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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기업의 과실과 소비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Holme & Wattas, 1999; 

Lindgreen & Swaen,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과실 및 기업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 

두 번의 실험으로 언더독 효과가 기업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 냈으며, 특히 그 과실 

유형이 윤리적 과실일 경우, 소비자들은 언더독에게 더 큰 부정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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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언더독 효과(Underdog Effct)’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약자를 지지하는 경향을 말한다. 언더독 효과는 

정치,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마케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Paharia, 2011). 

언더독 효과를 노린 마케팅의 예를 살펴보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버락 오바마(Burack Obama)와 존 

매케인(John McCain)모두 자신을 언더독으로 묘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한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렌터카 회사인 

에이비스(Avis)는 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허츠(Hertz)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We are 

number 2. We try harder.)”라는 솔직한 광고로 소비자의 환심을 샀고, 

국내 기업에서도 대한 생명은 ‘지금은 2등이다. 그러나…’ ‘2등은 

시끄럽다’ 등의 카피로 언더독 포지셔닝을 통한 광고 켐페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오뚜기 진라면의 경우 항상 농심 신라면에 비해 

약세에 있었지만 이를 이용한 ‘진라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아니지만 이렇게 맛있으면 언젠가 1등도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진솔한 

광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결론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앞서 본 예시처럼 언더독 포지셔닝을 활용한 수 많은 마케팅 성공 

전략들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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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언더독 포지셔닝이 기업에게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진행되었다. 즉 기업이 언더독 포지셔닝을 

했을 경우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1.2 연구의 목적 

기업의 언더독 포지셔닝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언더독의 역 효과 (Reverse Underdog 

Effect)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연구자는 언더독의 역 효과가 기업의 과실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언더독이라도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탑독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옮겼다. 

선행 연구 중 개인의 물질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언더독 효과의 제한(Limitation)과 

관련한 연구는 있지만 (Kim et al., 2008) 아직까지 언더독 포지셔닝 및 

언더독 서술기법의 부정적 효과 즉 언더독의 역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고, 언더독의 효과를 기업의 과실과 연계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연구의 핵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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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언더독의 정의 

‘언더독(Underdog)’이라는 단어는 19세기 널리 유행하였던 개 

싸움에서 유래하였다. 이때 싸움에서 패배한 개는 복종의 의미로 승자의 

밑에 깔리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패배한 개는 글자 그대로 언더독으로 

불리는 반면 승리한 개는 탑독으로 불리었다. 언더독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 보면 언더독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 번 째는 

경쟁이나 갈등에서 예상되는 패배자 (Predicted Loser)의 의미이며, 좀 

더 넓게는 사회적 정치적 부당성으로 인한 희생자 (Victim of 

Injustice)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Merriam-Webster, 2013).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전적 정의에서 언더독이 경쟁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언더독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사회적 정의감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언더독과 탑독 기업과 관련해 학계에서의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나, 

브랜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를 기준으로 브랜드를 각각 우위 브랜드 및 열위 브랜드로 구분하며, 

이때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란 시장 점유율로 많은 경우 측정이 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쪽을 탑독, 낮은 쪽을 언더독으로 분류한다 (Hoch & 

Deighton, 1989).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언더독의 예로 ‘시카고 

컵스(vs. 뉴욕양키스),  ‘애플(vs. 마이크로소프트)’,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vs.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들이 

탑독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보통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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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을 가진 대기업일 경우가 많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 예로는 Starbucks (vs. 소규모 커피숍), 월마트 (vs. 

지역 할인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시장에서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추측에만 의존하여 

언더독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더독 서술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을 홍보한다. 즉 소비자들에게 언더독 기업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실제 시장에서의 위치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실제 시장 위치 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기업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Paharia, 2011). 때문에, 

성장하여 지금은 현재 탑독의 위치에 있더라도 기업은 언더독 효과를 

누리기 위해 언더독 서술기법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구글(Google), 애플(Apple), 에이치피(HP) 등 이미 시장에서 크게 성공 

한 기업이지만 힘겨웠던 창업 과거를 기업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기재 

함으로써 자칫 거만하게 비춰 질 수 있는 탑독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언더독 효과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haria et al. (2011)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시장에서의 실제 위치가 아닌 소비자 인식을 반영한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따라서 언더독 및 탑독을 서술기법으로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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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더독의 주요 특성 

Paharia et al. (20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특성 즉 ‘외부적 불이익’과 ‘열정&의지’가 각각 높고 낮음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과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아래 

[그림1] 언더독 매트릭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두 특성이 모두 높은 

경우를 가리켜 언더독이라 하고, 반대로 이 두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를 

가리켜 탑독이라 한다. 또한 외부적 불이익이 높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희생자(Victim)으로 분류되며, 외부적 불이익의 

정도는 낮지만 성공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높은 경우는 특권적 성취자 

(Privileged Achiever)로 분류된다.  

 

[그림 1] 언더독 매트릭스 

 

2.3 언더독 효과의 심리적 기제 

편승효과 또는 밴드웨건(Band Wagon)효과와는 상반 대는 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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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독 효과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언더독 효과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로는 크게 정의 기반 동기 (Justice-Based Motivations)와, 동일시 

기반 동기(Identification-Based Motivation)를 꼽을 수 있다. 

Goldschmied(2005)는 언더독과 탑독의 경쟁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정의감이 언더독 효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탑독에게만 유리한 내외 적 조건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식되어, 이를 변화시켜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에서 언더독을 

응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kitka & Tetlock, 1992). 동일시 기반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언더독이 처한 상황을 동일시 

하는데 에서 시작하는 동기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는 

언더독을 동정하게 되어 응원한다는 것이다 (Paharia et al., 2011). 

이외에도 언더독 효과를 일으키는 심리적 기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예로는 결정정서 이론(Decision Affect Theory)을 

바탕으로 한 실용 기반동기(Utilitarian-Based Motivation)-(Shepperd 

& McNulty 2002; Goldschmied 2005), 응당함(Deservingness)을 

기반으로 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특별한 것(Uniqueness)을 

추구하려는 동기(Snyder & Fromkin 1980; Tian, Bearden & Hunter 

20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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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업의 과실유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 과실을 그 잘못이 기업의 내부적 책임에 귀인 

한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과실은 윤리와 

관계가 있는 과실(e.g., Grappi & Bagozzi, 2013) 과 윤리와 관계가 없는 

과실(e.g., Aaker, Fournier, & Brasel, 2004)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윤리와 관계가 있는 과실은 개인이 윤리적 과실을 행했을 때 피해를 

끼치는 대상이 개인이냐 사회 공동체냐에 따라, 즉 그 피해 대상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e.g., Rozin, Lowery, Imada, & 

Haidt, 1999; Shweder, Much, Mahapatra, & Park, 1997). 이는 기업이 

과실을 범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 즉 기업이 소비자나 직원 

개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 한 경우와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거나 그 공동체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로 구분 지을 수 있다(Grappi & Bagozzi, 2013). 우리는 기업의 

과실이 언더독을 지지하는 소비자로부터 일종의 배신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언더독을 지지하는 여러 동기들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정의에 기반한 동기는 공평함이 구현 되지 않은 경쟁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 그 힘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약자가 오히려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 기대에 대한 심리적 비용으로 

인해 더욱 가혹하게 평가를 할 것 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결정 정서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결정 정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 보다 실제 결과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매우 

불행한 감정을 느끼며, 반면 예상하지 않은 곳 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접하게 되면 매우 큰 기쁨을 느낀다(Sheppered & McNulty, 200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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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일반적으로 질것으로 여겨지는 언더독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고 

해서 언더독의 패배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예상과 달리 

언더독이 승리한다면 여기서 오는 기쁨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언더독을 

응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더독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공이라기 보다 

힘의 불균형 에서 오는 불공평함을 바로 잡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기인해 있음으로, 언더독이 사회적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실을 범했을 경우 그 평가 잣대가 더욱 엄해질 수 

있겠다. 정의로움과 윤리와의 관계는 Prooijen(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즉 사람들은 자신의 자율성 및 권리가 침해되면 

공평성과 정의(Justice)에 민감해 진다는 것이다.  

 

2.5 매개변수로서의 CAD(Contempt, Anger, Disgust) 

대상을 비난하는 감정(Emotion)은 크게 경멸(Contempt), 화(Anger), 

역겨움(Disgust)으로 정의된다 (eg., Haidt, 2003; Rozin et al., 1999).  

일반적인 경우 이 세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Shweder et 

al., 1997; Rozin et al., 1999) 이 세가지 감정은 각기 다른 자극으로 

인한 감정으로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감정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Gutierrez & Giner-Sorolla, 2007).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세가지 감정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 화(Anger)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 윤리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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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기업윤리와 이를 위반한 과실만을 따로 본 제한적 

의미에서의 기업 과실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 세 가지의 과실 중 화(Anger)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윤리와 관련이 없는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기업 과실의 경우 세가지 부정적 

감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Ⅲ. 연구 가설 및 모형 설계 

3.1 연구 가설 

앞서 설명한 연구 배경 및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언더독 효과가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존재할 것이며, 연구자는 그 실마리를 

언더독을 지지하는 심리적 기제에서 발견하였다. 즉 언더독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언더독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관심 보다 언더독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이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정의를 실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때 언더독이 과실을 범하는 

등의, 자신들의 정의 구현에 흠을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평가하는 잣대는 더욱 엄격해 지고 이는 과실 중에서도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리적 과실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두 번의 실험을 통해 아래 가설들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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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째 실험에서는 과실의 유형을 윤리적 과실과 윤리와 관계없는 과실 

즉 기능적 과실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윤리적 과실유형을 세분화 하여 

개인의 자유및 권리 침해 관련 과실과 공동체 의무 및 질서 관련 과실로 

나누어 정말 언더독이 대조되는 탑독과 비교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큰 부정적 태도를 이끄는 지에 대해 알아 본다. 

H1: 기업의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의 경우 모두, 언더독이 탑독에 

비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언더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이 기능적 과실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탑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은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없을 것이다.   

H1b: 과실유형과 기업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는 CAD(Contempt, Anger, 

Disgust)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H2: 기업의 윤리적 과실 중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공동체 질서 및 의무를 침해한 경우 모두, 언더독이 탑독에 비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언더독의 경우,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과실은 공동체 

질서 및 의무를 침해하는 과실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탑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은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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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윤리적 과실유형과 기업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는 화(Anger)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3.2 연구 모형설계 

위의 가설에 대한 개념은 [그림 2]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유형 즉 언더독과 탑독에 따라서 윤리적 

과실과 윤리와 관계가 없는 과실이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는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Study 1). 또한 윤리적 과실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Study 2).   

 

[그림 2] 전반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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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설계 및 분석 결과 

4.1 실험1 

실험1은 언더독과 탑독의 조건에서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에 

대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며 이 현상을 

CAD(Contempt, Anger, Disgust)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4.1.1 실험 방법 

1) 실험 디자인 

본 연구의 실험 디자인은 피 실험자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로 2 (기업 유형: 언더독 vs 탑독) X 2 (기업 과실 유형: 윤리적 

과실 vs 기능적 과실)의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총 4종의 설문지 중 한가지를 받아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참가자와 진행절차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12일부터 9월21일까지 

열흘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온라인을 통해 94명 오프라인을 통해 15명으로 

총 109명에게 4종의 설문지 중 한가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1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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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 유형에 대한 설명 자극을 주고 (탑독/언더독) 기업에 

대한 태도 (T1)를 측정한 후 탑독 언더독의 조작을 점검하였다. 바로 

이어서 기업의 과실(윤리적, 기능적)설명 자극을 주고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CAD(Contempt, Anger, Disgust)를 측정하였고 이어서 

기업에 대한 태도를 다시 측정하였다(T2). 마지막으로는 과실 설명으로 

에 대한 조작을 점검하였다.  

3) 실험 자극 

언더독은 언더독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탑독은 탑독 서술기법을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각각 언더독과 탑독으로 인식하도록 자극물을 

작성하였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Paharia (2011)연구의 언더독 탑독 

서술기법을 참고하였으며 위의 [그림1] 언더독 매트릭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언더독 자극물은 외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으나 내적으로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며 탑독 자극물은 외적 불이익은 적지만 내적으로 

열정과 의지가 없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림 3]는 실험에 실제 

사용된 자극이다.  과실유형은 Grappi & Bagozzi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한 기업의 

윤리적 과실 자극물을 작성하였으며, 기업의 기능적 과실자극물은 

Aaker & Brasel (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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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기업 과실 유형 

탑독(Top dog) 

 
카메라 회사 A는 5년 전 DSLR카메라 

A12의 출시로 고객들로부터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을 인정 받아 업계 시장 

점유율로는 2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그러나 A회사 

직원들은 자사의 시장 선점 우위에서 오는 

선발자의 이익과 자원의 우월성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신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여 이를 유지 하려고 

한다 

 

윤리적 과실 

 
하지만 최근 한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카메라 회사 A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점, 그리고 

특히 비 정규직,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무력적 

방법으로 해제 시킨 점이 언론에서 

밝혀졌다 

언더독(Underdog)  

 
카메라 회사 A는 사무실이 없어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으로써 경쟁사들에 비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 제품의 매장 진열 및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대규모 기업 

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했고 

자원의 제약 또한 뒤따랐다. 하지만 젊은 

CEO의 지휘 아래 직원들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신 제품 DSLR카메라 A12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기능적 과실  

(윤리와 관계 없는 과실) 

 
최근 이 회사의 마케팅 팀은 제품A12를 

구매한 고객에 한정하여 흑백사진을 

회사에 보내 주면 이를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여 A회사의 웹사이트에 디지털 

포토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는 홍보를 

하였다. 하지만 고객들이 보내 준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A회사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흑백사진이 

훼손되었고 복원 또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 3] 자극(기업유형 및 기업 과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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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측정 

CAD (Contempt, Anger, Disgust)문항은 Grappi & Bagozzi (2013)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Contempt, Anger, Disgust는 각 

3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α=. 94),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구성은 부록1의 설문지를 

참고).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는 Folkes& Kamins (1999)의 연구에서, 

기업 과실 상황에서의 소비자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T1=(α= .94)), 기업의 

과실자극을 보여준 후 그 태도를 다시 측정하여(T2=(α= .95)) 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응답자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정도를 측정하여 

(T1-T2)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기업태도만을 측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지 않고, 기업이 과실을 

범하기 전 소비자의 기업 태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연구의 

종속변수로 채택함으로써, 과실자극을 읽기 전 소비자의 기업태도를 

통제할 수 있었다. 

 

4.1.2실험 결과 

탑독과 언더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기업 설명을 읽고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조작 검정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탑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3.08) 보다 언더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 =5.81)에 대해 더 언더독이라 인지하였다 (F(3, 98) = 77.81,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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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탑독 50 3.08 .97 집단간 3 

집단 내 98 
77.81 .00 

언더독 52 5.81 .83 

 

[표 1] 기업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기업의 과실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조작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기업의 윤리적 과실에 관한 자극에 대해서 

이를 기능적 과실(3.06)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윤리적 

과실(5.56)이라고 인식하였다(F(3, 98) = 26.19, p< .01). 반대로 기업의 

기능적 과실에 관한 자극에 대해서는 이를 윤리적 과실(M=2.69)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기능적 과실(M=5.02)이라고 인식하였다(F(3, 98) = 

21.16, p< .01).  

윤리적 과실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윤리적 과실 48 5.56 1.09 집단간 3 

집단 내 98 
26.19 .00 

기능적 과실 54 3.06 1.78 

기능적 과실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윤리적 과실 48 2.69 1.36 집단간 3 

집단 내 98 
21.16 .00 

기능적 과실 54 5.02 1.56 

 

[표 2] 기업 과실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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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기업 과실 

유형 
평균 표준편차 샘플 량 

탑독 
윤리적 과실 1.76 1.02 24 

기능적 과실 1.23 .90 26 

언더독 
윤리적 과실 3.44 1.37 24 

기능적 과실 1.86 1.23 28 

 

[표 3] 기업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 기술통계량(ANOVA)                              

 

 

 

제 

III유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수정 모형 67.12 3 22.37 16.491 .00 

절편 436.98 1 436.98 322.06 .00 

기업유형 

(탑독/언더독) 
33.79 1 33.79 24.90 .00 

과실 유형 

(윤리/기능) 
28.55 1 28.55 21.04 .00 

과실유형*기업유형 7.06 1 7.06 5.20 .025 

오차 132.97 98 1.36   

합계 628.33 102    

수정합계 200.09 101    

 

[표 4] 기업의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개체-간 효과검정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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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 

이원 분산분석(2X2 ANOVA)을 한 결과 결과, 기업 및 과실 유형간

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1, 98) = 5.20, p< .05; [표4]). 언더독의 경우에는 기업이 기능

적 과실 (M=1.86)보다 윤리적 과실(M=3.44)을 범했을 때 소비자의 기

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탑독의 경우에는 기능적 과실 

(M=1.23)과 윤리적 과실(M=1.76)이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긴 했으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그림6]).   

1)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CAD(Contempt, Anger, Disgust)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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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본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증명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같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Perfect mediation), 독립변수도 유의하면서 

2단계보다 작은 계수를 가지면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 절차에 따라 먼저 CAD(Contempt, Anger, Disgust)를 

종속변수로 두고 과실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고 (β 

=.54, t=6.47, p< .01). 다음으로는 태도변화를 종속변수로 두고 과실 

유형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β =.37, t=4.03, p< .01). 

마지막으로 과실 유형과 CAD(Contempt, Anger, Disgust)를 함께 

독립변수로 두고 태도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실유형에 대한 태도 변화(β = .19, t=.33, p< .1)와, CAD(Contempt, 

Anger, Disgust)에 대한 태도변화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β 

= .33, t=3.5, p< .01). 이때 과실 유형 하나만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보다 과실 유형과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베타 계수가 작아졌다. 그러나 이때 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완전매개 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에서도 (Z = 3.34, <.01) CAD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Precherand Hayer (2012)의 Bootstrap Mediation Analysis를 이용한 

분석 에서도 95% 신뢰구간 ([.19, .49])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20 

 

때문에 CAD(Contempt, Anger, Disgust)에 대한 매개 효과를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유형에 따른 태도변화가 p< .01 이므로 Baron 

and Kenny(1986)가 소개한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표 5]. 

2) 조절 효과 (Moderating Effect) 

기업 유형이 조절변수로써 기업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변화 효과를 

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 SPSS Macro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odel5; [그림5]: 과실 유형[X], 

CAD [Mi], 기업 유형[W], 태도변화[Y]). 

먼저 첫 번째 모델은 CAD [Mi]에 대한 과실 유형[X]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하였고 이 분석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29, F(3,98)=41.80, 

p<.01) 두 번째 모델로 태도변화[Y]에 대한 CAD[Mi], 과실 유형[X], 

그리고 기업 유형[W]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하였고 이 모델 또한 

유의하였다 (   =.46, F(3,98)=20.26, p<.01). CAD, 과실유형, 

기업유형의 베타 계수가 각각 β=.44 (t(102) =4.62, p<.01); 

β=.21(t(102)=1.70, p<.1); β= .66 (t(102) =6.20, p<.01)로 효과가 

검정되었다. 또한 과실 유형과 기업 유형의 상호작용의 베타계수가 

β=.24 (t(102)=2.29, p<.05)로 이 또한 유의하였다 [표5]. 

그 다음으로 Y에서 X의 조건부 직접 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s)를 알아보기 위해서 Bootstrap 결과를 살펴보면 [표6], 

탑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됨으로 유의하지 않고 (95% CI: -

.35, .30), 언더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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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3, .78), (t(102)=2.76, p=.01). 즉 탑독에서는 과실유형[X]이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언더독에서는 

과실유형[X]이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그림 5] 실험1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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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1 통계적 모형 

 

 
매개변수 β 

(CAD) 
SE t 

유의 

확률 
LLCI ULCI 

상수 4.46 .11 39.34 .00 4.23 4.68 

과실 유형 

(윤리 : 기능) 
.73 .11 6.47 .00 .51 .96 

 

 
종속변수 β 

(태도 변화) 
SE t 

유의 

확률 
LLCI ULCI 

상수 .13 .43 .30 .76 -.73 1.03 

CAD .44 .09 4.62 .00 .25 .52 

과실 유형 

(윤리 : 기능) 
.21 .13 1.70 .09 -.0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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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탑독 : 언더독) 
.66 .11 6.20 .00 .45 .87 

과실유형*기업유형  .24 .11 2.29 .02 .03 .45 

 

[표 5] 기업 유형에 따른 과실 유형이 CAD를                        

통해 태도변화에 미치는 간접효과 (SPSS Macro) 

 

매개변수 기업유형 Effect SE T 
유의

확률 

Boot 

LLCI 

Boot 

ULCI 

CAD 
탑독 -.03 .15 -.17 .86 -.35 .30 

언더독 .045 .15 2.76 .01 .13 .78 

 

[표 6] 기업 유형에 따른 과실 유형이 화(CAD)를 통해                

태도변화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 (SPSS Macro) 

 (SE = standard error,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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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2 

실험2는 언더독과 탑독의 조건에서 두 가지 윤리적 과실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와 관련한 과실 vs. 질서 및 의무 관련한 과실)이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 이며, 이 현상을 

화(Anger)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4.2.1실험 방법 

1) 실험 디자인 

본 연구의 실험 디자인은 피 실험자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로 2 (기업 유형: 언더독 vs 탑독) X 2 (윤리적 과실 유형: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vs 공동체 질서 및 의무 위반)의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총 4종의 설문지 중 

한가지를 받아 설문에 응하였다.  

2) 참가자와 진행절차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열흘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온라인을 통해 107명에게 4종의 설문지 

중 한가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10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기업 유형에 대한 설명 자극을 주고 (탑독/언더독)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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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 (T1)를 측정한 후 탑독 언더독의 조작을 점검하였다. 바로 

이어서 기업의 과실(개인의 자유 및 권리, 공동체 질서 및 의무)설명 

자극을 주고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화(Anger)를 측정하였고 

이어서 기업에 대한 태도를 다시 측정하였다(T2). 마지막으로는 과실 

설명으로 인한 조작을 점검하였다.  

3) 실험 자극 

언더독은 언더독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탑독은 탑독 서술기법을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언더독과 탑독으로 각각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는데, Paharia (2011)연구의 언더독 탑독 서술기법을 

참고하였으며 위의 [그림1] 언더독 매트릭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언더독 자극물은 외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으나 내적으로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며 탑독 자극물은 외적 불이익은 적지만 내적으로 열정과 의지가 

없는 기업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업의 윤리적 과실유형은 

Grappi & Bagozzi (2013) 연구를 참고하여 자극물을 작성하였다.  

기업 유형 기업 과실 유형 

 

탑독(Top dog) 

 
카메라 회사 A는 5년 전 DSLR카메라 

A12의 출시로 고객들로부터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을 인정 받아 업계 시장 

점유율로는 2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그러나 A회사 

직원들은 자사의 시장 선점 우위에서 오는 

선발자의 이익과 자원의 우월성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신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여 이를 유지 하려고 

한다 

 

 

윤리적 과실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하지만 최근 카메라 회사A는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선량한 

투자자로 가장하여 주변 지역의 소규모 

상점들을 헐 값에 매수 한 후 철거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입은 

영세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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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독(Underdog) 

 
카메라 회사 A는 사무실이 없어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으로써 경쟁사들에 비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 제품의 매장 진열 및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대규모 기업 

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했고 

자원의 제약 또한 뒤따랐다. 하지만 젊은 

CEO의 지휘 아래 직원들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신 제품 DSLR카메라 A12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기능적 과실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하지만 최근 카메라 회사A는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선량한 

투자자로 가장하여 주변 지역의 소규모 

상점들을 헐 값에 매수 한 후 철거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입은 

영세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다. 
  

 

[그림 7] 자극 (기업유형 및 기업 과실유형) 

 

4) 측정 

화(Anger)문항은 Grappi & Bagozzi (2013)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화(Anger)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α=. 93),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구성은 부록1의 설문지를 참고).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는 

Folkes& Kamins (1999)의 연구에서, 기업 과실 상황에서의 소비자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T1=(α= .89)), 기업의 과실자극을 보여준 후 그 태도를 다시 

측정하여(T2=(α= .95)) 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응답자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정도를 측정하여 (T1-T2)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기업태도만을 측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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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업이 과실을 범하기 전 소비자의 기업 태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연구의 종속변수로 채택함으로써, 소비자의 기업태도를 

통제할 수 있었다. 

 

4.2.2실험 결과 

탑독과 언더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기업 설명을 읽고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조작 검정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탑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3.12) 보다 언더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 =5.69)에 대해 더 언더독이라 인지하였다 (F(3, 70) =107.75, 

p< .01).  

 

기업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탑독 29 3.12 1.04 집단간 3 

집단 내 70 
107.75 .00 

언더독 45 5.69 1.02 

 

[그림 8] 기업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기업의 과실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조작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와 관련한 과실 자극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체 질서 및 의무와 관련한 윤리적 

과실(M=4.11)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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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과실(M=5.27)이라고 인식하였다(F(3, 70) = 7.45, p< .01). 

반대로 기업의 공동체 질서 및 의무와 관련한 과실 자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인식에서 차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개인의 자유 권리 침해 

관련 (M=5.17),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M=5.00); F(3, 98) = .00, 

p> .5).  

윤리적 과실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40 5.27 1.51 

집단간 3 

집단 내 70 
7.45 .01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34 4.11 1.68 

윤리적 과실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40 5.17 1.50 

집단간 3 

집단 내 70 
.00 .99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34 5.00 1.41 

 

[표 7] 기업 과실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하지만 윤리적 과실 유형을 묻는 문항이 응답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27명의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즉 윤리적 과실 조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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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문항 (Manipulation Check)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수정되기 전 질문은 “나는 이 회사의 잘못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로 세가지 세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임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와 관련한 체계적 

질서, 의무, 존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기술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개의 윤리적 과실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 

것임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당신은 이 회사의 잘못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실 유형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을 수정한 후 27명의 응답자에 

대한 조작검정을 하였다. 먼저 기업 유형에 대한 조작 검정 결과, 

응답자들은 탑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2.54) 보다 언더독의 

서술기법을 사용한 자극 (M =5.94)에 대해 더 언더독이라 인지하였다 

(F(3, 23) =111.76, p< .01).  

또한 문제가 있었던 기업의 과실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조작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관련 

과실 자극에 대해서 이를 공동체 질서 및 의무와 관련한 

과실(4.64)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 권리 침해와 관련한 

과실(5.94)이라고 생각하였다(F(3, 23) = 5.82, p< .01). 반대로 기업의 

공동체 질서 및 의무와 관련한 과실 자극에 대해서 이를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한 과실 (M=4.88)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공동체 질서 및 

의무와 관련한 과실(M=5.91)이라고 인식하였다 (F (3, 23) =4.99, 

p< .05). 따라서 조작 검정 문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조작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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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 및 권리 침해 및 공동체 질서 및 유지 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응답자는 자극물을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탑독 12 2.54 1.03 집단간 3 

집단 내 23 
111.76 .00 

언더독 15 5.93 .50 

 

[표 8] 기업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윤리적 과실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16 5.94 1.00 

집단간 3 

집단 내 23 
5.82 .02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11 4.64 1.69 

윤리적 과실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기업 과실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F 값 

유의 

확률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16 4.88 1.41 

집단간 3 

집단 내 23 
4.99 .04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11 5.91 .83 

 

[표 9] 기업 과실 유형의 조작 검정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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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기업 과실 유형 평균 표준편차 샘플 량 

탑독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과실 
1.57 .89 14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 
1.93 1.16 15 

언더독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과실 
3.23 1.50 26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 
1.88 1.10 19 

 

[표 10] 기업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 기술통계량 (ANOVA) 

 

 

제 

III유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수정 모형 35.37 3 11.79 7.70 .00 

절편 323.66 1 323.66 211.25 .00 

기업유형 

(탑독/언더독) 
11.22 1 11.22 7.32 .00 

과실 유형 

 (자유 및 권리/ 

질서 및 의무) 

4.29 1 4.29 2.80 .00 

과실유형*기업유형 12.84 1 12.84 8.38 .001 

오차 107.25 70 1.53   

합계 536.22 74    

수정합계 142.61 73    

 

[표 11] 기업의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개체-간 효과검정 (ANOVA) 

먼저 처음 모은 7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원 분산분석(2X2 

ANOVA)을 한 결과, 기업 및 과실 유형간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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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73) = 7.70, 

p< .01; [표4]). 언더독의 경우에는 기업이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과실(M=1.88)을 범했을 때 보다 기업이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과실(M=3.23)을 범했을 때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탑독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과실 (M=1.57)과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과실(M=1.93)이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11].  

추가로 모집한 피험자(27명)와 처음 모집한 피험자(74명)의 응답을 

모아서 다시 추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피험자 74명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기업 및 과실 유형간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 97) 

= 10.43, p< .01; [표13]), 언더독의 경우에는 기업이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M=1.12) 을 범했을 때 보다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관련 과실(M=3.32)을 범했을 때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탑독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과실 

(M=1.59)과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과실(M=2.12)이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그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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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업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 기술통계량 (ANOVA) 

 

 

제 

III유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수정 모형 47.43 3 15.81 10.43 .00 

절편 501.69 1 501.69 331.00 .00 

기업유형 

(탑독/언더독) 
18.54 1 18.54 12.23 .00 

과실 유형 

 (자유 및 권리/ 

질서 및 의무) 

2.87 1 2.87 1.89 .17 

과실유형*기업유형 17.74 1 17.74 11.71 .001 

오차 147.02 97 1.52   

합계 787.11 101    

수정합계 194.45 100    

 

[표 13] 기업의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개체-간 효과검정 (ANOVA) 

 

기업 

유형 
기업 과실 유형 평균 표준편차 샘플 량 

탑독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과실 
1.59 .82 21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 
2.10 1.32 20 

언더독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과실 
3.32 1.42 35 

공동체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 
2.12 1.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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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업 유형과 기업 과실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 

 

 1)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먼저 화(Anger)을 종속변수로 두고 과실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β =.30, t=2.06, p< .05), 태도변화를 종속변수로 두고 

과실 유형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β =.28, t=2.04, 

p< .05). 마지막으로 과실 유형과 화(Anger)를 함께 독립변수로 두고 

태도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실유형에 대한 태도 

변화와(β = .18, t=1.39, p> .05)는 유의하지 않았고, 화(Anger)에 대한 

태도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β = .33, t=3.61, p< .01). 이때 과실 

유형 하나만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보다 과실 유형과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을 베타계수가 

작아졌고, 이때 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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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완전매개로 볼 수 있겠다. Sobel Test의 결과 (Z = 1.33, 

<.1)또한 CAD의 매개효과가 의미가 있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Precherand Hayer(2012) bootstrap mediation analysis를 이용한 분석 

에서도 95% 신뢰구간 (탑독의 경우: [.00, .21], 언더독의 경우: 

[.03, .38])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Agner)에 대한 매개 

효과를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기업 유형에 따른 태도변화가 

p< .1이지만 신뢰도 구간이([-.65, .03])으로 0을 포함하게 되어 Baron 

and Kenny (1986)가 소개한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2) 매개된 조절 효과 (Mediated Moderating Effect) 

기업 유형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기업과실 유형에 따른 태도변화 

효과를 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설명한 절차에 따라 SPSS Macro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odel15; 그림7: 과실 유형[X], 화 

(Anger)[Mi], 기업 유형[V], 태도변화[Y]). 

먼저 첫 번째 화(Anger)[Mi]에 대한 과실 유형[X]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이 분석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04, F(3,97)=4.25, 

p<.05), 두 번째로는 태도변화[Y]에 대한 화(Anger)[Mi], 과실 유형[X], 

그리고 기업 유형[V]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하였고, 이 모델 또한 

유의하였다 (   =.43, F(3,97)=14.53, p<.01). 이때 화(Anger), 과실 

유형의 베타 계수가 각각 β=.39 (t(101) =5.07, p<.01); β=.05 

(t(101)=.42, p>.1)로 나타나 과실 유형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면서 완전 매개효과를 증명해 주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Barr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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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 (198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과실 유형과 기업 유형의 

상호작용의 베타계수가 β=.36 (t(101)=3.20, p<.01)으로 유의하며, 

매개변수인 화(Anger)와 기업 유형의 상호작용의 베타계수가 β=.19 

(t(101)=2.45, p<.05)로 유의하여 매개된 조절 변수의 효과가 

검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Y에서 X로의 조건부 직접 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가 조절변수에 의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ootstrap 

결과를 살펴보면, 탑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됨으로 유의하지 

않고 (95% CI: -.65, .03), 언더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유의하다 (95% CI: .12, .70). 즉 탑독에서는 과실 유형이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언더독에서는 

과실유형[X]이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15]. 

이어서 Y에서 X로의 조건부 간접 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s)를 알아보기 위해서 Bootstrap 결과를 살펴 보면, 여기서도 

역시 탑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됨으로 유의하지 않고 (95% CI: 

-.01, .21), 언더독에서는 ‘0’이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유의하다 

(95% CI: .02, .40). 즉 탑독에서는 과실 유형에 따라 화(Anger)[Mi]가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언더독에서는 

과실유형[X]에 따라 화(Anger)[Mi]가 소비자의 태도변화[Y]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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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2 모델

 

[그림 11] 실험2 통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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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β 

(화(Anger)) 
SE t 

유의 

확률 
LLCI ULCI 

상수 4.93 .14 
34.1

8 
.00 4.65 5.22 

과실 유형 

(윤리 : 기능) 
.30 .14 2.06 .04 .01 .58 

 

 
종속변수 β 

(태도 변화) 
SE t 

유의 

확률 
LLCI ULCI 

상수 .41 .40 1.03 .31 -.38 1.19 

화(Anger) .39 .08 5.07 .00 -.24 .54 

과실 유형 

(윤리: 기능) 
.05 .11 .42 .67 -.18 .27 

기업 유형 

(탑독: 언더독) 
-.39 .40 

-

1.00 
.32 -1.18 .39 

화(Anger)*기업유형 .19 .08 2.45 .02 .04 .34 

과실 유형 

과실유형*기업유형 
.36 .11 3.20 .00 .14 .58 

 

[표 14] 기업 유형에 따른 과실 유형이 화(Anger)를 통해 태도변화에 미

치는 간접효과 (SPSS Macro) 

 

과실 유형 
종속변수 β 

(태도 변화) 
SE t 

유의 

확률 

Boot 

LLCI 

Boot 

ULCI 

탑독 -.31 .17 -.18 .07 -.65 .03 

언더독 .41 .41 2.79 .01 .12 .70 

 

[표 15] 기업 유형에 따른 과실 유형이 화(Anger)를 통해 태도변화에 미

치는 조건부 직접효과 (SPSS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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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기업유형 SE Boot LLCI Boot ULCI 

화(Anger) 
탑독 .06 -.01 .21 

언더독 .17 .02 .40 

 

[표 16] 기업 유형에 따른 과실 유형이 화(Anger)를 통해 태도변화에 미

치는 조건부 간접효과 (SPSS macro) 

 

(SE = standard error,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s.) 

 

4.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과실 유형과 기업 유형간의 관계가 소비자의 기업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시작으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검정 하고자 설문지를 통한 실험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wo way 

ANOVA (이원 분산분석), Planned Contrast, Linear Regression Model,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1과 실험2의 결과를 

통해 나온 가설 검정 결과를 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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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결과 

 

H1 

기업의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의 경우 

모두, 언더독이 탑독에 비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1a 

언더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이 기능적 과실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탑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은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없을 것이다. 

지지 

H1b 

과실 유형과 기업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는 

CAD(Contempt, Anger, Disgust)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H2 

기업의 윤리적 과실 중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공동체 질서 및 의무를 

침해한 경우 모두, 언더독이 탑독에 비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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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언더독의 경우,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과실은 공동체 질서 및 의무를 

침해하는 과실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탑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과 기능적 과실은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과실간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없을 것이다. 

지지 

H2b 
윤리적 과실 유형과 기업 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는 화(Anger)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표 17] 연구가설 검정 

 

Ⅴ. 결론 

5.1 연구결과 및 의의 

기업의 과실과 소비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Holme & Wattas, 1999; 

Lindgreen & Swaen,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과실을 크게 두가지 

윤리적 과실과 윤리와 관계 없는 과실로 나누어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탑독 및 언더독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유형 및 기업과실이 소비자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종속 변수를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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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도가 아닌 소비자 태도 변화로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업의 과실이 있기 전 소비자들의 기업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총 두 번의 실험으로 

언더독 효과가 기업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 냈으며, 특히 그 과실 유형이 윤리적 

과실일 경우, 소비자들은 언더독에게 더 큰 부정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  

반면 탑독의 경우 소비자의 태도 변화는 과실의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윤리적 과실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 실험 

2에서는 언더독의 경우, 윤리적 과실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 및 권리 

관련 과실일 경우, 공동체의 질서 및 의무 관련 과실보다 더 부정적인 

소비자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으나, 탑독의 경우에는 윤리적 과실 

유형이 소비자의 기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쳤지만, 그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언더독 시나리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언더독이 겪는 역경에 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호감을 느끼게 

해주며(Paharia, 2011), 약자에 대한 사회적 정의감을 실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으로 실제 구매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Allinson & Messick, 1985; Folger & Kass, 2000), 기업의 

과실과 관련해서는 언더독 포지셔닝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 

효과는 윤리적 과실일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윤리적 과실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랐으며, 즉 공동체의 질서 및 

의무 위반 과실에서 보다 개인의 자유 권리 침해 과실에서 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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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언더독 역효과 가능성에 

유의하여 언더독 시나리오를 통한 언더독 포지셔닝을 해야 하겠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많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집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보완할 현장실험 (Field 

Experiment)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설계가 추가로 고안 되어야겠다. 또한 

실험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동일한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였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자극물을 활용함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겠다. 

 따라서 앞선 두 번의 실험에 이은 세 번째 실험에서는 네 가지 

조건 즉 2(기업유형: 탑독 vs. 언더독) X 2(기업과실 유형: 윤리 vs. 

기능)으로 실험을 디자인 하여 앞선 실험1을 다시 반복 하되, 새로운 

과실 관련 자극물을 고안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언더독의 역효과를 

설명하는 매개 변수로 검정된 CAD(Contempt, Anger, Disgust) 및 

화(Anger) 대신에 다른 매개 변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진행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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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언더독 & 윤리적 잘못 조건 (자유 권리 침해) 

 

1. 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일반적으로 사회가 

공평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 

체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한국사회는 급진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대부분의 법은 대다수를 

위해 존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모든 사람들은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우리 사회는 해가 갈 수

록 더 나빠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사회는 대개의 경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구조 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세상에 전쟁과 갈등이 없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불의를 보면 바로 잡고,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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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앞

장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다음 지문은 기업 관련 기사 요약문 입니다. 찬찬히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초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 

카메라 회사 A 는 5 년 전 DSLR 카메라 A12 의 출시로 고객들로부터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을 인정 받아 업계 시장 점유율로는 2 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그러나 A 회사 직원들은 자사의 시장 선점 우위에서 오는 선발자의 

이익과 자원의 우월성 

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신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여 이를 유지 하려고 한다.  

 

 

3. 이 회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아래 항목에 따라 표현해 주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나는 이 회사를 부정적으

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를 나쁘게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가 만든 다

른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를 부정적으

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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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이 회사의 시장에서의 위

치와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이 회사 직원들의 태도와 

당신이 맡은 일을 진행할 

때의 태도가 얼마나 닮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이 회사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이 회사는 열정(Passion)

과 투지(Determination)

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이 회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External 

Disadvantage).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다음 지문은 기업 관련 기사 요약문 입니다. 찬찬히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초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 

카메라 회사 A 는 5 년 전 DSLR 카메라 A12 의 출시로 고객들로 부터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을 인정 받아 업계 시장 점유율로는 2 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그러나 A 회사 직원들은 자사의 시장 선점 우위에서 오는 선발자의 

이익과 자원의 우월성 

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신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여 이를 유지 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한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카메라 회사 A 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점, 그리고 특히 비 정규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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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무력적 방법으로 해제 시킨 

점이 언론에서 밝혀졌다. 

 

 

6. 이 회사의 잘못에 대한 여러분의 전반적인 느낌을 아래 항목에 따라   

표현해 주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경멸을 느낀다. 

[Contemptuous]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을 

(어리석어) 멸시한다. 

[Scornful]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을 

(어처구니가 없어) 업신

여긴다. [Disdainful]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난다. [Mad]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성이 난다. [Angry]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짜증이 난다. [Very 

annoyed]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낀다. 

[Disgusted]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Feeling Distaste]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에 

역겨움을 느낀다.       

[Feeling revulsion]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Threatened]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이 

무섭다. [Scared]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행동이 

두렵다. [Fearful]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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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회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아래 항목에 따라 표현해 주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나는 이 회사를 부정적으

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를 나쁘게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가 만든 다

른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를 부정적으

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나는 이 회사에 대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적

으로 말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에 대한 불

신감을 주변 지인들에게 

표현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주변 지

인들에게 말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나는 이 회사의 잘못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부정적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3 

 

10. 나는 이 회사의 잘못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회사의 기술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공동체와 관련한 체계적 

질서, 의무, 존경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1. 당신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이 회사의 시장에서의 위

치와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이 회사 직원들의 태도와 

당신이 맡은 일을 진행할 

때의 태도가 얼마나 닮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2. 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3. 이 회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아래 항목에 따라 표현해 주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방

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

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

고 할지라도 권위에 도전

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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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항상 예

의가 바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는 나와 전혀 다른 의

견에도 전혀 짜증을 내 

본 적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5 

 

Abstract 

 

Reverse Underdog Effect 

- Focusing on Corporate Ethical Transgression – 

 

Yae Ri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transgressions and consumer attitudes have been explored in many 

previous studies (eg., Holme & Wattas, 1999; Lindgreen & Swaen, 2010). 

However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discuss the influence of corporate type and 

transgression type on consumer attitude change. Two experiments were undertaken 

to support the hypotheses that the underdog effect is not always positive for the 

corporate who takes its position as an underdog, and the author decided to call this 

phenomenon as the “reverse underdog effect”. Especially if the transgression type 

is ethic related, the effect of reverse underdog is more severe. 

 

Keywords: underdog, underdog effect, negative attitude change, CAD (Contempt, 

Anger, Disgust), corporate ethical trans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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