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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양 승 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최근 프로스포츠구단들은 새로운, 그리고 중요한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 내용의 기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단의 CEO를 비

롯한 임직원들은 언론을 대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할까?’라는 문제에 대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연구문제Ⅰ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문

제 Ⅱ로 선정했다.

연구1에서는 다중근거이론(multi-grounded theory)을 활용해 프로스포츠구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했다. 연구과정은 문헌분석을 통

한 자료수집, 귀납적 코딩(inductive coding), 기존 선행연구 분류체계의 개념 재정

립(conceptual refinement), 패턴코딩(pattern coding)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1의 결과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총 13개로 

분류했다. 13개의 세부 위기유형은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 개인 사

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경기외적 범죄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운영 관련 이슈(operational issue),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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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경기관련 범죄행위(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내부 불협화음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이다. 

다음으로, 연구2에서는 먼저 연구1에서 분류한 위기유형 중 가장 심각한 위

기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기관련 범죄행위(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에 해

당하는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론기사에 나타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대응과 관련해 데이터 탐색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자동화된(automated) 

방법과 수동화(manual) 방법을 병행해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 위기상황에서 프로스

포츠구단이 언론기사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을 데이터로 수집했다. 연구대상 

기사의 조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네이버 뉴스 URL’이 제공되는 인링크 방식

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았고, 국내 프로스포츠구단의 소속구성원(선수, 감독, 임직

원)이 승부조작에 연관돼 구단의 입장이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 ” , " ", ‘ ’ , ' ')

로 본문에 반영된 기사를 데이터 수집대상으로 정했다. 연구대상 기사의 기간은 네

이버 뉴스에 검색되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에 실제 수집된 기사의 범

위는 2005년 3월17일부터 2017년 9월1일까지로 나타났다. 관련된 23개의 검색어

를 선정해 뉴스검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연구조건에 부합한 767건 기사의 웹주

소(URL)을 수집했다. 다음으로,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기사 본문 중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로 구성된 텍스트 부분을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으로 수집했다.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동화(manual) 및 자동화(computerized) 방식을 

병행해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을 진행했고, 파이썬(python)으로 주제어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승부조작 상황시 프로스

포츠구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100개의 단어를 추출했으며, 분석결과

를 파이썬(python)으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작성해 시각화했다.

데이터탐색 결과,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관련 사건은 총 

46건이 확인됐고, 종목별로는 야구 18건, 축구 18건, 농구 8건, 배구 2건으로 나타

났다. 또한 프로스포츠구단들이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구단’으로 총 1,104회가 발견됐고, ‘선수’(700회), ‘팬’(659회), ‘조

사’(500회), ‘사실’(429회), ‘여러분’(408회) 등의 단어가 다수 사용됐음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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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데이터 탐색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 발생한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의 관련기사 321건에 나타난 총 1,365개 문장에 대한 위기커뮤니케

이션 전략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4개 구단의 입장을 개별 문장으로 분

리해, 1,365개의 문장들을 8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8개

의 전략은 Coombs (1998)가 분류한 7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카테고리에 연

구자가 새롭게 정의한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를 추가했다. 1차로 

전수작업을 통해 분류했고, 스포츠PR 전공 교수에게 검수를 받았다. 2차로 파이썬

(python)을 활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 중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를 개발 및 적용해 카테고리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구단별로 8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문장들을 시간대별로 구분했고 

이를 X축과 Y축 2사분면에 그래프로 mapping(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두산베어스

는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전략을, 넥센과 KIA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삼성은 체계

적인 전략적 대응을 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동일한 입장이 반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앞의 mapping 단

계의 시각화 방식을 적용하면서, X축과 Y축을 보다 세분화했다. X축은 위기상황을 

위기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발생(break out), 위기상황(crisis event), 사후단계(post 

crisis)의 3단계로 구분했고, Y축은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7점 척도로 구분했으

며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를 별도로 Y축에 화살표로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4개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의 패턴을 추출했다. 

패턴분석 결과, 두산은 위기발생 단계에서 바로 사과(full apology) 전략을, 

위기상황 단계에서는 수용적(accommodative) 및 방어적(defensive) 전략을 병행했

고, 사후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중심으

로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 단계에서만 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넥

센은 위기발생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 입장을, 위기상황단계에서는 임기응변식 

행태로 변명하기(excuse), 사과하기(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선택했고, 사후단계에서는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을 강하게 내세웠고, 불필

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전단계에 걸쳐 계속 발생했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위기발생 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 전략을, 위기상황 단계에서는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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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ve action)와 부정하기(denial)로 짧게 대응했고, 사후단계는 사과(full 

apology)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짧은 멘트로 대응했으며,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 역시 위기상황 단계에서만 적게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KIA는 위기발생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ail) 전략으로 짧게 대응했고, 위기상

황 단계에서는 20개의 많은 멘트를 언론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사후단계에

서는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으로 대응했고, 특히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가 위기상황 단계에 무려 17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연구단계에서는, 기사수와 댓글수를 척도로 삼아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패턴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삼성과 넥센은 효과적인 대응을, 두

산과 KIA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시장의 대표 공급자 조직인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

이션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높은 연구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했던 ‘조직의 위기대응 방식’을 다뤘다는 

점을 비롯해 비정형 데이터 분석, 웹 스크래핑,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최신 빅데이

터 분석 연구기법을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위기상황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

다. 향후, 승부조작 외에 다른 위기유형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

한다. 

주요어 : 프로스포츠구단 위기대응,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관리,

         위기유형,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승부조작

학  번 : 201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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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시장에는 다양한 스포츠조직이 존재한다. 프로스포츠연맹 및 구

단과 같은 관람스포츠시장의 공급자 외에도, 스포츠 또는 피트니스 클럽, 골

프장, 스키장 등 참여스포츠시장의 공급자, 스포츠용품제조업체, 스포츠용품

유통업체, 스포츠시설관리업체,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등 스포츠관련 조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강준호, 2005).

이 가운데 스포츠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은 프로스포츠구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구단은 프로스포츠이벤트의 핵심 공급자로서 관람시장뿐 아

니라 전체 스포츠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준

호, 김화섭, 권기성 & 하완탁, 2017). 프로스포츠구단은 스포츠경기를 이벤

트라는 상품형태로 생산하는 주체로서 상품의 원천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영역과 연계되어 엄청난 규모의 파생시장을 만들어낸다(강준호 등, 

2017). 실제 프로스포츠구단으로 인해 파생된 시장중 하나인 중계권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시즌 당 

중계권료는 약 2조8600억원 수준이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연

간 중계권료 역시 개별 구단의 지역케이블 계약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 

7500억원에 달하고 있다(MaGinty, 2015; Marcotti, 2015). 

최근 프로스포츠구단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위기에 대

한 노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torm & Wagner, 2015). 스포츠이

벤트의 규모가 커지고, 선수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프로

스포츠구단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의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Brown, 2014; Isaacson, 2012). 특히 최근에는 경기관련 일탈행위부터 경

기외적인 사안들, 그리고 다양한 개인적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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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구단들의 골칫거리

가 되고 있다((Storm & Wagner, 2015; McCloskey & Bailes, 2005). 

프로스포츠구단의 부정적인 사건은 주로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알려

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

에 부정적 내용의 기사가 과거에 비해 자주 기사화 되고 있다(Moritz, 

2015). 개별 종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도 다수 만들어질 만큼 스포츠전

문 언론매체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Stoldt et al., 2012),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Coombs & Osborne, 2012). 

이렇듯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상승과 스포츠 관련 뉴스의 양이 증가

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프로스포츠구단

관련 부정적 기사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Stoldt et al., 2012; Moritz, 

2015). 

한편,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조직에서 위기대응의 중요성은 갈

수록 높아지는 동시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Benoit, 2014). 인터넷 및 SNS 

등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뉴스의 전파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Moritz, 2015), 언론매체들의 특종을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Hambrick & Sanderson, 2013). 이에 따라 조직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

론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조직의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Coombs, 2014). 위기상황에서의 적절한 언론대응은 

아마 대부분 조직에서 희망하는 사항일 것이다(Benoit, 2014). 효과적인 언

론대응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로는 위기

를 기회로까지 만들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된 대응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oombs, 2014). 

프로스포츠구단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전문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요로 한다(Stoldt et al., 2012). 프로스포츠가 높은 대중성을 가지

고 있을 뿐 아니라, 구단은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한 고객층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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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기 때문이다(Brown, 2014). 인기 프로스포츠는 대중의 높은 관심

과 사랑을 받는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대응은 체계적이고 전략적

이어야 한다(Stoldt et al., 2012).

또한, 프로스포츠구단은 ‘성적’과 ‘흥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상

시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 조직에 비해 위기상황 노출이 상당히 잦

은 편이고(Denham, 2008),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조직들

의 사건에 비해 크게 부각돼 기사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Stoldt et al., 2012; Isaacson, 2012). 실제 프로스포츠구단의 경우 경기의 

패배나 낮은 순위, 저조한 흥행 등의 상황에서는, 언론이 구단의 문제점을 찾

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toldt et al., 2012; Watkins & Resina, 

2014),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위기대응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위기대응 사례

를 살펴보자. 2011년 2월, 프로야구에서 최초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LG트윈스의 에이스였던 투수 박현준이 돈을 받고 고의로 볼넷을 내보냈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됐다(박천학, 

2012).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LG구단은 언론사들의 취재요청 질문에 

며칠간 ‘침묵’으로 일관했다(김용, 2012). 며칠 뒤 해외 전지훈련지의 선수단 

숙소로 들이닥친 KBS 취재진의 요청에, 구단 단장이 해당선수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방송카메라 앞에서 ‘너 그런거 안했지?’라고 묻고, 선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다(김완수, 2012). 한마디로 한편의 코미

디단막극 같은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당시 LG트윈스의 미숙한 언론대응에

서 체계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찾아볼 수 는 없었다. 해당 인터뷰가 

나간 뒤, 구단에 대한 부정적 기사 및 선수에 대한 의혹기사는 더욱 증폭됐

다(심우영, 2012). 며칠 뒤 해당선수는 검찰조사에서 바로 승부조작 가담사

실을 시인했고, 얼마 후 영구제명 됐다(박소현, 2012).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국내 프로스포츠구단의 전략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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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구단에서는 승부조작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 위기대응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도 제한된 영역

에서 이루어져 왔다(Brown, 2012). 

스포츠분야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기존 

PR분야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개념들을 스포츠분야의 사례에 그

대로 적용해 실시한 연구들이(Benoit & Hanczor, 1994; Brown, Dickhaus, 

& Long, 2012; Fink, Borland, & Fields, 2010, Len-Rios, 2010) 대부분인

데 이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구단은 조직의 성격상 일반조직과는 다르게 PR활동을 전개

해야 하기 때문이다(Stoldt et al., 2012).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구단은 언

론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매우 다양하다

(Brown, 2012). 일반조직이 주로 PR담당자를 통해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을 진행하는데 반해, 프로스포츠구단에서는 언론을 자주 접하게 되는 주체

가 감독, 코치, 선수, 에이전트, 트레이너 등 다양하다(Meng & Pan, 

2013). 따라서 구단은 위기상황 발생시 이들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Gibbs, O'Reilly, & Brunnete, 

2014). 이처럼 위기대응과 관련해 프로스포츠구단은 일반조직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접근해야 하지만, 그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연

구들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현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구단은 위기관리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Miller & Wendt, 2012). 프로스포츠구단들이 위기관리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해당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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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스포츠분야의 PR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Miller & Wendt, 2012). 스포츠의 산업화와 규모 확

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 스포츠분야에 큰 변화가 있는 현실 속에서 구

단의 PR업무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담당해야 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PR업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Brown, 2012).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스포츠구단

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Stoldt et al., 2012). 실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

과 공공조직에서는 매뉴얼 구축 및 전파, 가상 시나리오 훈련 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Coombs, 

2014), 프로스포츠구단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Meng & Pan, 2013). 

향후, 프로스포츠구단에게 위기상황에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선수들의 부적절한 SNS 발언으로 

인한 이슈부터 금지약물 복용이나 승부조작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이르기까

지, 오늘날 프로스포츠구단은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에 자주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PR분야 및 체육학분야에서 충분

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체계

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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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승부조작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

했을 때 과연 언론을 대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까?’ 본 연구

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PR분야와 체육학 분야의 위기관리 연구에서 발견되는 

학문적 간극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체육학분야에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과 관련된 활발한 후속연구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나아가 

프로스포츠 구단 내에서 간과되고 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구결과로 발견된 시사점이 프로스포츠구단을 

비롯한 스포츠조직의 실무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분야의 특성을 반

영해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

행하고, 다음으로 위기 상황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

션 전략 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표 1>에 제시한 바

와 같이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항목 연구문제

연구문제 Ⅰ.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Ⅱ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떤 것인가?

표 1. 연구문제

연구문제Ⅰ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

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선정한 이유는,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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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위기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영욱, 2008). Coombs(2014)는 위

기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위

기유형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문제 Ⅱ로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선정했다. 연구문제 Ⅱ 

로 승부조작 사건을 다룬 이유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위기유형 중에서 특히 승부조작 사건은 스포츠 분야의 주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함이 훼손된 이슈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

이다(Hill, 2010). 또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사후 제재역시 영구제명 및 

임직원 교체와 같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현실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는 점에서 효과적 위기대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박소현, 2012; 고재완, 2017).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심각한 위기유형인 승부조작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위기시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선택

에 관한 가치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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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관람스포츠 공급자로서의 프로스포츠구단

스포츠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스포츠라는 

공통성을 제외하면, 조직의 존재목적, 사업내용, 조직구성 등에서 매우 다양

한 형태를 띠고 있다(강준호 등, 2017). 본 연구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커뮤니

케이션을 연구했던 과거 연구 (Brown & Brown, 2013; Isaacson, 2012, 방

신웅 & 김기한, 2013)가 스포츠조직을 한 종류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스포

츠조직의 특성에 따라 위기유형도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강준호 등(2017)은 스포츠시장이 이질적인 하위시장간에 상호 긴밀하

게 연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스포츠시장가치망

(sport market value network)'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스포츠시장가치망

(sport market value network)이란, 특정 스포츠종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시장들이 서로 연결된 가치망(value network)을 의미한다. 스포츠시

장가치망은 이질적인 각 시장 내부의 여러 공급자 조직과 수요자 조직을 모

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은 그 형태와 특성이 매우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강준호 등, 2017).  

스포츠시장가치망은 스포츠 관련 제도에 기반한 본원시장과 본원시장

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시장으로 구성되며, 본원시장은 최종소비자가 스

포츠를 소비하는 형태에 따라 관람스포츠시장과 참여스포츠시장으로 나뉜다

(강준호 등, 2017). 파생시장은 관람스포츠시장 및 참여스포츠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다른 산업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을 의미한다(강

준호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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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본원시장 파생시장

법

거버넌스

조직

시설

재정

관람스포츠시장

프로스포츠 이벤트 

시장

선수․지도자 양성시장

용품․설비시장

방송중계권시장

스폰서십시장

라이센싱시장

사업지원서비스시장

등

․

․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 시장

참여스포츠시장

참여 스포츠 이벤트 

시장

참여 스포츠 

비이벤트 시장

표 2. 스포츠시장가치망 구조(강준호 등, 2017)  

강준호 등 (2017)은 관람스포츠시장과 참여스포츠시장을 스포츠시장의 

핵심적인 두 축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관람스포츠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파생

하는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표2>에서 보듯이, 본원시장의 하나인 관

람스포츠시장은 스포츠이벤트를 소유하고 생산하는 공급자의 목적에 따라 프

로스포츠이벤트시장과 아마추어스포츠이벤트시장으로 구분된다(강준호 등, 

2017). 프로스포츠구단은 프로스포츠이벤트의 핵심공급자로서 관람시장뿐 아

니라 전체 스포츠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역할이 매우 큰 조직이다(강준

호 등,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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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의 개념

1) 위기의 정의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Coombs (2014)는 위

기는 자칫 잘못 대처할 경우에 해당 조직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Fink 

(1986)는 미디어와 정부의 엄격한 조사가 시작되고, 일상적인 업무 진행

이 방해받게 되며, 조직과 개인이 유지해오던 긍정적 이미지가 위태롭게 

될 뿐 아니라, 회사의 핵심영역에 피해를 주게 되는, 한마디로 위험이 급

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Pearson & Clair (1998)

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벤트라고 언급했고, Hermann (1963)은 불안감(anxiety)과 공황상

태(panic)와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자극이라고 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위기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Dilenschneider & Hyde (1985)는 위기는 중대하고 긴급하며 조직에 위협

을 주며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고, 

Hermann (1963)은 위기가 조직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를 위협할 수 있

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며, 예측되지 않는다는 특

성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Cloudman & Hallahan (2006)은 위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위기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기를 효과

적으로 예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

은 위기에 대한 준비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위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조직이 적절한 위기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

게 된다고 분석했다(Cloudman & Hallahan, 2006).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의 위기’에 대해 Coombs (2014)

의 위기에 대한 정의를 활용해 ‘프로스포츠구단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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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2) 프로스포츠에서의 스캔들

스포츠분야 연구에서 위기는 주로 스캔들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Hughes & Shank (2005)는 스포츠스캔들에 대해 스포츠가 가진 진

실성에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경기장 안이나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선수

들의 스캔들이나 위반행위라고 설명했고, Kelly, Weeks & Chein (2018)

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스포츠에 연관된, 경기장 안과 밖 모두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스포츠스캔들은 비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뿐 아니라 스포츠가 가진 진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Monica et al. (2016)은 스포츠의 진정성에 영향을 

주는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행위로 정

의하면서, 스포츠스캔들이 스포츠에서 게임의 규칙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위반행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스캔들을 하나의 변수 개념으로 접근

해 스포츠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요인들과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Kwak et al. (2018)은 선수들의 위

반행위(transgression)로 인한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을 내세운 유

명인사 마케팅(endorsement marketing)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선수들의 스캔들에 대해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Lee & Kwak (2017)은 유명 스포츠스타의 위반행위는 대중들의 스

타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주지만, 유명선수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후에 적

절한 사과 등을 한다면 위반행위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킨다고 언

급하면서, 위반행위 발생 후 적절한 사후행위는 진정성에 기반한 신뢰와 

용서 같은 부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쟁력에 기반한 신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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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또한  Lee et al. (2016)은 스포츠스캔

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기에 투영된 팬 동일시 등을 분석했는데, 세

부적으로 그들은 Ray Rice 등 NFL 스타들의 실제 스캔들 사례를 통해 먼

저 팬 동일시는 부정적인 도덕적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나 팬들의 도덕적 이탈 과정은 예상보다 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인 선수들을 팬들은 지지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Lee et al., 2016). 이밖에 Kelly et al. (2018)은 스포츠 분야의 

스캔들 발생했을 때 해당종목, 관련 팀, 스폰서 브랜드 등 3가지 주요 이

해당사자들에게 스캔들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스캔들이 특히 반복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에 팬들의 태도는 부정적으

로 바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듯 스포츠분야에서 스포츠스캔들과 관련

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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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의 유형

1) 위기유형 분류

Coombs (2014)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직은 없고, 위기에 면역성

을 갖춘 조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며 위기대응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기는 예측하기 어

렵지만, 그렇다고 예측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조직이라면 

반드시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영욱 (2008)은 

위기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유형에 대

한 분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위기를 유형화하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 위

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준비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위기유형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위기유형의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는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을 최대한 

뽑아내 나열식으로 분류하는 연구방식과, 다양한 위기유형을 연구자가 일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목을 구분해 분류하는 방식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현우 & 최윤영, 2014; 김영욱, 2008).

첫번째 방법인 나열식으로 위기유형을 분류한 연구로는 

Fearn-Banks (2010)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Fearn-Banks (2010)는 

조직이 위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기의 유

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위기유형을 나열

하는 방식으로 45개의 위기 유형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Fearn-Banks 

(2010)의 위기유형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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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explosion protest demonstrations

age discrimination fatality racial issues

alcohol abuse fire robbery

bankruptcy flood sexual discrimination

boycott hacking sexual harassment

bribery hurricane strikes

chemical spill or leak kickbacks suicide

computer failure kidnapping take over

computer hacking lawsuits tax problems

contamination layoffs terrorism

data loss/theft merger tornado

drug abuse murder toxic water

drug trafficking negative legislation transportation accident

earthquake plant closing transportation failure

embezzlement product failure workplace violence

표 3. Fearn-Banks (2010)의 나열식 위기유형 분류

Fearn-Banks (2010)의 분류는 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기유형을 제시했는데, 기업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에 대해 나열식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즉 

오염수 유출(toxic water)나 공장폐쇄(plant closing)와 같이 일부 기업에

서만 해당될 수 있는 위기유형도 포함해 제시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Pearson & Clair (1998) 역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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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식으로 분류해 총 27개의 위기유형을 제시했다. 특히 Pearson & 

Clair (1998)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1) 주요 제품 

손상 2) 조직정보 손상 3) 조직 본부 파괴 4) 핵심 이해관계자 사망의 4

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같이 최대한 나열식으로 분류하는 연구방법은 위기

유형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기유형 분류의 두 번째 방법인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목을 설

정해 분류한 연구로는 먼저 Pearson & Mitroff (1993)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은 위기 유형은 무한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조직은 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에 따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위기를 크게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 개인적(human), 사회

적(social)의 4개의 유목으로 구분했고, 세부적으로 이들 4개 유목에서 피

해강도에 따라 위기 유형을 구분했다(Pearson & Mitroff, 1993). 이후 

Mitroff & Anagnos (2001)는 기업의 입장에서 위기를 1) 경제적인 위기, 

2) 정보관련 위기, 3) 물질적 위기, 4) 조직구성원 관련 위기, 5) 평판 관

련 위기, 6) 정신이상적 행위, 7) 자연재해 등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위기유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유목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바로 Coombs다. 초기에 Coombs (1995)는 의도적 행위 여

부 및 위기발생 원인의 내·외부에 따라 실수(faux pas), 사건(accidents), 

위반(transgressions), 테러(terrorism)의 4개로 위기유형을 구분했다. 또

한 그는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낮은 책임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루머, 자연재해, 악의, 사고, 범죄의 5개 유목으로 위기유형을 구

분한 바 있다(Coombs, 1999). 

이후 Coombs (2014)는 조직의 위기책임성의 높고 낮음과 위기의 

성격에 따라 위기유형을 희생자 집단(victim cluster), 사고 집단(accident 

cluster), 예방가능 집단(preventable cluster)의 3가지 집단과 10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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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Coombs, 2014). <표 4>에서는 Coombs의 3

가지 집단과 10개 세부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특성 세부 위기유형

희생자 집단

(victim cluster)
위기책임성이 극히 적은 경우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소문(rumors)

직장내 폭력(workplace violence)

외부의 악의적 행동(malevolence)

사고집단

(accident cluster)
위기책임성이 낮은 편인 경우

도전(challenges)

기술적 원인 사고

(technical-error accidents)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제품피해

(technical-error product harm)

예방가능 집단

(preventable cluster)
위기책임성이 높은 경우

인적실수 사고

(human-error accidents)

인적실수에 의한 제품결함

(human-error product harm)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표 4. Coombs(2014)의 위기유형 분류

   

Coombs (2014)의 위기유형 분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기

에 대한 조직책임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희생자 집단(victim 

cluster)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화산재, 홍수, 기타 보건적 비상사태 등의 재난으로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소문(rumors)은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위해 해당 조직이나 제품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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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상황을 뜻하고, 직장내 폭력(workplace 

violence)은 직원이나 전 직원이 조직관련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이 해당되고, 외부의 악의적 행동(malevolence)은 외부행위

자가 제품에 대한 고의적 변형, 납치, 테러, 컴퓨터 해킹 등 조직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네가지 유형에 대해 

Coombs (2014)는 조직의 책임성이 극히 적은, 다시 말해 책임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를 담아 희생자 집단(victim cluster)로 지칭했다.

다음으로 조직책임성이 낮은 경우의 위기유형에 대해 Coombs 

(2014)는 사고 집단(accident cluster)이라고 구분해 3가지 세부유형을 제

시했는데, 먼저 도전(challenges)은 조직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

들이 조직의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지칭하고, 기술적 원인 사고

(technical-error accidents)는 기술적 부분에 오류가 발생해 재해의 원인

이 되는 위기상황을 뜻하며,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제품피해

(technical-error product harm)는 기술적 부분의 오류가 발생해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은 3개의 유형에 대해 위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만, 사고 발

생을 통한 낮은 경우라는 의미를 내포해 사고 집단(accident cluster)이라

고 구분했다(Coombs, 2014).

마지막으로, Coombs (2014)가 구분한 세번째 집단은 조직책임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예방가능 집단(preventable cluster)인데, 먼저 인적 

실수 사고(human-error accidents)는 사람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인적실수에 의한 제품결함(human-error product harm)

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

는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은 경영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면서도 이해관계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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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뜻한다. 이와 같은 3개의 위기유형에 대해 그는 조직의 위기책임성

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위기로 조직에서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를 담

아 예방가능 집단(preventable cluster)이라고 설명했다(Coombs, 2014).

2) 프로스포츠에서의 위기유형 분류

방신웅과 김기한 (2013)은 위기유형을 소문, 자연재해, 악의적 행동, 

문제제기, 사고, 위반의 6개 대분류로 구분했다. 이중 사고는 1) 기술적 사

고와 2) 인적사고로, 위반은 1) 경기관련위반, 2) 조직차원위반, 3) 개인

차원위반의 중분류로 구분했으며, 세부적으로 37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는

데, 이들의 위기유형 분류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방신웅 & 김기

한, 2013). 이들은 커뮤니케이션분야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중 Coombs 

(1995, 1998, 1999, 2000)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스포츠조직에 적용하

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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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사례

소문 -

의혹

열애설

불화설

자연재해 -

경기지연

경기취소

시설파손

악의적 행동 -

테러리즘

관중비행

악의적비하

정보침해

문제제기 -

항의

태만

성적부진

소송

파업

불성실경영

환경훼손

파벌

사고

기술적사고
시설사고

방송사고

인적사고

오심

건강훼손

계측오류

위반

경기관련위반

승부조작

경기장비행

도핑

가혹행위

조직차원위반

뇌물수수

횡령

이면계약

경영위반

개인차원위반

성폭행

폭력

불륜

병역비리

음주비행

도박

표 5. 방신웅과 김기한 (2013)의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Coombs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위

기유형 분류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 적용했기 때문에, 스포츠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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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위기

유형 분류체계를 스포츠조직에서 폭넓게 활용하기에는 적용상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37개로 지나치게 많은 유목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유목구분이 많다는 점은 실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부분이다. 실제 이들이 구분한 세부 위기유형을 살펴보면, ‘정보침해’, 

‘환경훼손’, ‘불륜’ 등의 세부유형은 실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로 적

합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Brown & Brown (2013)은 Coombs & Holladay (2002)의 위

기유형 체계를 활용해 위기 책임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포츠 분야의 위

기유형 체계를 분류했다. 이들은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낮은 경우를 ‘환경

적·개인적 위기’, 위기책임성이 중간인 경우를 ‘규칙·규범위반’, 그리고 조

직의 위기책임성이 높은 경우를 ‘조직의 실수’로 크게 3개의 대분류로 구

분했고 세부적으로 12개의 유형을 제시했다(Brown & Brown, 2013). 이

들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표 6>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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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위기유형 세부설명

환경적/개인적 위기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낮음)

'act of god' event
불가항력인 상황에 의해 스포츠분야 개인 

및 조직이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

controversial Statement/ 

Action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 등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논란이 유발돼 

발생되는 위기

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 등의 개인 

사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위기, (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임)

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외적인 상황에서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 등의 개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되는 위기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 관련 상황에서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 등의 개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되는 위기

규칙과 규범 위반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중간 정도임)

fan involvement issue

팬들의 행동이나 발언 등으로 인해 

스포츠조직이나 선수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위기

amateurism transgression
잘못을 저지른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이 

아마추어리즘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기

competition transgression
경기에서 공정성을 위반해 발생하는 위기, 

금지약물 복용도 포함됨.

조직의 실수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높은 경우임)

league/conference 

management issue

스포츠종목을 운영하는 협회나 연맹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하는 위기

logistical/operational issue

운영상의 문제로 스포츠경기 관람에 영향을 

주게 되는 위기, 불가항력적 외부환경 이슈 

때문이 아닌 상황, 

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선수나 코칭스탭의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나 스포츠조직 구성원 등의 내부 

불협화음 발생으로 인한 위기

표 6. Brown & Brown (2013)의 위기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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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도 팬 관련 이슈를 규범과 규칙위

반의 하위항목으로 분류한 점, 내부 정보의 잘못된 전달 등을 조직의 위기

책임성이 높은 곳에 분류한 점 등에서 일부 논란이 소지가 있다. 특히, 조

직의 위기책임성을 토대로 위기유형을 수준화해 제시한 부분에서는 납득하

기 어려운 분류가 발견된다. 그들의 연구는 연맹이나 리그의 운영상 잘못

(league/conference management issue)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가 팬들 

관련 위기(fan involvement issue)보다 조직의 위기책임성이 높다고 분류

했다. 하지만, 실제 팬들은 구단의 행위에 반응하는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집단임에 반해, 연맹이나 협회의 행위는 구단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이슈라

는 점에서 이 같은 분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체계가 실무적으로 가치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조직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이를 반영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방신웅과 김기한 (2013)과 

Brown & Brown(2013)의 연구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두 가지 연구 모두 

연구대상을 ‘스포츠조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해, 이에 대

한 위기유형분류 체계를 제시했을 뿐, 스포츠조직을 세분화해 해당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스포츠조직에서는 이들의 유형분류를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내용상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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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관리는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연구되어온 주제지만,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의 전파속도가 빨라지

고, 위기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발생시 효과적 위

기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Coombs, 2014).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돼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 받

는 이론에는 Benoit (1995; 2014)의 이미지회복 전략(image repair 

strategies)과 Coombs (1995; 2014)의 상황별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이 있다. 

1) 초기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Rosenfield (1968)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반영된 사과이론의 방식에 대

해 상황설명, 핵심사실 말하기, 재차 논쟁하기, 반대세력 공격하기 등 네 가

지 전략으로 구분한 바 있다. Ware & Linkugel (1973)은 사과이론(theory 

of apologia)을 통해 부정(denial), 강화(bolstering), 차별화(differentiation), 

초월(transcendence)의 네가지 전략에 대해 다루었고, 사과에 있어 자세

(postures)의 개념도 적용했다. Ware & Linkugel (1973)의 사과이론은 사

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의 자기방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유형화

했기 때문에 사과이론보다는 자기방어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측

면이 있다(김영욱, 2008). Hearit (1994)은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방법을 부

인하기(denial), 비난전가(shifting blame), 사죄하기(mortification)의 세 가

지 전략으로 구분한 바 있고, 특히 위기대응 주체별로 개인적(정치가, 운동

선수, 연예인들), 조직적(사기업 및 비영리조직), 제도적(정부기관, 학교 및 

종교기관) 구분을 적용해 위기대응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수사학 분야의 사과이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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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됐다(김영욱, 2008). 

한편, Buller & Burgoon (1996)은 대인 간 기만이론(interpersonal 

deception theory)을 통해 기만(deception)의 하위개념으로 허위

(falsification), 은폐(concealment), 얼버무림(equivocation)을 제시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허위(falsification)는 허구로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전략이

며, 은폐(concealment)는 사실을 숨기는 것, 그리고 얼버무림

(equivocation)은 핵심을 피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커뮤니케

이션 전략을 개념화 한 바 있다(엠 그리핀, 2012).

2) Benoit의 이미지회복 전략

① 이미지회복 전략의 수립배경 

구체적으로 이론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Benoit (1995)은 Rosenfield 

(1968)의 매스미디어 사과에 대한 네 가지 전략 구분법이 이미지 회복전

략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Benoit (1995)은 

“Burke (1970)의 죄의식이론(theory of guilt) 역시 이미지회복 이론에 영

향을 주었다. Burke (1970)는 죄의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양

(victimage)과 인내(mortification)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미지 회복전략 수립에서 Burke (1970)의 두 가지 전략의 개념 구분은 활

용했으나, 세부 전략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적용했다”고 말한다. 

Benoit(1995)은 Ware & Linkugel (1973)의 사과이론 역시 자신의 이미

지 회복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착한의도(good intention)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자신의 이론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접근한 점이 

다르고, Ware & Linkugel (1973)은 사과에 있어 자세(postures)의 개념

을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자신의 이미지회복 이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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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미지회복 전략의 명칭 및 이론의 가정

Benoit (1995)은 본래 이론의 명칭을 이미지 복구(image 

restoration) 전략이라고 정했으나, 자칫 그 명칭이 완벽한 이미지 복구가 

항상 가능하며, 이미지의 완벽한 복구만이 바람직한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서 이미지 회복(image repair)전략이라고 수정했다고 말한

다. 그는 이미지회복 전략(image repair strategies)이라는 명칭에는 이미

지의 부분적 회복의 유용함을 설명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복(repair)을 통해 위기발생 전의 이미지보다 더 나은 이미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의 명칭을 복구(restoration)가 아닌 회복

(repair)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Benoit, 2014).

Benoit (2014)은 이미지 회복(image repair)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가정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미지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 지향적 활동으

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도구적 활동이며, 이런 점에

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메시지들도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

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한다(Benoit, 2014). 둘째,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목적이라는 것도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

한 두 가지 가정 외에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한 준비계획 수립’, ‘위기와 

비난에 대한 분석’, ‘적절한 청중에 대한 정의’ 등 세 가지도 이론 적용을 

위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Benoit, 1995).

③ Benoit의 이미지회복 전략의 유형체계 

세부적으로 Benoit (1995)의 이미지회복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다

섯 개의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는데, 1) 부인하기(denial), 2) 책임회피

(evasion of responsibility), 3) 공격성 축소(reduce offensiveness),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5) 사죄하기(mortification)이며, 여기에  세

부적인 14가지 전술이 제시됐다. Benoit (1995)의 이미지 회복(image 

repair) 전략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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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전술

부인(denial): 자신의 행위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인전략을 선택

할 수 있다.

단순부인(simple denial) :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격

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삼간다.

비난전가(shift the blame) :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다.

책임회피(evasion of responsibility) :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부분을 줄

이는 전략이다.

선동(provocation) : 다른 이의 잘못된 행위를 공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한다.

불가항력(defeasibility) :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한다.

사고(accident) :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행위였음을 

내세운다.

좋은 의도(good intention) :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다 

벌어진 행위였음을 내세운다.

공격성축소(reduce offensiveness) :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입지강화(bolstering) : 과거에 했던 긍정적인 행위 등을 언급함

으로써 금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전

술이다.

최소화(minimization) : 이번 행위가 가진 부정적 효과 및 여파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접근하는 전

술이다.

차별화(differentiation) : 이번 행위가 유사한 성격의 행위와 비

교해보면, 그만큼 공격적이고 부정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접근하는 전술이다.

초월(transcendence) : 자신의 행위를 더욱 호의적인 맥락으로 

자리매김해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전술이다.

비난자공격(attack the accuser) :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에 대해 

그들의 신뢰성을 줄이는 시도 등을 통해 공격하는 기술이다.

보상(compensation) : 이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게 금전적 혜택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보상하는 전술이다.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금번 

행위로 인한 상황을 사건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거나, 향후 재발 방

지를 약속하는 등의 전략이다.

별도 세부전술 없음

사죄하기(mortification) : 이번 행위

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

하며, 전적으로 사과하는 방법이다.

별도 세부전술 없음

표 7. Benoit (1995)의 이미지회복(image repair)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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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Benoit (1995)의 이미지회복 전략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메시지 선택안(option)에 집중했는데, 첫번째로 부인하기(denial)전략은 해

당행위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실제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

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불명확한 상황임을 고려해 약간은 수동적이면

서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인 단순 부인(simple denial)과, 해당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비난 전가(shift 

the blame) 방법이 세부 전술로 활용될 수 있다. 

두번째 전략은 책임 회피(evasion of responsibility)로 해당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부분을 줄이는 전략으로, 세부전술로는 자신의 책임 외에 

이번 행위에 영향을 준 다른 이의 잘못된 행위를 공격하는 방법인 선동

(provocation),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음을 

내세우는 불가항력(defeasibility),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

어진 행위였음을 어필하는 사고(accident),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다

가 벌어진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좋은 의도(good intension) 등 네 가지가 

포함된다(Benoit, 1995).

세번째 전략은 공격성 축소(reduce offensiveness)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방식의 전략으로, 세부 전술로는 

과거 자신의 긍정적인 행위 이력 등을 언급하는 식으로 부정적 인식을 완

화시키는 접근법인 입지강화(bolstering), 이번 행위가 가진 부정적 파급효

과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접근하는 최소화

(minimization), 유사한 성격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이번 행위의 부정적 

수준이 크지 않았다는 접근 방식인 차별화(differentiation)가 포함된다

(Benoit, 1995). 또한 자신의 행위 자체를 더욱 긍정적인 행위로 포지셔닝

해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초월(transcendence), 자신을 공격하는 세

력에 대해 그들의 신뢰성을 줄이는 시도 등의 접근방식을 의미하는 비난자

공격(attack the accuser), 이번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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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상(compensation) 등도 포함된다(Benoit, 1995). 

네번째는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로 이번 행위로 인한 상황을 

사건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거나,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방

법을 의미한다(Benoit, 1995).

다섯번째는 사죄(mortification)전략으로 이번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

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전적으로 사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Benoit, 1995).

Benoit (1995; 2014)의 이미지 회복전략의 핵심 테마는 비난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혐의로 인해 받게 되는 이미지의 피해를 지키고자 하

는, 인간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행동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간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반복

적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판을 회복하려는 커뮤니케이션적 행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Benoit, 1995; 2014). 이런 점에서 어떤 행위가 실제 

공격적이었는가 여부보다 그 행위가 청중들에게 악랄한 것으로 믿어지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인식은 실제 진실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이 커뮤

니케이션적 행동의 핵심목적이라고 설명한다(Benoit, 1995; 2014).

3) Coombs의 SCCT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Benoit(1995)의 이미지회복전략 이

론과 함께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에 인용되고 있는 이론이 바로 Coombs 

(1995)의 상황별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이다. Coombs의 SCCT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

된다. 위기유형,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유형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연결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그것이다(Coomb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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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ombs의 평판회복(reputation repair)전략 

이번 장에서는 SCCT중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부분에 해당하는 평

판회복(reputation repair)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다. Benoit (1995)이 ‘이

미지(image)’라는 단어를 사용한데 반해, Coombs (1995)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평판(repu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Coombs (2014)는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게 4가지 자세

로 구분하면서 10개의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표 8>에 Coombs (2014)

의 평판회복(reputation repair) 전략을 제시했다.



- 30 -

자세 전략

부인자세

(denial posture)

비난자공격(attack the accuser) : 조직과 대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맞서는 방법이다. 소송과 같은 방법처럼 비난자에 대한 강한

압박이 포함된다.

부인(denial) : 위기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왜 위기상황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있어야 한다.

희생양(scapegoat) : 위기타개를 위해 다른 조직이나 개인을 비난하는 

방법이다.

축소자세

(diminishment posture)

변명(excusing) : 피해를 만들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이다.

정당화(justification) : 인식되는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형 부상사태나 피해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재건자세

(rebuilding posture)

보상(compensation) : 해당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사과(apology) : 해당조직이 위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이다.

강화자세

(bolstering posture)

상기(reminding) :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조직이 과거에 행한 좋은 활

동들을 어필하는 방법이다.

환심사기(ingratiation) : 이해관계자들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피해자(victimage) : 해당위기로 인해 조직에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다.

표 8. Coombs (2014)의 평판회복(reputation repair) 전략

이와 같이 Coombs (2014)는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게 4가지 자세로 구분하면서 10개의 세부전략을 제시했는데, 4가지 자

세는 부인자세(denial posture), 축소자세(diminishment posture), 재건자

세(rebuilding posture), 강화자세(bolstering postur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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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bs (2014)의 부인자세(denial posture)는 해당조직에 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을 비판하는 비난자를 

공격(attack the accuser)하거나, 위기발생 부분을 부인(denial)하고, 다른 

희생양(scapegoat)을 찾는 전략이 해당된다.

축소자세(diminishment posture)는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축소

하는 태도로, 의도된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excusing), 실제 인식되는 피

해의 정도를 최소화 하려는 정당화(justification) 전략이 해당된다

(Coombs, 2014). 

이밖에 재건(rebuilding) 자세는 위기상황에 대한 회복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보상(compensation) 전략이나, 해당

조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인정 및 용서를 구하는 사과(apology) 전략이 포

함된다(Coombs, 2014).

마지막으로 강화(bolstering)자세는 해당조직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으로, 과거 긍정적 이력을 다시 언급하는 상기

(reminding), 위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환심사기(ingratiation), 해당

조직도 피해자(victimage)임을 설명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Coombs, 

2014).

② SCCT에서의 위기유형과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의 매칭 

Coombs & Holladay (1996)는 위기상황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 이론에는 조직의 위기책임성

이 높다고 느낄수록 해당 위기로 인한 조직의 피해가 크다는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과 위기에 대한 조직적 정당성을 예측하는 신제도주의

(neoinstitutionalism)이론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Coombs (1995)는 두 가지 이론 중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바탕으로 위기상황 발생 후에 해당 조직이 발표하는 메시지에 따라 대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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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상황별 위기커뮤

니케이션 이론(SCCT)을 제시했다. Coombs (1995)는 어떤 행동이 발생하

는 것을 원인에서 찾는 방식인 귀인이론이 위기 상황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기초이며 사건 장소, 안정성, 조정가능 여부 

등이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Coombs (1995)는 위기발생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기유형 구분을 비롯해, 증거(evidence), 피해(demage)상황, 과거 

성과이력(performance history) 등에 따라 적절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유형에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의 대응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긍정적인 과거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은 해당 위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부재(nonexistence)전략이 적절하다고 설

명하고, 또한 부정적인 과거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의 경우에는 단순히 부

인하는 방식에서 더 확장해 왜 위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화

(clarification) 전략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Coombs, 1995).

다음으로 위기유형 중 실수(faux pas)의 경우, 증거가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과거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이라

면 해당 위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활용해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하

는 정화(clarification)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성과이력 부분이 전략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며, 증거가 사실로 나왔을 경우에는 긍정적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환심사기(ingratiation)전략이 효과적이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

에는 거리두기(distance)전략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oombs, 1995). 또한 부정적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은 사죄

(mortification) 전략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증거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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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경우에는 긍정적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부재전략이나 환심사

기 전략이 효과적이며, 과거 부정적 성과이력을 가진 조직의 경우에는 정

화전략을 추천하고 있다(Coombs, 1995).

Coombs (1995)는 위기유형 중 사고(accidents) 상황에서는 증거가 

사실이며 큰 규모의 피해인 경우, 해당조직이 부정적 과거 이력을 가진 조

직이라면 희생자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사죄(mortification)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면서, 긍정적 과거 이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증거가 

사실이며 대규모의 피해인 경우라도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변명하기

(excuse)나 호감사기(ingratiation)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또한 위기유형중 위반(transgression) 상황에서는 증거가 사실이며, 

큰 규모의 피해인 경우에는 희생자 발생유무나, 해당조직의 과거 성과이력

에 상관없이 사죄(mortification) 전략이 적절하지만, 긍정적 과거 이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호감사기(ingratiation)도 가능하며 작은 규모의 피해인 

경우에는 정당화(justification)전략도 추천하고 있다(Coombs, 1995). 

위기유형중 테러리즘(terrorism)의 경우 증거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통(suffering)전략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고통

(suffering) 전략은 해당조직을 외부의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불공정한 희

생자로 묘사하는 방식을 말한다(Coombs, 1995). 

이와 같이 Coombs (1995)는 귀인이론으로 부터 이론적 출발점을 

세워서, 위기상황을 1) 위기유형, 2) 증거의 진실성여부, 3) 피해, 4) 성과

이력으로 개념을 구분해 위기유형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연결하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Coombs (2014)는 평판회복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직은 자신들

의 신뢰도수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해당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과거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기대응 전략 사용에 관한 다양한 가이

드라인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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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oombs (2014)는 비난자공격(attack the 

accuser) 전략은 해당 위기와 관련한 기존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가 있

다고 언급하며, 이 전략은 자칫 피해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비판을 당한 

비난자에 대한 동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하며, 위

기유형 중 소문(rumor crisis) 형태에서 효과적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부인(denial)하기 전략 역시 해당 위기와 관련한 기존 주장들에 대한 

반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역시 소문(rumor crisis) 형태에서 적합한 전

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oombs, 2014).

희생양(scapegoating) 전략은 위기와 관련해 해당조직의 책임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칫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

의해야 하며, 상황자체를 피해야만 하는 위기유형에서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한다(Coombs, 2014).

변명(excusing)전략은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최소화하는 부

분이 중요하며, 역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하

며, 해당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수준이 낮은 위기유형에서 적합한 전략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Coombs, 2014).

정당화(justification)전략은 위기에 대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며, 역시 분노 유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역시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의 정도가 낮은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안내하고 

있다(Coombs, 2014).

보상(compensation)전략에서의 핵심은 조직이 위기발생에 대한 책임

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략

은 조직의 보상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Coombs, 2014).

사과(apology)전략에 대해서는 조직이 위기상황에 대해 책임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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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역시 조직의 보상비용 증가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해당조직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고 말한다(Coombs, 

2014).

상기(reminding)전략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칫 대중에게 위기모면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해당조직이 과거 긍정적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경

우 적합한 전략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Coombs, 2014).

이밖에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 역시 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기(reminding) 전략과 마찬가지로 면피용이라

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해당위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oombs, 2014). 

피해자(victimage) 전략은 조직에 관한 동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역시 대중들에게 면피용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전략은 제품의 고의적 조작, 해킹, 직장내 폭력, 자연 

재해 등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말한다(Coombs, 2014). 

4)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스포

츠분야의 위기발생 사례를 선정해, 위기대응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활용됐으며 실제 효과적이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됐다. 특히 

Benoit (1995)의 이미지회복(image repair)전략이 많이 활용됐다(Benoit 

& Hanczor, 1994; Meng & Pan, 2013; Sanderson, 2008; Walsh et al., 

2011; Brown et al., 2012; Len-Rios, 2010). 또한 사례분석에 있어 

Coombs의 평판회복(reputation repair)전략을 적용한 연구도 일부 진행된 

바 있다(Williams & Olanir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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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enoit의 이미지회복전략을 활용한 연구들 

스포츠분야 사례를 Benoit의 이미지회복전략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

은 1) 선수의 위기대응 및 2) 조직의 위기대응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선수들의 일탈행위 및 이에 대한 대응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살

펴보면, Benoit & Hanczor (1994)는 미국의 피겨 올림픽대표 선수였던 

Tonya Harding이  1994년 사람을 고용해 경쟁선수였던 Nancy Kerrigan

의 무릎을 다치게 하는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Harding의 TV 프로그램 

출연내용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Harding이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강화

(bolstering), 부인(denial), 비난자공격(attacking the accuser) 전술을 사

용했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Meng & Pan (2013)은 Tiger Woods, Kobe Bryant, 그리고 미식축

구선수 Ben Roethlisberger 등 스포츠스타 세 명의 섹스스캔들의 대응을 

Benoit의 이미지회복전략 틀로 분석했고, 이를 통해 세 가지 사건 모두 사

죄하기(mortification)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주요 전술로 활용

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Sanderson (2008)은 MLB 투수인 Roger Clemens가 스테로이드 및 

금지 호르몬 투여에 관해 2008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이미지회복전

략의 틀로 분석해, Roger Clemens가 부인하기(denial), 비난자공격(attack 

the accuser), 최소화(minimization) 전략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그의 명성

에 악영향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의문점만 불러오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Walsh et al. (2011)은 미국의 올림픽 수영스타인 Michael Phelps가 

2004년 영국의 타블로이드판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해당 사례에 대해 선수, 선수의 후원사, 



- 37 -

선수가 속한 조직이라는 세 가지 주체들의 이미지회복전략을 분석했다. 이

를 통해 Michael Phelps의 사죄하기(mortification)가 선행됐고, 이 내용을 

후원사 및 선수가 속한 조직들이 강화(bolstering)하는 형태로 미디어 대

응이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남자가 철없을 때 한 행동(boys will be 

boys)’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위기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됐다고 

설명한다(Walsh et al., 2011). 그들은 해당사례에서 Michael Phelps가 신

속하고 정직하게 응대한 것이 효과적이었고 이를 통해 이미지회복에 성공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Brown et al. (2012)은 ‘The Decision’이라고 불렸던 NBA 슈퍼스타 

Lebron James의 소속팀 이적 이슈를 대상으로 이미지회복전략 선택에 대

한 실험연구를 진행했는데, 기사형식의 상황을 제시해 Lebron James가 오

랫동안 활약했던 Cleveland Cavaliers를 떠나는 결정을 내린 후 기자회견장

에서 발언하는 멘트를 이미지회복전략 중 3가지 전술 형태로 제시해 실험

을 실시했다. 그들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해당사례에서 사죄하기

(mortification)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비난전가(shift the blame) 및 

강화(bolstering) 전략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

다. 

다음으로 스포츠분야에서 조직의 위기대응과정을 Benoit의 이미지회

복전략을 통해 분석한 경우는 Len-Rios (2010)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

다. Len-Rios (2010)는 듀크대학의 라크로스 스캔들에 대한 위기대응사

례를 Benoit (1995, 1997)의 이미지회복 이론을 적용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생들을 방어하기 위해 단순부인(simple denial)과 사죄하기

(mortification)전략이 사용됐고, 대학의 평판을 방어하기 위해 강화하기

(bolstering),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분리(separation), 비난자공격

(attack the accuser)전략이 사용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비난자공격 전

략은 해당지역 뉴스 보도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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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n-Rios, 2010). 

② 그밖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한 연구들 

Williams & Olaniran (2002)은 스포츠조직의 위기대응 방법을 

Coombs (1999)의 평판회복 전략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1998년 텍사스 공대와의 원정경기를 위해 텍사스 루브록을 방문한 햄튼대

학 여자 농구팀 감독, 코치, 감독의 남편 등 3명이 월마트 주차장에서 주

차요금과 관련한 사기행위 혐의자로 몰려 4~6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면

서 경기가 취소됐고 그 원인이 인종차별에 의한 사건으로 지적돼 이슈가 

됐던 사건을 사례로 삼았다. 그들은 해당 사건에서 텍사스 공대 측과 루브

록 도시라는 두 조직의 위기대응 방법을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텍사스공

대가 변명하기(excuse)와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을 사용했고 이는 성

공적으로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사건이 발생한 

도시 루브록에서는 사과(apology)와 부인하기(denial),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비난자공격(attack the accuser) 전략이 사용되었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분석 한 바 있다(Williams & Olaniran, 2002). 

Fink, Borland & Fields (2010)은 Ware & Linkugel (1973)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체계 구분을 적용해 사례를 분석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번의 스포츠분야의 여성과 관련된 성차별 이슈를 대상으

로 해당사건 발생시 성차별 관련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조직 및 개인들의 

사과전략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부인하기(denial), 강화(bolstering), 초월

(transcendence), 차별화(differentiation)등 4개의 사과전략이 사용됐으며, 

조사 대상이었던 다섯 번의 사건에서의 사과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Fink, Borland & Fields, 2010).

한편, Bruce & Tini (2008)는 호주 남자 럭비리그 샐러리캡 스캔들 

사례를 통해 Bulldogs 구단이 부인하기(denial), 비난자공격(attacking the 

accuser), 선동하기(provocation), 희생양(scapegoating),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사죄하기(mortification) 등 많은 위기대응전략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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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조직의 책임성이 있는 

위기상황에서 소속 선수단과 관련된 긍정적 이슈로 화제를 돌리는 전환

(diversion)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스포츠에서 

선수와 팬들은 순수성을 가진 구성요소로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

가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해당조직의 위기국면 타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표명 등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스포츠분야 뿐 아니라 유사한 

팬덤을 가진 분야인 연예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Bruce & 

Tin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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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들

이밖에 위기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한 연구는 크게 시스템 중심 

접근 모델과 프로세스 중심 접근 모델로 구분 할 수 있다(김영욱, 2008).

먼저 시스템 중심 접근 모델에는 Burnett (1998)의 위기관리 모델이 

있다. Burnett (1998)은 조직의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요소를 정해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봤고, 특히 

그는 위기를 시간의 압박(time pressure), 통제력(degree of control), 위

협의 수준(threat level), 대응전략 선택의 수(response options) 등 네 가

지 요소의 수준에 따라  레벨 1~16까지 심각성으로 구분했고, 이에 대한 

위기유형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Burnett (1998)의 연구는 위기유형에 따라 조직의 대응방안을 연결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그의 모델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실용적 이론 프레임을 제

공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을 지나치게 일반화해 제시했다는 점과, 위기를 

분류한 네가지 요소들의 영향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 점 등은 후속 

연구가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한 위기관리 모델은 Mitroff & 

Pearson (1993), Sturges (1994), Coombs (2014)의 연구가 있다. 먼저, 

Mitroff & Pearson (1993)은 효과적 위기관리를 위한 다섯 단계의 프로

세스로 위기신호 탐색(signal detection), 예방 및 준비(preparation/ 

prevention), 봉쇄 및 피해차단(containment/damage limitation), 회복

(recovery), 학습(learning)을 제시했는데, 특히 위기관리에 있어 다른 이

론들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 ‘봉쇄 및 피해차단’을 주요 단계로 선정

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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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ges (1994)는 조직의 ‘위기에 대한 대중의 여론 형성’을 위기관

리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위기발생 후 여론의 흐름을 

초기(build up), 발생(break out), 완화(abatement), 종료(termination)의 

네가지 단계로 구분했고, 단계별로 긍정적/부정적 여론의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여론의 흐름을 고려해 단계별로 적절한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한바 있다. 

한편, Coombs (2014)는 위기를 1) 위기발생전(pre crisis), 2) 위기

상황(crisis event), 3) 사후(post crisis)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효과적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위기발생전(pre crisis)’은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신호 탐색, 위기예방, 그리고 위기 준비 등이 포함되고, ‘위기

상황(crisis event)’은 위기가 발생한 다음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의미하

는 것으로 위기 인식과 위기 봉쇄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사후(post 

crisis)’는 위기상황 종료 후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 종료 상황에서 

실제 위기상황이 종료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며, 위기상황에서의 조직의 

위기대응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Coomb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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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1 :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연구1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

생했을 때, 해당 상황이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

하기 때문이다(Coombs, 2014; 김영욱, 2008). 

위기유형의 분류는 그동안 수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돼 왔다(Coombs 

& Holladay, 2002; Coombs, 1995, 1998, 1999, 2000; 방신웅 & 김기한, 

2013; Brown & Brown, 2013). 특히 체육학 분야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

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스포

츠조직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고(Monica et al., 2016; Lee 

et al., 2016), 또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 관련 연구들도 개별 스포

츠조직이 가진 특성을 실제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방신웅 

& 김기한, 2013; Brown & Brown, 2013).  

이러한 기존 연구동향을 고려할 때 스포츠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고, 학술적․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

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부합하는, 스포츠조

직 중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 9>에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Ⅰ.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표 9. 연구1의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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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의 전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기유형 분류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전제

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의 개념에 대해서다. 본 연구에서는 Coombs (2014)의 

위기에 대한 정의를 활용해 ‘프로스포츠구단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사건’을 위기의 개념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의 범위와 수준에 관

한 것이다. 강준호 등 (2017)에 따르면 관람스포츠시장은 스포츠이벤트를 

보유한 조직의 목적에 따라 프로 및 아마 스포츠 이벤트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스포츠조직 역시 프로 스포츠이벤트조직과 아마추어 

스포츠이벤트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서 ‘프로스

포츠구단’은 강준호 등(2017)의 스포츠시장가치망 구조에서 관람스포츠시

장에 속하면서 프로스포츠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지칭한다. 

셋째, 위기유형 분류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위기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크게 구분하면 먼저 유형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나열하는 

방식과, 연구자가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유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김영욱, 2008; 이현우 & 최윤영, 2014). 본 연구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자의 일정한 기준에 의

해 위기유형을 분류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2)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Goldkuhl & Cronholm (2010)이 제시한 다중근거이론

(multi-grounded theory)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근거이론(gr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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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은 관찰자료에서 발견되는 유형, 주제, 공통범주의 분석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07). 근거이론 연구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Strauss & Corbin (1998)의  연구방법이다. 

Strauss & Corbin (1998)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Goldkuhl & Cronholm (2010)의 다중근거이론(multi-grounded 

theory)은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이 자칫 편향된 자료수집

으로 연구가 진행됐을 경우 왜곡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연구방법이다. 기존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토

대로, 현재 존재하는 이론과의 비교 및 실증자료 분석 등의 방법을 추가해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근거 이론에 따라 먼저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

집을 진행한 후, 귀납적 코딩(inductive coding), 기존 선행연구 분류체계

의 개념 재정립(conceptual refinement), 패턴코딩(pattern coding) 순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연구, 관찰, 

심층면담 등이다(Padgett, 1998). 본 연구에는 우선 위기유형 분류와 관련

된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위기유형 분류체계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했다.

다음으로, 귀납코딩(inductive coding)방법을 적용해 기존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선정했다. 이를 위기유형 분류

의 틀로 삼아, 수집된 자료를 실제 적용시키고 범주를 도출했다. Goldkuhl 

& Cronholm (2010)은 특히 유형분류 등을 위한 이론개발에서는 선행연구

의 분류체계를 연구의 틀로 삼아, 이를 활용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기존 체계를 발전시키는 귀납코딩 방식을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체계 개

발을 위해 선행연구 중 연구의 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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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해 <표 10>에 제시했다. 

항목 기초이론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Brown & Brown(2013)의 스포츠분야 위기유형 분류 연구

표 10. 프로스포츠구단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위한 선행연구 틀

다음으로 기존 선행연구 분류체계의 개념 재정립(conceptual 

refinement)과정을 통해 Brown & Brown (2013)의 위기유형 분류체계의 

카테고리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지속적 비교접근 과정을 통해 범주

를 포화시키는 패턴코딩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분류체계에 대해서 2017년 9월 초부터 12월말까

지 약 3개월에 걸쳐 스포츠경영학전공 박사 5명에게 설문지를 통한 전문

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설문지는 13개의 유형 분류, 

유형의 대분류 기준, 대분류 하위영역 구분, 종합 의견 등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총 네 개의 질문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한 설문

지는 [부록1]에 첨부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1의 연구방법을 <그림 1>

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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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 문헌분석 통한 자료수집

⇩

귀납코딩 ○ 기존 선행연구를 이론 연구의 틀로 활용해 범주도출

⇩

개념 재정립 ○ 귀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의 카테고리 개선작업

⇩

패턴코딩 ○ 지속적 비교접근 과정 통해 범주 포화작업 진행 

⇩

타당성조사 ○ 스포츠경영학 전공 박사 5명 전문가 의견조사 진행

⇩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그림 1. 연구 1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표 11>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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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위기유형 세부설명 실제사례 예시

환경적/개인적
위기

(environmental/ 
individual crisis)

불가항력적 사건
('Act of God' Event)

불가항력인 상황에 의해 구단이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

자연재해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

(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사생활 문제
에 의해 발생되는 위기(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

  선수들의
이성관련
부적절한 
행위

경기 외적
범죄 행위

(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이 경기 외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
재를 받게 돼 발생하는 위기

선수 
음주운전

경기관련 위기
(competition-
related crisis)

경기운영 관련 이슈
(operational issue)

운영상의 문제로 스포츠경기 관람에 영
향을 주게 되는 위기
(불가항력적 외부환경 이슈 때문이 아
닌 상황)

부실한 경기장
관리, 전광판 
조작오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경기관련 부적
절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발생되는 위기

SNS 메시지 
/세리머니 이슈

주축선수의 이탈
(injuries &

suspensions) 

구단내 핵심 선수가 부상, 징계, 훈련거
부 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팀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기 

선수부상/
출전정지/
팀이탈

경기관련 
위반행위

(Competition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구성원이 경기와 관련해 공정
성을 위반해 발생하는 위기
(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

선수금지약물 
복용/ 경기 중 

폭력행위

팬 관련 이슈
(fan involvement 
issue)

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팬들의 단체행동
이나 비판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팬들의 
구단비판
단체행동

경기관련 
범죄행위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와 관련해 선수나 구단 구성원이 범
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발생하는 위기

승부조작, 
경기관련
도박참여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

(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

내부 불협화음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내부 불협화음 
발생으로 인한 위기

감독-단장/
감독-선수 
불화설

선수, 코칭스탭 계약이슈
(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선수나 코칭스탭의 계약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감독선임 및 
계약해지, 

선수트레이드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구단경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구단관련
횡령/배임

저조한 실적
(poor performance)

구단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성적부진, 
관중급감

표 11.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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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을 총 13개의 항목으로 분

류했다. 세부 위기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은 자연재해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를 의미한다.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는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이 사생활 문제를 일으켜 발생되는 위기를 지칭하는데, 즉

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로 범위를 정했다. 선수들의 이

성관련 부적절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경기 외적 범죄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는 선수나 구

단 구성원 등이 경기 외적인 범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하며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경기운영 관련 이슈(operational issue)는 운영상의 문제로 스포츠이

벤트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위기를 말한다. 이 항목에는 

불가항력적 외부환경 이슈 때문에 발생되는 운영상의 위기는 제외한다. 부

실한 경기장 관리, 전광판 조작오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은 선수나 구

단 구성원 등이 경기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기를 말하며, 선수들의 부적절한 SNS 메시지나 세리모니와 관

련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은 구단내 핵심 선수가 부

상, 징계, 훈련거부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팀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기를 말한다.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은 선수나 구단구성원

이 경기와 관련해 공정성을 위반해 발생하는 위기를 말하며,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 선수의 금지약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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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기 중 폭력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issue)는 구단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

인 단체행동이나 비난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를 지칭한다.

경기관련 범죄행위(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는 경기와 관련

된 사안으로 선수나 구단 구성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나 조사 등 법

적인 제재가 우려되는 위기를 말하며, 승부조작, 경기조작, 경기관련 도박

행위 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내부 불협화음(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은 선수나 코칭스탭, 

경영진 등 구단 내부 구성원간의 좋지않은 관계가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표출돼 발생하는 위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감독과 일부 선수와의 불화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player/coach management issue)는 선수나 

코칭스탭의 계약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를 말한다. 구단의 감독선

임 및 계약해지, 주축선수의 트레이드 등으로 나타나는 위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은 구단경영과 관련해 법적으

로 문제가 되는 범법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를 지칭하며, 구단에

서 발생한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은 구단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발생

하는 위기로 성적부진, 관중수 급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13개의 위기유형을 환경적/개인적위기

(environmental/individual crisis), 경기관련 위기(competition related 

crisis), 구단 조직운영관련 위기(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의 3가지로 대분류했다.

환경적/개인적위기(environmental/individual crisis)에는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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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gression), 경기 외적 범죄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등 

세 개의 위기유형으로 구성됐다.

경기관련 위기(competition related crisis)는 경기운영 관련 이슈

(operational issue),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issue), 경기관련 범죄행위(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등 여섯 개의 

위기유형으로 구성됐다.

구단 조직운영관련 위기(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는 내부 불협화음(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등 네 개의 위기유형으로 구분

했다.

다음으로 개발된 위기유형을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한 박사 5명에게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13개의 유형 분류, 유형의 대분류 기준, 대분류 하위영역 구분, 종합 

의견 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총 네 개의 질문으로 진행했다. 종합의견

을 제외한 3개의 질문은 4단계 Likert 척도에 따라 1~4점을 부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인 만큼 응답항

목 중 중립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보통’을 제외한 4단계 척도로 구분했

다.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세부내용은 부록에 수록했다. 

Lawshe (1975)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 비율)값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

으며 전문가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CVR값

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전문가의 수, ne은 

‘매우 타당’ 또는 ‘타당한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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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     




CVR = 

                              





Lawshe (1975)는 <표 12>처럼 유의수준 .05에서 전문가 수에 따

른 CVR 최소값 이상을 얻은 응답항목들이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

를 얻은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명) CVR 최소값

5 .99

6 .99

7 .99

8 .75

표 12. 전문가 수에 따른 CVR값의 최소값(p=.05)

본 연구에서는 MS-Excel로 CVR 값을 계산했고, 세 개의 응답형 질

문 모두에서 CVR 값이 1로 나왔다. 이를 통해 5명이 .99이상의 CVR 값을 

기록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전문가들이 합의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

다. 또한 일부 서술형 응답의 경우에는 제안내용이 이미 연구자가 연구과

정을 통해 충분히 고려했던 내용으로 판단해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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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 1을 통해 개발된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는 ‘프로스포

츠구단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 연구전체의 핵심 연구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사전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기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

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기에 대한 유형 분석

이 효과적(Coombs, 2014)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유형을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경

기 외적 범죄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운영 관련 이슈

(operational issue),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issue), 경기관련 범죄행위(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내부 불협화

음(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

(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 등 13개로 구분했다. 또한 세

부 위기유형을 환경적/개인적 위기(environmental/individual crisis), 경기

관련 위기(competition related crisis),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

(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의 3가지로 대분류해서 제

시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체계는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술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조직, 그중에서도 프로스포츠

구단의 입장에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위기유형 분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체육학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체육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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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을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에서 일반기업의 입장에서 분류한 위기유형(Coombs, 1995; 

Coombs & Holladay, 1996; Pearson & Mitroff, 1993)을 그대로 스포츠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Meng & Pan, 2013; Walsh et al., 2011)가 대다수

였고, 이에 따른 학문적 간극이 존재한 게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향후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한

다고 가정할 때, 만약 학술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Coombs (2014)의 위기

유형 분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가 분류한 위기유형 분류 중 직장내 폭

력(workplace violence),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제품피해(technical-error 

product harm), 인적실수에 의한 제품결함(human-error product harm) 

등은 연구대상으로써 프로스포츠구단 관련 연구에 적용이 어려운 위기유형

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3개의 대분류 및 13개의 세부유형은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됐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위기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틀로 활용했던 Brown & Brown (2013)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그들이 다루지 못했던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주축선수의 이탈

(injuries & suspensions) 등을 세 개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실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

는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과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을 유목으로 분류해서 포함시킨 점 등은 Brown & Brown 

(2013)과 차별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rown & Brown 

(2013)이 분류한 아마추어정신 위반(amateurism transgression)은 경기관

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분류했고, 

협회관련 이슈(league conference management issue)는 프로스포츠구단

의 세부 유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세부 이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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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택했다. 

이밖에 방신웅과 김기한 (2013)은 스포츠조직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기유형을 분류한 반면, 본 연구는 스포츠시장내 핵심 공급

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구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했다는 점 등에서 

그들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위기유형의 연구들이 조직의 범위 뿐 아니라, 조직내에 위기를 

접하고 그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유형을 구분하는 경

우가 많았다(Fearn-Banks, 2010; Pearson & Clair, 1998, 방신웅 & 김기

한; Brown & Brown, 2013).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위기대응의 주체를 

프로스포츠구단의 임직원(구단 CEO를 비롯해 PR담당 실무자까지를 지칭)으

로 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위기유형의 범주를 분류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위기대응의 주체를 

언급할 때 임직원 뿐 아니라, 선수 및 코칭스탭 등 다른 주체들도 존재하

고 위기에 대한 인식은 주체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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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2: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프로스포츠구단의 CEO나 PR담당자 입장에서 승부조작 사건처럼 조

직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언론을 대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으며,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발생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을 분

류했는데, 실무적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상

황에서 과연 어떤 언론대응 메시지를 선택해야 하는가?’가 사실 구단의 입

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Stoldt et al., 2012). 하지만 이러한 높

은 실무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대응 커뮤니케

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Fink et al., 2010).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분류한 위기유형중 대표적인 경기관련 범죄행

위인 승부조작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승부조작’ 사건이다.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생명과도 같

은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자해행위로서, 프로스포츠구단뿐 아

니라 구단이 속한 프로연맹 전체에 타격을 주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Hill, 2010). 승부조작 사건은 발생할 경우 매우 큰 비난을 불러일으키

게 되고, 연루자들이 영구제명( 등 엄격한 제재를 당하는 것은 물론, 구단 

CEO를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의 교체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고재완, 2017; 박소현,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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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 최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부조작예방을 위한 프로스

포츠구단의 노력과 함께 위기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허종호, 

2016).

따라서, 연구2에서는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표13>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해 효과

성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대상 사례를 찾고, 해당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술적·실무적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항목 연구문제

연구문제 Ⅱ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가?

표 13. 연구 2의 연구문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관련 사건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발생해왔고 구단들은 어떻게 언론에 커뮤니케이션 해왔는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사건들 중에

서 구단의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대상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선정된 연구대상 사례에서 구단들은 단계별로 어떤 위기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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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Python Software 

Foundation, 2008)를 활용한 자동화된(automated) 방법과 수동화

(manual) 방법을 병행해,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 관련 위기상황에서 프로스

포츠구단이 언론기사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을 데이터로 수집했고 

이를 분석했다. 연구에 사용된 파이썬 코드는 연구자가 기획 및 작성해 프

로그래밍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다. 자동화된 비정형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동화된 방법과 수동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연

구의 오류를 줄이고 실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urscher, Odijk, Vliegenthart, Rijke, & 

Vreese, 2014; Grimmer & Stewart, 2013; Iliev, Dehghani, & Sagi, 

2015; Schultz, Kleinnijenhuis, Oegema, Utz, & Atteveldt, 2012; Van 

der Meer, 2016).

1) 데이터 수집

(1) 연구대상 기사조건

본 연구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 기사의 조건

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에서 ‘네이

버 뉴스 URL’이 제공되는 인링크방식의 기사를 수집대상으로 삼았다. 네

이버를 기사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는 대한민

국에서 방문자수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검색포털 

사이트이며, 뉴스 컨텐츠 역시 약 5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규진 & 하준호, 2017). 실제 대한민국 국

민 10명 중 8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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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된 바 있다(김선호 & 김의근, 2017). 또한 인링크 방식의 기사들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네이버와 뉴스 컨텐츠 제휴를 한 언론사들로 네이버에서 기본적인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예림, 2017). 즉, 네

이버 뉴스 검색화면에는 등장하지만 ‘네이버 뉴스 URL’로 연결되지 않고, 

클릭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만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들은 자

료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중앙일간지 17개 매체를 비롯해, 

통신사 3개, 경제지 6개, 주요 인터넷매체 2개, 스포츠매체 13개, 지역신

문 1개 등 총 42개 매체의 기사가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 국내 프로스포츠구단의 소속구성원(선수, 감독, 임직원)이 승

부조작사건에 연관돼, 해당이슈에 대한 구단의 입장이 네 가지 형태의 따

옴표(“ ”, " ", ‘ ’, ' ')로 본문에 반영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해당

구단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됐더라도, 위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로 입장이 

표시되지 않은 기사는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옴표를 발췌대상

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사전체 텍스트 중 자동화(automated)한 방식으로 

조직의 입장부분을 발췌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연구자가 판단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입장부분을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로 설정해 데이

터수집 대상으로 접근한 부분은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자동화된 방법으로 언론기사 관련 데이터

를 수집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기사의 본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김지은 

2017, 유예림 2017). 이밖에 따옴표 부분을 발췌기준으로 삼은 또 다른 

이유는 부정적인 사건에 관한 언론 기사는 관련 조직의 반론권을 고려해, 

기사에 조직의 공식입장을 넣고 이를 따옴표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이재진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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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기사 선별

다음으로 연구대상 기사의 기간은 네이버 뉴스에 검색되는 모든 기

사를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실제 

수집된 기사의 범위는 2005년 3월17일부터 관련된 마지막 기사가 검색되

는 2017년 9월1일까지로 나타났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사건과 관

련된 23개의 키워드들로 뉴스검색을 진행했다. 23개의 키워드들은 ‘승부조

작 의혹 구단’, ‘경기조작 의혹 구단’과 같은 2개의 연역적(deductive)인 

키워드와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21개의 귀납적(inductive) 키워드들로 

구성됐다. 데이터수집에 사용된 세부 검색어는 <표 14>에 제시했다.

연번 검색어 연번 검색어 연번 검색어 연번 검색어

1
승부조작

의혹 구단
7

심판매수 

의혹구단
13

넥센 심판 

사과문
19 KIA 최규순 

2
경기조작 

의혹 구단 
8

최규순 매수

의혹구단
14

두산 클린

베이스볼 

전풍 불미 

20 두산 최규순

3
김성현 

경기조작 구단
9

경기도박 

의혹구단
15 넥센 최규순 21

두산 김승영

심판

4
박현준 

경기조작 구단
10 양경민 토토 16 삼성 최규순 22

KIA 심판 

사과문 

5
박현준 

사과문 LG 
11

상주 상무

승부조작
17

삼성라이온즈

심판 팀장 돈 
23

넥센 이장석

심판 조사

6
백순길 구단

해체 발언
12

김기태 

승부포기 
18

삼성 심판 

사과문

표 14.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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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해 23개의 각각의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검색되는 기사는 총 16,920건 이었다. 여기에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관

련 없는 기사들도 검색 결과에 다수 포함된다. 검색된 기사 중 분석 목적

에 맞지 않는 기사 16,153건은 전수 작업을 통해 제외했다. 전수작업은 키

워드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1,616개의 웹페이지에서 기사제목을 통해 분

석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기사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키워드로 

네이버 뉴스검색을 진행하면 1개 페이지에 10개의 기사의 제목이 노출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선별된 기사는 42개 매체 총 767건이다.  

(3) 연구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확보한 767건 기사의 웹주소(URL)을 수집했

고, 해당기사의 URL은 기사의 최초 게재시간 순으로 배열해 이를 

MS-Excel로 정리했다. 네이버뉴스의 기사는 ‘기사입력’과 ‘최종수정’의 2

가지 시간이 기사 상단에 표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사입력’을 기준으

로 삼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기사입력’을 기준으로 정리한 까닭은,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기사에 반영된 조직의 입장을 구분함에 있어, 최초 기사

화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다고 연구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다시 전수 작업을 통해 해당 사건별로 구분

해 MS-Excel로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 코딩(coding)을 활용해 기

사의 URL을 넣으면 본문 텍스트 중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 ” , " ", ‘ ’, 

' ')로 구성된 부분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되는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을 수행했다. 웹 스크래핑은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

아내는 기술을 의미하며(쿠지라, 2017), 웹문서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특징된 패턴을 분석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행

하려면 웹문서의 URL이 있어야 한다(Burscher et al., 2014; 유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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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웹 스크래핑을 수행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code)는 <그림 

2>에 제시했다. 웹 스크래핑을 진행한 파이썬 코드는 박진수 (2017)의 영

화 사이트 웹크롤링 코드를 참고해,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해 적용했다. 전

체 파이썬(python) 코드는 부록 부분에 수록하였다.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는 txt파일로 저장했다.

# Excel 파일에 전체 URL 저장

import pandas as pd

file = 'url_20180301.xlsx'

excel_data = pd.ExcelFile(file)

               ⦙               

# 네 종류 따옴표 구분

quote_sentences = []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

그림 2. 웹 스크래핑을 위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예시

2) 데이터전처리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들이 언론에 답변한 입장 부

분에 포함된 주요단어들을 탐색하기 위해 데이터전처리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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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려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처리(preprocessing) 과

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ucas et al., 2015; 뮐러 & 가이도, 

2017; 김지은, 2017). 이를 위해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동

화(manual)와 자동화(computerized) 방식을 병행해 전처리

(preprocessing)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수동화(manual) 작업을 통해 따옴표 부분 중 구단의 입장이 

아닌 부분을 제거했다. 즉, 기사 본문 내에 따옴표로 표기됐으나, ‘검찰·경

찰 등 조사주체의 입장’과, ‘연맹 및 협회의 입장’, 그리고 ‘구단 감독의 입

장’이 기사화된 부분을 제외했다. ‘감독의 입장’은 위기상황에서 구단의 전

략적 입장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제외했고, 따옴

표 부분에 포함된 일부 광고문구 등도 제거했다.

다음으로,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 ‘어미’, ‘조사’, ‘구두점’을 제거했다. 먼저 텍스트데이터의 품사를 분석했

고, 분석한 품사 중 어미, 조사, 구두점을 제거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데이터에 대한 한국어(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파이썬(python) 한

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KoNLPy를 통해,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 중 

품사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트위터(twitter) 형태소 분석기(쿠지라, 2017)

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불용어(stopword)처리를 통해 51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중 

본 구단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어 68개를 제거했다. 51번 

이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총 238개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승부조작 상황

에서 구단의 입장이 담긴 주요단어 100개를 알아보려는 목적인만큼 51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중 불용어만을 선별해 제거했다. 제거한 단어의 선택

은 스포츠PR 전공 교수의 검수를 받아 진행했다. 제거한 단어의 리스트는 

<표 15>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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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어/등장횟수 연번 단어/등장횟수 연번 단어/등장횟수 연번 단어/등장횟수

1 ('하다',4130), 18 ('점',252), 35 ('대하다',120), 52 ('없이',80),

2 ('있다',921), 19 ('해당',221), 36 ('등',113), 53 ('준',78),

3 ('되다',747), 20 ('년',213), 37 ('1', 104), 54 ('고',78), 

4 ('것',692), 21 ('전',211), 38 ('며',104), 55 ('음',75),

5 ('”',684), 22 ('돼다',209), 39 ('번',100), 56 ('위',75),

6 ('“',679), 23 ('일이',188), 40 ('앞',99), 57 ('더',74),

7 ('적',660), 24 ('이',187), 41 ('‘',96), 58 ('김',72), 

8 ('들',651), 25 ('통해',179), 42 ('’', 96), 59 ('로서',70), 

9 ('드리다',592), 26 ('그',174), 43 ('대한',96), 60 ('비롯',64),

10 ('없다',529), 27 ('이다',173), 44 ('성',95), 61 ('씨',60),

11 ('않다',472), 28 ('치다',139), 45 ('중',93), 62 ('씩',60),

12 ('대해',443), 29 ('2',139), 46 ('말',89), 63 ('내',59),

13 ('받다',404), 30 ('같다',138), 47 ('임',88), 64 ('알',55),

14 ('관련',374), 31 ('명',136), 48 ('분',83), 65 ('주다',54),

15 ('수',349), 32 ('인',131), 49 ('오다',83), 66 ('들다',54), 

16 ('일',299), 33 ('끼',129), 50 ('때',83), 67 ('바',51),

17 ('못',297), 34 ('월',124), 51 ('데',81), 68 ('안',51),

표 15. 불용어로 제거한 단어들

최근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텍스트데이터 분석에서 명사나 형용

사 등 일부 품사만을 선별해서 분석하는 연구(유예림, 2017; 김지은, 

2017)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품사로 데이터를 선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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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대신, 기본적인 품사인 어미, 조사, 구두점 등만을 제거한 후(쿠지라, 

2017), 선별된 데이터에서 연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수를 통

해 불용어를 선별해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는 <그림 3>에 제시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한 파이썬 코드는 쿠

지라 (2017)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 코드 및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 코드를 참고해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해 적용했다. 전체 파이썬

(python) 코드는 부록에 첨부했다. 

# 품사 분석 및 조사, 어미, 구두점 제거

raw_pos_tagged = twitter.pos(raw_input, norm=True, stem=True)

raw_pos_tagged

word_cleaned = []

for word in raw_pos_tagged:

    if not word[1] in ["Josa", "Eomi", "Punctuation"]:

        word_cleaned.append(word[0])

word_cleaned

                                   ⦙

# 불용어 제거

del_word_raw = pd.read_excel('delete_this_words.xlsx', header=None)

del_word_raw

                                   ⦙

for del_word in del_keys:

    try:

        del word_dic[del_word]

        print("Deleted word : {}".format(del_word))

    except:

        pass

word_dic

그림 3. 데이터전처리 작업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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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탐색 

전처리 과정을 거친 텍스트데이터들은 파이썬(python) 코딩을 활용

해 주제어 빈도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승부조작 상황시 프로스포츠구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100

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수행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는 <그림 

4>에 제시했다. 

# 단어 빈도 상위 100개 보여주기

df_word = pd.DataFrame()

df_word['Word'] = word_dic.keys()

df_word['Count'] = word_dic.values()

pd.set_option('display.max_columns', None)

pd.set_option('display.max_rows', None)

df_word.sort_values(by='Count', ascending=False).head(100) 

그림 4. 주요어 빈도분석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예시

그리고 분석결과를 시각화해 표현하기 위해 파이썬(python)의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활용해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작성했다. 이를 수

행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는 <그림 5>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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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클라우드 패키지 불러오기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matplotlib inline

from wordcloud import WordCloud

# 워드클라우드 색상 및 규격 지정

import random

def grey_color_func(word, font_size, position, orientation,

random_state=None, **kwargs):

    return "hsl(0, 0%%, %d%%)"%random.randint(60, 100)

word_cloud  = 

WordCloud (font_path="C:/Windows/Fonts/NanumSquareB.ttf", 

                       width=2000, height=1000,)

. generate_from_frequencies(word_dic)

plt.figure(figsize=(10,10))

plt.imshow(word_cloud.recolor(color_func=grey_color_func,

random_state=3), interpolation='bilinear')

plt.axis("off")

plt.tight_layout(pad=0)

plt.show()

word_cloud.to_file("word_cloud_4 (black & grey).png")

그림 5.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작업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예시

4) 데이터 분석

데이터탐색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프로

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사건 사례 중 2017년 7월 발생한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을 세부 연구대상 사례로 선정해, 해당사건에 연관된 두산

베어스, 넥센히어로즈, 삼성라이온즈, KIA타이거즈 등 4개 구단의 위기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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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슈명 발생연도 종목

1 두산베어스 심판 금전제공

2017년 야구

2 넥센히어로즈 심판 금전제공

3 삼성라이온즈 심판 금전제공

4 KIA타이거즈 심판 금전제공

표 16. 세부 연구대상 선정 사례

<표 16>처럼 2017년 발생한 ‘프로야구 4개 구단 심판 금전거래사

건’을 연구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사례는 야구라는 동일한 종목

의 프로스포츠구단 소속 임직원들이 동일 인물의 심판에게 비슷한 액수의 

금전을 전달했고, 해당내용이 이슈화 되자 이에 대해 각기 다르게 언론대

응을 진행한 사건으로, 비교연구(comparative method)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비교연구(comparative method)의 목적은 연구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있으며(Erickson, 2010; 박환영, 2014), 비교연구에

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교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Chodosh, 1999: 오욱찬, 2015), 해당사례는 동일한 사건에 관여된 동일

한 종목 구단들의 차별화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비교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한편, Borofsky (1994)는 비교연구를 암묵적 비교(implicit 

comparison)와 명시적 비교(explicit comparison)로 분류해 제시한바 있는

데, 본 연구사례는 4개 구단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위기대

응을 진행한 사례로 확연히 구분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적 비교

(explicit comparison)가 가능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또한 Eggan (195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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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상황에서 선택된 내용을 연구하는 비교방법을 ‘통제된 비교

(controlled comparison)’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해당 사례는 구단들이 언

론에 대응한 시기가 서로 달랐지만, 이를 위기진행 단계에 따라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일부 상황을 제한한 상황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된 비교 연구가 가능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동일종목 구단의 대응이라는 

해당 사례가 가진 특성이, 일반적인 질적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실제 질적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

는 일반적인 자료분석은, 자료를 의미를 가진 주장으로 묶거나, 주장에 이

름을 붙여서 코딩하고, 코딩된 것을 범주나 주제로 묶어서, 그래프, 표, 차

트로 비교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7). 특히 Huberman & Miles 

(1994)는 패턴과 주제에 대한 분석을 비교와 대조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설명한 바 있고, Wolcott (1994)는 패턴화된 규칙을 확인

해 그래표, 도표 등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사례를 비교해 이를 맥락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기술을 통해 문화적 주제와 관련

시키는 것이 중요한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해당사례는 구단들이 위기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진행된 사례라고 추론할 수 있었

다. 

첫째, 해당사례는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되기 약 1년 전에 KBO에서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비공개로 각 구단에 해당사실을 공문을 통해 문의했

었던 사례다(박동희 등, 2017). 이는 해당사례에 대한 언론취재가 시작되

고 이에 대한 구단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는데 있어, 구단 경영진까지의 보

고 및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 대응이 이루어졌을 것이

라는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프로야구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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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단 프런트의 규모도 가장 많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 전략적 위기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고현실, 2018). 

이와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가 학

술적으로 가치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대상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사조건에 부합한 기사는 총 

321건이며, 해당기사 중 프로스포츠구단의 입장은 총 1,365개의 문장으로 

나타났다.

(1)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 통한 전략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4개 구단의 입장을 개별 문장으로 분리해, 각 문장들

을 총 8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8개의 전략은 

Coombs (1998)가 분류한 7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카테고리에다 연

구자가 새롭게 정의한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가 추가되

었다. Coombs (1998)가 분류한 7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본적으

로 활용한 이유는, 해당 분류가 스포츠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카테고

리별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8

개 전략 카테고리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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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전략

수용적

전략

(accommodative)

↕
방어적

전략

(defensive)

사과하기

(full apology)

사과하기(full apology) : 위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 및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전략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

환심사기

(ingratiation)

환심사기(ingratiation) : 위기와 관련된 피해자나 언론으로부터 

자신들의 과거 긍정적 행위 등을 어필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려는 전략

정당화

(justification)

정당화 (justification) : 자신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어필하는 

전략

변명하기

(excuse)

변명하기(excuse) :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명 

등의 입장을 취하는 전략

부정하기

(denial)

부정하기(denial) : 위기와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전략

공격자공격

(attack the

accuser)

공격자공격(attack the accuser) : 위기를 유발한 대상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강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전략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

굳이 언론에 발언할 필요가 없는 멘트를 말하며, 전략적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지칭함.

표 17. 위기커뮤케이션 전략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1,365개의 문장에 대해 1차적으로 전수분류를 통해 8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분류작업 결과는 스포츠PR 전공 교수에게 

검수를 받았다. 개별문장에 대한 8개 카테고리 분류 예시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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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명 문장 구분 전략

두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두산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사과(full apology)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다.
변명(excuse)

신임 사장과 함께 하루 빨리 분위기를 수습하고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김 사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대표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팬들께 

걱정을 드리고 구단에 누를 끼쳤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변명(excuse)

사과(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넥센

실제로 최규순 전 심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
부정(denial)

퇴사한 사람이라 뒤늦게 인지했다. 변명(excuse)

덧붙여 철저하지 못한 내부 조사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사과(full apology) 

우리 구단은 KBO리그의 한 식구로 인정받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고 있는 짧은 연륜의 구단입니다. 

환심사기(ingratiation)

삼성

자체 조사 결과 전 심판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denial)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겠다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과(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삼성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데 대해 라이온즈팬 

여러분들과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사과(full apology) 

KIA

작년 KBO에 공문을 보낼 때 실시한 조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
변명(excuse)

임원이 아닌 직원 2명이 출석했다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

최규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
변명(excuse)

이번 사안에 대해 KIA 타이거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사과(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표 18. 8개 전략 카테고리 분류 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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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기상황에서 조직의 입장은 보도자료 등에 포함된 문장을 언

론사에서 일부 수정해 기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지만 조금씩 문구가 다른 내용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텍스트로 이루

어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분류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머신러닝 알고리

즘(machine learning algorithm) 중 텍스트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인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쿠지라, 2017; 뮐러 & 가이도, 2017)를 

개발해 연구에 적용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 연구 과제 중 한가지로, 인

간의 뇌가 학습을 수행하는 것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시켜 

그 속에 담긴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 선생님이 

옆에서 답을 알려주는 것과 유사한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비교사 학습(unsupervised 

learning), 현재 상태 관찰을 통해 대응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쿠지라, 2017). 베이지

안 필터는 이중에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방

법이다(쿠지라, 2017).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는 이메일의 스팸메일을 분류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으로서, ‘스

팸’, ‘중요’, ‘광고’ 등 이메일 분류결과를 학습(training)시켜 새로운 이메일

이 왔을 때 자동 분류하는 방식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뮐러 & 가이도 

, 2017).

본 연구에서는, 1차로 1,365개의 분류된 문장들을 8개의 카테고리로 

학습(training) 시켰고, 이중 100개의 문장을 테스트(test) 데이터로 활용

해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를 개발했다. 이러한 베이지안 필터

(bayesian filter)를 통해 1,365개 데이터를 8개 카테고리로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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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했다. 관련 파이썬 코드는 쿠지라 (2017)의 스팸메일을 구분하는 베

이지안 필터 파이썬 코드를 1차적으로 적용했고, 2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8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카테고리 구분을 위한 파이썬 코드

를 작성해 전체 베이지안 필터 코드를 완성했다. 2차적으로 위기커뮤니케

이션 전략 카테고리 구분을 위해 개발된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는 <그

림 6>에 제시했다. 전체 파이썬(python) 코드는 부록 부분에 첨부했다.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

df = pd.read_excel("data_bayesian.xlsx", sheet_name=0, header=None, encoding='utf-8')

df.head()

df_contents = []

df_category = []

num_category = []

for index, row in df.iterrows():

               ⦙

# 예측된 결과 예시 출력

pre, scorelist = bf.predict('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print('결과 = ', pre)

print(scorelist)

# 예측된 결과 예시 출력

pre, scorelist = bf.predict('구단 직원 2명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print('결과 = ', pre)

print(scorelist)

               ⦙

그림 6. 전략 분류 위한 베이지안 필터 주요 파이썬(python)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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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패턴의 분석

우선, 본 연구에서는 8개로 분류된 1,365개의 문장을 구단별로 구분

했다. 다음으로, 각 문장을 위기진행단계에 따라 시간대별로 위기발생

(break out), 위기상황(crisis event), 사후단계(post crisis)로 구분했다. 

위기발생(break out)단계는 의학적 수술상황의 위기단계를 구분한 

Finks (1986)의 crisis breakout에서 개념을 활용했다. 위기상황(crisis 

event), 사후단계(post crisis)는 Coombs(2014)의 3단계 구분 중 예비단

계(precrisis)를 제외한 2가지 단계를 활용했다. 실제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관된 승부조작 사건의 위기상황에서는 예비단계(precrisis)단계보다는 위

기발생(break out)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기진행 

단계에 따른 시간대별 기준은 <표 19>에 제시했다.

순서 위기진행단계 설명 기준분류 출처

1 위기발생(break out)
해당 상황이 막 발생한 

단계(event occurs, begins)
Fink (1986)

2 위기상황(crisis event) 경기조작 연관성이 드러난 상황 Coombs (2014)

3 사후(post crisis)
상황이 마무리된 상황

(it's over)
Coombs (2014)

표 19. 위기진행 단계에 따른 시간대별 구분 기준

다음단계로 MS-Excel을 활용해 전체기사를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그래프로 mapping(시각화) 했다. X축은 위기진행단계에 따른 시간대별로, 

Y축은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7점 척도로 구분했다. 0점에 가까울수록 

방어적(defensive), 7점에 가까울수록 수용적(accommodative)인 전략으로 

분류했다. 또한 여기에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의 8개의 카테고리 구분 및 이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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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용은 앞에서 <표 17>에 제시한 바 있다. 

시각화(mapping)는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

에(뮐러 & 가이도, 2017), 이 연구 단계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여러 건 기

사화 된 것을 제외하지 않고, 기사화된 모든 입장을 한 문장 씩 분리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해 2사분면에 매핑(mapping)했다. 이는 수용자 입

장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기사에 반영된 조직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번 매핑(mapping) 단계에서는 구단들이 어떤 전략적 태도

를 취했는지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의 

8개의 카테고리 중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부분으로 분류

된 부분은 제외했고, 이 부분은 패턴분석 연구단계에서 다루었다. 

다음으로, 동일한 구단입장이 반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앞의 

mapping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슈 및 위기단계별로 분류해 구단들의 단

계별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의 패턴을 추출했다. X축은 위기상황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고, Y축은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7점 

척도로 구분했으며,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를 따로 Y축 

상위에 화살표로 표시해 이를 2사분면에 시각화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조직의 입장은 보도자료에 수록된 문장을 기자들이 표현을 바꿔서 기사내

용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문장표현이 다른 

내용도 동일 건으로 분류해 제거했다. 

(3) 효과성분석

다음 단계에서는 전략선택 패턴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수와 

댓글수를 척도로 활용했다. 두 가지를 효과성 분석의 척도로 삼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기사발생시 조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기사의 확산 및 

댓글의 증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수는 언론의 관심도, 댓글

수는 팬들의 관심도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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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구단의 위기상황에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척도라고 판단했고, 이에 기사수 및 기사의 댓글수를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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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국내 프로스포츠구단 승부조작 사건 기사검색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이 연관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네이버 기사 검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표 20>과 같다. 

연번 이슈명 발생연도 종목

1 두산베어스 심판 금전제공 2017 야구

2 넥센히어로즈 심판 금전제공 2017 야구

3 삼성라이온즈 심판 금전제공 2017 야구

4 KIA타이거즈 심판 금전제공 2017 야구

5 두산베어스 진야곱 불법 스포츠도박 2016 야구

6 NC다이노스 이성민 승부조작 사실 인지후 트레이드 2016 야구

7 넥센히어로즈 문우람 승부조작 2016 야구

8 한화이글스 안승민 불법 스포츠도박 2016 야구

9 롯데자이언츠 이성민 NC시절 승부조작 가담 2016 야구

10 NC다이노스 이재학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6 야구

11 두산베어스 장원준 승부조작 가담의혹 2016 야구

12 NC다이노스 이태양 승부조작 가담 2016 야구

13 한화이글스 유창식 승부조작 가담 2016 야구

14 KIA타이거즈 유창식 한화시절 승부조작 가담 2016 야구

15 삼성라이온즈 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투자 2016 야구

16 전북스카우터 심판 금전제공 2016 축구

17 SK문경은 감독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5 농구

18 KGC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5 농구

19 전창진 감독 KT시절 승부조작 가담의혹 2015 농구

20 동부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3 농구

21 동부 강동희감독 승부조작 가담 2013 농구

22 KT전창진 감독 승부포기 의혹 2012 농구

23 LG김기태 감독 승부포기 의혹 2012 야구

24 LG박현준, 김성현 경기조작 가담 2012 야구

25 김성현 넥센시절 경기조작 가담 2012 야구

표 20.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구단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 사건(200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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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슈명 발생연도 종목

26 KEPCO배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2 배구

27 넥센히어로즈 문성현 승부조작 가담의혹 2012 야구

28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선수 2명 승부조작 가담 2012 배구

29 수원삼성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0 상주상무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1 대구FC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2 FC서울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3 전북현대 골키퍼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4 제주FC 홍정호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1 축구

35 경남FC 윤빛가람 승부조작 가담 의혹 2011 축구

36 수원삼성 최성국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7 울산현대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8 전남드래곤즈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39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0 강원FC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1 포항스틸러스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2 광주FC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3 대전시티즌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4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5 경남 FC 축구단 선수단 승부조작 가담 2011 축구

46 동부 농구단 양경민 스포츠토토 참여 의혹 2005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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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언론에 기사화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한 승

부조작 관련 사건은 총 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최초의 사건은 2005년 

발생한 동부 농구단 양경민의 스포츠토토 참여의혹 사건이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7년 발생한 프로야구 4개 구단의 심판 금전제공 사건으로 나타

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야구 18건, 축구 18건, 농구 8건, 배구 2건으로 

확인됐다.

2) 구단 입장에 반영된 주요어 분석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관련 사건에서 구

단들의 입장에 반영된 주요 단어(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연구조건에 해당하는 승부조작 상황에서 프로스

포츠구단의 입장부분을 웹 스크래핑을 통해 발췌했다. 발췌한 텍스트 데이

터를 대상으로 전처리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파이썬(python) 코딩을 통해 

주제어 빈도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이 같은 과정

을 거쳐 승부조작 상황시 프로스포츠구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100개를 추출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표 21>에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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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등장횟수 단어 등장횟수 단어 등장횟수 단어 등장횟수

  구단 1104 숙이다 198 연루 129 물론 93

선수 700 최선 194 사장 126 당시 93

팬 659 돈 191 결정 124 계좌 93

조사 500 노력 188 부분 123 최근 93

사실 429 아니다 183 2013 119 무겁다 92

여러분 408 발생 183 징계 114 실망 90

사과 360 사건 176 사랑 112 적극 90

심판 356 상황 171 밝히다 112 내용 89

수사 349 달라 171 말씀 110 송금 89

KBO 342 책임 170 급하다 108 스포츠 87

확인 304 모든 170 깊다 108 합의금 86

이번 291 머리 168 재발 106 이렇다 85

검찰 289 요청 166 자체 105 전혀 85

승부조작 275 협조 160 KIA 104 만원 85

결과 265 관계자 157 입장 104 리그 84

개인 258 사안 155 야구 103 통감 84

경기 243 행위 155 위해 102 나오다 82

의혹 240 프로야구 153 부정행위 101 선수단 80

빌리다 239 조치 141 크다 100 의도 80

감독 222 대여 140 경찰 98 진심 80

직원 222 차원 140 지난 96 부적절 79

금전 222 생각 138 다하다 96 깊이 78

불미 209 판단 135 관계 96 기울이다 78

다시 207 행동 131 소속 94 지다 77

진행 198 우리 130 조작 94 문제 75

표 21. 승부조작 상황시 프로스포츠구단 입장에 반영된 주요 단어 100개(200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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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구단’으로 총 1,104

회가 발견됐고, ‘선수’(700회), ‘팬’(659회), ‘조사’(500회), ‘사실’(429회), 

‘여러분’(408회) 등의 단어가 구단들의 입장에 많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

다. 또한 이러한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를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워드클

라우드(word cloud)로 구현해 <그림 7>에 제시했다. 

그림 7. 승부조작 상황시 구단입장 주요단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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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1)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mapping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 발생한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데이터탐색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 중 해당사례에 해당

하는 321개 기사, 1,365개의 문장을 데이터로 확보했다. 이를 먼저 네 개

의 구단별(이슈별)로 구분했고, X축은 시간대로, Y축은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2사분면에 mapping(도식화)했다. 

이 연구 단계에서는 조직의 입장이 유사한 문장으로 여러 건 기사화 

된 것을 구분없이 모두 매핑(mapping)했다. 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에 반영된 조직의 입장을 전부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두산베어스의 입장 mapping은 <그림 8>에 제시했다.

그림 8. 두산베어스 입장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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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을 살펴보면 두산베어스는 위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

지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 및 방어적(defensive)전략을 다양하게 선

택했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수용적 전략을 집중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위기발생 직후부터 전체기간에 걸쳐 부정하기(denial), 변명하기

(excuse), 사과(full apology) 전략을 선택했고, 중반 이후부터는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전략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심사기(ingratiation)전략

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9. 넥센히어로즈 입장 mapping 

<그림 9>를 살펴보면 넥센히어로즈는 초반에는 방어적(defensive)

인 전략을 사용한 후 중반에는 조금은 체계가 없어 보이는 대응을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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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후반부에는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을 주로 선택하면

서 방어적(defensive)전략인 변명하기(excuse)도 일부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0. 삼성라이온즈 입장 mapping

<그림 10>을 살펴보면 삼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선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확실하게 방어적(defensive) 

전략을 채택했고 중반부터는 수용적(accommodative))인 전략에 집중한 것으

로 표현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은 초반에 일관되게 부정하기(denial)전략으로 

대응하다가 바로 사과(full apology) 전략을 강하게 선택하면서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전략도 일부 언급하는 전략선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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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IA타이거즈 입장 mapping

<그림 11>을 살펴보면 KIA는 앞서 <그림 9>의 넥센의 경우와 비

슷한 형태의 전략선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 방어적(defensive) 

전략을 고수하다가, 중간단계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임기응변식의 전략선택

을, 후반부에는 수용적(accommodative)인 전략을 강하게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초반에 부정하기(denial)전략으로 대응하고, 후반

부에 사과(full apology) 전략을 중심으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전

략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중간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 변명하

기(excuse), 정당화(justification) 등 일관되지 않은 전략선택을 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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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패턴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핑(mapping) 작업의 데이터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직 입장이 담긴 기사를 제외시켰다. 이를 X축은 위기상황 진행의 

3단계로, Y축은 7점 척도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로 구분해 이를 2사분면에 표현했다. 이를 토대로 

각 구단들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패턴을 추출했다. 

그림 12. 두산베어스의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패턴



- 87 -

먼저 <그림 12>에서 두산베어스의 패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

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1개) 전략을, 위기상

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8개), 변명하기

(excuse, 5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3개), 부정하기(denial, 2개)

의 전략을, 사후(post crisis) 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3개), 시

정조치(corrective action, 2개), 환심사기(ingratiation, 2개), 변명하기

(excuse, 1개)를 채택한 것으로 발견됐다. 또한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5개의 문장만

큼 언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베어스의 특이한 점은,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 바로 심판

에게 금전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하기(full apology)전략을 채택한 부분

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내부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언론에 투명한 모습을 보이자는 입장과, 일단 최대한 말

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은 전자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두산은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 및 방어적(defensive) 전략을 모두 채택하면서 언

론에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

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 두산은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시정조치(corrective)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는데, 특이한 점

은 자신들이 팬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는 구단이라는 점을 내세운 환심사기

(ingratiation) 전략도 발견되는 부분이다. 이는 구단이 해당사안에 대한 마

무리를 바라는 입장에서 팬들의 감성적 부분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이밖에 마지막까지 ‘개인적 금전대여였다’는 변명하기

(excuse) 전략을 계속 강조한 것도 발견되는데, 이는 구단이 해당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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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KBO의 징계 및 법적인 제재조치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했고, 이에 대

한 대비를 고려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밖에 두산은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가 위기상황

(crisis event) 단계에서만 5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위기사실

을 인정한 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임을 유

추할 수 있었다.

그림 13. 넥센히어로즈의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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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을 통해 넥센히어로즈의 패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 5개)와 변명하기

(excuse, 1개) 전략을, 다음으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변명하

기(excuse, 2개), 사과하기(full apology, 1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1개) 전략을,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6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5개), 환심사기(ingratiation, 1개), 변명

하기(excuse, 1개)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발견됐다. 또한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와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각각 5개,  사후(post crisis) 단계에서는 3개의 문장만

큼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넥센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부정하기

(denial)입장을 강하게 제시한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넥센은 나중에 심판에게 금전을 준 것이 사실로 확인돼 언론을 통해 사과

하게 되는데, 이는 위기발생(break out)단계부터 언론에 투명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하는 선택을 취한 두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패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변명하기(excuse)와 사

과하기(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전략을 약하게 선택했

는데 이는 사후(post crisis)단계로 가기 전까지 시간벌기 목적으로 임기응

변식 대응을 한 것으로 유추된다.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 넥센은 수용

적(accommodative) 전략을 강하게 선택한 것이 발견됐다. 이 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로 강하게 입장을 어

필하면서 두산과 마찬가지로 환심사기(ingratiation)와 변명하기(excuse)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

로 발견됐는데 이는 홍보담당자가 언론사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추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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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삼성 라이온즈의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패턴

<그림 14>를 통해 삼성라이온즈의 패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 3개) 전략을, 다음으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2개), 부정

하기(denial, 1개) 전략을,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3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1개)를 선택한 것으로 발견됐

다. 또한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서만 총 3개의 문장이 확인됐다.



- 91 -

삼성라이온즈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방어적(defensive)인 

전략인 부정하기(denial)를 선택한 것은 앞서 두산과는 상반되며 넥센과는 

유사한 패턴으로 추측된다.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삼성은 시정조

치(corrective action)와 부정하기(denial)가 각각 2개와 1개로 적게 발견

됐는데, 이는 삼성이 중간단계에서 언론사의 취재에 최대한 말을 아낀 자

세를 취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기사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 삼성은 사과하기(full apology)와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를 각각 3개와 1개의 문장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앞서 

두산과 넥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길이의 사과문을 발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

계에서만 발견됐고 개수도 3개로 많지 않았다. 이는 삼성이 전 단계에 걸

쳐 최소한으로 필요한 답변만을 진행하면서,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대응했

던 것임을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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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IA타이거즈의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패턴

<그림 15>를 통해 KIA 타이거즈의 패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

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 2개) 전략을, 위기상황

(crisis event)단계에서는 변명하기(excuse, 9개), 사과하기(full apology, 

8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2개), 정당화(justification, 1개) 전략

을,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 5개),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2개)를 선택한 것이 발견됐다. 또한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무려 17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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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KIA는 2개의 부정하기(denial) 전략

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앞서 두산과는 상반되며 넥센 및 삼성과는 유사한 

전략선택 패턴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

에서 KIA는 총 20개의 전략적 문장과 17개의 불필요한 노출

(unintentional exposure)이 발견됐다. 한마디로 매우 많은 양의 멘트를 언

론에 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KIA는 사과하기

(full apology, 8개)와 변명하기(excuse, 9개)를 강하게 채택하는 모습을 

통해 수용적(accommodative)인 전략과 방어적(defensive)인 입장을 동시

에 언론에 제시하는 등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

로 추리된다.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사과하기(full apology)와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로 앞서 삼성과 같은 수용적(accommodative)입장

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총 7개의 문장으로 삼성(5개)보다는 길었으나 

넥센(13개)보다는 적었고, 두산(8개)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

타났다.

(3) 효과성 분석

본 연구는 앞의 연구과정에서 분석한 각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패턴에 대해 기사수와 댓글수를 척도로 효과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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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두산베어스 관련기사의 댓글수 및 기사수

<그림 16>을 살펴보면, 두산베어스의 경우 위기발생(break out) 단

계에서는 4,768개의 댓글과 11개의 기사가 나왔고,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12,789개의 댓글과 126개의 기사를 기록했으며, 사후

(post crisis)단계에서는 1,567개의 댓글과 31개의 기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를 살펴보면 4,768개의 댓글은 4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수치고, 기사수 11개는 넥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

치로 KIA와는 기사수가 같았다. 특히 동일한 기사수를 보인 KIA가 1,418

개의 댓글이 달린 것과 비교하면 3.6배나 많은 무려 3,350개의 댓글을 가

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산의 경우는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

는 것을 솔직하게 언론에 인정했으나, 많은 댓글로 이어졌기 때문에 위기

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대응을 했던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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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특이한 점은 기사수가 126개

로 4개 구단 중 가장 많이 발견된 부분이다. KIA(30개), 넥센(6개), 삼성

(1개) 등 나머지 구단과 비교했을 때 두산은 지나치게 많은 기사가 이 단

계에서 확인됐고, 무려 12,789개의 댓글이 발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심판에게 돈을 준 당사자인 김승영 사장이 사퇴를 밝히며, 사건

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이러한 두산의 입장이 언론과 

팬들의 높은 관심을 끌면서 많은 기사와 댓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두산베어스는 다음단계인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댓글수

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장의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처음에는 팬들의 큰 관심과 비판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구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실제 사후(post crisis) 단계에서 두산베어스의 기사수는 31

개로 넥센(28개), 삼성(29개)과 비슷한 수였으나 댓글수는 이들 구단보다 

확연히 적은 1,567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와 사후(post crisis)단계의 댓글 

및 기사를 합한 수치를 보면 두산은 4개 구단 중 기사수(157개)로는 가장 

많았고, 댓글수(14,356개)는 KIA(20,700개)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할 만

큼 많은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장의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두산의 전략 선택이 과연 효과적인 대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

지게 된다. 

종합하면, 두산의 전략선택은 실제 사장의 사퇴가 구단의 잘못을 스

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언론 및 팬들로 하여금 ‘두산베어스가 

정말 나쁜 잘못을 저질렀나 보구나’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 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일단 사건당시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확실

하게 사과를 하고, 몇 달 뒤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된 후 정기인사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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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서 CEO의 교체를 진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전략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림 17. 넥센히어로즈 관련기사의 댓글수 및 기사수

<그림 17>을 살펴보면, 넥센히어로즈는 위기발생(break out) 단계

에서는 3,444개의 댓글과 14개의 기사가 나왔고,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서는 993개의 댓글과 6개의 기사를 기록했으며, 사후(post crisis)

단계에서는 2,286개의 댓글과 28개의 기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발생(break out) 단계를 살펴보면, 14개의 기사수는 두산(11

개), KIA(11개)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치는 아니었으나 4개 구단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3,444개의 댓글수는 두산(4,768개)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수치로 확인됐다. 이는 넥센이 내세운 부정하기(denial)와 변명

하기(excuse)전략이 언론과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가져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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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의 댓글수(993개) 및 기사

수(6개)는 두산과 KIA에 비해서는 크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계

에서 넥센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넥센

은 이 단계에서 '운영팀 직원의 실수‘라는 변명하기(excuse)와 잘못된 부

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

록 하겠다는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등 3개의 전략을 4개의 짧은 문

장으로 답변했고, 5개의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대응은  홍보담당자가 비록 임기응변식이지만 

매우 노련하게 언론대응을 한 것으로 추리되는 부분이다.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 발생한 2,286개의 댓글은 두산(1,567개) 

보다는 많지만, KIA(9,527개)나 삼성(6,858)보다는 적은 수치였고, 28개

의 기사수 역시 KIA(56개)보다 적고 두산(31개)과 삼성(29개)과는 비슷

한 수치였다. 이를 통해 사후(post crisis)단계 역시 넥센이 비교적 효과적

인 대응을 했다고 추론되는 부분이다. 또한 넥센은 이전 단계들까지 짧은 

멘트를 했던 것과 달리,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16개의 많은 문장으

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넥센이 사과하기(full apology)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등의 전략이 포함된 사과문을 여러 문장으로 

길고 자세하게 썼고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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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삼성라이온즈 관련기사의 댓글수 및 기사수

<그림 18>을 살펴보면, 삼성라이온즈는 위기발생(break out) 단계

에서는 980개의 댓글과 2개의 기사가 확인됐고,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서는 10개의 댓글과 1개의 기사를 기록했으며, 사후(post crisis)단

계에서는 6,858개의 댓글과 29개의 기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와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

서 기사수가 2개와 1개만 나왔을 정도로, 중간단계까지는 기사화를 최소한

으로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추리된다. 하지만 위기발생

(break out) 단계에서 2개의 기사에 98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부분을 

통해 삼성이 기사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으로 했으나, 이에 비해 댓글에 대

한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삼성은 사후(post crisis)단계에 29개의 기사수로 두산(31개), 넥센

(28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댓글수는 6,858개를 기록해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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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의 두산(1,567개), 넥센(2,286개)보다 월등하게 많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를 통해 기사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했으나, 역시 위기발

생(break out)단계에서처럼 댓글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사수 측면에서는 다른 3개 구단과 비교해 월등

하게 적었고, 이를 통해 삼성이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선택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림 19. KIA타이거즈 관련기사의 댓글수 및 기사수

<그림 19>를 살펴보면, KIA타이거즈는 위기발생(break out) 단계

에서는 1,418개의 댓글과 11개의 기사가 발견됐고,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11,173개의 댓글과 30개의 기사를 기록했으며, 사후

(post crisis)단계에서는 9,527개의 댓글과 56개의 기사가 확인됐다.

KIA는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 11개의 기사수로 넥센(14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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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11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댓글수는 삼성(980개) 보다는 많

았지만 두산(4,768개)과 넥센(3,444개)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KIA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위기상황(crisis event)과 사후

(post crisis)단계에 많은 댓글이 발견된 부분이다. 특히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서 30개의 기사에 무려 댓글이 11,173개가 달렸고, 사후

(post crisis)단계에는 4개 구단 중 가장 많은 56개의 기사에 무려 9,527

개의 댓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KIA는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언론에 너무 많은 멘트를 했고 이

점이 많은 기사와 댓글의 발생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리된다. 실제 KIA

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무려 38개의 입장이 기사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2>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이 4개 구단의 댓글수와 기사수의 

총합을 제시했다. 효과성의 기준을 댓글수와 기사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했

을 때, 넥센과 삼성이 효과적인 대응을, 두산과 KIA가 상대적으로 효과적

이지 못했던 언론 대응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구단명 댓글수(개) 기사수(개)

두산 19,124 168

넥센 6,723 48

삼성 7,843 32

KIA 22,118 97

표 22. 댓글수와 기사수 총합



- 101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승부조작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2017년 발생한 ‘프로야

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에서 4개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패턴

과 효과성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발

견했다.

우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결과와 상

반되거나 부합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Coombs (1995)는 위반(transgression)의 위기유형에서 해당조직이 잘못

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며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죄

(mortification) 전략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과거에 긍정적 이력

을 가진 조직은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만약 피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정당화(justification)전략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례는 

Coombs(1995)의 위반(transgression)과 유사한 위기유형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경우 Coombs (1995)는 사죄(mortification) 전략, 즉 본 연구의 사

과하기(full apology)와 비슷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본 연구

결과 이는 어떤 위기진행 단계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

으로 대응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4개 

구단 모두 마지막 사후단계(post)에서 사과하기(full apology) 전략을 사용

했으나 두산과 넥센은 효과적이었던 반면, 삼성과 KIA는 효과적이지 못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은 사과하기(full apology)를 3개 문장으로 사용

하면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2개, 환심사기(ingratiation) 2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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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변명하기(excuse) 등 4개의 전략을 사후단계(post)에서 선택했고, 

넥센 역시 사과하기(full apology) 6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5개 

문장으로 많이 사용했고, 환심사기(ingratiation)와 부정하기(denial)를 1개

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오히려 사후단계(post)에서 효과적

이지 못했던 삼성과 KIA는 Coombs (1995)의 주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

죄하기(mortification)에 집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oombs (1995)의 사

죄하기(mortification)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으로 구분한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를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은 

사후단계(post)에서 3개의 사과(full apology) 전략과 1개의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전략을, KIA는 5개의 사과(full apology) 전략과 2개

의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Coombs (1995)의 주장처럼 사죄하기(mortification)에 집중했으나, 다른 

2개 구단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한 위기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 

또한 Coombs (1995)는 긍정적 과거 이력을 가진 조직은 위반행위

(transgression) 상황에서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부분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프로스포츠구단은 팬들에

게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는 성향이 높은 조직(Storm & Wagner, 2015)

임을 감안할 때, Coombs(1995)가 말한 긍정적 이력을 가진 조직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후단계

(post)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된 두산과 넥센이 각

각 1개씩의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을 사용한 반면,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난 삼성과 KIA는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을 활

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두산 베어스는 팬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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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적인 응원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안승호, 2017), “우리 넥센은 

KBO리그의 한 식구로 인정받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고 있는 짧은 연륜의 구단입니다.”

(나유리, 2017)라고 2개 구단이 사후단계(post)에서 발표한 환심사기

(ingratiation) 전략은 Coombs (1995)의 주장처럼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

션 전략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위기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거나 상반된 부분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이라는 ‘조직의 위기대응 방식’에 

집중한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위기에 집중한 연구는 그동안 빈

번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조직의 대응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상황에서의 조직의 대

응전략을 다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웹 스크래핑, 머신러닝 알고리

즘 등 그동안 체육학 분야 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최신 빅데이터 분

석 연구기법을 적용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빅

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방법들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방법 측면에서 더욱 진일보안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이밖에, 본 연구는 대부분의 스포츠관련 조직들이 위기커뮤니케이션 

대응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프로스포츠구단

의 최신사례를 최신 연구방법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관련 조직에서 위기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

무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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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는 실제 프로스포츠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기커뮤

니케이션 전략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효과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패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7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에서 기사수를 줄이는데 효과

적이었던 전략 패턴은, 승부조작(심판 금전거래) 관련 사실이 외부에 공개

되기 전인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를 비롯한 방

어적(defensive) 전략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언

론대응을 최소화하고, 바로 사후(post crisis)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빠

른 시간에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와 같은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으로 대응하는 패턴이었다. 실제 본 연구사례

에서 삼성과 넥센이 이러한 전략 선택 패턴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고 기사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단이 자신의 잘못(심판 금전거래)을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 

선행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산베어스의 경우 위기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자신의 잘

못을 인정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언론의 관심을 유발해 가장 많은 

기사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언론에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구단의 입장을 밝힐 

때는 보다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단의 부

정적 사실에 관해 자칫 처음부터 언론에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경솔한 대응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사례에서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구단들이 심판에

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언론의 문의가 빗발치게 되는 이

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단이 절제된 메시지로 언론에 멘트를 적게 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판에게 해당구단에서 돈

을 줬다는 사실이 막 밝혀진 급박한 상황에서 각 구단의 멘트는 삼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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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9개, 두산 23개, KIA가 37개의 문장으로 확인됐고, 10개 이하의 문

장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던 삼성과 넥센이 댓글수 및 기사수가 적게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판에게 돈을 준 것이 처음 인정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는  사과하기(full apology) 전략이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두산과 

KIA는 각각 8개의 문장으로 사과하기(full apology) 전략을 선택했고, 삼

성은 2개, 넥센은 겨우 1개의 문장을 사과하기(full apology)로 선택해 언

론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과 넥센의 기사수 및 댓글이 상대적으

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해당구단이 심판에게 돈을 줬다는 것

이 드러난 상황에서, 잘못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사과 멘트를 많이 하는 것

은 오히려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추론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위기진행단계 중 구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언론에 발표하

는 마지막 사후단계(post)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

보다는 성의있게 10개 수준이나 그 이상의 문장으로 답변하는 것이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후단계(post)에서는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

와는 반대로 많은 문장으로 멘트를 한 구단들의 대응이 기사수와 댓글수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구단들이 위기상황에서 마지막

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때는 지나치게 짧은 멘트보다는 사과 

및 향후 개선하겠다는 구단의 의지를 성의있게 언론에 밝히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사과를 하려면 보

다 성의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밖에 전략적이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이더라도 뉴스가치가 떨어

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골라서 대응하는 형태와 같이 노련하게 응대하는 경

우에는 전략적 대응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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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넥센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했

다기 보다는, 언론사의 문의에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을 한 것으로 확

인됐는데, 전략적 대응을 한 삼성보다도 오히려 총 댓글수가 적었고, 기사

수도 매우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넥센은 구단의 전신인 현대 

유니콘스 때 부터 15년 이상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홍보팀

장으로서 당시 언론대응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KIA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했지만 구단에서 새로운 뉴스거리를 언론

에 계속 제공하는 식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를 통해 임기응변식 대응도 세부 방식에 따라 효과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밝히는 위기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위기발생

(break out) 및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통일된 문장으로 짧게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삼성은 위기발생

(break out) 및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각각 동일한 3개의 짧은 

메시지로 대응한 데 비해, KIA는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 무려 37

개의 문장이 조직의 입장으로 기사화 됐을 만큼 메시지가 통일되지 못한 

채 길게 나갔고, 많은 기사수와 댓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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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연구 1에서는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 분류체

계를 개발했다. 우선, 환경적/개인적위기(environmental/individual crisis), 

경기관련 위기(competition related crisis),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

(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의 3개로 대분류 했다. 다

음으로 총 13개의 세부 위기유형은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경기 외적 범죄

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운영 관련 이슈(operational 

issue),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주축선수

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issue), 경기관련 범죄행위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내부 불협화음(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저조한 실적(poor performance)으

로 구분했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승

부조작 관련해 네이버를 통해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은 총 46건으로 종목

별로는 야구 18건, 축구 18건, 농구 8건, 배구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들 46건의 사건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의 입장부분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구단’, ‘선수’, ‘팬’, ‘조사’, ‘사실’ 등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

터 탐색과정을 통해 ‘2017년 프로야구 4개 구단 심판금전거래 사건’을 세

부 연구대상사례로 선정했다. 해당사례는 동일종목(야구)의 프로구단에서 

발생한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각 구단이 서로 다른 전략적 언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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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

했다. 

해당사건에서 4개 구단의 입장을 시간의 흐름(X축) 및 위기커뮤니케

이션 전략(Y축)으로 구분해 매핑(mapping)한 결과 두산베어스는 전체적으

로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넥센과 KIA는 체계

적이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응을, 삼성은 체계적인 전략적 대응을 일관되게 

진행했던 것으로 추리할 수 있었다. 

또한 패턴도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4개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선택을 살펴보면, 두산은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 바로 사과(full 

apology)전략을,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 및 방어적(defensive) 전략을 병행했고,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사과(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중심

으로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서만 주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넥센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입장을, 위기

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임기응변식 행태로 변명(excuse), 사과(full 

apology),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선택했고, 사후(post crisis)단계

에서는 수용적(accommodative) 전략을 강하게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했으

며,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는 단계별로 계속 나왔던 것으

로 나타났다.

삼성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 전략을, 위

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와 부정하기

(denial)로 짧게 대응한 것으로, 사후(post crisis)단계는 사과(full 

apology)와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짧은 멘트로 대응한 것으로 확

인됐으며, 불필요한 멘트(unintentional exposure) 역시 위기상황(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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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단계에서만 적게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IA는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 전략으로 

짧게 대응했고,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20개의 많은 멘트를 언

론에 답변 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불필요한 멘트

(unintentional exposure)가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 무려 17개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패턴도출을 통해 나타난 4개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 선택의 효과성을 기사수와 댓글수를 척도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두산

은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언론에 솔직히 인

정했으나 이는 많은 댓글을 유발해 결과적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crisis event) 단계에 사장의 사퇴로 책임지는 모

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많은 관심과 비판으로 이어졌으나,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사수와 댓글수가 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

다. 

넥센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4개 구단 중 제일 많은 기사

수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댓글수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

정하기(denial)와 변명하기(excuse)전략이 팬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했고,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추리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

(crisis event)단계에서 댓글수 및 기사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련한 홍보담당자가 임기응변식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언론대응

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수용적

(accommodative) 전략을 강하게 사용했고, 효과적인 대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위기발생(break out) 단계 및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

서 멘트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답변했고,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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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는 적은 기사수에 비해 많은 

댓글이 달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후(post crisis)단계에도 역시 기

사수는 적게 나왔으나  많은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

은 기사수 측면에서 확연하게 적은 기사가 나오는 대응을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전략선택을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KIA는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는 기사수와 댓글수 모두 크게 

많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기상황(crisis event)과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KIA는 

위기상황(crisis event)과 사후(post crisis)단계에서 많은 멘트로 대응했

고, 이 부분이 많은 댓글 및 기사수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댓글수와 기사를 척도로 삼아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삼

성과 넥센은 효과적인 대응을, 두산과 KIA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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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논의

위기상황에서의 효과적 전략선택을 위해서는 발생한 위기에 대한 정

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연구 1을 통해 개발된 프로스포츠구

단에 특화된 위기유형 분류는 향후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와 관련해 학술

적·실무적으로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스포츠조

직의 위기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세부 조직의 특성 및 조직내 위기대응 주

체에 대한 구분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스포츠조직 중 프

로스포츠구단, 그리고 위기를 접하게 되는 주체를 ‘프로스포츠구단 임직원’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기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실무적 가치가 있다.

연구 2에서는 실제 사례분석을 진행했는데, 위기커뮤니케이션 분야

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치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온 부

분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위기커뮤

니케이션과 관련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죄(mortification) 전략

의 효과성을 주장한 Coombs(1995)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략의 

효과성은 위기진행 단계 및 대응 멘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긍정적 이력을 가진 조직은 자신들의 긍정적 

과거행위를 언급하는 식의 환심사기(ingratiation)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

다는 Coombs(1995)의 주장은 본 연구사례에서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실무적으로 연구 필요성이 높았

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분야인 ‘조직의 위기대응 방식’에 집중했

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 자체에 대해 다룬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에 집중한 연구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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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활용해 비정형데

이터 분석, 웹스크래핑,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

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스포츠경영학 및 체육학 분야에 

학술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구단 중 가장 경쟁력을 갖췄

다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단의 최신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스포츠조

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하나의 효과적 전략패턴 방식을 제시했다. 2017년 벌어진 프

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적은 기사수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 전략 패턴은, 구단이 부정적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

려지기 전인 위기발생(break out) 단계에서 부정하기(denial)와 같은 방어

적(defensive) 전략으로 대응하고, 연루사실이 확인된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멘트를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서 최대한 빨리 사후(post 

crisis)단계로 국면을 바꿀 수 있도록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등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당 사례에서 삼성과 넥센이 이와 같은 방식의 패턴으로 대응했고, 상대적

으로 적은 기사수를 가져왔다.

둘째,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패턴 방식도 제시했다. 심판 금전거래 사

건에서 두산의 경우를 통해 언론에 구단의 잘못된 부분을 한발 앞서 먼저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간단계인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최대한 적은 멘

트를 언론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섣부르게 사과

(full apology) 를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넷째, 해당사건과 관련해 구단의 입장을 마무리하는 사후단계(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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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앞선 단계와는 반대로 성의있게 여러 문장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넥센의 사례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임기응변식 대응이더라도 

매우 노련하게 할 경우에는 전략적 접근만큼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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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실제 현실에서는 조직이 가진 언론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

사를 막는 부분과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지만, 위기커뮤니케이션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연구

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구단이 승부조작이라는 위기상황에 관련

됐을 때 4개 구단의 대응방법에 대한 사례를 탐색하고 분석했는데, 데이터 

탐색의 대상을 국내사례로만 한정한 부분과 위기커뮤니케이션 대응전략의 

범위를 4개 구단 사례로만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연구의 범위를 

더 넓혀서 수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사점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직의 입장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하다보니 따옴표로 표기

된 부분으로 분석대상을 정한 점 역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건을 다룬 뉴스기사에서는 조직의 입장에 대해 따옴표로 확

실히 표기하지 않고 문장 속에 말로 풀어서 기사화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네 가지 형태의 따옴표로 공식 멘트를 표기한 부

분만을 분석한 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전략의 효과성 부분을 기사수와 댓글수만으로 일반화해 평가한 

부분 역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을 다룬 기사 및 이에 대한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효과성에 대한 척도로 삼았으나, 기사 및 댓글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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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해 연구범위를 보

다 확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된 뉴스를 모두 수집해 분석

하는 것을 비롯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설계를 활용해 보다 넓은 범

위의 데이터를 확보해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향후에는 승부조작 외에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설계 방법

을 발전시켜 위기유형을 확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자동화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조직의 입장을 따옴표로 한정한 점, 웹 스크래핑 과정에서 일부 자

동화하지 못한 접근법 등은 현재의 기술로는 연구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었

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

문에 연구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넷째, 최근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통해 고객의 감성을 분

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댓글의 톤(tone) 분석

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효과성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사수와 댓글

수의 합산을 통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Z스코어 같은 방식을 활용해 기사수와 댓글수를 통합해 적용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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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치명적 위기상황인 승부조작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

을 통해 위기상황시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

구1(위기유형분류)과 연구2(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 사례분석)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의 원인에 따라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경기외적인 요소가 강한 ‘환경적/개인적 위기

'(environmental/ individual crisis), (2) 프로스포츠구단의 핵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관련 위기(competition-related transgression),  그리고, 

(3) 구단의 경영관련 의사결정과 연관된 부분을 담고 있는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다. ‘환경적/개인적 

위기'(environmental/ individual crisis)에는 불가항력적 사건('Act of God' 

Event),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경기 외적 

범죄행위(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로 분류할 수 있다. '경기관련 위

기’(competition-related transgression)로는 경기운영 관련 이슈(operational 

issue),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주축선수의 

이탈(injuries & suspensions), 경기관련 위반행위(competition 

transgression), 팬 관련 이슈(fan involvement issue), 경기관련 범죄행위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단 조직운영 관

련 위기'(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로는 내부 불협화음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코칭스탭 계약이슈(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조직의 비행(organizational misdeeds), 저조한 실적

(poor performan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13개 위기유형 가운데 승부조작과 같은 경기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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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

략이 추가적인 언론보도나 인터넷댓글의 수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먼저, 승부조작(심판 금전거래) 관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위기발생

(break out) 단계에서는 부정하기(denial)를 비롯한 방어적(defensive) 전략

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언론대응을 최소화하며, 바

로 사후(post crisis)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사과하기(full 

apology) 및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와 같은 수용적(accommodative) 전

략을 사용한다. 위기발생(break out)단계에서 구단의 잘못된 행위(심판 금전

거래)를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언론의 또 다른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에

서 효과적이지 않다. 위기상황(crisis event)단계에서는 절제된 메시지로 멘

트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잘못된 행위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자

마자 바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전략이 사과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마지막 사후단계

(post)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10개 이상의 문장을 통해 사과 및 향후 개선

의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방법이 내포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시장의 대표 공급자 조직인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초점

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경기범죄행위 외

에 다른 위기유형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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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42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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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전문가 의견조사지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유목”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형에 

관한 유목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스포츠구단 위기 유

형 구분을 좀 더 타당하고 좋은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학 박사과정 양승혁 드림

※ 전문가 의견 작성 부분은 ‘4쪽’부터 시작됩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위기상황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프로스

포츠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연구문제

로 선정한 기본적 이유입니다. 

‘위기유형의 분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분야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생가능한 위기유형을 최대한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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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나열식으로 분류하는 연구방식이고, 두번째는 다양한 위기유형을 연구자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목을 구분해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두 번째 방식인 유목을 구분해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

다.

‘위기’의 개념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Coombs(2014)의 위기에 대한 정의

를 활용해 ‘프로스포츠구단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은 개발된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견조사지는 13개의 유형 

분류, 유형의 대분류 기준, 대분류 하위영역 구분, 종합 의견 등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총 네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개발된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이어서 네 개의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스포츠조직의 위기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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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위기유형 세부설명 실제사례 예시

환경적/개인적
위기

(environmental/ 
Individual crisis)

불가항력적 사건
('Act of God' Event)

불가항력인 상황에 의해 구단이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

자연재해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

(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사생활 문제
에 의해 발생되는 위기(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

선수들 
이성관련
부적절한 
행위

경기 외적 
범죄 행위

(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이 사생활 관련
된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돼 발생하는 위기

선수 
음주운전

경기관련 위기
(competition-
related crisis)

경기운영 관련 이슈
(operational issue)

운영상의 문제로 스포츠경기 관람에 영
향을 주게 되는 위기
(불가항력적 외부환경 이슈 때문이 아
닌 상황)

부실한 경기장
관리, 전광판 
조작오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Controversial

Statement/Act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경기관련 부적
절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발생되는 위기

SNS 메시지 
/세리머니 이슈

주축선수의 이탈
(injuries & 

suspensions) 

구단내 핵심 선수가 부상, 징계, 훈련거
부 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팀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기 

선수부상/
출전정지/
팀이탈

경기관련 
위반행위

(Competition
Transgression)

선수나 구단구성원이 경기와 관련해 공정
성을 위반해 발생하는 위기
(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의 범죄는 
아닌 경우)

선수금지약물 
복용/ 경기 중 

폭력행위

팬 관련 이슈
(fan involvement 
issue)

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팬들의 단체행동
이나 비판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팬들 구단
비판

단체행동  

경기관련 
범죄행위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경기와 관련해 선수나 구단 구성원이 범
죄행위를 저질러 체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돼 발생하는 위기

승부조작, 
경기관련
도박참여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

(organizational
Mismanagement
related crisis)

내부 불협화음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내부 불협화음 
발생으로 인한 위기

감독-단장/
감독-선수 
불화설

선수, 코칭스탭 계약이슈
(Player/Coach 

Management Issue)

선수나 코칭스탭의 계약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감독선임 및 
계약해지, 

선수트레이드

조직의 비행
(organizational 

misdeeds)

구단경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구단관련
횡령/배임

저조한 실적
(poor performance)

구단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성적부진, 
관중급감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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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4가지 항목에 전문가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1.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구분에서 아래와 같이 ‘13개의 위기유형’으

로 구분한 것(순서 무관)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위기유형

①
매우
타당

②
타당
한편

③
타당
하지
않음

④
전혀
타당
하지
않음

⑤ 기타 의견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

① 불가항력
   적 사건

불가항력인 상황에 의해 구단
이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

②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부적
절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발생
되는 위기

③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사생
활 문제에 의해 발생되는 위기
(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
의 범죄는 아닌 경우)

④ 경기 
   외적 
범죄행위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이 경기
외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
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돼 
발생하는 위기

⑤ 주축 선
수의 이탈

구단내 핵심 선수가 
부상, 징계, 훈련거부 등의 원
인으로 갑작스럽게 팀에서 이탈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기 

⑥ 팬  관련
   이슈

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팬들의 
단체행동이나 비판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⑦ 경기관련
위반 행위

선수나 구단구성원이 경기와 
관련해 공정성을 위반해 발생
하는 위기
(단, 즉시 체포나 구금될 정도
의 범죄는 아닌 경우)

⑧ 경기운영
   관련이슈

운영상의 문제로 스포츠경기 
관람에 영향을 주게 되는 위기
(불가항력적 외부환경 이슈 때
문이 아닌 상황)

⑨ 경기관련 
  범죄행위

경기와 관련해 선수나 구단 구
성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체
포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돼 
발생하는 위기

⑩ 내부
  불협화음

선수나 구단 구성원 등의 내부 
불협화음 발생으로 인한 위기

⑪ 선수,코칭
스탭 계약 이슈

선수나 코칭스탭의 계약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⑫ 조직의 
  비행

구단경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⑬ 저조한 
  실적

구단의 저조한 실적
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⑭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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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구분에서 설정된 ‘3개의 대분류’는 어느 정

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대분류

①

매우

타당

②

타당

한편

③

타당

하지

않음

④

전혀

타당

하지

않음

⑤ 기타 의견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

① 환경적/개인적 

   위기

② 경기관련 위기

③ 구단 조직운영 

   관련 위기

④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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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대분류의 하위영역으로 위기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대분류 위기유형

①

매우

타당

②

타당

한편

③

타당

하지

않음

④

전혀

타당

하지

않음

⑤ 이런 구분에 

대한 의견을 써 주십시오.

1)

환경적/

개인적 

위기

① 불가항력적 사건

②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

③ 개인 사생활 위반행위

④ 경기 외적인 범죄행위

2)

경기

관련

위기

⑤ 주축 선수의 이탈

⑥ 팬 관련 이슈

⑦ 경기관련 위반 행위

⑧ 경기운영 관련 이슈

⑨ 경기관련 범죄행위

3) 

구단

조직

운영 

관련 

위기

⑩ 내부 불협화음

⑪ 선수, 코칭스탭 

   계약 이슈

⑫ 조직의 비행

⑬ 저조한 실적



- 136 -

4.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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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기사 URL 넣었을 때 네가지 따옴표 부분 웹 스크래핑 코드 

# Excel 파일에 전체 URL 저장

import pandas as pd

file = 'url_20180103.xlsx'

excel_data = pd.ExcelFile(file)

print(excel_data.sheet_names)

excel_sheet = excel_data.parse('url')

excel_sheet

urls = excel_sheet['url']

type(urls)

urls = list(urls)

type(urls)

len(urls)

urls[0]

# url 웹페이지 오픈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bs4

import re

url = urls[250]

webpage = urlopen(url)

source = BeautifulSoup(webpage, 'html.parser')

news = source.find('div', {'id' : 'newsEndContents'})

sentence = news.get_text()

print(url)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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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류 따옴표 구분

quote_sentences = []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quote_sentences

len(quote_sentences)

# 전체 URL 돌면서 한번에 담기

import pandas as pd

file = 'url_20180103.xlsx'

excel_data = pd.ExcelFile(file)

excel_sheet = excel_data.parse('url')

urls = excel_sheet['url']

urls = list(urls)

len(urls)

# 전체 URL 중 따옴표 부분 문장 텍스트 파일에 저장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bs4

import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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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_sentences = []

for article_index in range(len(urls)):

    url = urls[article_index]

    webpage = urlopen(url)

    source = BeautifulSoup(webpage, 'html.parser')

    news = source.find('div', {'id' : 'newsEndContents'})

    if news == None:

        news = source.find('div', {'id' : 'articleBodyContents'})

        if news == None:

            news = source.find('div', {'id' : 'articeBody'})

    

   # 네 종류 따옴표부분 담기

    print(url)

    sentence = news.get_text()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len(quote_sentences)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bs4

import re

import pandas as pd

file = 'url_201801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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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파일을 열어 데이터 로딩

excel_data = pd.ExcelFile(file)

excel_sheet = excel_data.parse('url')

urls = list(excel_sheet['url'])

quote_sentences = []

for article_index in range(len(urls)):

    

    # URL에 접근하여 웹사이트 소스 파싱

    url = urls[article_index]

    webpage = urlopen(url)

    source = BeautifulSoup(webpage, 'html.parser')

    news = source.find('div', {'id' : 'newsEndContents'})

    if news == None:

        news = source.find('div', {'id' : 'articleBodyContents'})

        if news == None:

            news = source.find('div', {'id' : 'articeBody'})

    

    # 기사원문을 plain text 로 변환(태그 제거)

    sentence = news.get_text()

# 따옴표 유형별로 정규표현식을 통해 quote_sentences 리스트에 담음.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match = re.findall(r"(\'[ \s\Wa-zA-z0-9가-힣]*?\')", sentence)

    for quote_index in range(len(match)):

        quote_sentences.append(match[quote_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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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을 열고 각 문장을 ", " 로 구분하여 담고 저장

f = open("quote_sentences.txt", 'w', encoding="utf-8")

for sentence in quote_sentences:

    f.write(sentence)

    f.write(", ")

f.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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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어미, 조사, 구두점  및 불용어 제거 파이썬(python) 코딩

# konlpy 불러오기

from konlpy.tag import Twitter

# Twitter 라이브러리 테스트

twitter = Twitter()

malist = twitter.pos("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norm=True, stem=True)

print(malist)

# 텍스트줄바꿈 정리 

try: 

    with open('input_text.txt', mode='r', encoding='utf-8') as input_file:

        raw_input = ', '.join([line.rstrip('\n') for line in input_file])

except:

    with open('input_text.txt', mode='r') as input_file:

        raw_input = ', '.join([line.rstrip('\n') for line in input_file])

print(len(raw_input))

print()

print(raw_input)

# 품사 태깅(tagging) 및 정규화(nomalization)

raw_pos_tagged = twitter.pos(raw_input, norm=True, stem=True)

raw_pos_tagged

word_cleaned = []

for word in raw_pos_tagged:

    if not word[1] in ["Josa", "Eomi", "Punctuation"]:

        word_cleaned.append(word[0])

word_clea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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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어 제거

import pandas as pd

del_word_raw = pd.read_excel('delete_this_words.xlsx', header=None)

del_word_raw

del_word_raw = list(del_word_raw[0])

del_word_raw

del_word_complete = []

for del_word in del_word_raw:

    del_word_complete.append(eval(del_word[ : del_word.index(')')+1 ]))

del_word_complete

del_word_complete = dict(del_word_complete)

del_keys = del_word_complete.keys()

del_keys

for del_word in del_keys:

    try:

        del word_dic[del_word]

        print("Deleted word : {}".format(del_word))

    except:

        pass

word_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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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주요어 빈도분석 100개 파이썬(python) 코딩

# 단어 빈도 상위 100개 보여주기

df_word = pd.DataFrame()

df_word['Word'] = word_dic.keys()

df_word['Count'] = word_dic.values()

pd.set_option('display.max_columns', None)

pd.set_option('display.max_rows', None)

df_word.sort_values(by='Count', ascending=False).head(100) 



- 145 -

[부록5].워드클라우드 작업 코딩

# 워드클라우드 패키지 불러오기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matplotlib inline

from wordcloud import WordCloud

# 워드클라우드 색상 및 규격 지정

import random

def grey_color_func(word, font_size, position, orientation, 

random_state=None, **kwargs):

    return "hsl(0, 0%%, %d%%)"%random.randint(60, 100)

word_cloud = 

WordCloud(font_path="C:/Windows/Fonts/NanumSquareB.ttf", 

                       width=2000, height=1000, 

                      ).generate_from_frequencies(word_dic)

plt.figure(figsize=(10,10))

pl t. imshow(word_cloud.recolor (col or_func=grey_color_func, 

random_state=3), interpolation='bilinear')

plt.axis("off")

plt.tight_layout(pad=0)

plt.show()

word_cloud.to_file("word_cloud_4 (black & gre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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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1]. 베이지안필터 작업 코딩(쿠지라 (2017)의 코드)

# 쿠지라 (2017)의 코드 적용함

import math, sys

from konlpy.tag import Twitter

# 베이지안필터 구성

class BayesianFilter:

    def __init__(self):

        self.words = set() # 출현한 전체 단어를 기록 (중복 제거)

        self.word_dict = {} # 카테고리마다 특정 단어 출현 횟수 기록

        self.category_dict = {} # 특정 카테고리 출현 횟수 기록

        

    # 형태소 분석 & 품사 전처리 (어미/조사/구두점 제거)

    def split(self, text):

        results = []

        twitter = Twitter()

        # 단어의 기본형 사용

        malist = twitter.pos(text, norm=True, stem=True) 

        for word in malist: # word == (단어, 품사)

            # 어미/조사/구두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

            if not word[1] in ["Josa", "Eomi", "Punctuation"]:

                results.append(word[0])

        return results # 어미/조사/구두점을 제외한 단어들의 리스트

    

    # 단어와 카테고리의 출현 횟수 세기

    def inc_word(self, word, category):

        if not category in self.word_dict: 

            self.word_dict[category] = {}

        if not word in self.word_dict[category]:

            self.word_dict[category][word] = 0 

        self.word_dict[category][word] += 1

        self.words.add(word)

        

    # 카테고리 자체 출현 횟수세기.

    def inc_category(self, category):

        if not category in self.category_dict:

            self.category_dict[category] = 0            

        self.category_dict[categor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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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내부 단어 출현 횟수 세기

    def get_word_count(self, word, category):

        if word in self.word_dict[category]:

            return self.word_dict[category][word]

        else:

            return 0

        

    # 카테고리 자체 출현 횟수 빈도 계산

    def category_prob(self, category):

#      #전체 카테고리 출현 횟수 총합

        sum_categories = sum(self.category_dict.values()) 

        #특정 카테고리의 출현횟수 

        category_current = self.category_dict[category]

        return category_current / sum_categories

    

    # 카테고리 내부 단어 출현 비율 계산

    def word_prob(self, word, category):

        # word_dict에 없는 단어일 경우 카테고리의 확률 0 되는 부분 방지

        n_word = self.get_word_count(word, category) + 1 

        n_total = sum(self.word_dict[category].values()) + len(self.words)

        return n_word / n_total

    

    # 텍스트 필터에 학습시키기 

    # 텍스트를 형태소로 분할해, 카테고리와 단어 연결해 출현 횟수를 세어 저장.

    def fit(self, text, category):

        word_list = self.split(text) 

        for word in word_list: 

            self.inc_word(word, category)

        self.inc_category(category)

    

    # 단어 리스트에 점수 매기기

    def score(self, words, category):

        score = math.log(self.category_prob(category))

        for word in words:

            score += math.log(self.word_prob(word, category))

        retur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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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하기 

    def predict(self, text):

        best_category = None

        max_score = -sys.maxsize

        words = self.split(text)

        score_list = [] 

        for category in self.category_dict.keys():

            score = self.score(words, category)

            score_list.append((category, score))

            if score > max_score:

                max_score = score

                best_category = category 

        return best_category, score_list

# 클래스 객체 생성

bf = BayesianFilter()

# 텍스트 학습시키기

bf.fit('파격 세일 - 오늘까지만 30% 할인', '광고')

bf.fit('쿠폰 선물 & 무료 배송', '광고')

bf.fit('현대계 백화점 세일', '광고')

bf.fit('봄과 함께 찾아온 따뜻한 신제품 소식', '광고')

bf.fit('인기 제품 기간 한정 세일', '광고')

bf.fit('오늘 일정 확인', '중요')

bf.fit('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중요')

bf.fit('계약 잘 부탁드립니다', '중요')

bf.fit('회의 일정이 등록되었습니다.', '중요')

bf.fit('오늘 일정이 없습니다.', '중요')

# 예측하기

pre, scorelist = bf.predict('재고 정리 할인, 무료 배송')

print('결과 = ', pre)

print(scor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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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2]. 베이지안필터 작업 코딩(8개의 전략 카테고리 구분)

# 여기부터 8개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8개 카테고리 구분위해 개발된 코드임.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

df = pd.read_excel("data_bayesian.xlsx", sheet_name=0, header=None, encoding='utf-8')

df.head()

df_contents = []

df_category = []

num_category = []

for index, row in df.iterrows():

    

    if len(row[1]) > row[1].index(')') + 3:

        # 가장 첫번째 카테고리

        df_contents.append(row[0])

        df_category.append(row[1][ : row[1].index(')')+1])

    

        current_category = row[1][ row[1].index(')')+2 : ]

        # 카테고리가 3개인 경우

        if len(current_category) > current_category.index(')') + 3:

            df_contents.append(row[0])

               df_category.append(current_category[ : current_category.index(')')+1])

            df_contents.append(row[0])

               df_category.append(current_category[ current_category.index(')')+2 : ])

        # 카테고리가 2개인 경우

        else:

            df_contents.append(row[0])

            df_category.append(row[1][ row[1].index(')')+2 : ])

        # 카테고리가 1개인 경우

        else:

            df_contents.append(row[0])

            df_category.append(row[1]

df_new = pd.DataFrame({0 : df_contents, 1 : df_category}, columns=[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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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_new.head()

bf = BayesianFilter()

for index, row in df_new.iterrows():

    bf.fit(row[0], row[1])

# 예측된 결과 예시 출력

pre, scorelist = bf.predict('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print('결과 = ', pre)

print(scorelist)

# 예측된 결과 예시 출력

pre, scorelist = bf.predict('구단 직원 2명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print('결과 = ', pre)

print(scorelist)

df_test = pd.read_excel("data_bayesian.xlsx", sheet_name=1, 

header=None, encoding='utf-8')

df_test.head()

num = []

df_contents = []

predicted = []

predicted_top = []

predicted_three = []

for index, row in df_test.iterrows():

    num.append(index+1)

    df_contents.append(row[0])

    num_category = row[0].count(',') + 1

    

    pre, scorelist = bf.predict(row[0]) 

    predicted_top.append(pre) 

    sorted_by_score = sorted(scorelist, key=lambda tup: tup[1],

reverse=True)

    predicted_three.append(', '.join([sorted_by_score[0][0],

sorted_by_score[1][0], sorted_by_score[2][0]])) # Top-3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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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 = []
    for index in range(num_category):
        temp.append(sorted_by_score[index][0])
    predicted.append(' '.join(temp))

df_new_1 = pd.DataFrame({'Num' : num, 'Sentence' : df_contents,
'Predicted' : predicted},

                      columns=['Num', 'Sentence', 'Predicted'])

df_new_1.head(3)

df_new_2 = pd.DataFrame({'Num' : num,
                         'Sentence' : df_contents, 
                         'Predicted' : predicted,
                         'Predicted_Top' : predicted_top,
                         'Predicted_Top3' : predicted_three
                        },
                        columns=['Num', 'Sentence', 'Predicted', 
'Predicted_Top', 'Predicted_Top3'])

df_new_2.head()

# 엑셀 파일로 결과물 저장
writer = pd.ExcelWriter('bayesian_result.xlsx', engine='xlsxwriter')
workbook  = writer.book
header_format = workbook.add_format({
    'bold': True,
    'text_wrap': False,
    'valign': 'top',
    'align': 'center',
    'border': 0})
df_new_1.to_excel(writer, sheet_name='Predicted', startrow=1,
encoding='utf-8', header=False, index=None)

worksheet = writer.sheets['Predicted']
for col_num, value in enumerate(df_new_1.columns.values):
    worksheet.write(0, col_num, value, header_format)

df_new_2.to_excel(writer, sheet_name='Top & Top3', startrow=1,
encoding='utf-8', header=False, index=None)

worksheet = writer.sheets['Top & Top3']
for col_num, value in enumerate(df_new_2.columns.values):
    worksheet.write(0, col_num, value, header_format)

writer.save()

df_test = pd.read_excel("bayesian_result.xlsx", encoding='utf-8')
df_tes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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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1st century, the sport sector has become industrialized, its 

size has grown, and the media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due to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This external change has created a new 

challenge for professional sport clubs to have a lot of negative articles about 

the clubs than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EOs and management of the sports club should communicate with the 

media when a serious crisis situation occur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 Ⅰ was sele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crises that can occur in 

professional sport clubs, and the research question Ⅱ was developed to 

identify effectiv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when a match fixing event 

occurs in professional sport clubs. 

The Study Ⅰ developed a classification of crisis types that can occur 

in sport clubs using multi-grounded theory. The research process proceeded 

in the order of data collection through document analysis, inductiv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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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refinement of existing research, and pattern coding.

As a result of the study Ⅰ, thirteen types of crisis for professional 

sport clubs were extracted from the study. The thirteen types are ‘Act of 

God’ events, personal lifestyle transgression, ex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game operation issues, controversial statement/ action, player injuries & 

suspensions, competition transgression, misleading internal information, 

player/coach management issue, organizational misdeeds, and poor 

performance.

Next, in the study Ⅱ, the data were firstly explored on crises 

involving match fixing, which were included in internal criminal transgression 

activities among the crisis types classified in the study Ⅰ.

In detail, the Python programming language was used in the 

automated method to collect the data of the professional sport club that 

expressed their position in the press articles during the match-fixing and 

match-rigging crisis. The condition of the article was based on Inlink-based 

articles providing Naver news URL on the portal site. The club’s position is 

reflected in four types of quotes (“ ”, " ", ‘ ’, ' '). The actual coverage of 

the articles ranged from March 17, 2005 to September 1, 2017. 

Twenty-three search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collected articles and 

the web addresses (URL) of 767 articles meeting the research conditions. 

Next, Python was used to collect four types of quote text part in the text 

of the article with web scraping. 

Preprocessing of collected text data along with manual and 

automatedly, and a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 were performed utilizing 

Python. Through this processing, the top 100 words that appeared most 

often in the professional sport club's position during match fixing crises 

were extracted and the word cloud was created and visualiz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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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analysis result. 

As a result of the data search, a total of 46 cases related to 

manipulation of sport games were confirmed in Korea. 18 cases of baseball, 

18 cases of soccer, 8 cases of basketball, and 2 cases of volleyball were 

revealed. In addition,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words of sports clubs 

expressing their opinions to the media were ‘club’ 1104 times, followed by 

‘players’(700 times), ‘fans’(659 times), ‘investigation’(500 times), 

‘facts’(429 times), and ‘everyone’(408 times). 

Through the data search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a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analysis on a total of 1,365 sentences in 321 

articles on the professional baseball umpire money transaction scandal in 

July 2017. To that end, the four Korean baseball clubs(Doosan Bears, Nexen 

Heroes, Samsung Lions, Kia Tigers) separated into each sentences and 

divided 1,165 sentences into eight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The 

researcher added a new crisis, ‘unintentional exposure’ to the seven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categories classified by Coombs (1998). Secondly, 

Python was used to develop a bayesian filter amo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Next, sentences classified into 8 categories by each clubs were 

grouped by time zone, and they were visualized by graph mapping in the 

second and fourth quadrants of the X and Y ax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oosan Bears followed various strategies over all stages, Nexen and Kia 

took ad hoc response, and Samsung consistently conducted systematic 

strategic responses. 

In the next step, the X-axis and the Y-axis are further subdivided 

by applying the visualization method of the mapping step, which was 

performed in the previous step, except for the articles repeated in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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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n the X-axis, the crisis situation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crisis which are break out, crisis event, and post-crisis according to crisis 

progression. The Y-axis is classified into 7-point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unintentional exposure’ is separately visualized on the 

Y-axis. Through this process the pattern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of four baseball clubs in Korea is extracted. 

The results of the pattern analyses indicate that, Doosan used full 

apology strategy at the stage of break out, while accommodative and 

defensive strategy are used during crisis event stage, and the latter phase, 

ingratiation strategy is used with full apology and corrective action, and 

‘unintentional exposure’ was only used at the crisis event stage. 

Nexen chose to deny the crisis at the break out stage, and at the 

post crisis stage, it was confirmed to have strongly embraced the 

accommodative strategy.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the unintentional 

exposure continued step by step. Samsung responded with denial strategy at 

the break out stage, denial and corrective action at the crisis event and a 

short response with full apology and corrective action at the time of the 

post crisis stage. It was shown that unintentional exposures were also used 

only in crisis break out stage. KIA responded briefly with the denial 

strategy at the break out stage, and at the crisis event stage, 20 responses 

were used. The club used accommodative strategies at the post crisis stage, 

and unintentional exposures appeared 17 times during the crisis event. 

In the final stage of the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c 

choice pattern was analyzed, using the number of news articles and on-line 

replies as a measure. The results showed that Samsung and Nexen made 

effective responses, while Doosan's and KIA's responses are relatively 

in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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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ides variou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of all, it is worthwhile to review the content of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Also, the study has focused on the 

crisis management methods of sport clubs that were lacking in the existing 

literature despite the high research needs, utilizing the latest big data 

analysis research techniques such as unstructured data analysis, web 

scraping,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Moreover, it presents 

differentiated crisis communication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in actual 

crisis management situations.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other types of crises and sport organizations

Key Words : Sport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Sport Crisis Management,

             Sport Crisis Type, Professional Sport Team Crisis Management,

             Big Data Analysis, Match Fixing

Student Number : 2012-3041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관람스포츠 공급자로서의 프로스포츠구단
	2. 위기의 개념
	1) 위기의 정의
	2) 프로스포츠에서의 스캔들

	3. 위기의 유형
	1) 위기유형 분류
	2) 프로스포츠에서의 위기유형 분류

	4.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1) 초기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2) Benoit의 이미지회복 전략 
	3) Coombs의 SCCT  
	4)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5. 기타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들

	III. 연구 1: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1) 연구의 전제
	2)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3. 연구결과
	4. 논의

	Ⅳ. 연구 2 :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1) 데이터수집
	2) 데이터전처리
	3) 데이터탐색
	4) 데이터분석

	3. 연구결과
	1) 국내 프로스포츠구단 승부조작 사건 기사검색 결과
	2) 구단 입장에 반영된 주요어 분석
	3)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사건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1)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mapping 분석
	(2)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패턴 분석
	(3) 효과성 분석


	4. 논의

	Ⅳ. 종합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종합논의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4.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13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8
 1. 관람스포츠 공급자로서의 프로스포츠구단 8
 2. 위기의 개념 10
  1) 위기의 정의 10
  2) 프로스포츠에서의 스캔들 11
 3. 위기의 유형 13
  1) 위기유형 분류 13
  2) 프로스포츠에서의 위기유형 분류 18
 4.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23
  1) 초기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23
  2) Benoit의 이미지회복 전략  24
  3) Coombs의 SCCT   28
  4)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35
 5. 기타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들 40
III. 연구 1: 프로스포츠구단의 위기유형 분류 42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42
 2. 연구방법 43
  1) 연구의 전제 43
  2) 위기유형 분류체계 개발 43
 3. 연구결과 46
 4. 논의 52
Ⅳ. 연구 2 : 프로스포츠구단의 효과적 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 55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5
 2. 연구방법 57
  1) 데이터수집 57
  2) 데이터전처리 61
  3) 데이터탐색 65
  4) 데이터분석 66
 3. 연구결과 77
  1) 국내 프로스포츠구단 승부조작 사건 기사검색 결과 77
  2) 구단 입장에 반영된 주요어 분석 79
  3) 프로야구 심판 금전거래사건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82
   (1)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선택 mapping 분석 82
   (2)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패턴 분석 86
   (3) 효과성 분석 93
 4. 논의 101
Ⅳ. 종합논의 및 결론  107
 1. 연구결과 요약  107
 2. 종합논의 111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14
 4. 결론 116
참 고 문 헌 118
부       록 130
ABSTRACT  15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