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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의 기 리와 련된 상황  기커뮤니 이션 이론에서는 기 유형별로 서로 다른 략이 사용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책임이 높은 경우에는 사과, 개선 방안 제시 등 순응  략을 사용하고, 기업

의 책임이 낮은 경우에는 공격, 부인 등 응  략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업에서 실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기 유형별로 

사용하는 기 리 략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홍보 담당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기업의 기 유형별로 기 리 략에 차이가 존재

하 다. 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  공격  응 략이 상 으로 선호되었고, 기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과  개선 략이 상 으로 우세하 다. 한 기 유형별로 기업 내에서 홍보 의 역

할도 차이가 존재했다. 기 수 이 높을수록 홍보 의 역할이 증 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약해지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에서 기 리 략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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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 one of the major crisis communication 

theories, suggests that crisis managers have to choose the most effective crisis response strategy 

in accordance to the crisis typ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risis response 

strategies of Korea compan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on survey to PR managers, the crisis response strateg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sis.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PR team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sis, too. This conclusion can contribute to devising SCCT theory and 

to develop a more Korea releva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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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의 복잡성이 증 되면서 기업 기의 발생

도 복잡성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하는 제품 등에 

한 품질과 련된 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기 형태

고, 이에 해 기업의 응 략 등도 정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방 으

로 기업의 기가 발생할 수 있다[1][2]. 따라서 기에 

응하는 기업의 략도 다양하게 발 되고 있다. 이러

한 기 유형에 따른 기업의 기 리 략과 련된 

표 인 커뮤니 이션 이론이 상황  기커뮤니 이

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이다. SCCT 이론은 기 응 략으로 어느 

한가지 략을 고수하지 않고, 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응 략을 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3-5].

그동안 SCCT 이론의 실  용 행태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서구에서 개발

된 SCCT 이론이 한국  상황에서도 그 로 용되는

지, 한국  기 상황에서 어떠한 기 커뮤니 이션 

략이 합한지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6-11]. 그러나 개별 인 기 상황에 한 기 리 

략의 합성 등에 해서는 많이 논의되었지만, 홍보를 

직  담당하는 홍보 문가들이 실제 기 상황별로 어

떠한 략을 선호하는지 등에 한 연구는 게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직  홍보 업무를 담

당하는 홍보 문가들을 상으로, 실제 기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기 리 략이 다른지 여부 등을 검

증하고자 하 다. 기 유형을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

우, 악의  공격,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 행 가 

있었던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기 유형별로 공

격  응, 부인, 무 응 략, 개선, 사과 등의 응 방

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는 기 유형에 따라 기 응 

략만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 응을 

한 조직 내의 역할, 기능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내의 홍보 기능의 차이에 

해서는 SCCT 이론 등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 유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업무 역

할에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는 기 유형별 기업의 기 리 실태에 해 보다 깊

이있는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Ⅱ.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SCCT) 이론

SCCT 모형은 기업 기가 발생했을 때, 기 유형에 

따라 기 응 략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PR 커뮤니 이션 이론이다[12]. SCCT 모형은 크게 

기 유형과 기 응 략 부분으로 구분된다.  

1. SCCT의 위기 유형

SCCT 모형에서 기업의 기 유형을 구분하는 주된 

요소는 기업의 책임성이다[13]. 이 기업의 책임성은 귀

인 이론에 기반을 둔다[14]. 귀인 이론에서는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있

다고 보는가에 따라 인식과 책임성이 다르다고 보는데, 

SCCT 기 유형은 이러한 귀인 이론에 따라 기의 책

임이 기업에게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 이다.  

먼  Coombs(1995)는 기의 유형을 처음에는 자연

재해, 악의, 기술  문제, 인  문제, 도 , 조직  문제, 

작업상 상해, 루머 등 9개로 구분하 는데[4], 이후 

Coombs(1999)에서는  9개 기 유형을 루머, 자연재

해, 악의, 사고, 범죄 등으로 재정리하 다[3]. 이러한 

재분류는 기업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루

머, 자연재해는 기업의 책임 수 이 낮은 것으로 보았

고, 사고, 범죄 등의 기는 기업의 책임 수 이 높은 것

으로 보았다[15].

◀ 위기에 대한 낮은 
책임수준

↔
위기에 대한 높은 ▶ 

책임수준 

루머
자연
재해

악의 사고 범죄

그림 1. Coombs(1999)의 위기의 책임 수준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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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CT의 위기 대응 전략

Coombs & Holladay(2004)에서는 의 기 유형 별 

기 응 략을 서로 연결하 다[2]. 이와 같이 기 

유형별 기 응 략을 제시함으로써 상황  기 커

뮤니 이션이 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Coombs가 

제시한 기 형태별 기 응 략은 다음과 같다.

기 형태 기 응 략

루머
- 공격자 공격과 해명
- 해명 혹은 단순 부인

자연 재해 - 자의성 부인 혹은 무대응 + 최소화

악의적 공격 - 희생자 만들기, 교정, 보상 + 최소화

도전

- 보상과 고의성 부인
- 자의성 부인
- 공격자 공격 및 해명
- 해명

사고
- 고의성, 자의성 부인 및 최소화
- 교정 행동, 자의성 부인 및 의도성 부인
- 교정 행동, 사과

위법행동

- 교정행동과 해명
- 교정행동과 사과
- 교정행동과 최소화
- 교정행동

자료 : W. T. Coombs (2000). 이상경․이명천(2007) 재인용 

표 1. 위기 형태별 대응 전략

즉 SCCT 모형에서는 기의 유형에 따라 기 응 

략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15]. 기업의 

책임이 높은 경우에는 사과, 개선, 환심사기 등 응  

략을 주로 사용하고, 반면에 기업의 책임이 낮은 경

우에는 공격  응, 부인, 변명 등 순응  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본다. 기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순응 으로 행동하고, 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

우에는 극 으로 기업을 방어하는 략이다[16-21].

이러한 SCCT 이론의 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isco, Collins & Zoch(2010)

에서는 이러한 SCCT 이론이 기업뿐만 아니라 비 리 

조직에 해서도 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해 검증하

여, 십자 등 비 리조직에서도 SCCT 이론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2]. Coombs(2007) 연구에

서는 순응 인 략을 사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

용이 더 커지는 문제 이 있다는 ,  순응 인 략

이 막상 기업의 평 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23].  기 응 

략에서는 기업의 책임이 있을 경우 순응  응을 제

시하지만, Regester & Larkin(2004)는 법  단 등 사

건의 책임이 완 히 밝 지기 에 기업의 책임을 인정

하는 략의 타당성에 해 논의하 다[24].

한국에서의 SCCT에 한 연구는 주로 SCCT 용

의 타당성에 한 사항,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 상황

에서 실제 어떠한 기 응 략이 사용되고 있는가 등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 욱 외

(2004)는 한국에서는 기 상황에서 방어  략보다 

수용  략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 다. 집단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기 응 

략이 달라지는데, 한국은 기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향이 존재하고, 따라서 수용  략이 보다 

선호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25]. 혜

미․이수범(2009)는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기에 해

서는 방어 략,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기에 해서

는 순응 략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는 것을 제시하

여 SCCT 모형이 한국에서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여

주었다[9]. 한 진열․이재은(2012)는 한국 사람들은 

개선, 사과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과, 개

선의 략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 다[1]. 그리고 김재휘․김정애(2010)은 기업의 

기 리 략이 기업과 소비자 간 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논의하여 SCCT 이론에서 제시하는 환

경 이외에 략에 미치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을 제안하 다[10]. 그리고 이 우·김윤진(2011)은 한

국에서는 기 리 략으로서 사과가 가장 효과 인 

략인 것으로 제시하 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기 유

형이든 상 없이 사과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략이

라고 보았다[11]. 그리고 이 한 외(2012)는 달 매체

에 따라 효과 인 기 응 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제시하 다. 기업 블로그를 사용할 때는 수용 략

이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인터넷 뉴스를 활용할 때는 방

어 략이 보다 효과를 보이는 등, 이용하는 매체에 따

라 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제시하 다[26]. 

이와 같이 SCCT 이론의 합성  타당성과 련해

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에서 막상 실제 

기업에서 홍보  기 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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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상으로 SCCT의 합성을 반 으로 조사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홍보담당자들을 상으로 조사하여, 기 유

형에 따라 실제 커뮤니 이션 략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기 유형에 따른 홍보 담당자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는 기 유형에 따라 커뮤니 이션, 홍보 략이 달라

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기업에서 홍보

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기업의 홍보 담당자, 일반 기업의 홍보 담당자, 

홍보 행사 등 실제 홍보 업무 문가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직  기업 홍보를 담

당하는 자에게 오 라인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2부의 설문지가 수거

되었다. 

상자의 기본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 비 (%)

성별

남자 24 26.1

여자 64 69.6

기타/무응답 4 4.3

소계 92 100

연령

20~25세 5 5.4   

26~30세 20 21.7 

31~35세 35 38.0 

36~40세 12 13.0 

41~45세 10 10.9 

46세 이상 5 5.4 

기타/무응답 5 5.4 

소계 92 100

홍보 관련 업
무 경력

1년 미만 5 5.4

1-3년 미만 11 12.0

3-5년 미만 13 14.1

5-10년 미만 37 40.2

10-15년 미만 9 9.8

15-20년 미만 6 6.5

20년 이상 0 0.00 

기타/무응답 11 12.0

소계 92 100

표 2. 응답자 기본사항

2. 분석 모델

Coombs는 기에 한 기업의 책임이 수 에 따라 

루머, 자연재해, 악의, 사고, 범죄 등 5개의 기 유형을 

구분하 고, 기업의 기 응 략은 공격, 부인, 변명, 

정당화, 환심사기, 개선, 사과 등 7가지 략으로 구분

하 다. 총 기 유형별 략으로 5가지 유형 × 7가지 

략으로 35개의 세부 략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기에는 다소 과다한 수치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 인 기 유형과 략 

유형을 선정하여, 기 유형별 사용 략에 차이가 있

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여기에서는 기 유형으로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루머, 자연재해), 악의  공격(악의), 회사의 책임이 있

는 경우(사고), 회사의 범죄 행 의 4가지를 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회사의 응 략으로는 방어  응 

수 이 높은 공격  응과 부인, 그리고 수용  응 

수 이 높은 개선, 사과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한 재 다른 기 략 응으로 시되고 있는 

무 응 략도 포함해서 조사를 수행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 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홍보 기 응 

략이 선호된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악의  공격,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 행 의 

기 유형을 구분하고, 이 각각의 기 유형별로 

- 상 방에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등의 응(공격  

응) 

- 기 내용을 부인하는 홍보 활동

- 해당 문제에 해 사과  

- 해당 문제에 해 개선할 것이라는 발표 

에 한 설문 문항을 제시하 다. 설문은 리커트 7  척

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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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기 응 략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악의적 공격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 행위

×

공격적 대응
부인

무대응 전략
개선
사과 

표 3. 분석 모형

 

SCCT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 유형에 

따른 기 커뮤니 이션 략, 홍보 략의 차이에 

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홍보 업무 장에서

는 기 유형에 따라 홍보의 역할, 홍보 의 의사결정 

업무 등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서구 기업의 경우 

각 부문별 업무 문화가 이루어져 홍보 업무의 경우 

홍보 이 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홍보 업무의 문화가 상

으로 덜 진행되어 있어, 기 발생시 홍보 의 업

무 역할 범 에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역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 해당되는 내용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2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역할이 다르다.

  2-1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의견 수용도에 차

이가 존재한다.

  2-2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략 시행의 용이성이 

다르다.

  2-3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의사결정권한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기 해 각 기 유형별로 다음

과 같은 설문문항이 제시되었다. 

- 해당 기 상황에서 홍보 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짐 

- 해당 기 상황에서 홍보 략 실천이 용이 

- 해당 기 상황에서 홍보 이 의사결정권을 보유

이 설문도 리커트 7  척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

구는 기 유형별 커뮤니 이션 응 략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 차원에서의 응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 다.

Ⅳ. 분석 결과

1. 위기 유형별 전략 사용의 차이

1.1 위기 유형별 무대응 전략

먼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 악의  공격의 경우, 회

사의 유책 사유인 경우, 회사의 범죄 행 가 있었던 경

우 등 각 기 상황별 무 응 략 사용에 한 평균, 

분산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3.10 2.16 

31.795 0.000 

악의적 공격 3.03 1.78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1.80 1.16 

회사의 범죄 
행위 

1.72 1.16 

표 4. 위기 유형별 무대응 전략의 사용

분산분석 결과 기유형에 따라 무 응 략 사용에

는 차이가 있었다. 유의수  99% 이상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그리

고 악의  공격의 경우 무 응 략을 사용한다는 견해

는 3.10, 3.03이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나 회사

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에 무 응 략을 사용한다는 

의견은 1.80, 1.72로 낮았다. Post-hoc 테스트 결과, 회

사 책임이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간에는 차이가 없

었고,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범죄행  경

우에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 

악의  공격과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의 범

죄행  간에는 유의수  0.01 이하로 차이가 존재하 다.

즉 홍보 담당자들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무 응 략에 해서는 부정 이었다. 하지

만 회사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 응 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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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욱 더 부정 으로 보았다. 회사의 책임이 없을 경

우에도 무 응 략에 해 소극 이지만, 회사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무 응 략에 해 상당히 부정 으

로 인식하고 있다.  

1.2 위기 유형별 부인 전략

기 유형별 부인 략에 한 선호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45 1.75 

96.756 0.000 

악의적 공격 4.51 1.33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2.33 2.74 

회사의 범죄 
행위 

1.76 1.53 

표 5. 위기 유형별 부인 전략 사용

부인 략의 경우에도 회사 책임 유형에 따라 선호가 

달라졌다(유의수  0.01 이하). Post-hoc 테스트에서는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2개 간에는 차이

가 없었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유의수  0.01 이하 

수 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 략에 한 선호

도가 4.45 으며, 악의  공격의 경우에는 부인 략 

사용이 4.51이었다. 즉 회사의 책임이 없는데 루머가 돌

거나, 악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 략에 해 

정 으로 보았다.  

하지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부인 략은 2.33, 

회사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 부인 략은 1.76으로 상

당히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 략을 다소 사용하지만,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부인 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1.3 위기 유형별 공격적 대응 전략 

회사의 기 유형별 공격  응을 시행하는 것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45 1.61 

92.875 0.000 

악의적 공격 4.28 1.86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2.20 1.76 

회사의 범죄 
행위 

1.89 1.66 

표 6. 위기 유형별 공격적 대응의 사용

공격  응의 경우 유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

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ost-hoc 테스

트에서는 회사 책임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범죄 행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외 다른 경우에는 유의수  0.01 이하 수 에

서 차이가 존재하 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상 방에 해서 공격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해 평균 4.45로 정 이었다. 

악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도 4.28로 다소 정 인  수

치를 보여주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들이 공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공격  조치에 

한 응답은 2.2로 부정 이었으며, 회사의 범죄 행 의 

경우에도 1.89로 상당히 낮았다. 즉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격  조치가 정 으로 고려되지만, 회사

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공격  조치에 해 부정 이

었다. 

1.4 위기 유형별 사과 전략 

회사의 기 유형별 사과 략 사용에 한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3.55 1.68 

235.901 0.000 

악의적 공격 3.34 1.77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6.41 0.57 

회사의 범죄 
행위 

6.56 0.57 

표 7. 위기 유형별 사과 전략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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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략의 경우에도 유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Post-hoc 테스트에서는 회사 

책임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

우와 회사의 범죄 행  간에는 차이가 없고, 이외 다른 

경우에는 모두 유의수  0.01 이하 수 에서 차이가 존

재하 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응답

은 평균 3.55로 부정 이었다. 악의  공격이 있는 경우

에도 사과 략에 한 응답은 3.34로 부정 이었다. 하

지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6.41이었으며, 회사

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에는 6.56으로 사과 략 사용

에 해 압도 으로 정 이었다. 

회사의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과 략에 해 

부정 이지만, 회사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과 

략을 극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 위기 유형별 개선 전략 

회사의 기 유형별 개선 략 사용에 한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27 1.95 

121.458 0.000 

악의적 공격 3.99 1.97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6.36 0.86 

회사의 범죄 
행위 

6.59 0.55 

표 8. 위기 유형별 개선 전략의 사용

개선 략의 경우에는 유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Post-hoc 테스트에서는 회사 

책임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

우와 회사의 범죄 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외 다른 

경우에는 유의수  0.01 이하 수 에서 차이가 있었다.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선 략을 사용

하는 것에 해서는 4.27로 정 인 응답을 보여주었

다. 즉 회사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향후 개선

을 약속하는 등의 커뮤니 이션 략에 해 정 으

로 보았다. 하지만 악의  공격의 경우에는 3.99로 다소 

부정 이었다. 악의  공격의 경우에는 개선 략이 

립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회사의 책임이 있거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

에는 개선 략이 6.36, 6.59로 상당히 극 이었다. 회

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선 조치에 해서

는 부정 으로 보지 않으며,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에는 극 으로 개선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2. 위기 유형별 홍보팀의 역할

2.1 위기 유형별 홍보팀의 의견 수용도 

각 기 유형별로 홍보 담당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

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26 1.00 

7.179 0.000 

악의적 공격 4.41 0.98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4.92 1.40 

회사의 범죄 
행위 

4.77 1.20 

표 9. 홍보 담당자 의견 수용도 

홍보 담당자의 의견 수용도도 기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F값 7.179로 유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Post-hoc 테스

트에서는 회사 책임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범죄 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외 다른 경우에는 모두 유의수  0.05 이하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의 의견 수

용도가 4.26, 악의  공격의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의 의견 

수용도가 4.41이었다. 홍보담당자의 의견이 정 으로 

수용되기는 하지만 그리 높은 수용도라 보기 어렵다.

이에 해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 

의견 수용도가 4.92, 회사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에는 

4.77로 상 으로 높았다. 즉 회사의 책임이 은 경우

에는 홍보 담당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높지 

않고, 회사의 유책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

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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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위기 유형별 홍보팀 의견 수

용도

홍보 의 의견이 법무  등 다른 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때 홍보 의 의견이 반 되는 정도에 한 기유

형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08 1.02 

9.389 0.000 

악의적 공격 4.16 1.04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4.79 1.10 

회사의 범죄 
행위 

4.57 1.10 

표 10. 다른 부서와의 의견 충돌시 홍보팀의 의견 수용도 

다른 부서와의 의견 충돌시 홍보 담당자의 의견 수용

도는 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F값 9.389로 유

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Post-hoc 테스트에서는 회사 책임 없는 경우와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범죄 행  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외 다른 경우에는 모두 유의수

 0.01 이하 수 에서 차이가 있었다.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에 다른 부서와의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홍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4.08로 

거의 립 인 응답이었다. 악의  공격의 경우에도 

4.16로, 의견 충돌이 없는 경우보다 수치가 낮아졌다. 

즉 다른 부서와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홍보 의 

의견이 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나 회사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부서와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의

견 충돌이 없는 경우보다 수치가 하락했다. 하지만 회

사의 유책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유책 책임이 

없는 경우보다 홍보 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높았다. 기의 수 이 높을수록 홍보 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높았다. 

2.3 위기 유형별 홍보 전략 실천의 용이성

기 유형별 홍보 략 실천의 용이성 정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4.26 1.78 

4.203 0.006 

악의적 공격 3.92 1.14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3.93 1.69 

회사의 범죄 
행위 

3.57 1.99 

표 11. 홍보 전략 실천의 용이성 

홍보 략 실천의 용이성은 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F값 4.203으로 유의수  0.01 

이하에서 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Post-hoc 테스

트에서는 회사책임이 없는 경우, 악의  공격,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은 유의수  0.05 이하 수 에서 서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와 회사의 범죄행  간에서만 

유의수  0.01 이하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홍보 략 실천의 용이

성이 4.26으로 다소 정 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범죄

행 의 경우에는 홍보 략 실천의 용이성이 3.57로 부

정 인 응답이 높았다. 회사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

에는 다른 기 유형보다 홍보 략 시행에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 인 응답 수 은, 회사의 유책 책임이 없는 경

우에도 홍보 략을 제 로 실천하는 것이 4.26으로 다

수 립 이었으며, 그외 다른 기 유형에서는 모두 

홍보 략 실천의 용이성 측면에서 부정 이었다. 즉 

실제 기 상황에서 홍보 담당자들은 홍보 략을 제

로 실천하는 것에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홍보 기가 발생하 을 때 조직 외 , 조직 내 으

로 략을 실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는 것으로, 홍보 략 실행과 련된 실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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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기 유형별 홍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기가 발생하 을 때, 홍보 련 부서가 기 리

에 해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분산 F값 유의수

회사 책임 
없는 경우

3.99 1.18 

1.428 0.234 

악의적 공격 4.15 1.11 

회사의 잘못 
있는 경우

4.09 1.31 

회사의 범죄 
행위 

3.83 1.30 

표 12. 홍보 관련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기 유형별 의사결정권 보유와 련해서는 F값이 

1.423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홍보 이 기 리

와 련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는 3.99, 악의  

공격의 경우에는 4.15,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4.09, 회사의 범죄 행 가 있는 경우에는 3.83으로 나타

났다. 모두다 립 으로, 실질 으로 홍보 이 홍보 

기 발생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기 유형에 상 없이 홍

보 이 실질 인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이상에서 기업의 기 유형별 홍보 략에 차이가 있

는지 여부, 홍보 략 실천과 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에서의 가설에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홍보 기 응 

략이 선호된다. 

기 유형에 따른 기 응 략에 한 분산분석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 책임
없는 경우

악의  
공격

회사 잘못
있는 경우

회사의
범죄행

차이 
여부

무대응 전략 3.10 3.03 1.80 1.72 o

부인 전략 4.45 4.51 2.33 1.76 o

공격적 대응 4.45 4.28 2.20 1.89 o

사과 전략 3.55 3.34 6.41 6.56 o

개선 전략 4.27 3.99 6.36 6.59 o

표 13. 가설 1 결과 요약 

결론 으로 실제로 홍보 기 유형별로 기업 홍보

의 략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무 응 략의 경우 

회사의 유책 책임이 있는 경우 거의 선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의 유책 책임이 있을 때 부인 략도 사용

하지 않는다. 그 신 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 부인 략 

 공격  응 략이 정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과 략  개선 략의 경우에도 회사의 유책 책

임이 없을때는 략 선택에서 잘 고려되지 않지만, 회

사의 유책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정 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회사의 책임 정도에 따라 선호되는 략에 차

이가 존재한다. 특히 회사에 유책 책임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차이가 존재했다. 모든 경

우에서 회사의 유책의 경우와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유의미한 략의 차이가 존재하 다. Coombs가 제

시한 홍보 기별 략 차이는 실제로 한국의 홍보 

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2에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역할이 다르다.

  2-1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의견 수용도에 차

이가 존재한다.

  2-2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략 시행의 용이성이 

다르다.

  2-3 : 기 유형에 따라 홍보 의 의사결정권한에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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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책임
없는 경우

악의  
공격

회사 잘못
있는 경우

회사의
범죄행

차이 
여부

홍보 담당자 
의견 수용도

4.26 4.41 4.92 4.77 o

의견 충돌시 
홍보 의견 
수용도

4.08 4.16 4.79 4.57 o

홍보 전략 
실천 용이성

4.26 3.92 3.93 3.57 o

홍보 
의사결정권

3.99 4.15 4.09 3.83 x

표 14. 가설 2 결과 요약 

가설 2와 련하여 홍보 기별 략의 차이뿐만 아

니라 홍보 의 역할과 련해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

다. 기 수 이 높을수록 홍보 의 의견이 잘 수용되

는 등 홍보 의 역할은 증 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

정권과 련해서는 기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 으로 의사결정권 수 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홍보 의 의견이 으로 높은 수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높은 기 상황에서도 홍

보 의 의견이 반 되는 정도는 7  만 에 5 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홍보

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지 않았다. 

기 수 이 높을 때 홍보 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

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수 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결론 으로 기 유형별로 홍보 략에 차이가 존재

하고,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차 등도 의사결정

권을 제외하면 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

다. 홍보 은 기 유형에 따라 외부 기를 응하는 

략도 달라지지만, 내부 으로 조직 내에서 홍보 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즉 홍보 은 기 유형에 따라 

외 인 응 략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응하

는 략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

조사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설문 모수가 92명으로 상

으로 다. 본 설문은 실제 기업의 홍보 담당자를 

상으로 실시하 고, 각 기업에서 홍보 담당자의 수는 

을 수밖에 없어, 설문 모수를 확 하는 데 한계가 존

재하 다. 설문 상자가 모두 실제 해당 업무 담당자

이기는 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상 으로 작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홍보 이 의사결정권을 제 로 지

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기업에서 홍보 이 

실질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이사 이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설

문 상자 연령에서 40  후반 이상이 은 것도 이러

한 상을 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

보 업무가 실질 으로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은 조직 구조와 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권한과 련해서는 홍보  역량보다는 

이러한 조직 구조가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기 유형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이외에도 자연재해, 조직  문제 등 다른 유

형들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

을 기 으로 네 가지만을 상으로 하 는데, 이외의 

다른 기 유형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다른 유형의 기 등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  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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