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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기업들은 위기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위기에 대한 대처의 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위기대응전략(방어적vs수용적)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기업이 실시하는 위기대응전략과 기업의 위기 유형(역량 차원
vs사회적 책임 차원)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위기상황을 맞기 전에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케팅의 메시지 유형(추상적vs구체적)과 위기상황 이후에 실시하는 위기대응전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역시 살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한 관여도를 공
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대응전략에 따라 기업의 위기대응은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소비자의 태도에 더욱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과 기업의 위기 유형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은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여도는 공변량으로서 유의한 효과를 드

러냈으며 관여도를 통제한 후에도 기업의 위기대응전략, 기업의 위기 유형,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
간에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로 인한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

구에 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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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을 제고시

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성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에 의하여 브랜드

자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많이 연구될 것으로 전

망된다(Aaker and Biel, 2013; Ailawadi,

Lehmann, and Neslin, 2003; Dawar and Pillutla,

2000; Huang and Sarigollu, 2012; Spry, Pappu,

and Bettina Cornwel,l 2011; 박준형 2009; 여운

승과 오명열, 2004; 오명열, 2013; 홍성태, 나운봉

과 손영석, 2011).

Dawar와 Pillutla(2000)에 의하면 기업은 좋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심각도에 따라

브랜드 자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며, 힘들게 쌓아온 브랜드 자산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

하면 긍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서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부정적인 정보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렇듯, 어렵게 쌓아 올린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들

에게 부정적인 정보라는 기업에 대한 위기로 인

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토요타의 경우 미국 고

속도로에서 당사의 렉서스가 가속페달 결함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탑승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현장이 TV에 그대로 방영되면서 도요타의

명성은 한순간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시장판매율 저하와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사태까

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

된 위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남양유업의 경우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

이 SNS상에 유포된 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남

양유업의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동아일보,

2013).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

해 기업 매출의 급감과 주가하락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국경제, 2013). 하지만 이런 대표이사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곤두박질 친 남양유업의 브랜드 이

미지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최근 국내 유명 항공회사인 대한항공은 부사

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

로를 이동하던 여객기의 기수를 터미널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사회적으로 월권논란이 일어

났다(동아일보 2014; 조선일보 2014). 이에 대한항

공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주가

도 연일 하락함에 따라 그 피해액만 수천억 원으

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14).

이와 같은 위기라는 개념이 기업에 미치는 거

대한 영향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많은 연구들은 기

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Coombs(2004)의 상황적 위기대응전략

을 제안하고 있다. Combs(2004)에 따르면 위기

관리의 핵심은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이라고 주장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즉 조직의 위기에 대한 책임성

정도가 낮을수록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고 조직

의 책임이 높을수록 수용적 전략을 사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기업도 위기로부터 안전하지는 못

하다. 위기는 언제 발생할지 사전에 정확히 예측

하지 못하기에 더욱 기업에게 치명적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업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효

과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는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업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

천적인 방안,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또는 기업 명

성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Coombs(2004)의 상황적 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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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전략이 기업의 위기대응에 효과적이란 선행연

구의 주장을 지지하며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을

방어적 전략과 수용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이

에 따른 브랜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까지 진행된 이런 상황적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 위기의 유형에 대해 구체

적이지 못하며 대략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

다. 즉, 위기의 유형별에 따른 상황적 위기대응

전략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처하는 각 위기 유형별에 따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으로서 현실

반영의 정치화를 꾀하고자 한다.

기업의 위기 유형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에

서는 기업의 위기 유형을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

한 연상(corporate association)을 중심으로 분류

하였다(Brown and Dacin, 1997; Sen and

Bhattacharya, 2001). Brown과 Dacin(1997)에 의

하면 소비자의 행동 중 기업의 연상(corporate

association)과 관련된 행동을 기업의 전문성, 생

산 능력 연관된 기업의 역량(coporate ability:

CA) 차원과, 현대사회의 일부로서 사회적 책임

감을 다하는 활동과 관련된 차원인 기업의 사회

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Brown과

Dacin(1997)의 연구는 국내 몇몇의 연구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역량차원의 위기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로 나누어져 연구되기 시작하

였다(전성률․주태욱․김경호․박준형, 2011; 하

영원․안희경․박용완․김경미, 2004). 이에 본

연구도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라 기업의 위기 유

형을 기업의 생산능력, 전문성과 관련된 기업역

량 차원의 위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역량 차원과 사회적책임 차

원에 따른 위기의 유형은 기업의 위기대응전략

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적

역할을 한다고 추론한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위기상황에서의 소비자들

은 이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로 인해 실망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기에 기업이 취한 위기의

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전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떤 기업들은 위기상

황에 놓여지기 이전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체계

적 관리관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던 경우 이러한 관리전략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몇몇

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기업

평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고 하며 본 연

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Bhattacharya and

Sen, 2004; Coombs and Holladay, 2001, 2006;

Klein and Dawar, 2004). 이와 같이 기업이 실시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비록 기업의 이미지를 증대

시켜 기업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재무적 비

용은 기업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측면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공익연계

마케팅이다. 이러한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제공되

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에 다르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즉,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 사회공

헌활동에 갖는 관심과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이며 가장 직접적인

전달 수단은 바로 공익연계 마케팅의 메시지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위기상황 이전에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케팅의 메시지를 추상적이

거나 구체적으로 제공하는가에 따라 위기상황 이

후의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달라

질 것이라 추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

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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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

불어 위기상황 이후에 인지되는 기업의 위기대

응전략은 위기상황 이전에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에 따라서도 어떻게 달

라지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상황에 대처

하는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위기 대

응 전략의 효과는 기업이 처한 위기 유형에 따

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은 기업이 위기 이전에 실

시한 공익연계마케팅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공익연계마케팅의 관여도는 외생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기업의 위기대응전략
위기란 오랜 기간 많은 연구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다. 위기유형을 발생 가능한 위기로

나열한 Fearn-Banks(1996)는 위기에 대해서 공중,

상품, 서비스, 명성 등의 조직에 부정적 결과를 유

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Lerbinger(1997)는 위기란 조직에 대해 미래의 발

전과 이익, 혹은 존재에 위협을 유발할 현실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으며, Sellnow, Ulmer과

Snider(1998)는 분명히 기대하지 않았던 비일상적

인 사건, 또는 불확실성과 위협을 일으키거나 조직

의 최고 목표를 위협하는 사건들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은 정의를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위기

란 기업에 위협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Coombs(1999)는 위기발생 원인과 상황의 특

성에 따라 위기 유형을 분류하였다. 위기대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

성 귀인 정도라 주장하며 위기의 종류를 책임성

정도에 따라 배열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전략도

방어적인 전략에서 수용적인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Coombs(1995; 1997;

2004)는 상황적 위기대응전략에 대하여 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위기에 대한 책임 정

도에 따라 위기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져야 기업 평판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

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를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

비자 스스로 그에 관한 원인을 찾는다고 주장한

다(Weiner, 1985; Wong &Weiner, 1981). 결국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에 의하면 위기의 출발

점이 누구이며 그에 관한 책임도 누구인가에 대

하여 판단하며, 만약 해당하는 위기에 대하여 기

업의 책임성이 높다고 소비자에게 인지될 경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들이 기업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 형성한다

고 주장하였다(Coombs, 2004).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위기대응전

략을 살펴보면 크게는 부인, 감소, 수정의 세 가

지로 유형화하고 다시 세분화하여 부인, 공격자

공격, 책임전가, 변명, 정당화, 고통, 입지강화, 칭

찬, 보상, 행동시정, 사과의 열 한가지의 위기대

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여

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의 책임성 정도가 낮

으면 책임전가, 또는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부인

의 방어적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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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행위에 대한 시

정, 사과와 결과에 대한 보상과 같은 수용적 전

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몇몇

의 연구에 의하여 기업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방

어적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 수용적 전략을 취하

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긍정적이라고 주장되

어져왔다(Choi and Lin, 2009; Jin and Liu, 2010;

Jin, Pang, and Cameron, 2006; McDonald,

Sparks, and Glendon, 2010).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지

고 있으며 그 결과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문비치․이유나, 2009; 성민정․김

윤지․천정호․신서하․안세희, 2012; 윤영민․최

윤정, 2011; 이상경․이명천, 2007; 천정호․성민

정, 2011; 최윤형․최세나, 2013). 그 중 성민정 외

(2012)의 연구는 수용적 전략의 한 부분에 속하는

‘사과’ 전략은 소비자들이 지각함에 있어서 수용

성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책임을 수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며 이와 함께

기업에 책임정도를 작은 수준으로 귀인시키기 때

문에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낮출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상경과 이명천(2007)

에 의하면 위기대응전략의 경우 ‘사과’가 모든 위

기 유형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고, ‘무대응’이

나 ‘부인’은 어느 경우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위기대응의 종류도 조직이 관여한 책임이 있

다면 공중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 보다는 공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기

업의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전략을 부인의 방어

적 전략과 사과의 수용적 전략으로 나누어 볼 때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 브랜드 태도가 더 긍

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1을 제시하였다.

가설1. 기업의 위기대응 시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의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기업의 위기대응과 기업의 위기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기업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항상 다양

하며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도 다르기에 기

업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 역시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 기업

의 위기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Coombs and Holladay, 2006;

Fearn-Banks, 2002; McConnell and Drennan,

2006; Meyers and Holusha, 1986; Mitroff and

Anagnos, 2001). 먼저 Coombs와 Holladay(2006)

는 조직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책임이 약한 데서

강한 순서로 아홉가지 형태로 나누고, 이를 희생

군집, 사고군집, 예방가능성 군집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Fearn-Banks(2002)는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성 위기와 인수합병, 파산과 같은 경영

상 위기, 교통사고, 횡령 등 기업에서 자주 발생

하는 마흔 한가지의 위기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뿐 아니라 Mc Connell과 Drennan(2006)은 위기

의 타입을 분류함에 있어 먼저 위기가 발전되는

속도(느림/빠름)와 위기가 종료되는 속도(느림/빠

름)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이와 함께

빨리 달아오르는 위기, 길게 늘어지는 위기, 카

타르시스 위기, 늦게 달아오르고 잔류하는 위기

의 네 가지 타입간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Meyers와 Holusha(1986)에

의하면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기

유형을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과 위기를 유발하

는 사유의 유사성에 의한 대중의 인지, 시장변화,

제품결함, 경영승계, 재정위기, 관계위기, 적대적

인수합병, 국제적 사건, 규제/탈규제의 아홉가지

대표적인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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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Mitroff와 Anagnos(2001)는 위기의 타입을

경제적인 위기, 정보와 관련된 위기, 물질적인

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인적자원과 관련된

위기, 평판과 관련된 위기, 정신 이상적 행위의

일곱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업이 위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

기 타입에 대한 위험정도 수준을 미리 판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위기 유형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

로 제품결함에 따른 위기상황의 부정적 효과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브랜드자산의 손실에 관심

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의 브랜드위기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rown and

Dacin, 1997; Dutta and Pullig, 2011; Sen and

Bhattacharya, 2001). 최근 Dutta and

Pullig(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위기를 기

업에 대한 지각된 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의 성

과 관련 위기(performance-related)와 제품이 직

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윤리적 문

제로 발생한 위기의 가치관련 위기(value-

related)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업의 위기 유형에

대해 몇몇의 연구자에 의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유형으로서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연상

(corporate association)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Brown and Dacin, 1997; Sen and

Bhattacharya, 2001). Brown and Dacin(1997)은

소비자의 기업 연상(corporate association)을 기

업의 제조 능력 및 전문성과 관련된 기업의 능

력 차원과, 사회의 일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과 관련된 차원의 기

업 연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rown과 Dacin(1997)의 연구에 근거하여 Sen

과 Bhattacharya(2001)는 역량 차원의 관련성을

기술혁신, 제조능력, 고객 서비스, 제품의 질, 제

품 범위의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사회적 책임 차원의 관련성을 기업 기부금, 성차

별 문제, 공동체 지원/관여정도, 인종차별 문제,

게이&레즈비언 문제, 장애자 차별 문제의 요소

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몇몇의 연구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역량차원의 위기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로 나누어져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이

상경․이명천, 2007; 전성률․주태욱․김경호․

박준형, 2011; 하영원․안희경․박용완․김경미,

2004). 그 중 이상경과 이명천(2007)은 위기의 종

류별로 대응이 다름을 발견하였는데 루머, 자연

재해, 악의, 비리, 사고 중 기업역량 차원의 위기

인 사고는 사과가 브랜드 신뢰도를 크게 회복시

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인 비리는 해명이나 정당화 등 위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사과를 통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성률

등(2011)은 제품품질 등의 기업역량과 관련된 이

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정보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두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차

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선행연구의 주

장에 따라 기업의 위기 유형을 기업의 전문성이

나 능력과 관련된 기업역량 차원의 위기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차

원의 위기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장을 정리하면 기업의 역량 차원과 사회적 책

임 차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

으나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주장은 일관

되게 기업이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 방어적

전략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방어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므로

역량차원과 사회적 책임차원의 태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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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수용적 전략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역량

차원의 위기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2를 제시하였다.

가설2.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위

기 유형(기업 역량 차원 vs 사회적 책

임 차원)에 대한 차이는 방어적 전략보

다 수용적 전략이 더 클 것이다.

3. 기업의 위기대응전략과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Bhattacharya와 Sen(2004)은 소비자들은 사

회공헌활동을 실시한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비교적 회복이 용이하도록 정보를 처리한

다고 하며 이와 더불어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위기에 대해서 보다 쉽게 용서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전에 기

업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명성은 기업이 위기

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 명성에 대한 피해를

보호(shield)하는 후광효과(halo effect)의 역할을

한다고 하며 위기 이전에 대한 기업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Coombs and Holladay, 2001,

2006; Klein and Dawar, 2004).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회공헌활

동으로 인한 기업의 호의적인 이미지는 긍정적

으로 변화된다는 부분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인

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였다(Brown and Dacin, 1997;

Garriga and Melè, 2004; Luo and Bhattacharya,

2006; Van den Brink, Odekerken-Schroder, and

Pauwels, 2006). 따라서 기업의 일방적인 사회공

헌활동으로부터 벗어나 기업과 소비자, 사회전반

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에 따른

개념인 공익연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비록 기업의

이미지를 증대시켜 기업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

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재무적 비용은 기업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측면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CRM)이다. 공익연계 마케팅이란 어떠한 개인이

나 기업에 의해 이윤창출적 교환행동에 참가하

는 것을 기반으로,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일정한

부분을 사회적 명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한 단체를 후원하는 부분에 사용할 것을 약조하

는 활동이다(Varadarajan and Menon, 1988). 즉,

공익연계 마케팅은 사회공헌활동에 마케팅을 연

계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

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익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사회

공헌활동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적인 부담은 절감하되 기업 이미지 및 판매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

다(Barone, Miyazaki, and Taylor, 2000;

Varadarajan and Menon, 1988). 또한 Ellen,

Mohr과 Webb(2000)에 의하면 기업이 공익연계

마케팅을 실시하는 데 매진한다고 소비자가 지

각할 경우 기업의 의도 역시 소비자에게 순수하

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케팅

의 효과와 더불어 기업이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

케팅의 메시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져

왔다. 몇몇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상의 제품

을 구매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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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한 좋은 느낌”의 두 가지

편익을 얻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공익연계 마케

팅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설명하였

다(Chandon, Wansink, and Laurent, 2000;

Ringer, Oppewal, and Bednall, 2005). 또한, 공익

연계활동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

매함으로써 착한구매행동과 도덕적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Kahneman

and Knetsch 1992). 또한 기업이 제시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서 추상적, 또는 구체

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Kangun,

Carlson과 Grove(1991)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구

체적인 주장과 추상적인 주장을 구분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Rossiter와 Percy(1978)는

기업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의 태도 역시 호의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

다. MacKenzie(1986)는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해

세밀하게 해석된 정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행동하고자 하는 주체의 목표과 행동의

도, 행동으로 인한 결과, 마지막으로 상황적인

맥락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메시지는 소비자들의 사고과정에 있어 생동적인

메시지로 인지되어 이러한 메시지는 추상적으로

인지된 메시지보다 소비자들의 주의를 더욱 더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김수임(2007)에 의

하면 메시지 제시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호한

메시지를 제시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하였으며 이는 제품 속성에 관계

없이 가능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익연계 마케팅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위기상황 이전에 지각된 기업의 호의적인

활동에 대한 메시지는 위기상황 이후에 실시하는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과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소비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비교적 쉽게 용서를 하며 메시지의 유형에

대해서 추상적인 메시지보다 구체적인 메시지일

경우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부득이하게 방어적

전략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즉, 소비자들은 기업이 수용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추상적, 구체적 메시지 간에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쉽게 용서를 하여

추상적 공익 마케팅을 실시한 기업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3을 제시하였다.

가설3.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

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추상

적 메시지 vs 구체적 메시지)에 대한

태도 차이는 방어적 전략이 수용적 전

략보다 더 클 것이다.

4. 공익연계 마케팅 관여도
관여도란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

는 지각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혹은 관여의 수준

을 말한다(Sherif, 1936). 이러한 초기의 관여도

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관여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Freedman, 1964; Ostrom and Brock,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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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y and Cacioppo, 1979; Zaichkowsky 1985).

먼저 Freedman(1964)에 의하면 태도대상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일반적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

한 Ostrom과 Brock(1968)은 관여의 개념을 대상

물이나 아이디어가 개인의 가치체계와 중심적으

로 연결되는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 Petty와

Cacioppo(1979)에 의하면 관여도를 ‘어떠한 상황

이나 특정한 대상을 향한 개인이 가지는 중요한

정도의 지각, 혹은 개인적 관련의 정도’로 정의

하고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설득 메시지의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고관여 상황에서

고려되는 설득적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높은 개

인적 관련성을 갖지만, 저관여 상황에서는 메시

지의 개인적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Zaichkowsy(1985)는 관여도에 대하여 개인적,

물리적, 상황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개인

적 특성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이

하게 인식하는 각기 다른 관여 수준을 의미한다. 둘

째 물리적 특성이란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제품들의

차이에 의한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특성이란, 구매의사결정, 구매의 용도, 사전의 구매

경험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이 관여도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가격, 상황에서의 필수성, 구매

주기, 복잡성 등 대체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구매할

당시 관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관여

도에 대한 의미와 주장을 많은 부분 같이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여도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기존의 정의를 반박하는

연구보다는 새로운 대상에 기존의 정의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armarkar and

Tormala, 2010; Lee, Chiu, Liu, and Chen, 2011).

Karmarkar와 Tormala(2010)에 의하면 특정 대상의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출하는 확

실성(certainty)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자극되어진 관여도(stimulate

involvement)의 전문성(expertise)이 높을수록 확실

히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관여도는

그들의 태도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위기상황 이전에 실시하는 기업의 공익연계 마

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개별적인 관여도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응전략 유형이 공익

연계 마케팅메시지 유형의 상호작용 시에 소비

자의 관여도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추론한

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위기대응전략과 기업

의 위기유형, 그리고 위기 이전에 제시된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간의 상호작용은 소비자

들의 공익연계 마케팅 관여도에 대해 공변량으

로 인식하여 통제한 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는

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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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

해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2×2 집단간 실험설계

(between-subjects factiorial design)를 적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연구된 세 가지 실험 변수를 살

펴 보면, (1)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수용적/방어

적), (2) 기업의 위기 유형(기업의 역량 차원/기

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 (3) 공익연계 마케팅 메

시지 제시 유형(추상적/구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은 총 8개의 집단에 따른 가상 시나

리오를 제작하여 시행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실

험 제품군 선정 및 브랜드 선정, 기업의 위기 유

형, 기업의 위기대응전략,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

지 유형에 대한 실험 조작을 위해 총 다섯 번의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2. 사전조사
제품군 선정에 있어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

심으로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몇 가지의 기준이

고려되었다. 첫째, 실험 참여자들의 구매력을 고

려하여 가격이 높지 않음에 따라 실제 이용 가

능한 제품이여야 한다. 둘째, 실제 참가자들이

평소 이용 빈도가 높아 실험에 사용된 사나리오

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정된

제품군이 역량 차원의 위기와 사회적 책임 차원

의 위기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설정된 기준

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2.1 제품군 선정
먼저 실제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8개의 제품군

(주류, 대중교통, 커피, 도서, 영화, 음료수,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1차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8개

의 제품군에 대하여 학부생 40명을 대상으로 평

소에 자주 이용하는 제품군을 3순위까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 1순위(n=19)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는 커피(n=12), 3순위로는 주류

(n=9)로 나타났다.

<표 1> 제품군 선정

1순위 2순위 3순위

대중교통(n=19) 커피(n=12) 주류(n=9)

한편, 최근 들어 많은 운수업체들의 브랜드 역

량 차원의 위기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져 있다(동아일보

2014b; 조선일보 2014a; 중앙일보 2014a; 중앙일

보 2014b).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의 시내버스, 여

객선, 항공등의 운수업체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연합뉴스 2014; 한

겨레 2014). 그에 따라 최근의 운수업체에 대한

마케팅적인 시사점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험 참

여자에 대한 사전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실

험의 제품군을 대중교통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대중교통 중 지하철의 경우 공기업으로 운영함

에 따라 실험에 대한 시나리오 조작의 편의를

위해 민간 자본으로 운영 중인 버스회사로 선정

하게 되었다.

2.2 브랜드 선정
본 연구에서 기업의 위기상황을 가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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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할 기업선정에 있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업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기업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될 외생변수의 효

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기업을 선정함에 있

어 앞서 실제 조사지역에서 활발히 운행되고 있

는 5개의 기업과 가상의 기업(남도여객)에 대한

인지도를 학부생 40명에게 조사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Yoo, Donthu와 Lee(2000)에서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와 맞도록 수정하여 ‘나는 0000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의 문항(5점 척도: 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도여객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남도여객을 대상 기업

으로 선정하였다.

<표 2> 브랜드 선정

일신여객 대도운수 동남여객 신안여객 태영버스 남도여객

4.08 3.78 3.58 3.53 3.48 1.50

2.3 위기 유형에 대한 조작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형식을 이용한 시

나리오를 통해서 기업의 위기 유형과 위기의 대

응변수를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조작하였다. 기

업의 위기 유형은 기업의 역량 차원 위기와 기

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위기로 나누어 조작하였

다. 조작된 역량차원의 시나리오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

40명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Sen, Bhattacharya와

Korschun(2006)과 하영원, 안희경, 박용완, 그리

고 김경미 (2004)에서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와

맞도록 수정하여 실제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

지 확인하였다. 기업의 역량 차원의 위기에 대해

서는 신문기사 내용과 남도여객의 ‘교통 서비스

품질 수준’과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

기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내용과 남도여객의 ‘윤

리적 측면으로 보는 사회 기여 활동’과는 얼마나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문항(5

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량 차원 시나리오에서는 역량 차원 문항

의 평균이 사회적 책임 차원 문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M = 3.85 vs. M=1.70, t=10.913,

p<.01). 한편, 사회적 책임 차원 시나리오에서는

사회적 책임 차원 문항의 평균이 역량 차원 문

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M = 2.00 vs.

M=3.60, t=7.193, p<.01).

<표 3> 위기 유형에 대한 조작

역량차원의 시나리오
역량차원 M=3.85 t=10.913,

p<.01사회적 책임 차원 M=1.70

사회적 책임 차원의 시나리오
역량차원 M=2.00 t=7.193,

p<.01사회적 책임 차원 M=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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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기대응전략의 조작
Coombs(2006)에 따르면 수용적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중에게 사

과를 하며 그에 대한 개선행위를 하는 전략이다.

그에 반해 방어적 전략은 조직의 책임을 부정하

는 전략으로서 조직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위기대응전략에 대하여 각

각 수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을 신문기사형식

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학부생과 대

학원생 40명을 대상으로 제작된 기사형식의 시

나리오를 제시한 후 기업이 취한 위기대응전략

의 책임성 수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제시된 문항

은 Coombs(2006)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즉, ‘남도여객은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남도여객은 위 사건으로 인

한 이용자의 실망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도여객은 위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문항(5

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어적 대응과 수용적 대응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 = 1.66 vs.

M=3.90, t=19.215, p<.01).

<표 4> 위기대응전략의 조작

수용적 전략 M=3.90
t=19.215, p<.01

방어적 전략 M=1.66

2.5 추상적, 구체적 메시지 조작
Trope와 Liberman(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세 개의 추상적

메시지와 세 개의 구체적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먼저 6개의 메시지는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의

대상 선정을 위해 소비자가 국외보다는 국내

대상의 공익활동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국내 공익연계

마케팅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Ross et al.

1992).

다음으로 총 여섯 개의 메시지 중 학부생

20명에게는 3개의 추상적 메시지를 보여준 후

가장 추상적인 메시지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또

다른 학부생 20명에게는 3개의 구체적 메시지를

보여준 후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추상적 메시지로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익활동 대상으로 빈번히 선정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

메시지로서도 역시 기업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지역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선정하였다.

<표 5> 추상적, 구체적 메시지의 유형

추상적 메시지 남도여객은 승객 여러분의 이용요금 중 일부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메시지
남도여객은 승객 여러분의 이용요금 중 10%를 부산지역 결식아동의 무료급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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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된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추상

적 메시지, 구체적 메시지)를 학부생 40명을 대

상으로 제시한 후 측정하였다. 제시된 문항에 대

해 Aggarwal과 Law(2005)의 연구를 수정 보완

하여 ‘귀하는 남도여객의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

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5점

척도(1= 매우 추상적이다, 5=매우 구체적이다)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이 추상적일 경우와 구체적

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추상적, 구체적 메시지의 조작

추상적 메시지 M=1.70 t=11.816,
p<.01구체적 메시지 M=4.30

3. 본조사 
3.1 표본의 선정
본 조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400

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수업의 일부로 설

문에 참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

게 작성된 11부를 재외한 389부가 연구에 사용

되었다. 표본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47%, 여성이 53%로 나

타났다. 또한 이용횟수는 1~3회가 17%, 4~8회가

25.2%, 9회 이상이 57.8%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

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8가지 실험 상황에 무작

위로 할당되었다. 이때, 각 실험 집단의 크기는

47명에서 50명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참가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 기업의 역량 차원의 위기

방어적 대응 수용적 대응 방어적 대응 수용적 대응

공익연계
마케팅 유형

추상적 n=50 n=47 n=50 n=50
구체적 n=45 n=50 n=50 n=47

3.2 실험절차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

일하게 신문기사와 유사한 자극물을 만들어 피

실험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실험 대상자들에게 본 실험의 실제목적과

는 다른 목적을 밝힘으로서 피 실험자들이 실험

자의 의도를 알고 답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하였

고, 설문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통제하여 불

성실한 답변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험자

의 주관 하에 본 연구를 위해 조작된 신문기사

를 제시하기 이전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에 대한 기사

형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공익연계 마케팅

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위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 참여

자들에게 사전에 준비된 8컷의 만화를 노출시켰

다. 이는 기존에 제시하였던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감정을 제어시키는

여과작업(filtering)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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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험참여자들에게 예비조사를 통해 조작된

기업의 위기와 위기대응전략으로 제작된 시나리

오에 노출시킨 후 해당기업에 대한 브랜드 태도,

신문기사와 기업 간의 관련성,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이들

에게 본래의 실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에서 사

용된 기업과 기사는 가상이었음을 알려준 뒤 감

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3.3 실험자극 
본 조사에 사용된 자극물은 앞서 실시한 예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 메

시지 중 추상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남도여객은

승객 여러분의 이용요금 중 일부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제작된 광고지와 함께 잡지 형식의 기사도 제시

하였다. 반면에 구체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남도

여객은 승객 여러분의 이용요금 중 10%를 부산

지역 결식아동의 무료급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

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제작된 광고지와 함께 잡

지 형식의 기사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역량 차원의 위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전자 졸음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제시

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는 ‘시

내버스 차량 정비 보조금 유용’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제시하여 조작하였다. 또한 기업의 위기

대응전략 중 방어적 전략을 조작하기 위하여 역

량 차원의 위기 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

에 대해 기업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한편, 수용적 전략을 조작하

기 위하여 역량 차원의 위기 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에 대해 기업이 인정하고 사과를 표

현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3.4 종속변수 및 실험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위기대응전략과 이

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위기 유형과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살펴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연계 마케팅의 관여도에 대한 측정

항목으로 Zaichkowsky (1986)의 연구를 참고하

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나는 공익연계 마케

팅에 대한 정보를 관심있게 본다, 나에게 공익연

계 마케팅은 의미가 있다, 나에게 공익연계 마케

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문한 문항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Atkin and Block(1983)과

Taylor and Bearden(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귀하는 남도여객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남도여객에 대해 신

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도여객을 다른

기업에 비해 선호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문항(5

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을 사용하였다.

3.5 변수의 조작적 점검
본 연구에 대한 실험을 실행한 결과, 예비조사

와 마찬가지로 방어적 대응과 수용적 대응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 = 1.95

vs. M=3.70, t=21.634, p<.01). 또한 공익연계 마

케팅 메시지 유형이 추상적일 경우와 구체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1.91

vs. M=4.04, t=27.240, p ＜.01).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라 조작된 시나리오에 있

어 역량 차원 시나리오에서는 역량 관련성 문항

의 평균이 사회적 책임 차원 시나리오 문항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

타났다(M = 3.99 vs. M=2.04, t=19.7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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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책임 차원 시나리오에서는 사회적

책임 차원 관련성 문항의 평균이 역량 차원 시

나리오 문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M =

2.01 vs. M=4.03, t=20.905, p<.01). 따라서 <표

8>에 제시된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기업의 위기

대응전략, 기업의 위기 유형,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에 대한 실험조작이 성공적으로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균(표준편차) t값(p값)

위기대응 전략
방어적 대응 1.95(0.86) 21.634

(p<.01)수용적 대응 3.70(0.72)

역량 차원 시나리오
역량 차원 3.99(1.04) 19.701

(p<.01)사회적 책임차원 2.04(0.90)

사회적 책임 차원
시나리오

역량 차원 2.01(0.97) 20.905
(p<.01)사회적 책임차원 4.03(0.93)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추상적 1.91(0.74) 27.240
(p<.01)구체적 4.04(0.79)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기대응전략의 주효과에 대한

브랜드위기 유형의 조절효과와 메시지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8개의 항목과 함께

관여도의 공변량 역할을 알아 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관여도가 기업의 위기 이후의 브랜

드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공변량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위기대

응전략, 기업의 위기 유형, 공익연계 마케팅 메

시지 유형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 집단별 평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 기업의 역량 차원의 위기
방어적 대응 수용적 대응 방어적 대응 수용적 대응

공익연계마케팅
유형

추상적
1.84
(n=50)

2.52
(n=47)

2.01
(n=50)

3.01
(n=50)

구체적
2.38
(n=45)

2.69
(n=50)

2.11
(n=50)

3.04
(n=47)

1. 가설 1의 검증
먼저 가설1에서는 기업의 위기대응시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의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 결과 위기대응전략의 주효과를 <표 10>

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응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수용=2.81 vs 방어적

=2.09, F=498.13, P<.001). 또한 관여도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5.109, P<.001).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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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응전략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

설1은 지지되었으며 위기발생시 대응에 있어서

수용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위기대응전략, 위기 유형,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정

종속변수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Value P-value

수정 모형 69.886 8 8.736 86.449 .000
절편 182.982 1 182.982 1810.795 .000
관여도 .516 1 .516 5.109 .024

A.위기대응전략 50.337 1 50.337 498.139 .000
B.위기유형 3.362 1 3.362 33.275 .000
C.메시지 유형 4.588 1 4.588 45.403 .000
A * B 5.080 1 5.080 50.274 .000
A * C 1.190 1 1.190 11.778 .001
B * C 2.069 1 2.069 20.470 .000

A * B * C .496 1 .496 4.907 .027
오차 38.399 380 .101 　 　
합계 2442.800 389 　 　 　

수정 합계 108.285 388 　 　 　

2. 가설2의 검증
가설2에서는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이 브랜드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보다 구체적

으로 기업의 위기 유형(기업 역량 차원 vs 사회

적 책임 차원)의 차이는 방어적 전략보다 수용적

전략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한 후 분석결과 위기

대응전략과 기업의 위기 유형 간 상호작용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F=38.97, P<.001). 또한 관여도

의 효과는 10%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F=2.909, P<.01). 이는 위기대응전략과 위기 유

형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공익연계 마케팅

에 대한 관여도의 관련성이 낮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

하여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방어적 전략의

경우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와 기업 역량 차

원의 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대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사회적책임=2.07 vs. 역량

=2.10 ,t=0.601, p>0.05). 반면 수용적 전략의 경

우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에 비해 역량 차원

의 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훨씬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사회적책임=2.61 vs. 역량=3.03

,t=8.76, p<0.01). 따라서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위기 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로 예상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위기 유형(기업 역량

차원 vs 사회적 책임 차원)의 차이는 방어적 전

략보다 수용적 전략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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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위기대응전략, 위기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위기대응전략, 위기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3은 기업의 위기대응유형이 브랜드태도

에 미치는 영향은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추상적 메시지

vs 구체적 메시지)의 차이는 방어적 전략이 수용

적 전략보다 더 클 것이라 예상한 후 분석결과

위기대응전략과 기업의 위기 유형 간 상호작용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9.698, P<.005). 또한 관

여도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5.529,

P<.005). 구체적으로 < 그림 3 >에서와 같이 방

어적 전략의 경우 추상적 메시지에 비해 구체적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훨씬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구체적=2.25 vs. 추상적=1.93

,t=6.73, p>0.01). 반면 수용적 전략의 경우 추상

적 메시지와 구체적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구체적

=2.86 vs. 추상적=2.78 ,t=1.153, p>0.05). 따라서

기업의 위기대응유형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

향은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3은 지지되었으

며, 이는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추상적

종속변수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Value P-Value

브랜드
태도

수정 모형 61.697 4 15.424 127.132 .000

절편 187.611 1 187.611 1546.369 .000

관여도 .353 1 .353 2.909 .089

A.위기대응전략 51.735 1 51.735 426.422 .000

B.위기유형 3.574 1 3.574 29.456 .000

A * B 4.728 1 4.728 38.970 .000

오차 46.588 384 .121 　 　

합계 2442.800 389 　 　 　

수정 합계 108.285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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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vs 구체적 메시지)의 차이는 방어적 전략

이 수용적 전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

<표 12> 위기대응전략,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Value P-Value

브랜드
태도

수정 모형 58.915 4 14.729 114.561 .000
절편 180.645 1 180.645 1405.064 .000
관여도 .711 1 .711 5.529 .019

A.위기대응전략 50.891 1 50.891 395.833 .000

B.메시지유형 4.228 1 4.228 32.882 .000
A * B 1.247 1 1.247 9.698 .002
오차 49.370 384 .129 　 　
합계 2442.800 389 　 　 　

수정 합계 108.285 388 　 　 　

<그림 3> 위기대응전략,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Ⅶ. 시사점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기업의 위기는 제품, 서비스의 결함이나

경영부조리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는 실추되고 결국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자체

에만 초점을 맞춰 부인이나 공격자 공격 등 책

임성이 낮은 방어적으로 위기대응을 하거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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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이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

여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업의 위기발생 상황에서 위기대응유형에 따른

기업의 위기유형과 공인연계마케팅 유형의 조절

효과를 통해 브랜드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

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기업의 위기대응초기에

비판을 없애고 발빠른 대응으로 기업이미지 실

추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업은 위기상황에서 방어적으

로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수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은 기업의 위기 유형

과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간에 유의한 상

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함에

따라 사전에 제시한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한 관

여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그 결과 관여도

는 공변량으로서 유의한 효과를 드러냈으며 기

업의 위기대응전략, 기업의 위기 유형,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유형간에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이 취하는 위기대응전략의

효과는 기업의 위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

는 효과 측면에서는 기업역량차원의 위기일 경

우 책임성이 가장 높은 ‘사과’와 같은 수용적 대

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업이 방어

적 전략을 사용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의 태도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위기와 역량차원의 위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기업이 역량 차원의 위기 또는 사회적 책임 차

원의 위기에 상관없이 공격자 공격, 부인과 같은

방어적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 소비자들의 태도

는 매우 부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은 수용적 대

응뿐만 아니라 방어적 대응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위기 상황과 연계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

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지니고 있

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은 기업역량차원

에서의 위기발생시 더욱 더 수용적으로 대응하

여야 하며 이는 기업의 제조능력이나 전문성과

관련된 기업 능력에 있어서의 위기 발생 시 무

엇보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은

위기 이전에 사전에 활동하는 기업의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유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부와 연계한 공

익연계 마케팅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에 있어 기업이 추상적 메시지를 제시한 기

업과 구체적 메시지를 제시한 기업에 따라 소비

자들의 평가가 다를 것이라고 추론하였으며 전

반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생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추상적인 메시지에 비해 소비자의 주의를 더 끈

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추상적인 메시지보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이 수

용적일 경우에는 추상적 메시지와 구체적 메시

지 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에 수용적 전략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브랜드 태도의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보호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위기대응전

략이 방어적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위기 이

전에 인지된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가 구체적

일 경우 추상적 메시지보다 브랜드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기 이전에 인지된 기업

의 호의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기 이후에 취하는

기업의 대응에 어느정도 이해하려는 귀인효과

(attribution)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이 위기에 대응할 경우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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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공익연계 마케팅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기 대응과 관련

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위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책임성이 낮은 부인의 방어적 대응과 책임성이

높은 사과의 수용적 대응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위기대응상황에 적용하여 이론적 접근의 가능성

을 더욱 넓혔다. 둘째, 기업의 위기발생시 일반

적으로 방어적 대응보다 수용적 대응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업역량 차원에서는 특히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등 수용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의 CEO가 전

면에 나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 후 상황을 솔직

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안이하거나 책임감 없는 위기

대응의 경우 결국 비판을 받게 된다. 셋째, 이러

한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의 경우 위기 이전에 기

업의 호의적인 활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즉, 위

기 이전에 기업이 구체적인 공익연계 마케팅 활

동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기업이 위기에 대해

부인이나 공격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자들은 추상적인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상적인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보다는 구체적인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여도를 통제한 후에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

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여도가 다소 낮은 소

비자라 할지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대학생을 표본으로 사용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결과의 외적타당성이 제

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의 일반화를 위해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기업을 통하여 실

제 기업의 위기상황과 공익연계 마케팅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극물을 포함

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기업위

기상황 또는 공익연계 마케팅과 차이가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실제 기업의 위기상황과 공익연계 마케팅의

기사를 사용하는 실험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위기를 전통매체인 신문으로 접

한 사람들에 비해 최근에는 트위터나 SNS로 접

한 사람들은 사과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신뢰성

에 긍정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는 SNS 통한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자극을 포함한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

하다.

넷째, 본 연구는 기업이 실시하는 공익연계 마

케팅 메시지를 제시한 뒤 여과작업(Filtering)을

실시한 후 기사 형식의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하

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를 제시한 뒤 몇 일간의 시간이 지난 후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좀 더 심도깊은 연구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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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risis Response Strategy on Brand Attitude

- Focus on the Crisis Type and Cause Related Marketing -

Seol, Sang-Chul*․Jung, ung-Gwang**․Choi, Woo-Young***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ttitude of consumers on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defensive vs.

receptive) that the company implements in crisis situations.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that the company implements and the crisis type of companies (corporate ability

v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discussed.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ssages

(abstract vs. concrete) of public interest associated marketing implemented prior to crisis situations

and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implemented after crisis situations was discussed. And these

results were reviewed to see if the same result can come out after controlling the involvement on

consumer’s public interest associated marketing as a covari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in

the company’s crisis response strategy, the receptive attitude was more favorable for the

consumer’s attitude than the defensive attitude. Second, it was see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of companies and the crisis type of companies.

Third, it was seen that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of companies has a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the message type of public interest associated marketing. Lastly, the involvement showed a

significant effect as a covariat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risis response strategy of

companies, the crisis type of company and the message type of public interest associated

marketing can be confirmed even after controlling the involvement. I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direction 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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