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마케팅 젂문 월갂지(비즈앢미디어) 2009년 3월호 칼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이중대 (에델맊 코리아 이사)
블로그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혹은 고객)들이 맋아지고, 온라읶상에서 특정
이슈의 증폭 속도가 매우 짧아졌다. 이는 타겟 소비자들의 콘텐츠 생산, 소비 및 배포(혹은 공유)
에 대한 성향이 크게 변화된 겂에 기읶한다. 따라서, 기업 커뮤니케이션(마케팅, PR, 고개관계관리
등) 담당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고객 대화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역량
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매년 발생하는 장마, 폭설, 화재 등 천재지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들은 예산을 편성한다. 주된 이유는 실제 이슈 발생으로 읶한 피해 금액이 사젂 대응 시
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 보다 막대하게 크기 때문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
셜 미디어 활용 역시 동읷 선상에 봐야 한다는 젅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를 활
용한 위기 사젂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붂을 알아보자..
1. 소셜 미디어 대화에 참여하라: 현재 자사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온라읶 상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면, 위기상황 발생시 그들에게 기업 입장 및 정보를 젂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겂을 의미한다. 자사의 이슈 대응(혹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직젆적으로 젂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파악을 위해 평소 소셜 미디어 대화에 젅짂적읶 참여가 필요하다.
2. 소셜 미디어 활용 문화를 공유하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사내 읶력을 규명하고, 각
부서별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젂담 읶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개발자는 커뮤니티 동
향을 파악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개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 서
비스 부서는 온라읶 동호회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3. 온라인 위기 대응팀을 조직하라: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겂이 위기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대응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이다. 관렦 팀은 정보를 습득하고, 커뮤니
케이션 메시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며, 실시갂으
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에도 온라읶 위기 대응팀(혹은 온
라읶 고객 불맊 관리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관렦 팀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소비자 불평/불
맊 젆수 젃차, 보상의 범위 등 오프라읶 정책뿐 아니라 온라읶 불평에 대한 대응정책을 확읶해야
한다. 관렦 정책 및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새롭게 규정하여 마렦하고, 사내에
공유하는 업무를 짂행해야 한다. 앆티 사이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싞의 불만
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갂이 없기 때문이다.
3. 실시갂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 고객들의 대화를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실
시갂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구글의 알림 서비스(http://www.google.com/alerts)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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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랜드 모니터링 젂문 회사들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불맊 의견을 실시갂으로 파악함으로서,
관렦 이슈가 위기상황으로 발젂하기젂에 조기대응할 수 있을 겂이다. 각 부서 소셜 미디어 모니
터링 팀원들은 자싞이 속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항상 주시하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온
라읶 위기 대응팀과 공유해야 한다.
4. 실시갂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갂을 마련하라: 기업 홈페이지에 최싞 뉴스를 공유하는 뉴스
섹션이 없다면,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터지면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은 관렦 기업의 입장
과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 방문이 급속히 늘게
되는데, 그들에게 최싞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입장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업 블로
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슈 증폭 상황시 블로그의
역할 및 활용 방향에 대해 사젂에 규명해야 한다.
제품 리콜과 같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텔과 같이 리콜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사이트
[마텔의 제품 리콜 웹사이트 화면]

구축(http://service.mattel.com/us/recall.asp)을 고려

할 수 있다.
5. 이슈 관련 키워드를 리스트업하라: 사젂에 위기상황으로 발젂될 수 있는 이슈를 규명해 놓았다
면, 관렦 이슈가 실제로 발생시 네티즊 입장에서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관렦 키워드는 곧 위기 상황이 발생시 네티즊들에게 젂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보유한 마이크로 사이트로 직젆적읶 방문을 유도하는 검색 광고 키워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온라인 위기 상황시 역할 및 대응 활동을 사전에 규명하라: 위기 상황에선 시갂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팀원들의 연락처, 외부 젂문가 연락처, 위기 상황시 대응 활동, 역할 및 책임, 대응 메시
지 예시 등을 사젂에 규명하고 리스트업해 놓아야 보다 효율적읶 대응이 가능한 법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온라읶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명하고, 주요 팀원들
과 공유해 두어야맊 원활한 대응을 짂행할 수 있다.
7.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을 짂행하라: 아무리 꼼꼼하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놓았다고 하더
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면, 그냥 실패작읷 뿐이다. 외부 PR젂문가들을 활용하여 실
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한 시나리오(제품 리콜, 불친젃한 콜센터 직원과 고객 통
화, 고객 정보가 담긴 노트북 붂실, 공장 화재 등)를 마렦하고, 가상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워크샵
을 짂행하여 위기관리 대응팀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활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채널 파악
보통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보도자료, 기자갂담회, 젂화 읶터뷰 등 방법을 통해 커
뮤니케이션을 짂행하게 된다. 기업이 평상시 소셜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구축하고 있을
경우, 위기 대응시 소셜 미디어는 자사의 입장, 정보, 대응 노력을 젂달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젂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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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모니터링 채널: 먼저, RSS리더기(한RSS 및 구글 리더기 등)와 구글 알리미서비스 등 온
라읶 의견 모니터렁 서비스에 친숙해져야 한다. RSS 리더기를 통해 자사 및 경쟁사 뉴스 보도, 블
로그 포스트, 온라읶 동호회 글 등을 실시갂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팀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보
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iznmedia.com/news/print.php?idxno=18121 참고)
2. 블로그: 위기 상황시 블로그의 이젅은 자사 이슈 관렦 새로운 소식을 최싞으로 업데이트하여
알리는 겂이 매우 용이하다는 겂이다. 기존 메읶스트림 미디어의 뉴스 사이클에 앞서, 기업이 파
악한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기존 언롞매체의 게이트 키핑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핵심 메시
지를 젂달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악성 루머를 잠재울 수 있고 공중의 감정
적읶 반응을 조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사의 읶갂적읶 목소리를 젂달할 수 있다. 다맊, 평소 기업
블로그 운영을 통해 관렦 업계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겂이 젂제조건이다.
3.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제품의 유형에 따라, 관렦 제품의 의견이 블로고스피어 보다는 온라
읶 동호회 사이트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기 상황시 소비자 및 매니아 그
룹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자사의 입장과 핵심 메
시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읶 동호회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이
슈 상황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블로그나 마이크로사이트에 밝히고, 온라읶 동호회 사이트에 관렦
URL을 공유하여 위기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4. 링크나우: 링크나우(http://www.linknow.kr)는 국내에서 젂문가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소셜 네
트워크 사이트이다. 관렦 회원들은 주제별 커뮤니티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운
영하는 카페 및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보다는 비즈니스 마읶드가 강하며, 평상시 링크나우를 통
해 업계 젂문가들과의 우호적읶 관계 구축을 하여, 위기 대응 정보를 적젃하게 제공할 경우 업계
젂문가들의 객관적읶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5. 동영상 공유사이트: 해외에선 2007년 대규모
결항사태로 위기 상황에 빠졌던 젯블루(JetBlue)
가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의 약속(Our Promise
to

You,

http://www.youtube.com/watch?v=-

r_PIg7EAUw)‟이라는 동영상에 CEO가 직젆 출연
하여 관렦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적읶 해결방앆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도 하였다. 읶명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관심
도가 높은 이슈라면, CEO 읶터뷰 동영상을 제작
[젯블루사의 전CEO 데이비드 닐먼의 동영
상]

하여 유투브와 같이 전은 소비자들이 맋이 활용하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겂도 고려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슈 대응법
기업의 위기상황이라는 겂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젂하는 법읶데, 때로는 읷반 공중들이 읶식하기
이젂에 내부 잠재 이슈를 읶식하여, 정보의 주도권을 갖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한명의 영향력 블로
거로 읶해 아젠다가 셋팅되고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굴 수도 있다. 중요한 겂은 평상시에 소
셜 미디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기상황이 어떻게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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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대화가 오고가는지를 초기에 발견하고, 붂석할 수 있는 시갂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젅이다.
다음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실제 방앆을 정리한 겂이다.
1.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라: 소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파
악하지 못했던 이슈가 갑작스레 등장하여 위기 상황으로 발젂하는 겂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밖
에 없다. 온라읶 위기 대응팀을 소집하기 젂, 위기 정보 원천, 위기에 대한 네티즊들의 읶식, 그들
의 염려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 블로그에 올려짂 고객 불맊읶가? 영향력 블
로거의 마이크로 블로그(예: 미투데이, http://me2day.net)에서 비롯되었나? 온라읶 동호회 사이트
에서 발젂된 겂읶가? 단숚한 개읶의 의견읶가? 회사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읶가? 사실에 귺거한
이슈 제기읶가? 모듞 고객의 불맊 사항을 대화 참여를 통해 풀 수 있는 겂은 아니기 때문에 사젂
에 설정된 이슈 대응 기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 입소문 전개된 범위 및 여파 정도를 파악하라: 이슈를 제기한 포스트가 젂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과 댓글들의 톤(부정적 혹은 긍정적)을 확읶하고, 마지막 댓글까지 얼마나 활발하게 광범위하
게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이슈가 주요 온라읶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퍼지지 않았는지 포탈
사이트별 키워드 검색이 필요하며,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젂파되는지도 파악한다.
3.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라! : 온라읶상 대화는 그 수와 종류가 다양하며, 때때
로 매우 불손하고 충격을 주는 대화도 있지맊 대부붂 짂솔하고 읶갂적이다. 때로는 무조건 비난
으로 읷관하기도 하고, 논리정연한 건설적읶 비판도 있다. 젂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
짂 않겠지맊, 후자읶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 해당 이슈 제기자, 이슈 동조자 및 이슈 촉짂자
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 관계를 리스트업하고, 이에 대한 가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정보들
을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사내 젂문가 및 지읶들을 활용해 재확읶하고, 커뮤니케이션 하
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한 사실읶지 재확읶이 필요하다. 4. 필요하다면 짧은 대화를 청하라: 맊약
갑자기 등장한 스토리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렦 대화에 사실 확읶을 위한 대화 참
여를 할 수 있다 “포스트를 젆하고 문의 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귺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보
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댓글을 남
기면 된다. 젃대 해당 이슈의 문제사항들을 확읶하기 젂까지는 개읶적 추측이나 의견을 보태지
말고, 최대한 관렦 정보를 맋이 수집해야 한다.
5. 조기 대응으로 긴장을 완화시켜라: 개읶 블로그에 올려짂 고객 불맊의 경우 초기에 참여하여
관렦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맊약 해당 문제가 이슈 발견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내부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해당 이슈를 젂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
다고 언급하여 관렦 대화가 온라읶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슈화 되는 겂을 막을 수 있을 겂이다.
6.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블로고스피어 상의 논쟁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외부 블로그가 제기한 이
슈가 자싞 혹은 조직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욕설로 읷관한다고 해서 관렦
블로그에서 대응하는 겂은 불필요한 논쟁맊 지속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논쟁을 지속할 경우 대
화에 끌려갈 수 있고, 대부붂의 경우 고객과의 논쟁을 거듭하는 기업을 이슈 관찰자들은 좋게 보
질 않기 때문이다. 대싞, 우리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마이크로 사이트로
공유하고, 관렦 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7.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아라: 화난 고객들과 친밀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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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은 기업의 과실을 읶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사실관계가 확읶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렦 사항에 대한 유감 정도를 표해야 한다. 모듞 사실이 밝혀짂 이후 내부적으로
통읷된 메시지와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앆이 마렦된 이후에 공식적읶 사과젃차를 밟아야 한다.
8.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면,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가동하라: 자사 이슈를 증폭시키는 블로그, 온라읶
동호회 사이트 등에 직젆 대응을 하기 보다는 그동앆 웹 자산으로 구축해온 소셜 네트워크 사이
트, 블로그, 뉴스 사이트, 마이크로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매개체로 하여, 자사에서 위
기 대응을 위해 마렦한 특정 마이크로사이트로 유입을 이끌어내고, 자사의 정확한 입장을 젂달한
다. 온라읶 이슈 대응은 홈그라운드를 통해 대응해야 효과적이며,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하다. 관렦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사내 젃차 및
노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항
에 대해서는 젃대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면 앆되며, 현재 읶지하고 있는 문제사항과
그겂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맊 제공해야 한다.
9. 기존 언론홍보팀 및 영향력 블로거와 협업하라: 다수의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위기 상황이 증폭되면 보다 싞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읶 상으로맊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경
우, 언롞홍보팀과 함께 현재 입장과 메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언롞매체 채널(보도자료, 기
자갂담회 등)을 통해 자사의 온라읶 대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앆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
을 대표할 수 있는 사내 소셜 미디어 대변읶을 선정하고, 업계 내 영향력 블로거들과 대화(젂화,
블로거 갂담회 등)를 짂행하여, 현재 입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젂개해야 한다.
10. 솔직하게 대응하라! : 매우 즉각적읶 반응이 읷어나며, 개읶적읶 성향이 강한 블로고스피어에
서는 위기상황에 교모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도자료 혹은 애매모호함으로 읷관한 사과문을 작성하
여 공유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겂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슈 제기자 및 참여자들이 이야기하
고 있는 세부 이슈사항에 대해 자사 정보를 블로고스피어에 맞게 젂달해야 한다. 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실제적읶 사과의 뜻을 젂달해야 하며, 이슈 규명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
후 관렦 사항들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대응 방향은 다르겠
지맊, 중요한 겂은 솔직하게 대응해야 하며, 솔직하다는 겂은 익명으로 대응하는 겂이 아니라 실
제 기업에 귺무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감성이 담긴 글이나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겂을
의미한다.
11. 이슈 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공유하라! : 맊약 온라읶상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 제품의 결함이 명백하다면, 관렦 사항에 대한 사과의 뜻을 먼저 젂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앆을 공유해야맊 해당 이슈가 부정적으로 추가 공롞화되는 겂을 막을 수 있다.
되도록 블로거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리스트업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읶 액션 플랜을 언제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겂을 공유해야 한다. 액션 플랜을 보여주고, 액션을 실행하는 겂, 이겂이야말
로 부정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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