.0% 0.0% 10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 2 0 0 2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합계
139 4 109 59 8 147 1 15 482

28.8% 0.8% 22.6% 12.2% 1.7% 30.5% 0.2% 3.1% 100.0%

표 41 스포츠조직에 따른 도전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⑤ 조직유형별 “사고”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42>는 사고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

다. 사고 위기유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85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 

중 인적사고 74건, 기술적사고 11건으로 대부분 인적자원과 관련된 위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은 총 85건의 사고 위기사

례 중 44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 중 40건의 사례가 인적사고 유형

으로 오심(33건), 건강훼손(6건), 계측오류(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이벤트

를 소유하고 있는 FIFA, IOC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관

람스포츠조직에서도 총 36건의 도전위기 사례 중 인적사고가 34건으로 기술적사

고(2건) 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인적사고에서 오심(12건) 보다 건강훼손(22건)의 위

기사례가 많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경기도중 쓰러지

는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스포츠미디어조직에서 기술적사

고(3건) 사례가 있었으며 참여스포츠조직에서는 시설사고(2건)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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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기술적사고 인적사고
계시설

사고
방송
사고

계 오심
건강
훼손

계측
오류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4 0 4 33 6 1 40 44
100.0% 0.0% 100.0% 82.5% 15.0% 2.5% 100.0% 100.0%

관람스포츠조직 
2 0 2 12 22 0 34 36

100.0% 0.0% 100.0% 35.3% 64.7% 0.0% 100.0% 100.0%

참여스포츠조직
2 0 2 0 0 0 0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3 3 0 0 0 0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8 3 11 45 28 1 74 85

72.7% 27.3% 100.0% 60.8% 37.8% 1.4% 100.0% 100.0%

표 42 스포츠조직에 따른 사고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⑥ 조직유형별 “위반-경기관련위반”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위반 위기유형중 경기관련위반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조직 유형별

로 분석한 결과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238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이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과 관람스포츠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

포츠이벤트 프로퍼티를 소유하는 조직이 스포츠연맹과 관람스포츠조직이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서는 총 83건(100%)의 경기관련위반 사례

가 있었으며 이 중 승부조작이 63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도핑이 14건(16.9%), 

경기장비행이 5건(6%), 가혹행위가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연맹 및 행

정서비스조직에서 승부조작과 관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프로축구리그의 

승부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프로축구리그가 대한축구협회와 별도의 조직이

기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생된 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축구의 승부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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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경기장비행(5

건), 도핑(14건) 사례는 국가대표선수의 경우 스포츠연맹에 소속된 선수로 국제 

스포츠이벤트에 국가대표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장 비행이나 도핑과 같은 위기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는 총 154건의 경기관련 위기 사례가 나타났으며 위기

유형의 성격상 관람스포츠조직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위기유형분류

와 무관하지 않다. 세부 위기유형별로는 승부조작(123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장비행(20건), 도핑(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 승부조작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축구, 야구, 배구의 프로리그에서 승부조작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경기관련위반 유형은 관람스포츠조직(154건)과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기유형의 특성상 위기의 대상

이 스포츠이벤트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⑦ 조직유형별 “위반-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43>은 위반 위기유형 중 조직차원위반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

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차원위반 위기유

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40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14건)과 관람스포츠조직(19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서는 총 14건의 조직차원위반 사례가 있

었으며 이 중 뇌물수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영위반 사례가 2건, 조직구성원의 횡령사례가 1건이 있었다. 관람스포

츠조직에서는 총 19건의 조직차원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세부 위기유형도 경영위

반(8건), 이면계약(8건), 횡령(1건), 뇌물수수(1건)으로 조직차원위반의 모든 세부위

기유형에서 위기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뇌물수수와 경영위반 사례가 

14건 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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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조직차원위반

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계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11 1 0 2 14

78.6% 7.1% 0.0% 14.3% 100.0%

관람스포츠조직 
1 2 8 8 19

5.3% 10.5% 42.1% 42.1% 100.0%

참여스포츠조직
2 1 0 1 4

50.0% 25.0% 0.0% 25.0% 10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0 2 2

0.0% 0.0% 0.0% 100.0% 10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

0.0% 0.0% 0.0% 0.0% 0.0%

합계
14 4 8 14 40

35.0% 10.0% 20.0% 35.0% 100.0%

표 43 스포츠조직에 따른 위반-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⑧ 조직유형별 “위반-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 분석결과

<표 44>는 위반 위기유형 중 개인차원위반 위기의 세부위기유형을 스포츠

조직별로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차원위반 위기유

형은 전체 1024건의 위기사례 중 총 49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관람스포츠

조직(35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인차원위반 유형은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법규를 위반한 유형이기 때문

에 선수와 같이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직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서는 총 14건의 개인차원위반 사례가 있

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폭력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관람스포츠조직에서는 총 35

건의 개인차원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세부 위기유형도 폭력에서부터 음주, 마약복

용 등 모든 세부위기유형에서 위기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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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종목

개인차원위반
계성

폭력
폭력 불륜

병역
비리

음주
운전

탈세
마약
복용

절도 살인 협박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4 10 0 0 0 0 0 0 0 0 14

28.6% 71.4%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관람스포츠조직 
1 3 14 0 11 1 2 1 1 1 35

2.9% 8.6% 40.0% 0.0% 31.4% 2.9% 5.7% 2.9% 2.9% 2.9% 100.0%

참여스포츠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용품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시설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복권게임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5 13 14 0 11 1 2 1 1 1 49

10.2% 26.5% 28.6% 0.0% 22.4% 2.0% 4.1% 2.0% 2.0% 2.0% 100.0%

표 44 스포츠조직에 따른 위반-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 발생빈도

2)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분석(연구문제 Ⅲ)

연구문제Ⅲ은 스포츠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

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기대응전략의 분석을 위한 틀은 Coombs(2000)의 위

기대응전략 유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는 ①공격자공격(attack the accuser), ②

부정(denial), ③변명(excuse), ④정당화(justification), ⑤환심사기(ingratiation), ⑥개

선행위(corrective action), ⑦사과(apology), ⑧침묵(silence)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사에서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해당없음

(N/A)”으로 분류하였다. 변명, 정당화, 환심사기, 개선행위에는 하부 대응전략유

형이 있다. 변명전략에는 의도부정(deny intention), 의지부정(deny volition), 해명

(clarification), 비난전가(shift blame), 희생양화(victimization) 전략이 포함되며, 정

당화전략에는 최소화(minimization), 초월(transcendence) 전략이 포함된다. 환심사

기전략에는 칭찬(praise), 입지강화(bolstering) 전략이 포함되며 개선행위전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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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compensation), 복구(repair), 재발방지(rectification) 전략이 포함된다. 따라서 

위기대응전략의 총 유목 수는 16가지이며 이에 따라 스포츠조직이 위기 상황에

서 사용한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체계는 위의 16가지 위기대응전략 분석 틀을 바탕으로 위기대응전략 

유형별로 전체적인 사용 빈도를 분석하고(연구문제Ⅲ-1) 이를 위기유형에 따라서

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연구문제Ⅲ-2) 이를 다시 종

목별로(연구문제Ⅲ-3), 스포츠조직유형별로(연구문제Ⅲ-4) 분석하였다.  

(1)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빈도분석(연구문제Ⅲ-1)

<표 45>는 연구문제 Ⅲ-1의 분석결과로 스포츠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

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표이다.

<표 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포츠조직은 1,024건의 위기사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조직의 입장을 파악할 수 없는 해당없음이 574건으

로(56.4%) 나타나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으로 개선행위전략이 201건(19.63%)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부인(5.66%), 변명

(4.98%), 공격자공격(4.79%), 사과(4.59%), 정당화(3.81%), 환심사기(0.49%)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행위전략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략이 192건(18.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기이전의 상태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복구전략이 9

건(0.88%)으로 나타났다. 변명전략에서는 비난전가(1.56%), 해명(1.37%), 의지부정

(1.07%), 의도부정(0.78%), 희생양화(0.2%)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변명 전략을 구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대응을 회피하는 침묵전략은 전략은 나타나

지 않아 이후 분석결과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위기유형의 발생빈도 분석결과에서 위반유형이 31.93%의 비율로 나타난데 

비해 사과전략은 4.59%로 위기 상황에 대해 사과보다는 재발방지(18.75%)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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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응전략

빈도 비율(%)

공격자공격 49 4.79%

부인 58 5.66%

변명

의도부정 8 0.78%

51
(4.98%)

의지부정 11 1.07%

해명 14 1.37%

비난전가 16 1.56%

희생양화 2 0.20%

정당화
최소화 7 0.68% 39

(3.81%)초월 32 3.13%

환심사기
칭송 5 0.49% 5

(0.49%)입지강화 0 0.00%

개선행위

보상 0 0.00%
201

(19.63%)
복구 9 0.88%

재발방지 192 18.75%

사과 47 4.59%

침묵 0 0.00%

없음 574 56.05%　

계 1,024 100.00%

표 45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유목별 사용빈도

(2) 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분석(연구문제Ⅲ-2)

<표 46>은 연구문제Ⅲ-2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기유형에 따라 어떠한 위

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먼저 소문 위기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64건의 소문 위기사례에 대해 해당없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러나 소문 위기유형에 대응할 때는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의 양극단에 위치

한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문에 대해 위기 상황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소문에 대한 조직과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재해 위기유형은 총 20건의 위기사례가 있었다. 자연재해 위기유형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발방지, 복구, 초월 등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위기유형의 경우 경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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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5 0 8 30 0 6 49

10.2% 0.0% 16.3% 61.2% 0.0% 12.2% 100.0%

부인
14 0 2 21 3 18 58

24.1% 0.0% 3.4% 36.2% 5.2% 31.0% 100.0%

변명

의도부정
1 0 0 3 2 2 8

12.5% 0.0% 0.0% 37.5% 25.0% 25.0% 100.0%

의지부정
0 0 0 8 0 3 11

0.0% 0.0% 0.0% 72.7% 0.0% 27.3% 100.0%

해명
2 0 0 11 1 0 14

14.3% 0.0% 0.0% 78.6% 7.1% 0.0% 100.0%

비난전가
0 0 0 13 2 1 16

0.0% 0.0% 0.0% 81.3% 12.5% 6.3% 100.0%

희생양화
0 0 0 1 1 0 2

0.0% 0.0% 0.0% 50.0% 5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1 5 0 1 7
0.0% 0.0% 14.3% 71.4% 0.0% 14.3% 100.0%

초월
4 1 0 24 0 3 32

12.5% 3.1% 0.0% 75.0% 0.0% 9.4%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1 4 0 0 5
0.0% 0.0% 20.0% 8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1 1 0 6 0 1 9

11.1% 11.1% 0.0% 66.7% 0.0% 11.1% 100.0%

재발방지
11 1 11 42 15 112 192

5.7% 0.5% 5.7% 21.9% 7.8% 58.3% 100.0%

사과
2 0 0 18 12 15 47

4.3% 0.0% 0.0% 38.3% 25.5% 31.9% 100.0%

해당없음
24 17 23 296 49 165 574

4.2% 3.0% 4.0% 51.6% 8.5% 28.7% 100.0%

계
64 20 46 482 85 327 1024

6.3% 2.0% 4.5% 47.1% 8.3% 31.9% 100.0%

표 46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사용빈도

이나 경기취소 등의 경우 스포츠조직에서는 즉각적으로 팬이나 관중에게 경기진

행에 대한 결정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기사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악의 위기유형은 총 46건의 위기사례가 있었으며 해당없음이 23건으로 

50%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발방지가 11건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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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책임은 작지만 조직 외부의 사람이나 단체로부터의 공격이 조직의 이해관

계자인 팬이나 관중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악의적 공격에 대해 조직

이 재발방지 또는 예방을 약속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전 위기유형은 총 482건의 위기사례가 있었으며 역시 해당없음이 296건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도전 유형에 대해 조직이 대응할 경우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전 위

기유형에 대해서는 조직의 책임을 부정하는 공격자공격부터 사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전 위기유형은 조직이 법규나 사

회적 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운영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

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로 조직의 책임성 또한 중간정도이기 때문에 대응전략

의 선택 옵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조직이 과거에 행했던 긍정적 행위를 강조하는 입지강화 전략이나 피해자에

게 물적 정신적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위기유형은 총 85건의 위기사례가 있었으며 85건의 위기사례에 대해 해

당없음이 4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기유형에 대해서 스포츠조직

은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용적 전략을 구사하거나(15건) 또

는 부인(3건) 전략이나 의도부정(2건), 비난전가(2건), 해명(1건), 희생양화(1건) 등

과 같은 변명전략을 사용하여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반 위기유형은 총 327건의 위기사례가 있었으며 327건의 위

기사례에 대해 해당없음이 1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반 위기유형

에 대해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재발방지 전략을 

구사한 경우가 112건, 사과가 15건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

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부인(18건), 공격자공격(6건), 변명(6건), 정당화(4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가지 대분류 위기유형에 대해 각각의 위기유형의 세부위기유형별로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 150 -

① “소문”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47>은 소문 위기유형에 대한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

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위기유형

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방어적 전략이나 또는 사실관계를 인

정하는 수용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의혹 불화설 열애설 계

공격자공격
1 4 0 5

20.0% 80.0% 0.0% 100.0%

부인
11 3 0 14

78.6% 21.4%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1 0 1

0.0% 10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0

0.0% 0.0% 0.0% 0.0%

해명
2 0 0 2

100.0%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0% 0.0% 0.0% 0.0%

초월
2 2 0 4

50.0% 5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0% 0.0% 0.0% 0.0%

복구
0 1 0 1

0.0% 100.0% 0.0% 100.0%

재발방지
10 0 1 11

90.9% 0.0% 9.1% 100.0%

사과
1 0 1 2

50.0% 0.0% 50.0% 100.0%

해당없음
18 2 4 24

75.0% 8.3% 16.7% 100.0%

계
45 13 6 64

70.3% 20.3% 9.4% 100.0%

표 47 소문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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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대응전략

경기지연 경기취소 시설파손 계

공격자공격
0 0 0 0

0.0% 0.0% 0.0% 0.0%

부인
0 0 0 0

0.0% 0.0% 0.0% 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0% 0.0% 0.0% 0.0%

초월
1 0 0 1

10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0% 0.0% 0.0% 0.0%

복구
0 1 0 1

0.0% 100.0% 0.0% 100.0%

재발방지
0 0 1 1

0.0% 0.0% 100.0% 100.0%

사과
0 0 0 0

0.0% 0.0% 0.0% 0.0%

해당없음
2 12 3 17

11.8% 70.6% 17.6% 100.0%

계
3 13 4 20

15.0% 65.0% 20.0% 100.0%

표 48 자연재해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② “자연재해”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48>은 자연재해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

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4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조직

의 대응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월전략이나 복구, 재발방지 전략

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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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대응전략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계

공격자공격
0 0 0 8 8

0.0% 0.0% 0.0% 100.0% 100.0%

부인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초월
0 0 0 0 0

0.0% 0.0% 0.0% 0.0% 0.0%

환심사기
칭송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6 4 1 0 11

54.5% 36.4% 9.1% 0.0% 100.0%

사과
0 0 0 0 0

0.0% 0.0% 0.0% 0.0% 0.0%

해당없음
14 4 2 3 23

60.9% 17.4% 8.7% 13.0% 100.0%

계
23 9 3 11 46

50.0% 19.6% 6.5% 23.9% 100.0%

표 49 악의적 공격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③ “악의적 공격”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49>에서 세부위기유형별로 조직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6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인전략(2건)과 최

소화(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중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을 저지른 관중을 비난하

거나 공격하기 보다는 조직의 1차 이해관계자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위기사례에 대해 

8건의 공격자공격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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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전”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50>은 도전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

를 분석한 표이다.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전의 위기유형에서는 다른 위

기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조직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항의에 대해서는 공격자공격(10

건)에서부터 변명(6건), 정당화(10건), 환심사기(2건), 개선행위(6건), 사과(5건) 등

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항의 태만
성적
부진

소송 파업
불성실
경영

환경
훼손

파벌 계

공격자공격
10 0 1 14 2 3 0 0 30

33.3% 0.0% 3.3% 46.7% 6.7% 10.0% 0.0% 0.0% 100.0%

부인
7 1 0 1 0 9 1 2 21

33.3% 4.8% 0.0% 4.8% 0.0% 42.9% 4.8% 9.5% 100.0%

변명

의도부정
0 1 0 0 0 2 0 0 3

0.0% 33.3% 0.0% 0.0% 0.0% 66.7% 0.0% 0.0% 100.0%

의지부정
1 1 3 0 0 3 0 0 8

12.5% 12.5% 37.5% 0.0% 0.0% 37.5% 0.0% 0.0% 100.0%

해명
2 0 3 1 0 4 0 1 11

18.2% 0.0% 27.3% 9.1% 0.0% 36.4% 0.0% 9.1% 100.0%

비난전가
3 0 8 0 0 2 0 0 13

23.1% 0.0% 61.5% 0.0% 0.0% 15.4% 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0 1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2 0 2 0 0 1 0 0 5
40.0% 0.0% 40.0% 0.0% 0.0% 20.0% 0.0% 0.0% 100.0%

초월
8 0 3 1 0 11 0 1 24

33.3% 0.0% 12.5% 4.2% 0.0% 45.8% 0.0% 4.2% 100.0%

환심사기
칭송

2 0 2 0 0 0 0 0 4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1 0 1 3 0 1 6

0.0% 0.0% 16.7% 0.0% 16.7% 50.0% 0.0% 16.7% 100.0%

재발방지
6 0 14 5 2 10 0 5 42

14.3% 0.0% 33.3% 11.9% 4.8% 23.8% 0.0% 11.9% 100.0%

사과
5 1 5 2 0 5 0 0 18

27.8% 5.6% 27.8% 11.1% 0.0% 27.8% 0.0% 0.0% 100.0%

해당없음
93 0 67 35 3 93 0 5 296

31.4% 0.0% 22.6% 11.8% 1.0% 31.4% 0.0% 1.7% 100.0%

계
139 4 109 59 8 147 1 15 482

28.8% 0.8% 22.6% 12.2% 1.7% 30.5% 0.2% 3.1% 100.0%

표 50 도전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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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고”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51>은 사고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

를 분석한 표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의 위기유형에서는 전체적으

로 조직의 잘못을 인정하는 재발방지와 사과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전략도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사고의 오심의 경우에

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기술적사고 인적사고
계시설

사고
방송
사고

계 오심
건강
훼손

계측
오류

계

공격자공격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인
0 0 0 3 0 0 3 3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2 0 2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의지부정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1 0 1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비난전가
1 0 1 1 0 0 1 2

100.0% 0.0% 100.0% 100.0% 0.0% 0.0% 100.0% 100.0%

희생양화
1 0 1 0 0 0 0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1 0 1 11 3 0 14 15

100.0% 0.0% 100.0% 78.6% 21.4% 0.0% 100.0% 100.0%

사과
0 3 3 7 2 0 9 12

0.0% 100.0% 100.0% 77.8% 22.2% 0.0% 100.0% 100.0%

해당없음
5 0 5 23 20 1 44 49

100.0% 0.0% 100.0% 52.3% 45.5% 2.3% 100.0% 100.0%

계
8 3 11 45 28 1 74 85

72.7% 27.3% 100.0% 60.8% 37.8% 1.4% 100.0% 100.0%

표 51 사고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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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반-경기관련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52>는 위반위기유형 중 경기관련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

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52>에서 세부위기유형별로 대

응전략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인 승부조작 사례에 대해서 재발방지가 

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부조작에 대해 사과한 경우는 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부인하는 경우도 11건으로 나타났다. 도

핑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대응과 수용적 대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경기관련위반
계

승부조작 경기장비행 도핑 가혹행위

공격자공격
0 0 1 0 1

0.0% 0.0% 100.0% 0.0% 100.0%

부인
11 0 3 0 14

78.6% 0.0% 21.4%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2 0 2

0.0% 0.0% 100.0% 0.0% 100.0%

의지부정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해명
0 0 0 0 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1 0 1

0.0% 0.0% 10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초월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0% 0.0% 0.0% 0.0% 0.0%

복구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재발방지
88 7 1 0 96

91.7% 7.3% 1.0% 0.0% 100.0%

사과
3 3 3 0 9

33.3% 33.3% 33.3% 0.0% 100.0%

해당없음
81 14 14 1 110

73.6% 12.7% 12.7% 0.9% 100.0%

계
187 25 25 1 238

78.6% 10.5% 10.5% 0.4% 100.0%

표 52 위반-경기관련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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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반-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53>은 위반위기유형 중 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

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53>에서 세부위기유형별로 대

응전략을 살펴보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수수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대해

서는 4건의 횡령 사례 중 해당없음이 3건이었으며 재발방지 전략은 1건에 불과

했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공격자 공격이 3건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조직차원위반 　
계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공격자공격
0 0 3 2 5

0.0% 0.0% 60.0% 40.0% 100.0%

부인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0% 0.0% 0.0% 0.0% 0.0%

초월
0 0 1 1 2

0.0% 0.0% 50.0% 5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8 1 0 1 10

80.0% 10.0% 0.0% 10.0% 100.0%

사과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해당없음
5 3 4 9 21

23.8% 14.3% 19.0% 42.9% 100.0%

계
14 4 8 14 40

35.0% 10.0% 20.0% 35.0% 100.0%

표 53 위반-조직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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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유형

대응전략

개인차원위반　
　
계성폭

행
폭력 불륜

병역
비리

음주
운전

탈세
마약
복용

절도 살인 협박

공격자공격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인
0 2 0 0 1 0 0 0 0 0 3

0.0% 66.7% 0.0% 0.0% 33.3% 0.0% 0.0% 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 1 0 0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해명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환심사
기

칭송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
위

보상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2 1 1 0 1 0 1 0 0 0 6

33.3% 16.7% 16.7% 0.0% 16.7% 0.0% 16.7% 0.0% 0.0% 0.0% 100.0%

사과
0 0 3 0 2 0 0 0 0 0 5

0.0% 0.0% 60.0% 0.0% 40.0% 0.0% 0.0% 0.0% 0.0% 0.0% 100.0%

해당없음
3 10 10 0 7 0 1 1 1 1 34

8.8% 29.4% 29.4% 0.0% 20.6% 0.0% 2.9% 2.9% 2.9% 2.9% 100.0%

계
5 13 14 0 11 1 2 1 1 1 49

10.2% 26.5% 28.6% 0.0% 22.4% 2.0% 4.1% 2.0% 2.0% 2.0% 100.0%

표 54 위반-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⑧ “위반-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

<표 54>는 위반위기유형 중 개인차원위반의 세부위기유형별로 어떠한 위

기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54>에서 세부위기유형별로 대

응전략을 살펴보면 개인차원위반 유형 34건에 대해 대응한 사례 15건 중 수용적 

전략이 11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도 4건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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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목별 위기대응전략(연구문제Ⅲ-3)

연구문제Ⅲ-3은 종목별로 위기유형에 따라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

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종목별 분석 유목은 모든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제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목별 위기관련 기사가 거

의 나타나지 않은 종목은 기타종목으로 분류하고 위기관련 기사가 많이 나타난 

종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프로스포츠가 있는 축구, 야구, 농

구, 배구, 골프, 빙상 그리고 기타종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종목별 분석 틀

의 설정은 미디어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프로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빙상종목을 별도로 분석한 것은 자료수집기간에 승부조작 사건으로 

많은 위기관련 기사가 양산되었기에 빙상관련 조직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

였는지를 별도로 분석해보기 위해 프로스포츠 종목과 같이 별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종목별 분석 틀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빙상의 6가지 종목은 별

도로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위기발생 빈도가 적은 이외의 종목은 기타로 분류하

여 일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타에 포함된 종목은 경정, 럭비, 루지, 모터스포츠, 

미식축구, 바둑, 배드민턴, 복싱, 볼링, 봅슬레이, 사이클, 산악, 수영, 스키,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종합격투기,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e스포츠 등이며 2개 

이상의 종목이 동시에 관련된 경우 다수종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일 종목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스포츠계에서 차지하는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과 같은 스포

츠이벤트도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제스포츠이벤트라 할지라도 

단일종목에 대해서만 언급될 경우 단일종목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기사례수가 많지 않아 기타종목에 포함하였다. 

분석체계는 위에서 설정한 7가지 종목 분류 틀에 따라 대분류의 위기유형

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하였다. 대응전략의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위기사

례에서 조직의 대응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중분류 단계까지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분석 순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빙상, 기타종목 순

서로 분석하였다. 



- 159 -

① 축 구

<표 55>는 축구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표

이다.  축구종목에서는 총 384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207건에서는 조

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낮은 소문 위기유형

에 대해서는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는 수용적 전략을 많

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1 0 1 6 0 1 9

11.1% 0.0% 11.1% 66.7% 0.0% 11.1% 100.0%

부인
4 0 1 3 1 8 17

23.5% 0.0% 5.9% 17.6% 5.9% 47.1%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2 0 1 3

0.0% 0.0% 0.0% 66.7% 0.0% 33.3% 100.0%

해명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9 1 1 11

0.0% 0.0% 0.0% 81.8% 9.1% 9.1% 100.0%

희생양화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0 3 0 1 4
0.0% 0.0% 0.0% 75.0% 0.0% 25.0% 100.0%

초월
1 0 0 7 0 0 8

12.5% 0.0% 0.0% 87.5%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100.0% 0.0% 0.0% 10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100.0% 0.0% 0.0% 100.0%

복구
0 0 0 1 0 1 2

0.0% 0.0% 0.0% 50.0% 0.0% 50.0% 100.0%

재발방지
3 0 6 10 7 75 101

3.0% 0.0% 5.9% 9.9% 6.9% 74.3% 100.0%

사과
0 0 0 8 5 4 17

0.0% 0.0% 0.0% 47.1% 29.4% 23.5% 100.0%

해당없음
9 2 8 76 28 84 207

4.3% 1.0% 3.9% 36.7% 13.5% 40.6% 100.0%

계
18 2 16 129 43 176 384

6.3% 2.0% 4.5% 47.1% 8.3% 31.9% 100.0%

표 55 축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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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 구

<표 56>은 야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야구관련 종목에서는 총 135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135건의 위

기사례 중 76건은 조직의 대응을 파악할 수 없었다. 소문 위기유형에 대해서는 

조직의 책임을 부인하는 방어적 전략과 소문에 대한 조직의 관련성이나 사실여

부를 인정하는 수용적 전략이 동시에 나타났다. 도전 유형에 대해서는 공격자 공

격부터 사과까지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와 위반 유

형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사과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2 0 0 5 0 0 7

28.6% 0.0% 0.0% 71.4% 0.0% 0.0% 100.0%

부인
0 0 0 2 1 0 3

0.0% 0.0% 0.0% 66.7% 33.3%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100.0% 100.0%

해명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1 0 0 0 1
0.0% 0.0% 100.0% 0.0% 0.0% 0.0% 100.0%

초월
2 0 0 8 0 1 11

18.2% 0.0% 0.0% 72.7% 0.0% 9.1%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1 1 0 1 0 0 3

33.3% 33.3% 0.0% 33.3% 0.0% 0.0% 100.0%

재발방지
1 0 4 3 4 3 15

6.7% 0.0% 26.7% 20.0% 26.7% 20.0% 100.0%

사과
1 0 0 2 4 6 13

7.7% 0.0% 0.0% 15.4% 30.8% 46.2% 100.0%

해당없음
8 3 1 41 6 17 76

10.5% 3.9% 1.3% 53.9% 7.9% 22.4% 100.0%

계
15 4 6 66 16 28 135

4.7% 0.5% 4.2% 33.6% 11.2% 45.8% 100.0%

표 56 야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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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 구

<표 57>은 농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농구관련 종목에서는 총 47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47건의 위기

사례 중 28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소문

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도전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을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에 대해

서는 방어적 전략인 공격자공격(3건)이나 부인(1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2 0 3 5

0.0% 0.0% 0.0% 40.0% 0.0% 60.0% 100.0%

부인
1 0 0 3 0 1 5

20.0% 0.0% 0.0% 60.0% 0.0% 2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0 0 0 4 1 2 7

0.0% 0.0% 0.0% 57.1% 14.3% 28.6% 100.0%

사과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해당없음
1 1 0 15 1 10 28

3.6% 3.6% 0.0% 53.6% 3.6% 35.7% 100.0%

계
2 1 0 26 2 16 47

4.3% 2.1% 0.0% 55.3% 4.3% 34.0% 100.0%

표 57 농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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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 구

<표 58>은 배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배구 종목에서는 총 24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24건의 위기사례 

중 18건은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배구관련 조직이 대응한 나머지 6건

의 사례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도전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

략이 각각 2건씩 나타났으며 위반에 대해서는 공격자공격과 초월전략이 각각 1

건씩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1 0 1 2

0.0% 0.0% 0.0% 50.0% 0.0% 50.0% 100.0%

부인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10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사과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당없음
0 0 0 14 0 4 18

0.0% 0.0% 0.0% 77.8% 0.0% 22.2% 100.0%

계
0 0 0 18 0 6 24

0.0% 0.0% 0.0% 75.0% 0.0% 25.0% 100.0%

표 58 배구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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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골 프

<표 59>는 골프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골프관련 종목에서는 총 102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102건의 위

기사례 중 68건은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소문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도전을 제외한 나머지 위기유형에 대해서는 사과나 재발방

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

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3 0 0 3

0.0% 0.0% 0.0% 100.0% 0.0% 0.0% 100.0%

부인
1 0 0 1 0 0 2

50.0% 0.0% 0.0% 5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3 0 0 3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명
0 0 0 1 1 0 2

0.0% 0.0% 0.0% 50.0% 5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3 0 0 3

0.0% 0.0% 0.0% 10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1 0 0 0 1
0.0% 0.0% 100.0% 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재발방지
0 1 0 6 0 3 10

0.0% 10.0% 0.0% 60.0% 0.0% 30.0% 100.0%

사과
0 0 0 3 0 3 6

0.0% 0.0% 0.0% 50.0% 0.0% 50.0% 100.0%

해당없음
0 3 5 47 1 12 68

0.0% 4.4% 7.4% 69.1% 1.5% 17.6% 100.0%

계
1 4 6 71 2 18 102

1.0% 3.9% 5.9% 69.6% 2.0% 17.6% 100.0%

표 59 골프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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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빙 상

<표 60>은 빙상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한 

표이다. 빙상 종목에서는 총 105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다. 프로리그가 없는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위기기사가 나타났는데 105건의 위기사례 중 해당없음은 

33건으로 타 종목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을 살펴보면 

소문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의 양극단에 위치한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전략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2 0 7 3 0 0 12

16.7% 0.0% 58.3% 25.0% 0.0% 0.0% 100.0%

부인
5 0 0 3 0 5 13

38.5% 0.0% 0.0% 23.1% 0.0% 38.5% 100.0%

변명

의도부정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명
2 0 0 1 0 0 3

66.7% 0.0% 0.0% 33.3%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1 0 3 0 1 5

0.0% 20.0% 0.0% 60.0% 0.0% 2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재발방지
5 0 0 6 1 21 33

15.2% 0.0% 0.0% 18.2% 3.0% 63.6% 100.0%

사과
1 0 0 0 2 0 3

33.3% 0.0% 0.0% 0.0% 66.7% 0.0% 100.0%

해당없음
3 0 6 9 5 10 33

9.1% 0.0% 18.2% 27.3% 15.2% 30.3% 100.0%

계
19 1 13 27 8 37 105

18.1% 1.0% 12.4% 25.7% 7.6% 35.2% 100.0%

표 60 빙상종목 관련 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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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종목

<표 61>은 기타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의 사용빈도를 분석

한 표이다. 기타 종목에서는 총 227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다. 227건의 위기사례 

중 해당없음은 14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어적 전략에 해당하는 공격자

공격이 10건, 부인전략이 18건이고 수용적 전략에 해당하는 복구(2건), 재발방지

(12건), 사과(4건) 전략이 18건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위반 위기유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는 방어적 전략과 책임을 인정하는 수용적 전략의 양극

단에서만 대응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구분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10 0 1 11

0.0% 0.0% 0.0% 90.9% 0.0% 9.1% 100.0%

부인
3 0 1 8 1 4 17

17.6% 0.0% 5.9% 47.1% 5.9% 23.5%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1 2 3

0.0% 0.0% 0.0% 0.0% 33.3% 66.7% 100.0%

의지부정
0 0 0 2 0 1 3

0.0% 0.0% 0.0% 66.7% 0.0% 33.3% 100.0%

해명
0 0 0 5 0 0 5

0.0% 0.0% 0.0% 100.0%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초월
1 0 0 2 0 0 3

33.3% 0.0% 0.0% 66.7%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재발방지
2 0 1 12 2 8 25

8.0% 0.0% 4.0% 48.0% 8.0% 32.0% 100.0%

사과
0 0 0 4 1 2 7

0.0% 0.0% 0.0% 57.1% 14.3% 28.6% 100.0%

해당없음
3 8 3 94 8 28 144

2.1% 5.6% 2.1% 65.3% 5.6% 19.4% 100.0%

계
9 8 5 145 14 46 227

4.0% 3.5% 2.2% 63.9% 6.2% 20.3% 100.0%

표 61 기타종목 관련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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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조직유형별 위기대응전략(연구문제Ⅲ-4)

연구문제Ⅲ-4는 스포츠조직이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

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포츠조직 유형의 분석 틀은 스포츠조직에 따른 위기

유형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틀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기유형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 네 가지 조직유형에서는 위기의 발생사례가 많지 

않아 분석결과는 상위 네 가지 조직유형은 별도로 분석하고 하위 네 가지 조직

유형은 기타조직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

조직, ②관람스포츠조직, ③참여스포츠조직, ④스포츠미디어조직은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나머지 네 가지 조직 유형은 기타조직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기타조직유형에 속하는 

네 가지 조직유형은  ⑤스포츠시설조직, ⑥스포츠용품조직, ⑦스포츠복권게임조직, ⑧스

포츠경영서비스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스포츠조직 유형에 따른 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의 분석 깊이는 여

섯 가지 대분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만을 살펴보았다. 세부위기유형별 분석은 분

석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표 62>는 이해를 돕기 위해 스포츠조직유형별 위기사례 수를 다시 제시한 

표이다.

                   위기유형
조직유형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관람스포츠조직
26 13 19 178 36 208 480

5.4% 2.7% 4.0% 37.1% 7.5% 43.3% 100.0%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
36 3 26 240 44 111 460

7.8% 0.7% 5.7% 52.2% 9.6% 24.1% 100.0%

스포츠미디어조직
0 0 1 32 3 2 38

0.0% 0.0% 2.6% 84.2% 7.9% 5.3% 100.0%

참여스포츠조직
2 4 0 23 2 4 35

5.7% 11.4% 0.0% 65.7% 5.7% 11.4% 100.0%

기타조직
0 0 0 9 0 2 11

0.0% 0.0% 0.0% 81.8% 0.0% 18.2% 100.0%

합계
64 20 46 482 85 327 1024

6.3% 2.0% 4.5% 47.1% 8.3% 31.9% 100.0%

표 62 스포츠조직유형별 위기사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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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 조직

<표 63>은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 조직이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

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은 총 

46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238건의 위기사례는 해당 기사에서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의 위기대응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재발방지전략(101건)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1 0 3 9 0 2 15

6.7% 0.0% 20.0% 60.0% 0.0% 13.3% 100.0%

부인
10 0 2 11 2 10 35

28.6% 0.0% 5.7% 31.4% 5.7% 28.6%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의지부정
0 0 0 3 0 0 3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명
2 0 0 8 0 0 10

20.0% 0.0% 0.0% 80.0% 0.0% 0.0% 100.0%

비난전가
0 0 0 12 1 1 14

0.0% 0.0% 0.0% 85.7% 7.1% 7.1% 10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5 0 0 5
0.0% 0.0% 0.0% 100.0% 0.0% 0.0% 100.0%

초월
2 1 0 15 0 1 19

10.5% 5.3% 0.0% 78.9% 0.0% 5.3%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3 0 0 3
0.0% 0.0% 0.0% 10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3 0 1 4

0.0% 0.0% 0.0% 75.0% 0.0% 25.0% 100.0%

재발방지
8 0 6 27 8 52 101

7.9% 0.0% 5.9% 26.7% 7.9% 51.5% 100.0%

사과
1 0 0 6 4 1 12

8.3% 0.0% 0.0% 50.0% 33.3% 8.3% 100.0%

해당없음
12 2 15 138 28 43 238

5.0% 0.8% 6.3% 58.0% 11.8% 18.1% 100.0%

계
36 3 26 240 44 111 460

7.8% 0.7% 5.7% 52.2% 9.6% 24.1% 100.0%

표 63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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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람스포츠조직 

<표 64>는 관람스포츠조직이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관람스포츠조직은 총 480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285건의 위기사례는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관람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인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재

발방지전략(58건)과 사과전략(14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조직의 책임성을 부

정하는 공격자 공격전략(4건), 부인전략(8건), 변명전략(5건) 등도 나타났다. 

              구분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4 0 4 10 0 4 22

18.2% 0.0% 18.2% 45.5% 0.0% 18.2% 100.0%

부인
4 0 0 7 1 8 20

20.0% 0.0% 0.0% 35.0% 5.0% 40.0% 100.0%

변명

의도부정
1 0 0 3 1 2 7

14.3% 0.0% 0.0% 42.9% 14.3% 28.6% 100.0%

의지부정
0 0 0 3 0 3 6

0.0% 0.0% 0.0% 50.0% 0.0% 50.0% 100.0%

해명
0 0 0 3 1 0 4

0.0% 0.0% 0.0% 75.0% 25.0% 0.0% 100.0%

비난전가
0 0 0 1 1 0 2

0.0% 0.0% 0.0% 50.0% 50.0% 0.0% 10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1 0 0 1 2
0.0% 0.0% 50.0% 0.0% 0.0% 50.0% 100.0%

초월
2 0 0 7 0 2 11

18.2% 0.0% 0.0% 63.6% 0.0% 18.2%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1 1 0 0 2
0.0% 0.0% 50.0% 50.0% 0.0% 0.0% 10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1 1 0 2 0 0 4

25.0% 25.0% 0.0% 50.0% 0.0% 0.0% 100.0%

재발방지
3 0 5 13 7 58 86

3.5% 0.0% 5.8% 15.1% 8.1% 67.4% 100.0%

사과
1 0 0 9 5 14 29

3.4% 0.0% 0.0% 31.0% 17.2% 48.3% 100.0%

해당없음
10 12 8 119 20 116 285

3.5% 4.2% 2.8% 41.8% 7.0% 40.7% 100.0%

계
26 13 19 178 36 208 480

5.4% 2.7% 4.0% 37.1% 7.5% 43.3% 100.0%

표 64 관람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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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스포츠조직

<표 65>는 참여스포츠조직이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

지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참여스포츠조직은 총 35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25건의 위기기사에서는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스포츠조직의 위

기대응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인 위반유형과 책임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기유형에 각각 1건씩의 위기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재발

방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부인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명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1 0 1

0.0% 0.0% 0.0% 0.0% 10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재발방지
0 1 0 1 0 1 3

0.0% 33.3% 0.0% 33.3% 0.0% 33.3% 100.0%

사과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해당없음
2 3 0 16 1 3 25

8.0% 12.0% 0.0% 64.0% 4.0% 12.0% 100.0%

계
2 4 0 23 2 4 35

5.7% 11.4% 0.0% 65.7% 5.7% 11.4% 100.0%

표 65 참여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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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포츠미디어조직

<표 66>은 스포츠미디어조직이 위기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

는지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스포츠미디어조직은 총 38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으

며 이중 21건의 위기사례는 조직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미디어조직의 

위기유형은 도전유형이 대부분으로 한편 조직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위기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사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에 대해서는 공격자공격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1 7 0 0 8

0.0% 0.0% 12.5% 87.5% 0.0% 0.0% 100.0%

부인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해명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사과
0 0 0 2 3 0 5

0.0% 0.0% 0.0% 40.0% 60.0% 0.0% 100.0%

해당없음
0 0 0 19 0 2 21

0.0% 0.0% 0.0% 90.5% 0.0% 9.5% 100.0%

계
0 0 1 32 3 2 38

0.0% 0.0% 2.6% 84.2% 7.9% 5.3% 100.0%

표 66 스포츠미디어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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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조직

<표 67>은 스포츠용품조직, 스포츠시설조직, 스포츠경영서비스조직, 스포츠

복권게임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한 결

과표이다. 위의 조직 모두에서 나타난 위기 사례는 총 11건의 위기사례가 나타났

으며 이중 5건의 위기사례는 조직의 대응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
대응전략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계

공격자공격
0 0 0 2 0 0 2

0.0% 0.0% 0.0% 100.0% 0.0% 0.0% 100.0%

부인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변명

의도부정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의지부정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명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비난전가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희생양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정당화
최소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초월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환심사기
칭송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입지강화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개선행위

보상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복구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재발방지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100.0% 100.0%

사과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해당없음
0 0 0 4 0 1 5

0.0% 0.0% 0.0% 80.0% 0.0% 20.0% 100.0%

계
0 0 0 9 0 2 11

0.0% 0.0% 0.0% 81.8% 0.0% 18.2% 100.0%

표 67 기타조직의 위기유형별 대응전략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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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2의 논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서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의 위기 기사를 수집하여 실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

형에 자주 노출되며 그러한 위기 상황에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체계는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다

음 이를 다시 종목별, 조직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유형별로 어

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체계는 위기대응전략 유목별 빈도를 

분석한 다음 이를 다시 위기유형별, 종목별, 조직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

용하였는지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2의 논의에서는 연구문제별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위기유형별 발생빈도(연구문제Ⅱ-1),  종목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

생빈도(연구문제Ⅱ-2), 스포츠조직 유형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연구문제Ⅱ

-3), 위기대응전략 빈도분석(연구문제Ⅲ-1),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연구문

제Ⅲ-2), 종목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연구문제Ⅲ-3) 및 스포츠조직 유형에 따른 위

기대응전략(연구문제Ⅲ-4) 순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위기사

례 1,024건 중 도전 위기유형이 482건(47.0%)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위반 위기유형이 327건(31.9%), 사고 위기유형이 85건(8.3%), 소문 위기유형이 64

건(6.3%), 악의적 공격 위기유형이 46건(4.5%), 자연재해 위기유형이 20건(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전 위기유형과 위반 위기유형이 전체 위기 기사의 78.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도전 위기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도전 

위기유형 482건의 기사 중 스포츠조직의 경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불성실경영

이 147건(30.50%), 스포츠조직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항의가 139건

(28.84%), 경기성적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성적부진이 109건(22.61%) 으

로 전체 도전 위기유형의 81.9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송(59건, 12.24%), 파벌

(15건, 3.11%), 파업(8건, 1.66%), 태만(4건, 0.83%), 환경훼손(1건, 0.21%) 등이 나

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위기 기사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위반 위기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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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위기유형별 빈도분석 결과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위반 위기유형 327건의 기사 중 경기관련위반이 238건

(72.78%)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위반이 40건(12.23%), 개인차

원위반이 49건(14.98%)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목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024건의 전체 위기 기사 중 축구 종목이 384건(37.50%)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야구(135건, 13.18%), 빙상(105건, 10.25%), 골프(102건, 

9.96%), 농구(47건, 4.59%), 배구(24건, 2.34%) 순으로 타나났다. 기타 종목에서는 

227건(22.17%)의 위기 기사가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종목은 경마, 경정, 럭비, 

루지, 모터스포츠, 미식축구, 바둑, 배드민턴, 복싱, 볼링, 봅슬레이, 사이클, 산악, 

수영, 스키, 씨름, 역도, 유도, 육상,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동·하계올림픽, 아

시안게임 등이 기타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은 위기 기사가 나타난 축구 종목의 

위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84건의 위기 기사 중 위반 위기유형이 176건(45.80%)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위반 위기유형 중 경기관련위반이 154건

(87.50%)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전 위기유형이 129건

(33.60%), 사고 위기유형이 43건(11.20%), 소문 위기유형이 18건(4.70%), 악의적 공

격 위기유형이 16건(4.20%), 자연재해 위기유형이 2건(0.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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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종목별 위기 기사 빈도분석

셋째, 스포츠조직 유형에 따른 위기유형별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024건의 위기 기사 중 91.80%의 위기 기사가 관

람스포츠조직(480건)과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460건)에서 나타나 이 들 

두가지 스포츠조직 유형에 위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관람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480건의 위기 

기사 중 위반 위기유형이 4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전 위기유

형이 37.08%, 사고 위기유형이 7.50%, 소문 위기유형이 5.42%, 악의적 공격 위기

유형이 3.96%, 자연재해 위기유형이 2.71%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연맹 및 행정

서비스조직의 위기유형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460건의 위기 기사 중 도

전 위기유형이 52.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위반 위기유형이 

24.13%, 사고 위기유형이 9.57%, 소문 위기유형이 7.83%, 악의적 공격 위기유형이 

5.65%, 자연재해 위기유형이 0.65%로 나타타났다. 관람스포츠조직에서는 위반 위

기유형이,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에서는 도전 위기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위기유형은 비슷한 발생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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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람스포츠조직과 스포츠연맹 및 행정서비스조직의 위기유형별 발생 빈도

넷째,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포츠조직이 사용한 위기대응전략을 분

석한 결과 전체 1,024건의 위기 기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이 나타난 

경우는 450건(43.95%) 이었으며,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574건으로 전체 위기 기사 중 56.05%를 차지했다.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전략이 나타난 450건의 위기 기사에 대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한 

결과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행위 전략이 201건(44.67%)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인 전략(58건, 12.89%), 변명 전략(51건, 11.33%), 공격자

공격 전략(49건, 10.89%), 사과 전략(47건, 10.44%), 정당화 전략(39건, 8.67%), 환

심사기 전략(5건, 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묵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8 위기대응전략 빈도분석(총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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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도전·위반 위기유형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의 빈도분석

다섯째,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분석은 위기유형별 빈도분석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위반 위기유형과 도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

전 위기유형에서는 총 482건의 위기 기사 중 186건(38.59%)에서 스포츠조직의 위

기대응전략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한 결과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행위 전략(48건, 25.81%), 변명 전략(36건, 19.35%), 공격자공

격 전략(30건, 16.13%), 정당화 전략(29건, 15.59%), 부인 전략(21건, 11.29%), 사과 

전략(18건, 9.68%), 환심사기 전략(4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도전 위기유형에 

대해서 스포츠조직은 개선행위, 변명, 공격자공격, 정당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반 위기유형에서는 총 327건의 위기 기사 중 

162건(49.54%)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위기대

응전략을 분석한 결과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행위 전략이 113건

(69.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인 전략(18건, 11.11%), 사과 전

략(15건, 9.26%), 변명 전략(6건, 3.70%), 공격자공격 전략(6건, 3.70%), 정당화 전

략(4건, 2.47%)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직은 위반 위기유형에 대해서 개선행위

와 같은 수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종목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유형별 빈도분석 결과와 스포츠조직의 

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유형별 빈도분석 결과는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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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빈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문에 보도된 위기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 1에서 개발

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위기사례들이 

효과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구 1을 통해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

체계가 유형간에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모두 포

함할 수 있는 포괄성(exhaustiveness)을 지님을 의미한다. 둘째, 스포츠조직의 위

기관리를 위한 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김영욱(2008)은 효

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

다. 스포츠조직들은 본 연구와 같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위

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

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스포츠조직들은 위기관리 계획을 수

립할 때 위반 위기유형과 도전 위기유형에 대해 조직의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등과 같이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서 위기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종목과 관련된 스포츠조직에

서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셋째, 스포츠연맹 및 행정

서비스 조직에서는 도전 위기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조직 운영의 부적

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기유형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관람스포츠조직에서는 도전 위기유형과 위반 위기유형이 전체 위

기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람스포츠조직은 도전 위기유형

과 위반위기유형에 대한 조직의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반 위기유형은 위기유형 분류 체계상 조직의 책임성이 가장 

높은 위기유형으로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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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람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계획은 위기로 인한 조직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 2에서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일사

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동일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신

문사에서 기사화 된 경우 각각을 하나의 위기사례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

축구에서의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 한겨레일보에서 동시에 기사화 된 

경우 각각의 기사에 대해 하나의 위기사례로 분석되었다. 고교축구에서의 승부조

작 사건은 발생시점과 사건의 진행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건별 분

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사건보다 특정 위기유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기유형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는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유형의 확산정도와 파급력 등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별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위

기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진행 단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위기는 위기진행

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위기진행단계에 따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Coombs, 1999a; Fink, 1986; Pearson & Mitroff, 1993). 

따라서 위기진행 단계별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위기 기사의 수집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1년 

8개월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스포츠조직이 직면했던 위기사례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

리고 과거에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위기사례가 관람스포츠조직과 스포츠연맹 및 행

정서비스조직 유형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이들 스포츠조직이 스포츠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스포츠조직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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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전략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과거에 

스포츠조직이 어떻게 대응해 왔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시할 뿐 그러한 위기

대응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Coombs(1999)와 김영욱

(2008) 등에 따르면 위기관리의 목적은 위기로 인한 조직의 이미지나 명성의 훼

손을 최소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스

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

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180 -

V. 연구 3: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관계

1. 연구목적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

으로 지금까지 스포츠조직이 직면한 위기유형과 위기상황에서 스포츠조직이 어

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2를 통해서 스포츠조직이 자주 노출되는 위기유형은 무

엇이며, 어떠한 종목이 위기상황에 자주 노출되며, 어떠한 스포츠조직유형이 위

기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 그리고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

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

포츠조직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지금까

지 스포츠조직이 위기상황에서 사용해온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위기

로 인한 스포츠조직의 이미지나 명성 등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이었는

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 3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

인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위기의 책임성과 귀인이론

위기의 책임성(crisis responsibility)이란 “이해관계자나 관련 공중이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을 비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성이 높게 인식되

어질수록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을 비난하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oombs, 1995; 1998).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위기사안에 대해서 누군

가 책임질 것을 원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

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책임성은 위기관리 연구에서 공중의 인식이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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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면서 위기관리 연구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중의 인식 관

점으로 위기상황을 바라볼 때 조직의 위기는 조직 스스로가 판단하는 행위의 정

당성과는 무관하게 공중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김영욱, 2008). 따라서 공중관점

의 위기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판단하는 체계에 따라 

위기상황을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Coombs는 위기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Coombs는 귀인이론을 바탕으

로 사람들이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한 추론과정을 거처 위기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 귀인차원에 대한 판단 결과가 위기의 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 대상이나 행위 또는 사건

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추론과정을 원인에 대한 귀인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의

견이나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이론이다(윤영민, 2007). 특히, 귀인이론에서는 사

람들을 합리적인 정보처리자로 보고 인과관계의 합리적인 추론 결과에 따라 행

동이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왜 발생 했는지 밝

히고 싶어 한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Weiner, 1985, 1986; Wong & 

Weiner, 1981). 이러한 귀인이론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

하는지에 대한 인식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성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준다(Bradford & Garrett, 1995; Coombs, 1995; Coombs, 2007; Hӓrtel, 
McColl-Kennedy & McDonald, 1998; Jorgensen, 1994, 1996; McDonald & Hӓrtel, 
2000; Stockmyer, 1996). 

사람들이 위기책임성을 귀인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귀인차원들은 Weiner(1979)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Weiner 

(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그 원인을 귀

인 하는데 있어서 원인소재(locus of causality), 통제성(controllability), 안정성

(stability)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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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각각의 차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원

인소재의 의미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actor)에 있는지 상황에(situation)에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 소재(internal locus)와 외적 소재(external locus)로 구

분된다. 내적 소재(internal locus)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에 있는 것이고 외적 

소재(external locus)는 사건의 원인이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의 원인 

소재가 내부적일 때 사람들은 사건에 연루된 행위자에게 귀인 한다. 둘째, 통제

성(controllability)은 사건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

건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수록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에게 귀인 한다. 셋

째, 안정성(stability)은 사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행위자가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관련된다면 그 사건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건에 자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건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

정적일 경우에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에게 귀인하게 된다.

 Weiner(1979)가 제시한 세 가지 귀인 차원은 McAuley, Duncan & 

Russell(1992)와 Wilson, Cruz, Marshall & Rao(1993)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외적 

통제성(external controllability), 안정성(stability),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원인 

소재(locus of causality), 의 세 가지 차원으로 귀결된다. 외적통제성(external 

control)은 사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정도를 말하

는 것으로 만약, 위기사안을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다면 강한 외적통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복성(stability)은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 하였는가 또는 

드물게 발생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

한다면 반복성(stability)이 높은 것이고 실수가 처음이거나 드물게 나타난다면 반

복성(stability)은 낮은 것이다.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사안(event's)의 원

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위

기 상황(event's)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의미

한다. 원인 소재(Locus of causality)는 사안의(event's) 원인이 행위자(actor)에 있

는가 상황(situation)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소재(internal locus)는 원인



- 183 -

이 행위자(사람)에 있는 것인 반면 외적소재(external locus)는 원인이 상황에 있

는 것을 의미한다(McAuley, Duncan, & Russell, 1992; Russell, 1982; Wilson et al., 

1993). 그러나 Wilson et al.(1993)은 인적통제성과 원인소재 차원이 의도성을 반

영한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에 대한 인적통제성이 강하고 원인소재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

건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행위자에게 책임성

을 높게 귀인 하는 반면, 인적통제성이 약하고 원인소재가 외부에 있다고 판단한

다면 사건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게 되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

식하게 되어 행위자에게 책임성을 낮게 귀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Wilson 

et al.(1993)은 인적통제성과 원인소재 차원의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이들 두 

차원을 인적통제성/원인소재로 하나의 차원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특

정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이 외부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는

가?(외적통제성), 사건이 해당 조직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가?(안정성), 사건의 

원인이 내부에 있고 그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었는가?(인적통제성/원인소

재)에 대한 판단 결과가 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einer, 1985; Weiner, Perry & Magnusson, 1988; Wilson et al., 1993). 

그러나 Coombs, Hazleton, Holladay & Chandler(1996)는 위의 세 가지 귀인

차원 중 안정성(stability) 차원은 위기의 책임성을 귀인 하는데 있어서 2차적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 귀인 할 때 세 가지 차원이 동

시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통제성과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차원이 먼저 고

려되고 반복성 차원은 그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할 때 고려되게 된다는 것

이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위기의 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위기 상황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만 기억하기 때문이다(Birch, 1994; 

Druckenmiller, 1993). 따라서 Coombs, Hazleton, et al.(1996)는 사람들이 위기 상

황에 대해 위기의 책임성을 귀인 하는 차원으로 외적통제성 차원과 인적통제성/

원인소재 차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본 차원이며 안정성 차원은 2차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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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위기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귀인차원으로서 외적통제성과 개인적통제

성 차원은 Coombs(1998)에 의해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한 가지 차원으로 귀결된

다. Coombs(1998)는 외적통제성과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귀인차원이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개인적통제성과 

위기의 책임성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통제성과 위기의 책임

성은 상관관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의 책임성을 귀인 하는 차원으로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에 대한 귀인결과만으로 위기의 책임성을 예측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즉, 사건의 행위자가 사건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었고 원인소재가 

내부에 있다고 인식될수록 사건에 연루된 행위자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oombs & Holladay(2002)는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과 위기책

임성과의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두 변인은 서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이들은 위기책임성을 예측하는 주요 귀인차원으로서 인적통제성/원

인소재 차원은 개념적으로는 위기책임성과 다른 개념이지만 요인분석을 통해 두 

변수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Coombs & Holladay(2002)는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귀인 차원과 위기의 책임

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인적통제성/원인소재의 개념과 위기책임성의 개념을 통

합하여 위기 책임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귀인차원과 위기책임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위기의 

책임성은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에 대한 추론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책임성을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에 대한 판단결과로 이

해하고 이를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으로 기술하였다. 이후에 기술되는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은 인적통제성/원인소재 차원을 의미한다.

2) 위기의 책임성과 팀에 대한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crisis responsibility)은 “이해관계자나 관

련 공중이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을 비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oomb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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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즉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의 책임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조직

을 비난하는 정도가 강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구전, 명성에 대한 재평가 

등 해당 조직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Weiner, 1985; 

Weiner, Amirkan, Folkes, & Verette, 1987; Wilson et al., 1993; Coombs, 1995, 

2007; Coombs & Holladay, 1996, 2005; McDonald & Hӓrtel, 2000). Weiner(1985)와 

Wilson et al.(1993) 그리고 Coombs & Holladay(1996) 등은 귀인차원에 대한 결과

가 행위자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시킴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특히, Coombs(1998)는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을 대상으로 위기의 책임성과 

조직의 이미지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위기의 책임성과 조직의 

이미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적통제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의 책임

성을 높게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바 있다. 또한 Coombs & Holladay(2002)는 위

기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조직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

직의 위기책임성 인식이 강할수록 조직의 명성(reputation)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의 책임성은 그 정의

에서 조직을 비난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부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

며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조직에 대한 이미지, 태도, 분노, 명성, 부정적 

구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성 인식의 

부정적 결과는 스포츠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포츠팀이 위기 상황

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스포츠팀의 책임성을 평가하게 되

고 스포츠팀에 대한 위기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팀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 명성 등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의 책임성과 스포츠팀에 대한 평가의 관계에 대해 팀에 대

한 다양한 평가요소 중 인지적 평가차원의 팀에 대한 태도와 행동적 평가차원의 

관람의도를 중심으로 <표 68>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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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a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스포츠
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1b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스포츠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부정적일 것이다.

표 68 위기책임성과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

3) 위기대응전략(수용적 vs 방어적 전략)의 조절효과

위기관리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 즉, 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Pearson & Mitroff, 1993; Sturge, 

1994). 또한 위기는 조직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Barton, 1985). 따라서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조직의 위기관리자는 위기가 갖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조직의 이미지를 보

호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한다(Barton, 1993; Sturges, 1994).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전략들로는 

Allen과 Caillouet의 인상관리전략, Benoit의 이미지회복전략, Coombs의 위기커뮤

니케이션전략(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CCS)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조직에 대한 이미지나 위기 상황

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Allen & Caillouet(1994)은 조직이 위기 상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분석하였다. Allen & 

Caillouet(1994)의 인상관리전략은 Goffman(1959)의 인상관리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상관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에게 비춰지

는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고 타인들에게 형성되는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 다양한 자기표현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인상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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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라 하며 Allen &Caillouet(1994)은 이를 조직측면에서 조직이 자신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사용한 전략들을 분석하여 이를 조직의 인상관리전략으로 집대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조직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인상관리 전략

을 변명, 정당화, 환심사기, 위협, 사과, 비난, 사실왜곡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Benoit(1995)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

략을 유형화 하였는데 조직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나 비난, 불만 등으로 인한 조

직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의 커뮤니

케이션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회복 전략이라고 불렀다. Benoit의 이

미지회복전략은 Burke(1973)의 드라마이론, Ware & Linkugel(1973)의 사과이론

(theory of apologia), Scott & Lyman(1968)의 설명이론(classic work on account)의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이론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외부로부터의 비난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자

신의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Benoit의 이미지 회복 전략은 

조직의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조직을 방어하며 조직의 평

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Benoit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로 부정하기(denial), 책임회피(evading 

responsibility), 사건의 공격성 축소(reducing offensiveness of the event), 교정행

위(corrective action), 사죄(mortification)의 다섯 가지 전략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성격의 세부전략들을 세부ㄴ전략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들 전략들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의 다

양한 선택옵션들로 제시할 수 있으나 위기관리자로 하여금 어떠한 위기 상황에

서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Coombs, 1995, 1998; Coombs & Holladay, 

1996, 2002). Coombs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CCS)을 제시하였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기존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집대성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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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들의 책임성 수용정도를 평가하여 책임성 수용정도의 연속선상에 배치한 전

략으로 책임성 수용정도에 따라 공격자공격(attack the accuser), 부정(denial), 변

명(excuse), 정당화(justification), 환심사기(ingratiation),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 

사과(apology)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격자공격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

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며 사과에 가까울수록 조직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다. 공격자공격, 부정, 변명, 정당화는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부정하

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어적 전략으로 환심사기, 개선행위, 사과는 조직의 잘

못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등의 조직의 책

임을 수용하는 수용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Coombs(1995, 1998)는 위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전략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위기대응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선택해야한다는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 

조직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한다면 조직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또한 위기의 

책임성을 수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조직의 책임이 작다고 인식된다면 조직의 

대응 또한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이미

지 훼손이나 명성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SCCT에서는 위

기 상황으로 인한 조직의 이미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른 적절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며, 위기상황을 위기대응전략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본다. 위기상황의 중요성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의 연

구에서(Cupach & Metts, 1990; Metts & Cupach, 1989; Sharkey & Stafford, 1990) 

위기상황이 이미지 회복 전략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CCT에서는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는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위기대응전략의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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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으며 대응전략의 선택은 위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책임성 정

도와 조직이 위기대응전략에 반영하는 조직의 책임수용정도가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즉, 위기책임성이 높을 경우에는 사과, 개선행위 등과 같은 

조직의 책임성 수용정도가 높은 ‘수용적 전략’을 사용하고 책임성이 낮은 위

기에 대해서는 부정, 변명 등과 같은 조직의 책임성 수용정도가 낮은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CT의 이러한 논리에 대한 타당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증명되어 오고 

있다(Coombs, 1999b; Coombs & Holladay, 1996; Coombs 2006; Wright, 2009). 

Coombs & Holladay(1996)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유발하여 조직의 책

임성이 높게 평가되는 위반 위기유형과 의도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의 

책임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고 위기유형에 대하여 대응전략의 책임성수용정도가 

위기책임성 정도와 매치되는 경우와 매치되지 않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응전략이 위기유형의 책임성과 일

치할 때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

기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은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에 노출되었을 때, 

책임성이 낮은 위기유형은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rcus & Goodman(1991)는 사고와 스캔들을 대상으로 위기대응전략

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사고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가가 폭락한 경우로 책임성

이 낮은 위기유형이고 스캔들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에 가담한 경우

로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이다. 검증결과 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스캔들)에서

는 방어적 전략보다 피해자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수용적 전략이 더 효과적인 

반면 책임성이 낮은 사고 위기유형(사고)에서는 연민을 표현하는 수용적 전략보

다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어적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팀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위기대응전략의 선

택에 있어서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표 69>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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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 대한 
태도

가설 2a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b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관람 의도

가설 3a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b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표 69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관계에 대한 가설

3. 연구방법

1) 실험자극 선정 및 제작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위기유형에 대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위기유형에 대해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위기

의 책임성 정도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효과에 대한 가설의 외적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서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위기유형은 ‘위반’ 위기유형과 ‘사고’ 

위기유형을 선정하였다. 위반 위기유형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

이 발생한 것으로 위기 상황을 설정하였고 사고 위기유형에서는 야구장에서 정

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기 상황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을 위한 실험자

극을 선정, 조작하기 위하여 2차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사전조사

는 두 가지 위기유형에 대한 위기의 책임성 정도(고/저)를 조작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두 번째 사전조사는 두 가지 위기유형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성 수용

정도(수용적/방어적)를 조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 위기의 책임성 조작을 위한 사전조사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위기의 책임성 정도를 조작하기 위해서 승부조작 

사건과 정전사고에 해당하는 가상의 위기기사를 작성하였다. 위기의 대상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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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대만프로야구팀으로 설정하였다. 대만의 야구팀으로 설정한 이유는 피험

자가 대만 프로야구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가상으로 설정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용이하고 팀에 대한 

사전정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기의 책임성 조작내용은 Coombs & Holladay(2002)가 위기의 

책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귀인차원인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 차원을 조작하였다.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 locus of 

causality) 차원은 행위자가 위기 상황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위기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이다. 따라서 위기의 

책임성 정도를 조작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조직이 통제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에 대한 항목을 조작하였다. 구체적인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책임성 조작내용은 

<표 71>과 같다.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부조작 위기상황의 책임성이 높

은 경우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폭력조직원과 감독, 선수들이 공모하여 조

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위기의 책임

성이 낮은 경우는 폭력조직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

우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정전사고 위기상황에 대해 책임성이 높은 경우는 구

단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설정하였고 책임성이 낮은 정

전사고는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고로 설정하였다. <표 71>의 내용을 인

터넷 기사의 출력물 형태로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각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

적통제성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표 70>과 같다. 

위기의 책임성 측정문항

1. 사건의 원인은 구단이 통제할 수 있었다.

2. 사건의 원인은 구단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3. 사건의 원인에 대해 구단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4. 사건의 원인에 대해 구단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문항은 Coombs & Holladay(2002)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음, * 역문항

표 70 위기의 책임성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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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유형

책임성 내  용

위반
(승부조작)

높음

검찰에 따르면 고액의 배당금을 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폭

력조직원 황더밍과 웨이취엔 타이거즈의 린광홍 감독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승

부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린광홍 감독은 선발 투수 명단, 선

발 라인업 등과 같은 팀의 각종 기밀정보를 황더밍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린감독은 승부조작에 협조하는 선수를 포섭하여 작전을 지시하는 방

식으로 황더밍에 협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조직에 협조한 대가로 린

감독은 백만 위엔(한화 3,600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고 선수들은 평균 40만 

위엔 정도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단 관계자 중 일부는 이러

한 정황을 알면서도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쉬쉬해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낮음

검찰에 따르면 승부조작에 연루된 웨이취엔 타이거즈 팀의 마무리투수 

워추린 선수는 배당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폭력조직의 협박 

때문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워추린 선수에게 져주는 게

임을 하면 거액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조직폭력배 일당이 접근해왔으나 워추린 

선수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폭력조직 일당은 워추린 선수를 납치, 폭행

하고 심지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워추린 선수는 어쩔 수 없이 폭력조직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폭력조직의 요구대로 져주는 게임을 해주는 대가로 폭력조직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수 

교육프로그램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폭력조직의 위협적이고 은밀한 방

법 때문에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고
(정전사고)

높음

전문가는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은 구단 측의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밝혔

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웨이취엔 구단은 지금까지 구장의 평균 전력사용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변압기 등과 같은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관리일지는 

아예 작성하지도 않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 조차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나 이번 정전사태는 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낮음

전문가는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은 구단 측의 관리소홀이 아니라 구장 인

근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콘서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경기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콘서트를 진행하던 컨벤션센터에서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

한 것. 웨이취엔 구단 측에서는 지금까지 구장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변압기 등과 같은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왔던 것

으로 알려져 구단의 시설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험자극물은 부록 참조>

표 71 위기유형별 위기의 책임성(고/저) 조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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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책임성 n M SD t df Sig.

정전사고
책임성(저) 14 3.71 .92

-4.52 25 p < .01
책임성(고) 13 5.50 1.13

승부조작
책임성(저) 15 4.30 1.01

-2.61 28 p < .01
책임성(고) 15 5.27 1.02

표 72 실험처치물의 위기 책임성 조작에 대한 독립 t-검정 결과

<표 72>는 위기유형별 위기의 책임성(고/저)에 따른 독립 t-검정 결과표이

다. 먼저 정전사고 유형에서는 책임성이 낮은 정전사고(M=3.71)와 책임성이 높은 

정전사고(M=5.50)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5)=-4.52, (p<.01). 

다음으로 승부조작 유형의 책임성이 낮은 승부조작 상황(M=4.30)과 책임성이 높은 

승부조작 상황(M=5.27)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2.61, 

(p<.01). 따라서 두 가지 위기유형 모두 실험처치물의 위기 책임성(고/저)에 따른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을 위한 사전조사

위기대응전략의 책임 수용성이란 위기 상황에 대한 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성 수용정도에 따라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용적 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

중에게 사과하고 보상, 재발방지 등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방어적 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기 상황을 조직이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성 수용정도(수용/방어)를 조작하기 위하여 <표 

73>과 같이 위기 상황에 따른 팀의 대응전략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내용을 피험

자에게 제시하고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성 수용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Coombs(2006a)가 

위기대응전략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수용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7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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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대응전략 발표문 조작내용

위반
(승부조작)

수용적
전략

구단 관계자는 이번 승부조작 사건에 구단 소속 선수가 관여된 것에 대

해 구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사건으로 인하여 야구팬 여러분들께 실망감

을 안겨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구단은 사과와 함께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구단 

차원의 부정부패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구단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수들의 처우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적
전략

팀 관계자는 이번 승부조작 사건에 구단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

된 것은 불법 배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에 의해 저질러진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단

속하지 않고 조직폭력배들이 활개 치도록 방치한 공안당국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서 폭력조직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정전사고)

수용적
전략

구단 관계자는 이번 정전사고와 관련해 구단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야구팬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과

와 더불어 구단 측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장 시설

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명탑의 변압기를 새롭게 교체할 계획

이며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적
전략

구단 관계자는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은 야구장을 비롯한 타오위안 지역

에 전력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구장 전기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타오위안 지역에 공장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역전력공급업

체를 강하게 비난하고 조속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실험자극물은 부록 참조>

표 73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방어적/수용적) 조작내용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측정문항*

1. 사건(사고)에 대한 구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사건(사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사건(사고)에 대한 구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사건(사고)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음 측정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역문항

표 74 위기대응전략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수용성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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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책임수용성 n M SD t Sig.

정전사고
수용적 17 5.47 1.11

-7.29 p < .01
방어적 19 2.74 1.13

승부조작
수용적 18 4.58 .95

-5.47 p < .01
방어적 17 2.85 .92

표 75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에 대한 독립 t-검정 결과

<표 75>는 위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의 위기책임성 수용정도(수용/방어)에 

대한 독립 t-검정 결과표이다. 정전사고에서는 수용적 전략(M=5.47)과 방어적 전

략(M=2.74)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7.29, (p<.01). 승부조

작 사건에서는 수용적 전략(M=4.58)과 방어적 전략(M=2.85)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5.47, (p<.01). 따라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정도

에 따른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의 실험처치물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판단하고 본 실험의 위기대응전략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전조사 과

정을 거쳐 본 실험의 실험자극물은 위기유형(사고/위반), 위기의 책임성(고/저) 그

리고 위기대응전략(수용적/방어적)에 따라 총 8가지의 실험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실험 자극물은 인터넷 기사의 출력물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부록>에 첨부하였다.

2) 표본의 선정

본 실험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피험자는 각 실험처치 집단에 무선할당

(randomization) 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처치집단별로 25명씩 총 200명의 피험자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200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자 29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171명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6>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8.5%, 여성이 41.5%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라서는 19세 이하는 4.1%, 20~24세는 64.9%, 25~29세는 28.7%, 30세 

이상은 2.3%로 나타났다.



- 196 -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00 58.5
여 71 41.5

합계 171 100.0

연령

19세 이하 7 4.1
20 ~ 24세 111 64.9
25 ~ 29세 49 28.7
30세 이상 4 2.3

합계 171 100.0

표 76.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

3)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위기의 책임성:고/저) × 2(위

기대응전략: 수용적/방어적) × 2(위기유형: 사고/위반)의 피험자간 요인 실험설계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

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측정단계로 먼저 피험자들의 타겟(target) 팀에 

대한 사전태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사전측정단계에서 측정한 자료는 사전태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실

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필러과제(filler task)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 내용

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읽고 기사의 내용에 대한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제작된 8가지의 실험자극물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

다. 각각의 피험자는 배정된 1개의 타겟 기사(스포츠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기사)

를 읽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사후측정단계로 각각의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

정된 실험자극물을 읽고 난 후에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조작 점검문항으로 위기의 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의 책

임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야구에 대한 관여도, 위기의 심

각성,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서

술형 문항으로 실험의 목적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계분석에 앞서 실험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피험자를 선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

(debriefing)을 실시하고 본 실험을 마무리 하였다.



- 197 -

4)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이며 독립변수는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팀에 대한 사전 태도, 위기의 심각성, 야구에 대한 관

여도,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였다. 

첫째, 팀에 대한 사전 태도는 사전태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실험자극 후

의 태도가 실험자극으로 인한 효과와 사전태도의 효과가 희석되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사전태도들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자극물을 노출시기기 

전에 팀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고 통계분석에서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둘째, 위기의 심각성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 Coombs & Holladay(2002)는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위기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여 위기의 대상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더 부정적으로 영항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정도

의 차이에 따라 종속변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제변

수로서 위기의 심각성을 측정하였다.

셋째, 관여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지각하는 중요성,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Mowen & Minor, 1998), 야구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야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 반면에 야구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야구스포츠에

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실

험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Nathan, Heath, & Douglas, 1992; McDonald 

& Hӓrtel, 2000). 따라서 통제변수로서 야구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책임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유형이다(박

종철, 김경진, 이한준, 2010; Carroll, 1991). 특히 Folkes & Kamins(1999)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 유형 중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은 소비자들의 해당 기업

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시킴으로써 기업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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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스포츠팀이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경우 팀에 대한 태도나 관람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책

임성과 대응전략 변인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측정하여 

통계분석에 있어서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표 77>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변수들의 측정문항을 정리한 표이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스포츠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이다. 스포츠팀에 

대한 태도의 측정은 Burner & Hensel(1992), Osgood et al(1957), Muehling & 

Laczniak(1988), Kinney & McDaniel(1996), 김성규, 이경탁(2008), 이경탁, 이희욱

(200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로 총 3문항을 7점 어의분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표 77>에 제시하였다. 관람의도의 측정은 

Court & Lupton(1997), Milman & Pizam(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77>에 제시하였다. 

둘째,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

로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측정하

였다.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측정문항은 사전조사에서 사

용했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로서 위기의 심각성은 

한정호, 조삼섭(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야구관

여도는 Moorthy, Sridhar, Brian, & Debabrata(1997), Srinivasan, Narasimhan, & 

Brian(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7점 척

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법률적 책임은 박종철, 김경진, 이한준(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 요인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 중 법률적 책임을 측정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7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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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 문항 출처

종속
변수

관람의도

나는 OO 팀의 경기를 시청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Court & Lupton(1997),
Milman & Pizam(1995),

Rittichainuwat(2001)

나는 앞으로 OO 팀의 경기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다음에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려고 할 때 OO 팀의 
경기를 고려할 것이다

팀에 대한
태도

나쁘게 생각 한다 - 좋게 생각 한다 Burner & Hensel(1992)
Osgood et al.(1957)
김성규, 이경탁(2008)
이경탁, 이희욱(2009)

비호의적이다 - 호의적이다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독립
변수

위기의 
책임성

사건의 원인은 구단이 통제할 수 있었다.

Coombs & 
Holladay(2002)

사건의 원인은 구단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 구단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 구단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사고에  대한 구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Coombs(2006a)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제
변수

법률적 
책임

구단경영과 관련된 법규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박종철, 김경진, 
이한준(2010)구단의 조직 관리자들은 구단경영과 관련된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위기의 
심각성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정호, 조삼섭(2009)
향후 구단의 운영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로스포츠 전반과 프로야구 리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구관여도

나는 야구를 직접 관람하거나 뉴스/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서 스포츠 관련기사를 자주 보는 편이다.

Moorthy, Sridhar, 
Brian, & 

Debabrata(1997)
Srinivasan, Narasimhan, 

& Brian(1991)

나는 ‘야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평판을 듣는 편이다.

야구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 역문항

표 77 주요 변수의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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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방법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ɑ값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 공변량분석(ANCOV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가설은 양방향(two-tailed) 분

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한 통계분석에 있어서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의 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 책임을 공변인으로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작 점검

본 실험의 실험자극물에 대한 조작점검을 통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

전략의 책임수용성에 대한 실험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위기유형 모두에서 위기의 책임성<표 78>과 위기대응전략<표 

79>이 의도했던 데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78>은 위기의 책임성 조작에 대한 분석결과표이다. 먼저 사고(정전사

고) 위기유형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정전사고(M=5.47)와 책임성이 낮은 정전사고

(M=3.38)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2)=-8.54, (p<.01). 다음

으로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승부조작사건(M=5.39)과 책임

성이 낮은 승부조작 사건(M=3.69)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5)=-7.40, (p<.01).

위기유형 책임성 M SD t (df) sig

사고(정전사고)
책임성(고) 5.47 .92

-8.54(82) p <.01
책임성(저) 3.38 1.29

위반(승부조작)
책임성(고) 5.39 .94

-7.40(85) p <.01
책임성(저) 3.69 1.19

표 78 위기의 책임성 조작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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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는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에 대한 분석결과 표이다. 먼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서 수용적 전략(M=5.10)과 방어적 전략(M=3.07)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2)=-8.52, (p<.01). 또한,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대한 대응전략에서도 수용적 전략(M=4.73)과 방어적 전략(M=3.01)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5)=-10.61, (p<.01).

위기유형 책임수용성 M SD t (df) sig

사고(정전사고)
방어적 3.07 1.02

-8.52(82) p <.01
수용적 5.10 1.15

위반(승부조작)
방어적 3.01 .83

-10.61(85) p <.01
수용적 4.73 .67

표 79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점검 결과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는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각 변수의 신뢰도 수치는 <표 80>에 

제시하였다. <표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ɑ 계수가 .728~.937에 위치

하여 Nunnally(1978)가 제시한 수용가능한 수준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들의 신뢰수준은 만족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 명 문항 수
Cronbach's ɑ

사전 사후
관람의도 3 -* .922 

팀에 대한 태도 3 .890 .936
위기의 책임성 4 - .826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4 - .846
위기의 심각성 3 - .728
야구관여도 3 - .937
사회적책임 2 - .902

* 사전에 측정하지 않았음을 의미

표 80 요인별 신뢰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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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 검증

연구변인의 구인타당도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2=291.464(df=188, 

p<.001), CFI=.962, NNFI=.954, RMSEA=.057, ECVI=2.479, AIC=421.464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NNFI >.95, CFI >.95, 

RMSEA <.06)을 충족하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χ2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도 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형진, 2003). 개념타당도 중 수렴타당도는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

량은 .57에서 .97로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측정변인들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등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0>에 제시하였다. 

4) 위기책임성의 효과 검증(가설 1)

가설 1a는 위기의 책임성 정도(고/저)에 따라 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가설 1b는 위기의 책임성 정도(고/저)에 

따라 관람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을 독립변인으로, 실험자극 노출 후의 팀에 대한 태도

와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각각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81>. 

<표 81>은 가설 1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이다. <표 81>에 제시

된 결과와 같이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위기유형 모두 유의수준 .05

에서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와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람의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위기유형 모두 위기의 책임성의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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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그림에 제시된 모수추정치는 모두 표준화된 값이며, p<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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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종속변수
책임성(고)

(n)
책임성(저)

(n)
t df Sig.

사고
(정전사고)

팀에 대한 태도 3.64 (43) 4.04 (41) 2.10 82 p<.05

관람 의도 2.40 (43) 2.57 (41) .67 82 N.S.

위반
(승부조작)

팀에 대한 태도 2.57 (45) 3.38 (42) 4.39 85 p<.01

관람 의도 2.32 (45) 2.44 (42) .422 70.30 N.S.

표 81 가설 1의 독립 t-검정 분석결과

이를 위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서 팀에 대한 

태도는 책임성이 낮은 정전사고에 노출 되었을 때(M책임성(저)=4.04) 보다 책임성이 높

은 정전사고에 노출되었을 때(M책임성(고)=3.64)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2)=2.10, (p<.05). 반면에 관람 의도는 책임성

이 높은 정전사고(M책임성(고)=2.40)에 노출되었을 때와 책임성이 낮은 정전사고에 노

출되었을 때(M책임성(저)=2.57)간에 관람 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82)=.67, (N.S.). 따라서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서는 가설 1a는 지지되었으

나 가설 1b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서 팀에 대한 태도는 책임성이 낮은 승

부조작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M책임성(저)=3.38) 보다 책임성이 높은 승부조작사건에 

노출되었을 때(M책임성(고)=2.57) 팀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5)=4.39, (p<.01). 반면 관람 의도는 

책임성이 낮은 승부조작사건에 노출되었을 때(M책임성(저)=2.44)와 책임성이 높은 승부

조작사건에 노출되었을 때(M책임성(고)=2.3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70.30)=.42, (N.S.). 따라서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서도 사고위기

유형과 같이 가설 1a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1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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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2, 가설 3)

가설 2는 위기의 책임성이 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대응전략

이 조절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가설 3은 위기의 책임성이 관

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대응전략이 조절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었다. 이를 위해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의 종속

변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ANCOVA 분석에 있

어서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의 심각성, 야구관여도, 사회적 책임(법률적 책임)

을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1) 삼원공변량분석을 통한 위기유형간의 차이 분석

위기책임성이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대응전략

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위기유형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

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

의도의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 그리

고 위기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삼원공변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하였

다.  먼저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2>는 위기유형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팀에 대한 태도

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표 83>은 위기유형

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유형과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삼원상호작용효과(3-way interactio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71)=.07, (N.S.). <그

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위기유형과 위반 위기유형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에서 팀에 대한 태

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에

서 팀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위기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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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고
(정전사고)

저
방어적 20 3.76 .79
수용적 21 3.63 .74

고
방어적 21 3.13 1.01
수용적 22 3.95 .79

위반
(승부조작)

저
방어적 21 3.70 .60
수용적 21 3.08 .97

고
방어적 22 2.73 .79
수용적 23 3.20 .83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 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82 위기유형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태도 차이에 대한 평균 비교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87.45 11 7.95 13.61 .000

절편 27.05 1 27.05 46.32 .000

공
변
인

사전태도 .59 1 .59 1.02 .315
위기의심각성 3.55 1 3.55 6.08 .015
야구관여도 .19 1 .19 .33 .564
사회적책임 13.74 1 13.74 23.53 .000

독
립
변
인

위기유형 4.78 1 4.78 8.18 .005
위기의책임성 2.79 1 2.79 4.78 .030
위기대응전략 .69 1 .69 1.19 .278

위기유형*위기책임성 .75 1 .75 1.28 .260
위기유형*위기대응전략 1.86 1 1.86 3.18 .076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10.81 1 10.81 18.52 .000
위기유형*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04 1 .04 .07 .788

오차 92.85 159 .58 　 　
합계 2147.56 171 　 　

수정합계 180.30 170 　 　
R2=.49, Adjusted R2=.45

표 83 태도에 대한 삼원공변량분석

그림 21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의 3-way interaction effect(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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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의 3-way interaction effect(관람의도)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4>는 위기유형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의도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표 85>는 위기유형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유형과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삼원상호작용효과(3-way 

interactio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71)=.27, (N.S.). 따라서 관람의도에 있어서도 위기유형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

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고
(정전사고)

저
방어적 20 2.72 1.17
수용적 21 1.89 1.15

고
방어적 21 1.93 1.14
수용적 22 2.62 1.06

위반
(승부조작)

저
방어적 21 2.79 .96
수용적 21 2.14 .74

고
방어적 22 2.03 .75
수용적 23 3.25 1.88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84 위기유형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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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7.81 11 5.26 4.09 .000
절편 9.37 1 9.37 7.28 .008

공
변
인

사전태도 6.37 1 6.37 4.96 .027
위기의심각성 4.34 1 4.34 3.38 .068
야구관여도 1.04 1 1.04 .81 .370
사회적책임 5.98 1 5.98 4.65 .033

독
립
변
인

위기유형 1.71 1 1.71 1.33 .251
위기의책임성 .17 1 .17 .13 .714
위기대응전략 .39 1 .39 .31 .580

위기유형*위기책임성 .42 1 .42 .33 .567
위기유형*위기대응전략 1.31 1 1.31 1.02 .315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29.78 1 29.78 23.16 .000
위기유형*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35 1 .35 .27 .604

오차 204.47 159 1.29 　 　
합계 1269.44 171 　 　

수정합계 262.28 170 　 　
R2=.22, Adjusted R2=.17

표 85 관람의도에 대한 삼원공변량분석

위와 같이 삼원공변량분석 결과 위기유형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

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두 가지 위기유형의 

구분 없이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사고유형과 위반유형을 모두 포함한 분석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고(정전

사고) 위기유형과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원공변량분석

(2-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분석하

고 다음으로 관람의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팀에 대한 태도

먼저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을 독

립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6>은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

에 따른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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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표 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71)=18.00, (p<.01).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41 3.72 .73
수용적 42 3.29 .96

고
방어적 43 2.98 1.01
수용적 45 3.58 1.00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86 태도에 대한 평균 비교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80.13 7 11.45 18.63 .000

절편 34.27 1 34.27 55.76 .000

공
변
인

사전태도 .78 1 .78 1.26 .263
위기의심각성 16.49 1 16.49 26.84 .000
야구관여도 .23 1 .23 .38 .540
사회적책임 19.95 1 19.95 32.46 .000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1.69 1 1.69 2.75 .099
위기대응전략 .28 1 .28 .45 .502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11.06 1 11.06 18.00 .000

오차 100.18 163 .61 　 　
합계 2147.56 171 　 　

수정합계 180.30 170 　 　
R2=.44, Adjusted R2=.42

표 87 태도에 대한 공변량분석(사고+위반)

그림 23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사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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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3.29)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M=3.72)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83)=5.45, (p<.05). 반

면에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2.98)

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3.58)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F(1, 88)=10.11, (p<.01). 따라서 사고와 위반유형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팀에 대한 태도 변인에 대한 가설 2a와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② 관람의도

다음으로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을 독립

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8>은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의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표 8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71)=23.23, (p<.01).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2.05)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M=2.76)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83)=10.89, (p<.01). 반

면에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1.95)

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2.93)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F(1, 88)=11.77, (p<.01). 따라서 사고와 위반 위기유형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

하였을 때 관람의도 변인에 대한 가설 3a와 가설 3b는 모두 지지되었다.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41 2.76 1.06
수용적 42 2.05 .96

고
방어적 43 1.95 .97
수용적 45 2.93 1.52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88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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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3.97 7 7.71 6.03 .000

절편 7.61 1 7.61 5.95 .016

공
변
인

사전태도 5.98 1 5.98 4.68 .032

위기의심각성 2.28 1 2.28 1.78 .184

야구관여도 .89 1 .89 .70 .406

사회적책임 5.17 1 5.17 4.05 .046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04 1 .04 .03 .864

위기대응전략 .67 1 .67 .53 .469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29.68 1 29.68 23.23 .000

오차 208.31 163 1.28 　 　

합계 1269.44 171 　 　 　

수정합계 262.28 170 　 　 　

R2=.21, Adjusted R2=.17

표 89 관람의도에 대한 공변량분석(사고+위반)

그림 24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사고+위반)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위기의 책임성이 팀에 대한 대도와 관람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위기대응전략이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의 책

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

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의 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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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과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3-way ANCOVA 분석결과

위기유형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해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 2(팀에 대한 태도)와 가설 3(관람

의도)에 대해 각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① 팀에 대한 태도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0>은 위기책임성

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팀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91>은 사고 위기유형에서 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

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1>

에 보고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7.59, (p<.01).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서 태도

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책임성 별로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

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3.80)와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3.96)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1)=.22, (N.S.). 따라서 사고 위기유형에서 가설 2a

는 기각되었다. 반면에 위기책임성이 높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3.41)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4.17) 팀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3)=7.86, (p<.01). 따라서 사고 위기유형에

서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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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20 3.96 .79

수용적 21 3.80 .74

고
방어적 21 3.41 1.01

수용적 22 4.17 .79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90 사고 위기유형의 태도에 대한 평균 비교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7.01 7 3.86 6.77 .000
절편 14.62 1 14.62 25.64 .000

공
변
인

기사의 신뢰도 .49 1 .49 .86 .356
사전태도 2.48 1 2.48 4.35 .040

사회적책임 .88 1 .88 1.55 .217
위기의심각성 10.00 1 10.00 17.55 .000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15 1 .15 .26 .610
위기대응전략 1.70 1 1.70 2.99 .088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4.33 1 4.33 7.59 .007
오차 43.32 76 .57 　 　
합계 1307.22 84 　 　

수정합계 70.33 83 　 　
R2=.38, Adjusted R2=.33

표 91 사고 위기유형의 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그림 25 사고 위기유형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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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람의도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관람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2>는 위기책임성과 위

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 의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93>은 

사고 위기유형에서 관람 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3>에 보고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F(1, 84)=8.83, (p<.01).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

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책임성 별로 위기대응전

략에 따라 관람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2.18)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2.91) 관람의도

가 높게 나타났다, F(1, 41)=4.87, (p<.05). 따라서 사고 위기유형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가설 3a는 지지 되었다. 반면, 위기책임성이 높은 사고(정전사고)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2.03) 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M=2.81) 관람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3)=5.52, (p<.05). 따라서 사고 

위기유형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가설 3b는 지지되었다.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20 2.91 1.17

수용적 21 2.18 1.15

고
방어적 21 2.03 1.14

수용적 22 2.81 1.06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92 사고 위기유형의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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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8.30 7 2.61 2.01 .064
절편 2.68 1 2.68 2.07 .155

공
변
인

사전태도 3.02 1 3.02 2.33 .131
위기의심각성 .01 1 .01 .00 .949
야구관여도 .01 1 .01 .01 .926
사회적책임 .54 1 .54 .42 .520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25 1 .25 .20 .659
위기대응전략 .01 1 .01 .01 .927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11.47 1 11.47 8.83 .004
오차 98.66 76 1.30 　 　
합계 633.67 84 　 　

수정합계 116.97 83 　 　
R2=.16, Adjusted R2=.08

표 93 사고 위기유형의 관람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그림 26 사고 위기유형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관람의도)

(3)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① 팀에 대한 태도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대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

적/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4>는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팀에 대한 태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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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95>는 위반 위기유형에서 팀에 대한 태도

에 대해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공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5>에 보고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

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7)=10.75, 

(p<.01).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21 3.52 .60

수용적 21 2.92 .97

고
방어적 22 2.46 .79

수용적 23 2.97 .83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94 위반 위기유형의 태도에 대한 평균 비교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9.08 7 4.15 6.82 .000

절편 11.82 1 11.82 19.41 .000

공
변
인

사전태도 .25 1 .25 .41 .526

위기의심각성 1.60 1 1.60 2.63 .109

야구관여도 .06 1 .06 .10 .757

사회적책임 4.54 1 4.54 7.45 .008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3.98 1 3.98 6.54 .012

위기대응전략 .04 1 .04 .06 .806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6.55 1 6.55 10.75 .002

오차 48.13 79 .61 　 　

합계 840.33 87 　 　 　

수정합계 77.21 86 　 　 　

R2=.38, Adjusted R2=.32

표 95 위반 위기유형의 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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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위반 위기유형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태도)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서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책임성 별로 

대응전략에 따라 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반(승부조작) 위기에 노출

되었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2.92)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3.52) 팀

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F(1, 42)=6.26, (p<.05). 따라서 위반 위기유형에서 

태도에 대한 가설 2a는 지지 되었다. 반면에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반(승부조작)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2.46)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M=2.97) 팀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5)=6.51, (p<.05). 따라

서 위반 위기유형에서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② 관람의도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대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

적/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2-way ANCOVA 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96>은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의도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97>은 위반 위기유형에서 관람의도에 대해 위기책

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7>에 보고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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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7)=14.37, (p<.01). 위반(승부조

작) 위기유형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책임성 별로 대응전략에 따라 

관람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용적

으로 대응할 때(M=1.82)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2.56) 관람의도가 높게 나타

났다, F(1, 42)=5.81, (p<.05). 따라서 위반 위기유형에서 가설 3a는 지지되었다. 반

면에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반(승부조작) 위기유형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M=1.98)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M=3.10) 관람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5)=5.59, (p<.05). 따라서 위반 위기유형에서 가설 3b는 지지되었다.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방어적 21 2.56 .96
수용적 21 1.82 .74

고
방어적 22 1.98 .75
수용적 23 3.10 1.88

* 제시된 평균 값은 팀에 대한 사전태도, 위기심각성, 야구관여도, 법률적책임을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96 위반 위기유형의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비교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43.93 7 6.28 4.91 .000
절편 8.06 1 8.06 6.31 .014

공
변
인

사전태도 2.76 1 2.76 2.16 .146
위기의심각성 6.59 1 6.59 5.16 .026
야구관여도 .82 1 .82 .64 .426
사회적책임 7.15 1 7.15 5.59 .020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1.95 1 1.95 1.53 .220

위기대응전략 .63 1 .63 .49 .485

위기의책임성*위기대응전략 18.35 1 18.35 14.37 .000
오차 100.92 79 1.28 　 　
합계 635.78 87 　 　

수정합계 144.85 86 　 　
R2=.30 , Adjusted R2=.24

표 97 위반 위기유형의 관람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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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위반 위기유형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관람의도)

6) 연구 3의 가설검증 결과 종합

연구 3에서는 위기의 책임성이 팀에 대한 태도(가설 1a)와 관람의도(가설 

1b)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

용효과가 팀에 대한 태도(가설 2a, 2b)와 관람의도(가설 3a, 3b)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여섯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각의 

가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위기유형에 대하여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가설의 외

적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가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a는 위기의 

책임성(고/저)에 따라 팀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이었다. 가설 

1b는 위기의 책임성(고/저)에 따라 관람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설 2a는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위기

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에 따라 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

한 것이었으며, 가설 2b는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위기대

응전략(방어적/수용적)에 따라 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3a와 3b는 가설 2a와 2b를 관람의도에 대해 검증한 것이었다. 

<표 98>은 연구 3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한 표이다. <표 98>에서 보는바와 같이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사고 위기유형의 책임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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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위기의 책임성이 낮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위기의 책임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팀

에 대한 태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의 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관람의도에 있어서는 위기의 책임성의 고/저에 따라 관람의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대응전략은 위기의 책임성

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3a와 3b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위기의 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수용

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위기의 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

응하는 것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n 가설 결과

팀에 대한
태도

사고 고/저 고(43)/저(41) 가설 1a p < .01

위반 고/저 고(45)/저(42) 가설 1a p < .01

사고 + 위반
저 83 가설 2a p < .01

고 88 가설 2b p < .01

사고
저 41 가설 2a N.S.

고 43 가설 2b p < .01

위반
저 42 가설 2a p < .05

고 45 가설 2b p < .05

관람 의도

사고 고/저 고(43)/저(41) 가설 1b N.S.

위반 고/저 고(45)/저(42) 가설 1b N.S.

사고 + 위반
저 83 가설 3a p < .01

고 88 가설 3b p < .01

사고
저 41 가설 3a p < .05

고 43 가설 3b p < .05

위반
저 42 가설 3a p < .05

고 45 가설 3b p < .05

표 98 연구 3의 가설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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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3의 논의 

연구 3의 목적은 스포츠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위기책임성:고/저) × 2(위기대응전략: 수용적/방어적) × 2(위기유형: 사고/위반)

의 피험자간 요인 실험설계(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위기상황으로 인한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가 위기책임성과 위기대

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1은 위기책임성이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기책임성이 스포츠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책임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관람의도에 있어서는 위기책임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위기책임성이 높을수록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Coombs, 1998; Coombs & Holladay, 200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관람의도에 있어서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위기대응전략의 효과가 관람의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실험에서 통제집단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위기책임성 이외의 변인을 통제한 실험처

치를 통해 이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가설 2와 가설 3은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이 팀에 대한 

태도(가설 2)와 관람의도(가설 3)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가설의 검

증결과는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 보다는 수용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정도와 위

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 정도가 일치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oombs, 1995; Coombs & Holladay, 1996; Marcus & 

Goodman, 1991)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기유형,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삼원공변량분석을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위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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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위기유형에서도 위기책임성

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연구가

설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상황의 책임성 정도와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정

도가 일치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의 타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견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

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기책임성에 대한 이해를 동일 위기유형 범

주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Coombs & Holladay 

(1996, 2004) 등의 기존연구에서는 위기유형 차원에서 위기책임성을 평가하고 위

기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기유형이 곧 위기책임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위기유형 범주에 속하는 위기상

황이라 할지라도 귀인차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위기의 책임성이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는 동일 위기유형 범주에 포함되는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귀인차

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위기대응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위기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은 위기관리 

실무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동일 위기유형 범주 안에서 위기책임성을 다르게 조작하여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위기

관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평가를 통해 위기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기존이론과의 일관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

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수용자

의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에게 전달될 

때 메시지가 이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Myers & Reynolds(1976)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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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사회적 지위 등을 광고 메시지의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수용자의 특성으로 들고 있으며, Cox(1961)는 수용자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피설득성향(persuasibility)7), 선별적 노출성향(selective exposure)8), 가치관, 

관심 등을 자극(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김정현, 2006).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험자극물의 제작을 위해 위기의 대상으로 선정한 스포츠조직은 가상의 스포츠

팀이었다. 이는 실존하는 스포츠조직에 대해서도 본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연구가설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의 일반화를 위해서 실존하는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위기책임성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

기책임성을 판단하는 귀인차원으로 인적통제성 차원만이 고려되었다.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위기심각성(1995), 위기반복성(Coombs, 1998), 공중과의 관계성(한정

호, 정지연, 2002) 등 다양한 변인들이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위기대

응전략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피설득성향이란 메시지 수용자가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효과를 촉진시키는 성향을 의미함(김정현, 

2006).

8) 선별적 노출성향이란 메시지 수용자가 자신의 기존 태도나 관심에 일치되는 정보나 메시지에만 

접촉하려고 하고 자신의 기존 태도에 상반되는 것들은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함(김정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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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 4: 팀 동일시의 조절효과

1. 연구목적

연구 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위기의 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수용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위기의 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으로 대응하

는 것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기로 인한 팀에 대한 태도나 관람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Myers & Reynolds(1976), Cox(1961) 등은 메시지를 받아들

이는 수용성이 수용자의 동기, 성격,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사회적 지위 등, 

수용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권민재, 전찬수, 김정만, 

2010; 권일권, 박상규, 강현욱, 김지태, 2009; 권형일, 편도영, 2009; 김용만, 이원

준, 김은정, 2006; 박상일, 정지명, 2008; 윤성욱, 신성연, 2011; 이종호, 김문태, 

옥정원, 2006; 하제현, 2010; Branscombe & Wann, 1991; Chung & Kwon, 2007; 

Fink, Parker, Brett, & Higgins, 2009; Gwinner & Swanson, 2003; Wann & Dolan, 

1994). 스포츠팬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팀 동일시는 스포츠팬의 행동을 예측하

는 주요변수로서 스포츠팬 행동 연구에서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Wann, 

2006). 팀 동일시는(team identification)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해 느끼는 동일성

(Ashforth & Mael, 1989) 또는 어떤 개인이 특정 스포츠팀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애착의 정도(Wann & Branscombe, 1995)를 의미하는 것으로 팀 동일시 정도가 

높은 스포츠팬은 스포츠팀에 대해 느끼는 동질성과 애착으로 인해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신충식, 이승철, 2006; 김용만, 2010). 

예를 들어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동일시하는 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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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신성연, 2011),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손승범, 홍석표, 2008). 

이처럼 팀 동일시는 스포츠팬의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

포츠팬의 독특한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3에서

는 이러한 스포츠팬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즉, 연구 3의 

결과가 팀 동일시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

서 메시지 수용자로서 스포츠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책임성에 따른 위기대응

전략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3에서는 위기의 대상으로서 가

상의 팀을 설정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3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4는 이러한 필요성과 연구 3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4의 목적은 팀 동일시 수준에 따른 위기책임

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귀인편향이론

전통적인 귀인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정보처리자로 보고 사람들이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합리적인 귀인에 이를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전제에 위배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Langer, 1978; 

Schank & Abelson, 1977; Leyens & Codol, 1988). 즉,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성으

로 인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보다는 능률적으로 정보를 처리

함으로써 귀인 과정에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성은 현저성 편

향(salience bias), 기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행위자-관찰자편향

(actor-observer bias), 자기본위적 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e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규석, 2009). 

첫째, 현저성 편향(salience bias)은 어떤 현상에 대해 관찰자들이 현저하게 

지각하는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행위의 원인이라고 지각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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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말한다(McArthur & Baron, 1983; Taylor & Fiske, 1978). 둘째, 기본귀

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관잘자로서 어떤 행위의 원인을 판단할 

때 모든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특성 탓으로 여기고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 요인은 무시하게 되는 오류를 말한다(Ross, 1977). 셋째, 행위자-관찰자 편

향은 기본귀인오류가 행위자 당사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귀인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인성, 노력, 동기 

등 행위자의 내적성향에 귀인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Saulnier & Perlman, 1981). 마

지막으로 자기 본위적인 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es)은 자신의 행위가 성

공적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지만 실패한 경우는 그 원인

이 타인이나 상황에 있다고 보는 현상이다(Johnson, Feigenbaum & Weiby, 1964). 

특히 자기 본위적인 편향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욕구,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고양욕구 등의 동기에 의해 이러한 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Greenwald, 1980). 즉,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 때문

이라고 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타인 때문이라고 귀인 함으로써 자

신이 능력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거나 유지하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귀인을 왜곡하는 자기본위적인 

편향 현상은 비록 타인일 지라도 자기와 유사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속해 있거

나 자신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gan, Straus, Fazio, 1974; Shaver, 1970; 

Winkler & Taylor, 1979; Hewstone, 1990; Weber, 1994). 이러한 자기 본위적인 

편향 현상은 스포츠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스포츠팬이 동일시하는 스포츠팀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귀인 할 때 이러한 편향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팀 동일시는 집단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정체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Tajfel,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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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동일시와 위기책임성

팀 동일시는(team identification) 개인이 특정 스포츠팀에 대해 느끼는 동

질성, 또는 관심과 애착의 정도를 의미한다(Ashforth & Mael, 1989; Wann & 

Branscombe, 1995). 이러한 팀 동일시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으로 스포츠팀에 대한 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Wann, 2006).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내집단

(ingroup)과 그 외의 외집단(outgroup)으로 분류하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존감을 증대시키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동질감과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이질감과 비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이를 내집단-외집단 

편향(ingroup, outgroup bias)라고 한다(윤성욱, 신성연, 2011). 이러한 내집단-외집

단 편향성으로 인해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경우 비록 팀이 패배하거나 성적

이 좋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소속집단이 아닌 외부의 원인으로 귀인 시키게 된

다(Wann & Branscombe, 1990; Wann & Dolan, 1994). 

이처럼 집단 편향성으로 인해 상황에 대한 원인을 귀인 할 때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한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Cohen & Garcia(2005)는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집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그룹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위협에 대처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일시가 낮은 그룹은 집단과 자신과의 거리를 멀리하

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 Ahluwalia, Burnkrant, & 

Unnava(2000), Einwiller, Fedorikhin, Johnson & Kamins(2006) 등은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대해 브랜드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소비자는 브랜드와 관련된 부

정적 정보에 대해 반박하거나 저항하는 방어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브랜드에 대

한 동일시가 낮은 소비자는 부정적 정보에 대해 쉽게 수용하고 부정적 정보에 

대해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Wann & Dolan(199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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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팬은 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팀의 저조

한 플레이 때문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대팀의 속임수 또는 잘못된 판정 때문이라

고 인식하는 반면 팀에 대한 동일시가 낮은 팬은 선수의 저조한 플레이 때문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팀과 관련한 부정적 정보

나 사건에 대해 팀과의 심리적 거리를 넓힘으로 자존감을 보호하려하기 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팀이 아닌 다른 것에 귀인 함으로써 자존감을 방어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탁, 이희욱(2009)의 연구에서는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

인 정보에 대해서 팀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팬은 자신과 팀을 일체화하기 때문

에 팀의 스폰서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를 왜곡하여 해석함으

로써 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인편향 현상은 스포츠팀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이 스포츠팀에 대한 실패나 부

정적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 되었을 때 그 원인을 팀 내부에 귀인하기보다

는 팀 외적인 요소에 귀인 하려는 귀인편향 현상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정보에 

대해 반박하거나 저항하고 결과적으로 스포츠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팀의 책임

성을 낮게 인식하는 반면에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은 팀이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

었을 때 팀과 자신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그 

원인을 팀 내부에 귀인 하여 팀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팀 동일시는 팀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이 팀에 속해 있다고 느낌으로써 사회정

체성을 향상시키는 내집단 편애의 한 형태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내집단을 외집

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존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스포츠팀의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 동기가 작동하여 자기 본위적인 편향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팀 동일시가 높은 스포츠팬의 경우에는 자기 본위적 편향 현상으로 인해 

동일시하는 스포츠팀의 위기책임성을 낮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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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동일시의 조절효과

팀 동일시 정도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스

포츠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러한 팀 동일시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스포츠팬의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동기에 따른 추론이론(motivated reasoning theory)이 있다. 

동기에 따른 추론 이론(motivated reasoning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

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릴 때 정보처리자의 동기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나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arrive at an 

accurate conclusion) 동기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바라는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arrive at a particular desired conclusion) 동기

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이다(Kunda, 1990; Chaiken, S., Giner-Sorolla, 

R. & Chen, S., 1996).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unbiased) 방식

으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지만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지각이나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이 

극적으로(dramatically) 왜곡될 수 있다(Kunda, 1990; Boiney, Kennedy & Nye, 

1997). 동기에 따른 추론 이론을 적용하면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의 경우는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

을 다른 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존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팀의 책임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자존감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방어

적 정보처리 과정을 선호하게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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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방어적 위기대응전략에 더 반응함으로써 팀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Linville and Carlston(1994)과 Cox(1961)의 연

구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준다. Linville & Carlston(1994)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의 일관성(consistency)과 긍정성(positivity)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위배 되는 정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일치되

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동료를 선택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인다고 한바 있다(이유재, 라선아, 2002). 또한 Cox(1961)는 

설득 메시지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메시지 수용자가 자신의 태도나 관

심에 일치되는 정보나 메시지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와 반대 되는 정보에 대해서

는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하는 선별적 노출성향(selective exposure)이 있

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선별적 노출성향은 동기화된 추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팀 동일시가 높은 스포츠팬은 위기상황에 대한 팀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나 관심과 

일치하는 방어적 전략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팀에 대한 동일시가 낮은 팬은 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 되

었을 때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시가 약한 팬은 반사실패차단(CORFing: cutting off reflected failure)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은 팀이 부정적 사건에 연루될 경우 

팀과의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팀과 자신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자아존중감의 

훼손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Tajfel, 1970; Cialdini, Borden, Thorne, Walker, 

Freeman & Sloan, 1976; Cialdini & Richardson, 1980; Cialdini & De Nicholas, 

1989). 따라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에 대한 팀의 책임성 평가와 일치

하는 위기대응전략을 취했을 때 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팀 동일시가 낮은 팬에게는 위기의 책임성이 높을 때는 위기의 

책임성을 수용하는 수용적 전략을 위기의 책임성이 낮을 때는 위기의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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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기의 책임성에 따라 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전략의 효과는 팀 동일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의 경우에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

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책임성 정도에 따라 즉, 책임성이 높

은 위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수용하는 수용적 전략이,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대

해서는 책임성을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이 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의 경우에는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팀의 위기 상황으로 인

한 스포츠팬의 자아존중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즉, 조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변화

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표 99>와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팀에 대한 
태도

가설 4a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은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수용적으로 대응
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나 책임성이 높은 위
기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b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와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모두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
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이다. 

관람의도

가설 5a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은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수용적으로 대응
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나 책임성이 높
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5b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은 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와 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모두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팀
에 대한 관람의도가 높을 것이다. 

표 99 팀 동일시에 따른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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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실험자극 선정 및 제작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위기상황은 도전 위기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드컵예선 경기에서의 패배를 위기상황으로 선정하였다. 위기상황으로 월드컵예

선 경기에서의 패배를 선정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위기유형

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연구 3의 연구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성을 재

검토할 수 있고 연구 2에서 도전 위기유형이 스포츠조직이 자주 직면하는 위기

유형이었으며, 실존하는 스포츠팀을 위기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연구 3과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선정한 위기상황에 대한 실험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2차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사전조사는 실험자극물로서 위기 상황

의 책임성 정도(고/저)를 조작하기 위한 조사였다. 두 번째 사전조사는 위기 상황

에 적합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정도(수용적/방어적)를 조작하기 위한 사전조

사였다. 

(1) 위기의 책임성 조작을 위한 사전조사

위기의 책임성 조작을 위한 위기 상황은 한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지역예선전에서 패패 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을 선정한 이유는 팀 동일시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고루 분포할 것

으로 판단되고 국가대항전의 경기는 국민적 관심을 갖는 주요 경기이기 때문이

다. 패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성의 조작내용은 책임성이 낮은 위기상황은 

경기패배의 원인을 원정경기로 인한 시차적응 실패로 설정하였고 책임성이 높은 

위기상황은 경개패배의 원인을 주전 선수들의 경기 전날 음주로 설정하였다. 

경기 전날 선수들의 음주는 인적통제성 차원에서 선수들의 자의에 의해 

행해진 행위이므로 경기패배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인식되는 반면 원정

경기로 인한 시차는 예선경기 운영규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 



- 233 -

위기
유형

책임성 내  용

도전
(경기패배)

높음

경기 전날 주전 선수들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현지 주점에서 심야 음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 전 음주가 선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FIFA 순위에서 한국에 뒤지는 레바논에 패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낮음

원정경기로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 선수들은 한국과의 시차에서 오는 피로감을 안

고 경기에 임해야했고 팀의 주 공격수인 박주영이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악재

가 겹쳐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바논을 맞아야 했다.

표 100 도전(경기패배) 위기 상황의 책임성(고/저)에 따른 조작내용

<표 100>은 경기패배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책임성 조작내용이

다. <표 100>의 내용을 인터넷 기사의 출력물 형태로 제작하여 각각의 위기유형

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작된 실험자극물을 읽도록 하고 연구 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책임성을 인적통제성(personal control) 귀인차원 4문항으로 7

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표 101>은 도전(경기패배) 위기유형의 위기책임성

(고/저)에 따른 독립 t-test 결과이다.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성이 높

은 위기 상황(M=5.21)과 책임성이 낮은 위기 상황(M=4.42)간에 인적통제성의 인식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29, (p<.05). 따라서 위기의 책

임성(고/저)에 따른 실험자극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본 실

험의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위기유형 책임성 n M SD t df Sig.

도전
(경기패배)

책임성(저) 12 4.42 .86
-2.29 23 p<.05

책임성(고) 13 5.21 .88

표 101 도전(경기패배) 위기유형의 위기책임성 조작점검 결과



- 234 -

(2)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을 위한 사전조사

다음으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방어적/수용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표 102>와 같이 위기 상황에 대한 팀의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수용적 대응전략은 

패배에 대해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어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패배의 원

인을 체계적인 훈련부족과 감독이 선수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으며 방어적 전략은 선수, 감독은 최선을 다했으나 상대팀의 실력이 출중하

여 이기기 힘든 경기였다고 패배의 원인을 상대팀의 월등한 실력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102>의 발표문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정도 즉, 발표문의 내용이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 지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

하였다. 측정문항은 연구 3의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을 위기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위기유형
책임성 

수용정도
발표문 조작내용

경기패배

수용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 대표팀 조광래 감독은 먼저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패인

으로 “우리 대표 팀 선수들이 각각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고 평

가하면서 이는 "체계적인 훈련의 부족과 현지 컨디션 조절의 실패, 그리고 무엇

보다 감독으로서 선수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위원회의 공식 전력분석 결과에 의하면 레바논 전에서 보여준 한국의 경기

력은 평상시 경기력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어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 대표팀 조광래 감독은 “우리 대표 팀 선수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각각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평가

하고 "그렇지만 레바논의 조직력이 워낙 탄탄했고 선수들의 개인기가 뛰어나 전

반적으로 힘든 경기였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위원회의 공식 전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레바논 팀은 FIFA 랭킹이 다소 낮지만 B조에 속한 팀들 중

에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해 B조의 어떤 팀들도 레바논과의 경기를 쉽게 이기지

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 102 위기대응전략(수용적/방어적)의 조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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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유형 책임수용성 n M SD t df Sig.

도전
(경기패배)

방어적 21 3.77 .43
-4.72 42 p<.01

수용적 23 4.35 .37

표 103 도전(경기패배) 위기유형의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독립 t-검정 결과

<표 103>은 도전(경기패배)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방어적/수용적)에 따른 독립 t-test 결과이다. <표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

적 전략(M=4.35)과 방어적 전략(M=3.7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t(42)=-4.72, (p<.01). 따라서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의 실험처치

물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본 실험의 위기대응전략 자극물

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실험의 자극물은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

응전략(고/저)에 따른 조합으로 총 4가지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실험 자극물은 

인터넷 기사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부록>에 첨부하였다.

2) 표본의 선정

본 실험의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피험자는 각 실험처치 집

단에 무선할당(randomization) 되었다. 각 처치집단별로 50명씩 총 200명의 피험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자 26명의 자료를 제

외하고 174명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소

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피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04>와 같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표 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8.6%, 여

성이 41.4%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9세 이하는 5.2%, 20~24세는 75.9%, 

25~29세는 17.2%, 30세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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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02 58.6
여 72 41.4

합계 174 100.0

연령

19세 이하 9 5.2
20 ~ 24세 132 75.9
25 ~ 29세 30 17.2
30세 이상 3 1.7

합계 174 100.0

표 104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

3)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2(위기의 책임성:고/저) × 2(위

기대응전략: 수용적/방어적) × 2(팀 동일시: 고/저)의 피험자간 요인 실험설계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총 4단계로 이

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에 대한 팀 동일시를 측정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험자에게 앞서 제작된 네 가지 실험자극물 중 하

나가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피험자에게 타겟 기사(한국 월드컵 축구대표팀 경기

패배)에 대한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각각의 피험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실험자극물을 읽고 난 후에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측정하는 항목

에 답변하였다. 그다음 조작 점검문항으로 위기의 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의 책임

수용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기사에 대한 신뢰도, 위기의 심각성, 

축구관여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고 본 실험을 

마무리 하였다.

4)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변수들은 종속변수로서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

도를 측정하였고, 조절변수로서 팀 동일시를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이 의도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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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작점검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변인들로 기사의 신뢰도, 위기의 심각성, 축구관여도를 측정하였다. 기사의 신뢰

도는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자극물은 인터넷 기사의 출력물 형태로 제작되었고 

위기의 대상이 실존하는 국가대표팀 이기 때문에 만약 기사가 허위의 기사라고 

인지할 경우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위기의 심각성과 축구관여도는 연구 3에서와 같은 근거로 통제되었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주요변수들의 측정문항은 연구 3에서 사용한 문항을 

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팀 동일시는 Male & 

Ashforth(1992), Trail & James(2001), 이경탁, 이희욱(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105>에 제시하였다. 팀 동일시(고/저)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팀 동일시의 평균값

을 기준으로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분과정에서 

6개의 자료가 정확한 평균값에 위치하여 팀 동일시에 따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팀 동일시에 따른 분석에는 총 168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구분 측정 문항 출처

팀
 동
일
시

나는 승패와 관계없이 OO 팀을 지지할 것이다

Male & Ashforth 
(1992), 

Trail & James(2001), 
이경탁, 이희욱(2009)

OO팀의 팬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OO 팀의 진정한 팬이다
OO팀의 팬이 되는 것을 그만 둔다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OO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OO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보면 화가 난다
OO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팀” 보다 “우리팀” 이라고 부른다

표 105 팀 동일시 변수의 측정문항

4. 연구결과

1) 조작점검

조작점검을 통해 위기의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에 대한 실

험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점검하였다. <표 106>은 위기의 책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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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성 n M SD t sig.

위기의 책임성
책임성(저) 86 4.60 .81

-4.50 p<.01
책임성(고) 88 5.26 1.11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방어적 87 3.79 .95
-4.84 p<.01

수용적 87 4.47 .92

표 106 위기의 책임성,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점검 결과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에 대한 분석결과표이다. 먼저 위기의 책임성에 

대한 독립 t-test 결과 책임성이 높은 위기(M=5.26)와 책임성이 낮은 위기(M=4.60)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172)=-4.50, (p<.01). 따라서 위기의 책임성이 

의도했던 대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조작에 대해서는 수용적 전략(M=4.47)과 방어적 전략(M=3.79)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72)=-4.84, (p<.01). 따라서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

성도 의도했던 대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는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각 변수의 신뢰도 수치는 <표 107>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계수가 .676~.939에 위치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인 .60 이상으로

(Murphy & Davidshofer, 1988) 나타나 신뢰수준은 만족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 명 문항 수 Cronbach's α

팀 동일시 7 .875
관람의도 3 .913

팀에 대한 태도 3 .935
위기의 책임성 4 .821

대응전략의 책임수용성 4 .751
위기의 심각성 4 .869
기사의 신뢰도 2 .676
축구관여도 3 .939

표 107 요인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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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 검증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666.881(df=377, p<.000), 

SRMR=.077, CFI=.912, NNFI=.899, RMSEA=.067, ECVI=4.872, AIC=842.881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NNFI >.95, CFI >.95, SRMR 

<.08, RMSEA <.06)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제시한 기준에 근접하여 모형은 수

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변인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렴타당도는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가 존재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사의 신뢰도 측정항목 3개 

문항 중 요인적재치 값이 .50보다 작게 나타난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

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

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량은 .51에서 .96으로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등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가설의 검증

가설 4는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팀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5는 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팀 동일시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ANCOVA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에 대하여 각각 3원공변

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ANCOVA 분석에 있어서 기사의 신

뢰도, 위기의 심각성, 축구관여도를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관

람의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팀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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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그림에 제시된 모수추정치는 모두 표준화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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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에 대한 태도(가설 4a, 4b)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팀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

(방어적/수용적), 팀 동일시(고/저)를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

로 삼원공변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108>은 팀 동일시 수준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09>는 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삼원공변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와 위기

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삼원상호작용효과(3-way interaction effect)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7)=10.58, (p<.01). 이러한 관계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30>과 같다. 따라서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팀 동일시 수

준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팀 동일시 수준별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를 이원공변량분

석(2-way 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저
방어적 19 4.99 1.00

수용적 19 4.13 .88

고
방어적 17 3.17 1.22

수용적 20 3.99 .96

고

저
방어적 22 5.57 1.04

수용적 21 5.61 1.06

고
방어적 26 4.79 1.54

수용적 24 4.12 1.39

* 제시된 평균 값은 기사의신뢰도,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08 팀 동일시 수준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태도의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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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16.31 10 11.63 8.57 .000

절편 129.90 1 129.90 95.71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2.95 1 2.95 2.18 .142
축구관여도 2.31 1 2.31 1.70 .194

기사의 신뢰도 4.24 1 4.24 3.12 .079

독
립
변
인

팀 동일시 28.56 1 28.56 21.04 .000
위기의책임성 42.89 1 42.89 31.60 .000
위기대응전략 1.15 1 1.15 .85 .358

팀 동일시*위기책임성 .25 1 .25 .18 .669
팀 동일시*위기대응전략 .87 1 .87 .64 .425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2.52 1 2.52 1.86 .175

팀 동일시*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14.36 1 14.36 10.58 .001
오차 213.08 157 1.36 　 　
합계 3864.67 168 　 　

수정합계 329.39 167 　 　
R2=.35, Adjusted R2=.31

표 109 팀에 대한 태도의 삼원공변량분석결과

그림 30 태도에 대한 삼원공변량분석 결과

①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가설 4a)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

을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2-way ANCOVA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110>은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에 따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11>은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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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68)=10.26, (p<.01).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 되었

을 경우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4.21)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

(M=4.99) 팀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33)=5.21, (p<.05). 반

면,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

(M=3.08)보다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3.84)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F(1, 

32)=4.25, (p<.05). 따라서 가설 4a는 지지되었다. 

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저

방어적 19 4.99 1.00
수용적 19 4.21 .88

고
방어적 17 3.08 1.22
수용적 20 3.84 .96

* 제시된 평균 값은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 기사의신뢰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10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태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35.06 6 5.84 5.60 .000

절편 25.13 1 25.13 24.08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1.45 1 1.45 1.39 .243

축구관여도 .31 1 .31 .30 .588

기사의 신뢰도 .05 1 .05 .04 .835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21.97 1 21.97 21.05 .000

위기대응전략 .00 1 .00 .00 .950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10.70 1 10.70 10.26 .002

오차 70.95 68 1.04 　 　

합계 1338.22 75 　 　 　

수정합계 106.01 74 　 　
R2=.33, Adjusted R2=.27

표 111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팀에 대한 태도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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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팀에 대한 태도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

②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가설 4b)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태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

을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2-way ANCOVA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112>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에 따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13>은 팀 동일

시가 높은 집단에 대해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

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86)=1.83, (N.S.).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책

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5.55)보다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5.66) 팀에 대한 태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8)=.11, (N.S.). 반면, 위기책

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4.21)보

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4.80)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5)=1.73, (N.S.). 따라서 가설 

4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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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저
방어적 22 5.55 1.04

수용적 21 5.66 1.06

고
방어적 26 4.80 1.54

수용적 24 4.21 1.39
* 제시된 평균 값은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 기사의신뢰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12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태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3.30 6 8.88 5.81 .000

절편 105.75 1 105.75 69.19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7.58 1 7.58 4.96 .029

축구관여도 1.71 1 1.71 1.12 .294

기사의 신뢰도 6.10 1 6.10 3.99 .049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24.59 1 24.59 16.09 .000

위기대응전략 1.26 1 1.26 .82 .367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2.80 1 2.80 1.83 .180

오차 131.44 86 1.53 　 　

합계 2526.44 93 　 　 　

수정합계 184.75 92 　 　 　
R2=.29, Adjusted R2=.24

표 113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결과

그림 32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팀에 대한 태도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



- 246 -

(2) 관람의도(가설 5a, 5b)

관람의도에 대한 팀 동일시와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

용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수용적), 팀 

동일시(고/저)를 독립변인으로,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3-way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4>는 팀 동일시 수준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

람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15>는 관람의도에 대한 삼원공

변량분석(3-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와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대응전략의 삼원상호작용효과(3-way 

interactio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7)=12.23, 

(p<.01).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3>과 같다.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팀 동일시 수준에 따라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다

르게 나타남에 따라 팀 동일시 수준별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저
방어적 19 5.03 1.06

수용적 19 4.14 1.60

고
방어적 17 4.45 1.13

수용적 20 5.61 .99

고

저
방어적 22 6.33 .52

수용적 21 5.92 .69

고
방어적 26 6.10 .78

수용적 24 5.60 1.24

* 제시된 평균 값은 기사의신뢰도,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14 팀 동일시 수준별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관람의도의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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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50.25 10 15.02 15.94 .000

절편 91.54 1 91.54 97.10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1.53 1 1.53 1.62 .204
축구관여도 23.32 1 23.32 24.74 .000

기사의 신뢰도 .11 1 .11 .11 .736

독
립
변
인

팀 동일시 43.43 1 43.43 46.07 .000
위기의책임성 .29 1 .29 .31 .579
위기대응전략 1.05 1 1.05 1.11 .294

팀 동일시*위기책임성 5.19 1 5.19 5.51 .020
팀 동일시*위기대응전략 3.58 1 3.58 3.80 .053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9.79 1 9.79 10.38 .002

팀 동일시*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11.53 1 11.53 12.23 .001
오차 148.00 157 .94 　 　
합계 5318.11 168 　 　

수정합계 298.25 167 　 　
R2=.50, Adjusted R2=.47

표 115 관람의도에 대한 삼원공변량분석

그림 33 관람의도에 대한 팀 동일시의 조절효과

①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가설 5a)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

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

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관람의도를 종속변인으로 2-way ANCOVA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116>은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에 따른 관람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17>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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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1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68)=13.27,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

출 되었을 경우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3.92)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4.81)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33)=4.82, 

(p<.05). 반면,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 방어적 전략으로 대

응할 때(M=4.23)보다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5.40) 관람의도가 높게 나타났

다, F(1, 32)=10.04, (p<.01). 따라서 가설 5a는 지지되었다. 

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저

저
방어적 19 4.81 1.06

수용적 19 3.92 1.60

고
방어적 17 4.23 1.13

수용적 20 5.40 .99
* 제시된 평균 값은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 기사의신뢰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16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8.62 6 4.77 3.33 .006

절편 32.48 1 32.48 22.66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63 1 .63 .44 .509

축구관여도 7.94 1 7.94 5.54 .021

기사의 신뢰도 .11 1 .11 .07 .785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3.45 1 3.45 2.41 .125

위기대응전략 .32 1 .32 .23 .637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19.02 1 19.02 13.27 .001

오차 97.46 68 1.43 　 　

합계 1719.22 75 　 　 　

수정합계 126.08 74 　 　 　
R2=.23, Adjusted R2=.16

표 117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팀에 대한 관람의도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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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관람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결과

②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가설 5b)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

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기의 책임성(고/저)과 위기대응전략(방어적/

수용적)을 독립변인으로, 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2-way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8>은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관람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이다. <표 119>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관람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2-way ANCOVA)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위

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86)=.07, (N.S.).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5>에서 볼 수 있

듯이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 수

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6.09)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6.50) 팀에 

대한 관람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38)=6.62, (p<.01). 또한, 위기책임

성이 높은 위기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도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5.77)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할 때(M=6.27) 관람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F(1, 45)=4.11, 

(p<.05). 따라서 가설 5b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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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동일시 위기책임성 위기대응전략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고

저
방어적 22 6.50 .52

수용적 21 6.09 .69

고
방어적 26 6.27 .78

수용적 24 5.77 1.24
* 제시된 평균 값은 위기의심각성, 축구관여도, 기사의신뢰도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 임

표 118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관람의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2.08 6 3.68 6.27 .000

절편 58.77 1 58.77 100.08 .000

공
변
인

위기의심각성 .86 1 .86 1.46 .231

축구관여도 15.21 1 15.21 25.91 .000

기사의 신뢰도 .01 1 .01 .02 .881

독
립
변
인

위기의책임성 1.57 1 1.57 2.67 .106

위기대응전략 4.59 1 4.59 7.82 .006

위기책임성*위기대응전략 .04 1 .04 .07 .787

오차 50.50 86 .59 　 　

합계 3598.89 93 　 　 　

수정합계 72.58 92 　 　 　
R2=.30, Adjusted R2=.26

표 119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관람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결과

그림 35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팀에 대한 관람의도의 이원공변량분석결과



- 251 -

5) 연구 4의 가설검증 결과 종합

연구 4에서는 팀에 대한 태도(가설 4)와 관람의도(가설 5)에 대해서 위기책

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팀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총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4a는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의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에 따

른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이었으며, 가설 4b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

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규명

하기 위한 가설이었다. 그리고 가설 5a와 5b는 가설 4a, 4b와 같은 방법으로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

과에 따른 관람의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이었다. 

<표 120>은 연구 4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한 표이다. <표 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가

설에서 예측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종속변수 팀 동일시 가설 결과

팀에 대한 태도
저 가설 4a 지지

고 가설 4b 기각

관람의도
저 가설 5a 지지

고 가설 5b 지지

표 120 연구 4의 가설검증 결과 종합

5. 연구 4의 논의

연구 4의 목적은 팀 동일시 수준에 따른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

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팀 동일시 수준에 따라서 위기책임

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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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a는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4a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보

다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때 관람의도가 긍정적인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는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 관람의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타나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상황의 위기책임성 정도와 위기대응전략의 책임수용

정도가 일치할 때 위기로 인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가장 효과

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와(Coombs, 1999a; Coombs & Holladay, 1996; Coombs, 

2006a; Wright, 2009)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설 4b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4b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모두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 관람의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팀 동이시가 높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

(SCCT)과는 상반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

인들에 대한 위기대응전략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가설 5a는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가 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가설 5a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때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

는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설 4a와 일치하는 결과로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팀 동일시가 낮은 집단은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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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설 5b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위기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상호

작용효과가 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

로 가설 5b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나 낮을 때 모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

석결과 가설 5b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팀에 

대한 태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외부의 자극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이경탁, 이희욱(2009)은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팀 스폰서에 대한 부

정적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스포츠팬의 스포츠팀과 팀 스폰서에 대한 태도변화

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부정적 정보를 왜곡하거나 스

포츠팀과 스폰서간의 관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동일시하는 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외부의 자극

에 대해 쉽게 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대응전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부

자극으로서 위기대응전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책임성에 따라서 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위기상황에 대한 

스포츠팬의 귀인과정이 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

후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위기책임성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메시

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세분화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

화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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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스포

츠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유형으로 분류하여(연구 1: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개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한지, 위기발생 시에 스포츠조직은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해보고(연구 2: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과 위기대응전략 내용분석), 위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검증하였으며(연구 3: 위기

책임성과 위기대응전략의 관계), 또한 스포츠 팬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대

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검증하였다(연구 4: 팀 동일시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조절효과). 

연구 1은 위기관리를 위해서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유형 분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김영욱(2008)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하위산업들로 

구성된 스포츠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도출하였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은 소문(rumor),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악의적 공격

(malevolence), 도전(challenge), 사고(accidents), 위반(transgression)의 6가지 유형

으로 도출하였다. 6가지 위기유형 중 사고 위기유형은 인적사고와 기술적사고 유

형으로 세분되며, 위반유형은 경기관련위반, 조직차원위반, 개인차원위반 유형으

로 세분된다. 도출된 위기유형은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해

석하는 귀인차원인 인적통제성 차원에 의해 판단된 위기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소문유형에 가까울수록 위기책임성이 낮은 위기유형

이며 위반유형에 가까울수록 위기책임성이 높은 위기유형이다. 좋은 위기유형분

류의 조건은 유형간에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하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이 해당 위기유형에 포함되는 포괄성(exhaustiveness)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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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avis, 1997). 도출된 위기유형이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제 스포츠조직의 위기샘플자료를 수집하여 2인의 코더에게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포괄성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유형 분류는 스포츠조직이 위기관리를 위해 위

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조직별로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하며 자주 노출되는지를 분석해보고 이에 

더하여 스포츠조직들을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스포츠조직은 여섯 가지 위기유형 중 도전(challenge) 유형

과 위반(transgression) 유형에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 위기유형은 

전체 위기기사 중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전유형의 세부항목

별로는 전체 도전 위기유형 482건의 기사 중 불성실경영이 147건(30.50%), 항의

가 139건(28.84%), 성적부진이 109건(22.61%)로 전체 도전 위기유형의 81.95%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소송(59건, 12.24%), 파벌(15건, 3.11%), 파업(8건, 1.66%), 태

만(4건, 0.83%), 환경훼손(1건, 0.21%)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위기유형의 세부항목

별로는 전체 위반 위기유형 327건의 기사 중 경기관련위반이 238건(72.78%)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위반이 40건(12.23%), 개인차원위반이 49

건(14.9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스포츠조직은 일반기업조직과 달

리 조직운영의 개방성으로 인해 조직외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위기 상황에 많이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위기유형 차원에서 볼 때 

도출된 위기유형이 스포츠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스포츠조직들이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

이션 전략을 사용해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전략이 나타난 

450건의 위기 기사 중 개선행위 전략이 201건(44.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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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인 전략(58건, 12.89%), 변명 전략(51건, 11.33%), 공격자공격 전략(49

건, 10.89%), 사과 전략(47건, 10.44%), 정당화 전략(39건, 8.67%), 환심사기 전략(5

건, 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묵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기대응전략의 분

석에서 개선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스포츠조직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조직의 규정과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징계조

치는 재발방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기유형별 위기대응전략을 분석한 결과 위기유형 분류체계에서 위기책임성의 연

속선상에서 가장 높은 책임성을 보이는 위반 위기유형에서는 개선행위 전략이 

113건(69.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인 전략(18건, 11.11%), 사과 전략(15

건, 9.26%), 변명 전략(6건, 3.70%), 공격자공격 전략(6건, 3.70%), 정당화 전략(4건, 

2.47%) 순으로 나타나 스포츠조직은 책임성이 가장 높은 위반 위기유형에 대해서 

개선행위와 같은 수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책임성

이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도전 위기유형에서는 개선행위 전략(48건, 25.81%), 변명 

전략(36건, 19.35%), 공격자공격 전략(30건, 16.13%), 정당화 전략(29건, 15.59%), 

부인 전략(21건, 11.29%), 사과 전략(18건, 9.68%), 환심사기 전략(4건, 2.15%) 순으

로 나타타나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위기유형의 분류차원으로 적용한 위기책임성이 조직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를 중심으로 검증해보고 위기 상

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 먼저 위기책임성이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 보다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 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람의도에 있어서는 위기책임성에 따라 관람의도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대응전략

을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

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

는 수용적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4에서는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특성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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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팀 동일시가 낮은 집

단은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도에 있어서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수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

는 수용적으로 대응할 때 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3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위기책임성이 낮을 때는 방어적으로, 

위기책임성이 높을 때는 수용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팀 동일시가 높은 집단은 위기의 책임성의 고저와 관계없이 방어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위기책

임성이 낮을 때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나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때 팀에 대

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스포츠조직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에 대한 분류체

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위기유형에 자주 노출되며, 

위기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신

문기사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스포

츠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관리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김영욱(2008)은 조직의 위기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위

기유형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바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포츠조직

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인적통제성의 귀인차원의 판단에 

따른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위기상황의 위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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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도에 따라 위기대응전략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황적 위기커뮤니

케이션 이론(SCCT)의 적용이 가능한 위기유형 분류체계이다. 특히, 이러한 위기

유형 분류체계는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위기책임성 정도에 따라 위기유형과 위기

대응전략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이 팀 동일시 수준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oombs(2006a, 2007), Coombs & 

Holladay(2002, 2004)의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적용한 연구는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

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위기대응 커뮤

니케이션 전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상황적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 시사점과 더불어 본 연구가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 실무

자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자는 위

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대응전략을 구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포

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위기유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된 위기유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어떠한 위기유형에 취약

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

으로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의 운영이 공개적인 스포츠연맹, 행

정서비스조직은 항상 자신의 조직과 관련된 기사와 공중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조직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제기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조직외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대응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 평

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은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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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 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대상별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실행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책임성

을 판단하는 차원으로 인적통제성 차원만이 고려되었다. 위기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은 다차원적 속성에 의해 판단된다. Coombs & Holladay(2002)에 따르면 위기

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위기상황의 반복성, 공중관계성 등의 차원이 위기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같은 위

기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날수록, 공중과 조직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을수록 해

당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인적통제성 이외의 변수는 통제되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 기간은 

일부기간에 한정되어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별 노출 빈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사례 수집기간을 확대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스포츠조직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일부

기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조직이 구사한 대응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같은 

위기유형에 대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내용분석에서 위기유형과 위기대응전략의 빈도분석은 사건단위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사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신문사에서 동시에 기사화 된 경우 같은 사건이 중복 카운트 되었다. 따라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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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사건단위별로 위기사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위기대응전략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위기의 진행단계는 고려

되지 못하였다. 위기는 위기진행단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은 맞게 된다. 따라서 

위기단계에 따라서 조직이 구사해야하는 대응전략도 차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기진행단계별로 어떠한 대응전략을 구사해왔으며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위기단계별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평가항목을 팀에 대한 태도와 관람의

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조직에 대한 평가는 다차원적이며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해 평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

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위기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대응전략의 효과

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차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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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de Book

1.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 

스포츠조직의 위기의 

정의

“스포츠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 또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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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2_실험자극물: 정전사고×책임성(고)×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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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sis Types and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Sport 

Organizations

Bang, Shin-Wo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ous types of crisis situations such as match fixing and drug 

taking in the sport industry may have a negative influence among 

sport organizations. It is essential on how sport organizations 

respond to such situation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sport industry on how sport organizations are vulnerable to 

which crisis situation and how they can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through response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categorize various crisis 

situations that sport organizations may face often and then proving 

which communication strategy was used and which was effectiv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in order to reach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what are the different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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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port organizations may face and how can they be divided into 

different categories? (Research 1: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crisis situation in sport organizations). Second, what 

types of crisis are sport organizations exposed often, and what type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has been used in different 

situations? (Research 2: Content analysis of strategies in crisis 

response and crisis types in sport organizations). Third, which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is effective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sport organization? (Research 3: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responsibility and crisis response strategy/ Research 4: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based on team 

identification). The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ed. 

In research 1,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for crisis type in 

sport organizations, literature review, meetings with experts, and 

content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6 different types 

of crisis were Rumor, Natural Disaster, Malevolence, Challenge, 

Accidents(technical accidents and casualties), and 

Transgression(game related, organization related, individual related). 

In research 2, in order to find out what crisis type sport 

organizations are exposed often, and which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was used in the real world, content analysis 

was done based on 1,024 articles reported in the news, and then 

was divided into crisis type, sports event type, and organization type. 

The results showed out of the 1,024 articles, a total of 482 

(47.07%) articles were Challenge, followed by Transgression (327, 

31.93%), Accidents (85, 8.30%), Malevolence (46, 4.49%),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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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 (20, 1.95%). The results for sports event types 

showed that soccer had the highest ratio of 384 (37.50%) followed 

by baseball (135, 13.18%), skating (105, 10.25%), golf (102, 

9.96%), basketball (47, 10.25%), volleyball (24, 2.34%) and then 

other sports (227, 22.17%). Third, the results for sport organization 

type showed that spectator sport organization articles (480, 46.88%), 

sport federation and administration service organization articles (460, 

44.92%) had a total of 91.80% while sport media organization 

articles (38, 3.71%), participant sport organization articles (35, 

3.42%), sport lottery / game organization articles (6, 0.59%), sport 

goods organization articles (2, 0.2%), sport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articles(2, 0.2%), sport facility organization article (1. 

0.10%) were found. Also,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was analyzed through the crisis related articles. From the overall 

total of 1,024, 574 (56.05%) articles did not contain any information 

about crisis response strategies. 450 (43.95%) articles ha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after analyzing all these articles, 201 

(44.67%) had corrective action strategies, 58 (12.89%) had denial 

strategies, 51 (11.33%) had excuse strategies, attacking the accuser 

strategy was 49 (10.89%), apology strategy was 47 (10.44%), 

justification strategy had 39 (8.67%), and ingratiation strategy had 5 

(1.11%) articles.  

Research 3 focused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action of crisis 

responsibility and crisis response strategy on sport organizations. In 

specific, when crisis responsibility was higher, the prediction was 

that the attitude towards the team and spectator’s intention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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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ositive when the organization reacts accommodative rather than 

defensive. On the other side, when the crisis responsibility is low, 

the prediction was the other way around.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a 2(crisis type: accidents vs transgression) x 2(crisis 

responsibility: low vs high) x 2(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defensive vs accommodative)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 attitude toward the team had low responsibility with accidental 

crisis type, all hypotheses were all verified. 

Research 4 was done to see the interaction between crisis 

responsibility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how the 

evaluation of a sport team was influenced by the level of team 

identification. In detail, groups with low identification along with low 

crisis responsibility, defensive action would have a positive evaluation 

on the team. When the crisis responsibility is high, reacting 

receptively would be more positive towards the team evaluation. 

However, when team identification is high, reacting defensively would 

have a positive evaluation towards the team despite the level of 

crisis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es, a 2(team 

identification: low vs high) x 2(crisis responsibility: low vs high) x 

2(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defensive vs accommodative)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was done. The results showed that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 responsibility was low for high team 

identification, all hypotheses were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meaningful implication by 

categorizing various crisis situations that a sport organizatio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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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 and simplify them for better understanding while it can be 

used as the base for effective crisis management.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crisis type among sport organizations, exposure of 

the violation and challenge crisis type was high. This showed that 

more attention is needed from the management perspective and tha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cation subject should 

be used when selecting the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Last,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sport organization, crisis type of sport organization,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ttribution theory, team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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