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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최근 패션디자인 복제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과 법적 소송이 증가하며, 국

내는 물론 국제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 세계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점

차 늘어나 전세계적으로 1조 8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중 

패션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제행위로 인해 소비

자와 오리지널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힘입어 다양한 관점에서 패션복제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선도

력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

업의 선도력에 상관없이 복제를 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복제기업 

또는 복제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평가차원을 긍정/부정의 단일차원으로 측정

하고 있어, 소비자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복제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 및 행동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이와 두 지각의 감소율 정

도를 비교해본다. 둘째, 복제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

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셋째,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알아

본다.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오리지널 의류제품과 복제품 자극물을 선정하였고,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리오 H와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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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시나리오 L의 두 경우에 대하여 집단간 설계를 하였다. 자극물의 실

제 타겟고객인 20-30대의 국내 여성 429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24

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9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H에 216명, 

시나리오 L에 213명이 참여하였고, 모든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보다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이 모두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소비자들은 선도력이 높은 기업에게 높은 성과규범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기

대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더 큰 실망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복제행위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유능함 지각보다 따뜻함 

지각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복제라는 부정행위

에 대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따뜻함 지각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따

뜻함 지각에 대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유능함 

지각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생산이나 결과물의 전문성을 통해 지각되므로, 

복제품이 괜찮다면 소비자는 기업의 유능함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은 기업에 대한 태도를 완전매개하여 복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이 바로 구매

의도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한 후에야 행동의도를 나타냈다.   

넷째,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은 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소비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은 복제

기업의 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뜻함 지각의 경우 소비자 윤리의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소비자 윤리의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따뜻함 지각의 감소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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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할수록 복제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형성하고,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있어 제품의 품질로 인해 좌우되지 않으며, 복제품

의 높은 유사성은 타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복제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제행

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 수준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전에 없었던 사회현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변수

를 추가하여 논의를 함으로써 학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비자 지각

을 측정함에 있어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따뜻함-유능함 지각차원을 도입하

여 소비자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의 자극물로 실제 유행 의류제품을 사용하

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과학적

인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경영

방침을 세우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패션 복제, 기업의 선도력, 따뜻함-유능함 지각, 복제품 구매의도, 

소비자 윤리의식, 복제품 유사성 

 

학  번: 201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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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최근 패션디자인 복제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과 법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

다. 국내 브랜드들은 물론, 해외브랜드와 국내브랜드 사이에서도 복제 사건

이 일어나 국제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

던 국내 사건은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8seconds)가 국내디자이너 액세서

리 브랜드, 코벨(Coevel)의 양말을 복제한 사건이다. 2012년 2월, 제일모

직에서 런칭한 국내 최대 SPA브랜드, 에잇세컨즈(8seconds)는 코벨삭스

(CVSOCKS) 중 투톤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보다 싼 가격으

로 매장에 내놓았다. 이에 코벨(Coevel)측은 공식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

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에잇세컨즈(8seconds)는 이를 인정해 사과문을 

공개하고,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 소각 조치하였다(“제일모직 에잇세컨즈 디

자인 표절 사과”(종합), 2012). 또한 해외-국내 브랜드 간 분쟁사건으로 

2013년 2월, 영국패션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LF사(구 LG패션)의 닥

스(Daks)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있

다. 이에 LF 역시 “체크무늬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이며, 119년 역사의 

영국 ‘닥스(Daks)’본사를 통해 이미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며 맞소송

을 제기했다(“닥스vs버버리… ‘체크무늬’ 전쟁”, 2013). 이렇듯 최근 패션산

업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자인 경쟁이 치열해지

며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최근 위조상품 시장의 규모는 점차 늘어나 전세계적으로 1조 8천억 달러

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약 260억 달러의 규모로 세계 11위를 

기록해 한국의 위조상품 시장이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규모임을 짐작하게 

한다(“내가 무심코 산 ‘짝퉁’ 한국경제 좀먹고 있다”, 2013). 또한 인터넷을 

통하는 등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최홍섭, 공희숙, 2007)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관세청 조

사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만 211개 브랜드의 165만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했으며 적발된 상품의 품목으로는 완구∙문구, 의류, 전기제품, 가방, 신

발의 순이었고, 브랜드 단속건수로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가장 빈번

하게, 그 다음 샤넬(Chanel),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순으로 사람

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품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위조상품 시장에

서 패션관련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전체 적발건수 165만건 중 약 5%인 8만 5881점은 국내기업브랜드의 

위조상품임이 드러나(한국패션협회, 2012), 국내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국내 기업간의 디자인 복제 현

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복제품으로 인해 오리지널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업들은 자사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아 혁신개발이 저해되고

(Feinberg & Rousslang, 1990; Nill & Schultz, 1996), 판매손실로 인한 

기업성과에 대한 침해를 받고(Bloch et el., 1993; Cordell et al., 1996; 

Grossman & Shapiro, 1988), 결과적으로 브랜드 명성과 브랜드 자산에 대

한 피해(Bloch et al., 1993; Green & Tasman, 2002)를 받게 된다. 복제품

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거래의 부패를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Olsen & Granzin, 1993; Vithlani, 2007). 또한 소비자들은 

복제품으로 인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권을 누림에 있어 피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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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ri, 2009; Poddar et al., 2012).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동조’와 ‘확

산’이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인 패션산업의 경우, 위조상품 시장은 제품에 대

한 수요를 촉진시키고(Yoo & Lee, 2009),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Eisend & Schuchert-Güler, 2006) 시장을 움직

이는 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지위소비성

향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상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Nia & Zaichkowsky, 2000; Poddar et al., 2012; Yoo & Lee, 

2009). 이러한 패션산업의 특수한 관점에서 패션 복제품은 여러 해 동안 

묵인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책임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패션기업의 복제행위는 자사

와 상대 기업,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

위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패션 복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럭셔리 브랜드나 선도브랜드를 그렇지 

못한 뒤쳐진 브랜드가 복제하는 경우를 가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혜선, 

2007; 박혜정, 전경숙, 2006; 이동대, 2004; Penz & Stöttinger, 2005; 

Phau & Teah, 2009). 이는 이제껏 복제행위를 하는 기업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며, 그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에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도력

이 높은 대기업 등이 복제행위를 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복제품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복제품을 구매하

는 소비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명품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은 대체품인 

복제품 구매의 증가로 연결된다(최홍섭, 공희숙, 2007). 몇몇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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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지위소비성향, 새로움 추구성향, 가치지향성과 물질주의성향, 유행

추구성향이 복제품 구매동기를 유발함을 밝혔다(박혜선, 2007; Phau & 

Teah, 2009; Wilcox et al., 2009). 이외에도 복제품으로 인해 오리지널 브

랜드나 정품이 받는 영향과 복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이동대, 2004; 이승희, 김미영, 2006; d’Astous & Gargouri, 

2001; Zaichkowsky & Simpson, 1996). 최근에는 복제품 구매와 관련해 

윤리적 측면을 조명한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이 

가진 기업시민의식이나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복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신상헌, 2000; Chan et al., 1998; Ha & Lennon, 2006; Kim et al., 

2009; Poddar et al., 2012).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복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

만 대부분의 연구가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소비자의 복합적인 심리상태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편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할 수 밖

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직관적인 심리적 

개념인 따뜻함-유능함 지각을 도입하여 복제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

자 평가를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복제행

위를 한 기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기업평가가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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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패션산업의 복제를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시장 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나 브랜드의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복제품 

구매 동기를 밝히거나, 복제품이 오리지널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여러 사건

에서 보듯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선도력에 상관없이 디자인을 복제하는 행위

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에서의 해당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소비자

들은 복제를 행하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기

업평가 차원을 따뜻함-유능함의 차원(Cuddy et al., 2008)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 탐구를 통해 패션산업에서의 복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복제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윤리적 경영 및 소비에 

대한 자각심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가장 직관적인 차원인 따뜻함-유능함의 차원(Cuddy et al., 2008)을 기업

에 대한 지각차원으로 도입하여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학문

적 관점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직관적인 지각이 소비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 경영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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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전반적 

구성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

션산업에서의 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복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의 지각(따뜻함-유능함 지각)과 소비자 윤리적 특성 및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 그리고 해당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의도에 대해 이론적

으로 탐구해본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제2장에

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측

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학문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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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션산업에서의 복제 문제 

본 장에서는 먼저 패션산업에서 일어나는 복제행위에 대한 현상과 개념을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복제행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의 의미를 

비교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틀을 다지고, 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조와 모방, 그리고 복제행위 

 

패션 제품의 복제와 관련해 위조품, 모조품, 모방, 복제품 등 많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시중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럭셔리 제품을 베껴 만든 모조품

을 가리킬 때 ‘짝퉁’ 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대

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된다. 기존의 패션 제품의 복제행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Counterfeit”으로 우리말로 번역

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위조란 소비자를 속여 정품으로 믿게 하기 위해 

정품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복제하여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Bamossy & Scammon, 1985; Lai & Zaichkowsky, 1999; McDonald & 

Roberts, 1994; Phau et al., 2001). 또한 “Imitation”이란 단어도 많이 쓰

여지는데, 이는 우리말로 “모방”과 가까운 의미를 가지며 오리지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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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지만 이름이나 형태, 의미를 유사하게 하여 잘 알려진 오리지널 

제품이나 서비스에 무임승차 하려는 것을 말한다(Lai & Zaichkowsky, 

1999; Phau et al.,2001). Horen and Pieters(2012)의 모방(copycat)에 

관한 연구에서는 완벽한 복제보다 미묘한 모방이 법적 네트워크에 걸리지 

않고 선도브랜드의 자산에 무임승차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Piracy”란 주로 저작물에 관한 복제행위에 대하여 사용

되는데, 우리말로 “표절” 또는 “무단복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가짜임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정품보다 싸게 파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Bamossy & Scammon, 1985; Lai & Zaichkowsky, 1999; Phau et al., 

2001). 이를 정리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패션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개념들은 크게 기만적 행위와 비기만

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박혜정, 전경숙, 2006; Grossman & Shapiro, 

1988). 위조는 대표적인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복제품 구매 시에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게 된다. 기업의 복제행위가 비기만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소

비자가 복제품임을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공범이 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

우이다. 소비자는 비교적 품질에 있어 위험부담이 적고, 경제적 이득이 있

는 경우 기꺼이 공범이 되고자 한다(Bloch et al., 1993). 이렇게 소비자가 

인지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지각이 제품에 대한 반응에 반영될 수 있으므

로(Bian & Moutinho, 2011)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의 경우에서 행해졌다

(Grossman & Shapiro, 1988).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이 기업의 복제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고자 비기만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려 한다. 단 복제행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복제품이라 명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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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패션 복제행위에 대한 다양한 어휘의 사용 

단어 연구자 의미 예시 

위조 

(Counterfeit) 

Bamossy & 

Scammon 

(1985) 

Lai & 

Zaichkowsky 

(1999), 

McDonald & 

Roberts 

(1994), 

Phau et al. 
(2001) 

∙ 소비자들을 속여 정품

으로 믿게 하기 위해 

정품과 100%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 

∙ 불법적 유통경로로 판

매되는 대부분의 복제

품 

 

 
<그림 2-1> 위조품 예시 

출처: http://uk.reuters.com/article/2010/02/13 

/uk-italy-fakes-idUKTRE61C22H20100213 

모방 

(Imitation 

brand, 

Imitator, 

copycat) 

Lai & 
Zaichkowsky 

(1999), 
Phau et al. 

(2001) 

∙ 오리지널과 동일하지 

않지만 이름이나 형태, 

의미를 유사하게 하여 

잘 알려진 오리지널 제

품이나 서비스에 무임 

승차 하는 것. 

∙ 브랜드명, 로고 등의 

모방 

 

 
(진품)           (복제품) 

<그림 2-2> 로고모방 예시 

출처: http://suelly.blog.me/100040193527 

표절, 

무단복제 

(Piracy) 

Bamossy & 

Scammon 

(1985), 

Lai & 

Zaichkowsky 

(1999), 

Phau et al. 
(2001) 

∙ 소비자들이 가짜임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정

품가격보다 싸게 파는 

제품 

 

 
(진품)           (복제품) 

<그림 2-3>무단복제 예시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 

/article/ article.asp?total_id=28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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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크게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복제품으로 인한 국가의 사회 ∙ 

경제적 피해와 기업과 소비자가 겪는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과, 패션의 

특수한 본질과 소비자 수요를 자극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형성은 복제행위

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

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여러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견해에서 패션

복제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 반대의 견해를 소

비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부정적 태도 

 

소비자의 복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주로 기업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

다. 기존의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업의 복제행위는 일반적인 

교환의 규범을 위반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옳지 못한 행위로 평가

된다(Penz & Stöttinger, 2005). 여기서 기존의 통념이란 사회적으로 지배

적인 사람들의 규범 또는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의 행위에 대한 평

가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공정성 휴리스틱 이론(fairness heuristic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정보를 찾

게 된다. 만약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판단을 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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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보를 찾게 된다. 이때 대안정보로 자신의 경험적 대안(heuristic 

substitute)이 사용된다(Van den Bos, 2001). 특히 조직의 신뢰성을 평가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조직의 공정성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Van den 

Bos et al., 1998), 만약 기업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손실을 감수하고(Varki et al., 2007), 때로는 불매운동 등의 보복성 

행위도 하게 된다(Poddar et al., 2012). 복제행위 자체는 기존제품의 특정 

부분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이므로 도난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Green & Tasman, 2002)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기업의 불공정한 복제행위로 인해 오리지널 기업과 일부 소비자

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근거해 복제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복제를 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태도는 복제품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Penz & Stöttinger, 2008). 

  

 

(2) 긍정적 태도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소비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패션복제품 구매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

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복제품 구매의도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복제품 구매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복제품 구매 동기 및 선

행변수를 탐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아래의 <표 2-2>에 제시하였다.  

초기연구에서는 대부분 낮은 가격을 복제품 구매의 주요 동인으로 보았다

(Eisend & Schuchert- Güler, 2006). Yoo and Lee(2009)는 소비자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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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로 경제적 혜택과 쾌락적 혜택

이 있음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복제품을 구매해도 경제적인 혜

택의 이유로 열등한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리지널과 동일한 물품 자체

를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자체로 쾌락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특

정 사회집단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상징적 자기확대를 위한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Eisend & Schuchert-

Güler, 2006). 하지만 이것이 자기기만적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행

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즉, 몇몇의 복제품 구매자들은 복제품

이 사회·경제에 큰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Tom et al., 1998)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 부당하게 비싸다고 지각하기에 복제품 구매에 잘못

이 없음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Gentry et al.(2006)는 오리지널의 

저렴한 버전인 복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는 브랜드의 잠재적 소비자가 될 가

능성이 높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정당화의 개념은 윤리적 

차원과 연결되며(Eisend & Schuchert-Güler, 2006), 소비자의 도덕적 신

념이 복제품 구매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함을 증명하였다. 즉, 소비자의 윤리

의식은 복제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물론 긍정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

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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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복제품 구매 동기 및 선행변수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개인적 변수 
제품∙상황 

변수 경제적 

혜택 

지위상징 

혜택 

도덕적 

동기 
기타 

Zaichkows

-ky & 

Simpson 

(1996) 

가격     
제품관여도 

브랜드충성도 
복제품 경험 

Tom et el. 

(1998) 
가격     

인구통계적특

성 

점포유형 

이전구매경험 

d’Astous&

Gargouri 

(2001) 

   

제품관여도 

제품친숙성 

브랜드민감도 

브랜드충성도 

점포이미지 

오리지널존재 

복제품 유형 

Penz& 

Stottinger 

(2005) 

  규범적 압박 

복제품옹호도 

복제품태도 

지각된 위험 

패션관여도 

자아정체성 

 

Phau & 

Teah 

(2009) 

가격 지위소비 

정보민감성 

규범민감성  

진실성 

새로움추구  

 
 

Yoo & Lee 

(2009) 

경제적 

혜택 

물질주의 

사회적지위 
  

자아이미지 

쾌락적혜택 
이전제품경험 

Bian & 

Moutinho 

(2011) 

   
제품지식 

제품관여도 

브랜드개성 

브랜드이미지 

제품속성 

Wilcox et 
al.(2009) 

  

사회적응기능 

가치표현기능 

브랜드과시성 

도덕적 신념    

Kim& 

Karpova 

(2010) 

가치 

지향성 

지위소비 

물질주의 
 진실성 

규범민감성 

정보민감성 

제품외관 

이전구매경험 

Poddar et 
al. 

(2012) 

가격   
기업시민 

이미지(PCC)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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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복제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 

앞에서 패션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

에서는 특정기업이 복제행위를 했을 때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상 형성의 가장 중요한 두 차원인 따뜻함-유능

함 지각 차원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의 선도 수준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

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의 따뜻함(Warmth)-유능함(Competence) 지각 차원 

 

 사람의 특성이나 집단, 문화를 판단할 때 그 기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

재하는데, 이는 그들이 대상으로부터 얼마나 따뜻한지, 유능한지를 느끼는

가에 근거한다(Judd et el., 2005).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따뜻함-

유능함 차원은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두 차원으로 정립되었

다(Fiske et al., 2007). 따뜻함은 관대한(generous), 친절한(friendly), 진

정한(sincere), 신뢰할 만한(trustworthy), 사려 깊은(thoughtfulness), 정

직한(honest)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능함은 자신감 있는(confident), 능숙

한(competent), 지적인(intelligent), 효율적인(efficient) 등과 관련이 있다

(Aaker, 1997; Cuddy et al., 2008; Judd et al., 2005). 이 두 차원의 차이

는 따뜻함은 타인에게 유익한 특성으로 도덕적 신념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고, 유능함은 자신에게 유익한 특성으로 자신의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다(Cuddy et al., 2008).  

이러한 따뜻함-유능함 차원은 사람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

한 판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최민경 외, 2013; Aaker et al., 201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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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것과 같이 브랜드가 고유한 일련의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허웅, 이상훈, 2002).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인간적인 특성을 브랜드 개성이라 하며, 

Aaker(1997)는 Borkenau and Liebler(1992)가 인간의 개성을 성실성

(conscientiousness), 호감성(agreeable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개방성(openness), 외향성(extraversion)인 “Big five”로 개념

화한 것처럼 소비자가 브랜드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가에 근거하여 

브랜드개성을 진실함(sincerity), 흥미유발(excitement), 능력(competen 

-ce), 세련됨(sophistication), 강인함(ruggedness)의 5가지 차원으로 분

류했다. 박소영(2012)은 기업의 개성이 기업의 감성적 ∙ 정서적 역할을 하

게 되어 기업만의 독특한 특성이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소구될 수 있음을 

밝히고, 기업 개성의 차원을 선도성, 사회성, 성실성, 정감성의 4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성의 차원들은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을 판단함

에 있어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기업관련 연상은 크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A(Corporate Ability: 기업의 능

력)로 나눌 수 있다(Brown & Dacin, 1997). 여기서 CSR은 기업의 지각된 

사회적 의무에 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 등의 능력과 관계 없는 

비본연의 활동이며 CA는 기업의 능력으로, 기업 본연의 활동인 생산과 결

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Cuddy et 

al.(2008)가 앞서 제안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타

인에게 유익한 특성(타인지향성)인 따뜻함은 CSR에 의해 형성되고, 자신에

게 유익한 특성(자기지향성)인 유능함은 CA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aker et al.(2010)는 소비자들이 비영리기관을 따뜻하게, 

영리기관을 유능하게 지각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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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차원의 관계는 자극에 따라 다양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대개 직교

되어 개념화된다(Aaker et al., 2010). Cuddy et al.(2007)은 실험을 통해 

유능함을 높게 평가 받으면 따뜻함이 낮게 인식되며, 따뜻함을 높게 지각하

면 무능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따뜻하지만 무능한 주부이거나 유능하지만 차가운 전문 

여성 중 하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Aaker et al., 2010). 하지만 이 두 차

원이 항상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Kelly(1995)는 개인에 대

한 평가에서는 후광효과(halo effect)가 일어나 능력이 높은 사람이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판단됨을 밝혔다.  

Cuddy et al.(2007)는 두 차원의 지각 정도에 따라 <표 2-3>와 같은 4

개의 집단을 분류했다. 즉,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지각하면 존경 받는 집

단,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지각하지 못하면 싫어하는 집단, 유능함을 지

각하고 따뜻함을 지각하지 못하면 부러운 집단, 따뜻함만 지각하고 유능함

을 지각하지 못하면 불쌍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2-3> 따뜻함-유능함 차원에 의한 집단 분류 

(Cuddy et al., 2007) 

 

 
저 고 

저 
싫어하는 집단 

(Hated group) 

부러운 집단 

(Envied group) 

고 
불쌍한 집단 

(Pitied group) 

존경 받는 집단 

(Admired group) 

유능함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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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er et al.(2010)은 이러한 집단 분류가 역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음

을 밝혔다. 즉, 따뜻함의 고정관념을 가진 비영리조직이 신뢰도가 높은 홍

보물을 사용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유능함 지각을 높이면 따뜻함

과 유능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고, 이러한 지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존경심

(admiration)을 갖게 하였다. 또한 존경심은 조직유형과 구매의도를 매개하

여 소비자 행동의 차별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 기업의 상대적 선도력의 차이와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1) 기업의 상대적 선도력 

 

시장에서 기업은 고유한 개성과 명성에 기반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 

명성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위가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데, 시장에

서 지위가 높은 브랜드를 ‘지배적 브랜드(dominant brand)’라 하기도 한다. 

지배적 브랜드는 다속성 공간에 위치되어 있고, 제품수명주기가 성숙단계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고,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Hallofs  & Jacobson, 1999).  

한민희 외(1996)는 시장 선도자의 개념을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

비자가 새롭게 인지한 상품군 중에서, 소비자가 시장에 처음 출시되었다고 

인지한 상품 혹은 브랜드’로 정의했다. 특히 여기서 ‘시장에 처음 출시된’이

란 말은 기업의 시장 진입 순서로, 이는 시장 선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선도 기업은 후발 진입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얻게 된다(Robinson & Fornel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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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타 기업에 대해

서 소비자들은 지배적 기업보다 열등한 기업으로 인식한다(Carpenter & 

Nakamoto, 1990).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우세한 기업과 열등한 기업

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배적인 기업과 열등한 기업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지배적 기업이 시장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지배적인 기업을 선도력이 높은 

기업, 보다 열등한 기업을 선도력이 낮은 기업으로 명명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의 속성 중에서 선도력과 관련이 깊은 

것은 브랜드 명성인데, 브랜드 명성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Fombrun & Shanley, 1990). 높은 명성을 가진 

브랜드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가치를 창조하며 좋은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는 곧 유능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명

성은 신뢰의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소비자와 직원을 공정하게 대

하는 기업과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 명성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의 신호는 따뜻함 차원과 연결된다(Aaker et al., 2010). 

즉, 선도력이 높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이전 경험과 

명성에 근거하여 높은 기대치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이렇게 높은 기대 수

준을 지닌 기업이 규범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선도 

기업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선도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망은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ncy-Discrepancy 

Model; Oliver, 1980)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대-불일치 이론이란 대상의 

성과가 기대 이상인지 기대 이하인지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의 평가를 내리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기대와 기대불일치 사이의 상호작용이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동화와 대조이론이다(이은영, 패션마케팅, 

2010).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은 대조이론으로, 기대와 불일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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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기대와 대조되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즉, 동일한 성과에 대해

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대가 낮은 경우보다 만족하기 어려워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2) Woodruff et al.(1983)의 경험에 근거한 규범의 불일치 모델 

 

Oliver(1980)가 주장한 기대-불일치 모형은 만족의 판단 과정이란 소비

자가 인식한 제품에 대한 성과를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 판단하는 과

정이라는 시각을 보여준다(정유정, 전선규, 2010).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많은 연구들이 기대를 제외한 비교기준을 세우며 기대불일치 이론을 확장하

였는데(Churchill & Surprenant, 1982; Fisk & Young, 1985; Tse & 

Wilton, 1988), Woodruff et al.(1983)은 기대 기준 대신 경험에 근거한 

규범(experience-based norms)을 제시하며, 수정된 불일치 모델을 제안

하였다.  

<그림 2-4>에서처럼 이전의 제품이나 브랜드의 경험은 1)기준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2)경험에 근거한 성과규범, 3)브랜드 태도의 결과로 산출된다. 

여기서 성과규범이란 소비자들이 여러 브랜드와 제품을 사용하며 확장된 경

험을 바탕으로 기준브랜드가 획득해야만 하는 규범이나 기준을 형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비자는 개인의 브랜드 경험이나 구전,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기대와 성과규범을 형성하고, 이것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규범은 일치와 불일치를 결정짓는 기준으

로 작용해 소비자 만족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이전에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이 형성된 선도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는 높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

고, 그 기업의 불법복제와 같은 부정적 행위는 소비자의 기대와 불일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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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와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만족/불만족의 소비

자 평가는 규범의 영역 밖에서 더 잘 일어나는데, 이는 규범의 영역 안은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다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아도 되지만 규범의 영역 밖은 특이한 상황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를 의식적 수준(Conscious level)으로 

만들어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 형성은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원

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복제 행위를 한 기업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타사의 제품을 복제한 것에 대하여 기업의 유능함을 의심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따뜻함

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따뜻함 지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은 복제 행위를 한 기업의 선

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제행위를 한 기업이 시장에서 선도하는 위

치에 있을 경우 소비자들의 성과규범과 불일치가 높아져 그 기업에 대한 지

각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반면, 복제행위를 한 기업이 시장에서의 위치가 낮

은 경우,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 낮은 성과규범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뜻

함과 유능함의 변화정도는 선도력이 높은 기업보다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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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규범 모델 일부 

(Woodruff et al., 1983)  

지각된 브랜드 

성과 

일치/ 불일치 

이전 제품/브랜드 경험 

브랜드 태도 브랜드 기대 성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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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복제행위와 따뜻함-유능함 지각 

 Brown and Dacin(1997)은 CSR과 CA, 두 개의 연상이 같은 선호도를 

가진 두 기업에게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복제행위로 인해 소

비자의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감소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기업의 복제행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대개 대기업

을 비인간적(impersonal)이며 압도적(overwhelming)이고, 사회적으로 거

리감이 있다고 여기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간적으로 동정심(Sympathy)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Fullerton & Punj, 1993; Moore, 1984; Tom et al., 

1998). 이제까지 대부분 복제기업은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

서 소비자들은 복제품 구매를 정당화하였다(Ang et al., 2001; Tom et al., 

1998; Wee et al., 1995). 

또한 Penz & Stöttinger(2008)는 기업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오리지널 기업과 복제 기업의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인지적 차원이 아닌 주로 정서적 차원

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제 행위가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

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도덕적이지 못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정서적 감정

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의 복제행위는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

한 따뜻함 지각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의 복제행위로 인해 따뜻함 지각이 감소하는 정도가 유능함 지각이 감

소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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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의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만들

고, 제품에 대한 태도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Penz & Stöttinger, 

2008; Simmons & Lynch, 1991). 즉, 기업이미지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후광효과(halo effect)를 갖게 되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끌게 된다(Penz & Stöttinger,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따

뜻함-유능함 지각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직관적인 기업이미지라 할 수 있

다.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높은 유능함 지각은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의 신호로 작용하며,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최민경 외, 2013; Aaker et al., 

2010). 따뜻함을 지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업의 태도는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매의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따뜻함의 경우, 유능함이 

전제되어야만 소비자 만족에 도움을 주며, 따뜻함이 아무리 높게 지각되더

라도 유능함 지각이 낮다면 소비자 만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었다

(Grandey et al., 2005). Brown and Dacin(1997)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 연상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

치고, 기업의 능력(CA) 연상은 기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제품의 속성

을 통해서도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많은 복제품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심리상태 및 지각이 복제

품 및 기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태도가 구매의도로 이어짐

을 밝혔다(Chang et al., 1998; d’Astous & Gargouri, 2001;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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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ova, 2010; Phau & Teah, 2009). Wee et al.(1995)는 복제품 또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비호의적일수록 복제품 구매의도가 낮아짐을 밝

혔다. Penz and Stöttinger(2008)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동정심

(sympathetic)이 느껴질수록 소비자들의 복제품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밝혔

다. 또한 복제행위를 한 기업이 인간적이고 덜 전문적으로 보이면 그 기업

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업 이미

지는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따뜻함

-유능함 지각은 기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를 통해 구매의도

에 영향을 줄 것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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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복제품의 유사성 

 지금까지 소비자가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따뜻함-유능함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각이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와 그 기업이 생

산한 복제품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소비자 반응(기

업에 대한 태도)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의 정품과의 유사성이 기업에 대

한 태도에 대한 소비자 지각의 영향력을 조절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1. 소비자의 윤리의식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행동은 소비자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의 윤리적 특성이 복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줌을 밝혔다(Chan et al., 1998; Cordell et al.,1996; Ha & Lennon, 

2006; Kim et al., 2009; Poddar et al., 2012; Shoham et al., 2008; Tom 

et al., 1998).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요약하여 <표 2-4>에 제시하였다.  

Shoham et al.(2008)은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도덕적 공평성과 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해 복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와 구매

행동이 결정됨을 밝혔다. 즉, 복제품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복제품 

구매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ordell et al.(1996)은 합법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복제품 구매의도가 낮음을 밝혔고, Ang et al.(2001) 역시 진실

성(integrity)이 복제품에 대한 태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Poddar et al.(2012)은 기업이 가진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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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달라짐을 밝혔는데,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

의식이 높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여 

기업에게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였다(Mohr & Webb, 2005).  

Chan et al.(1998)의 연구는 소비자 윤리의식의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복제품 구매에 있어 집단 규범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특히 사회적으로는 높은 윤리성을 가지지만 개인적

으로는 매우 낮은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적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진 윤리의식의 정도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 형성을 조절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강

한 윤리의식은 복제 행위를 한 기업이 아무리 따뜻하거나 유능하게 지각되

더라도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을 상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 윤리의식이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복제기업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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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복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윤리의식을 다룬 선행연구 정리   

 

주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자 

합법성에 대한 태도

와 제품의 특성이 

복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합법성(lawfulness) 

∙복제품의 성능기대 

복제품  

구매의도 

Cordell 

et 
al(1996) 

홍콩 소비자의  

윤리적 신념에 대한  

연구 

∙소비자 윤리의식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이득

행위,타인의 희생에 의한 수동적 

이득행위, 의심스런 행동에 대한 

적극적 이득행위, 해롭지 않은 

행위)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의  

윤리적 판단 

 

Chan et 
al(1998) 

패션복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지각된 위험 

∙윤리적 이데올로기(이상주의,상

대주의) 

∙윤리적 판단 

복제품  

구매의도 

Ha& 

Lennon 

(2006) 

윤리적 소비자 행동

에 관한 연구 

∙도덕적 공평성 

∙윤리적 상대주의 

∙행동에 대한 태도(매개변수) 

복제품 

구매의도 

Shoham 

et al. 
(2008) 

도덕적 감정과 판단, 

강도가 복제품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판단 

∙도덕적 강도 

∙도덕적 감정(shame & guilt) 

복제품  

구매의도 

Kim et 
al(2009) 

복제품 구매에 대한 

로빈후드효과에  

관한 연구 

∙복제품과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차이 및 품질차이 

∙지각된 기업시민 이미지(PCC) 

복제품  

구매의도 

Poddar 

et 
al.(2012) 

한∙중 소비자들에 대

한 복제품 구매요인

이 복제품 만족과 

후회에 미치는 영향 

∙정품대비 복제품의 효용적가치 

∙정품대비 복제품의 쾌락적가치 

∙법적 규제 

∙소비자의 윤리의식 

복제품 만족 

복제품 후회 

최홍섭, 

공희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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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품의 유사성 

 

많은 연구에서 복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매의도는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

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소비자가 복제품이 오리지널과 유사하다고 지각할수록 복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박혜정, 전경숙, 2006; 채명수 외, 2012; 

Penz & Stöttinger, 2008). 특히 럭셔리 혹은 브랜드의 복제품일 경우, 소

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의 프리스티지(prestige)를 영유할 수 있

어 복제품을 구매하는데,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할수록 타인에게 

복제품임을 들킬 염려가 줄어들어 복제품 구매의도가 높아졌다(Cordell et 

al., 1996; Grossman & Shapiro, 1988). 또한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한 목적과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오리지널보다 낮은 가격적 혜택으로 인

해 소비자들은 복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Penz & 

Stöttinger, 2008). 

그러나 복제품 구매에 관하여 유럽국가와 미국과의 비교문화조사를 실시

한 Penz and Stöttinger (2008)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할수록 복제품이 아닌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은 삶을 가치롭고, 즐겁게 만

들어주는 쇼핑이나 브랜드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Penz & Stöttinger, 2008).    

복제품의 유사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Lefkoff-Hagius and Mason 

(1993)이 제안한 제품의 3유형인 물리적 제품속성, 제품의 효용, 상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복제품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냈다. <표 2-5>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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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물리적 제품속성에는 내구성과 품질, 물리적 외관의 3속성이 존재한다. 

이 중 소비자들은 물리적 외관을 복제품 구매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

고(Kim & Karpova, 2010; Wee et al., 1995), 소프트웨어나 음악CD 등 

기능적 제품의 경우에는 내구성과 품질을 중요시 하였다(Penz & 

Stöttinger, 2008). 제품의 효용은 착용자가 느끼는 기능적인 측면이며, 상

징적 측면은 제품을 통해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일컫는다. 패션제품

은 높은 가시성을 가지며, 지위소비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즉, 패션 복제

품의 외관유사성이 높아질수록 상징적 측면과 외양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아

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물리적 제품속성, 제품

의 효용, 상징적 측면의 3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품의 특성은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제품을 생산하

는 기업의 능력으로 연결된다(Brown & Dacin, 1997). 기업의 능력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유능함과 관계된 것이므로 복제품의 유사성은 기업에 대한 

유능함 지각을 조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복제품의 유사성은 기업에 대

한 유능함 지각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표2-5>제품의 속성유형 

제품특성 세부속성 정의 관련대상 

물리적  

제품속성 

내구성 
제품이 가진 유형의 

물리적인 특성 
제품 품질 

물리적 외관 

제품의 효용 
외양 제품이 사용자를 위해 

하는 것 
일∙결과 

기능 

상징적 측면 이미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타

인이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한 것 

사용자 

(Penz & Stöttinger, 2008; Lefkoff-Hagius & Ma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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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 선도력을 가진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소비자

지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복

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1(연구문제 1)과, 복제행위 후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2(연구문제 2, 3)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 1 

우선,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

각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복제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이와 

두 지각의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본다. 

가설 1-1.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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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능함 지각이 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복제행위로 인해 따뜻함 지각이 감소하는 정도가 유능함 

지각의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연구 2 

다음으로 복제기업에 대한 지각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2는 복제행위 후에 측정된 따뜻함-유

능함 지각이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하고, 연구문제 3은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2. 복제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가설 2-1.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은 모두 기업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기업에 대한 태도는 복제품 구매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

지며,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구매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윤리적 특성과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소비자의 윤리의식은 따뜻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소비자의 윤리의식은 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3-3. 복제품의 오리지널 제품과의 유사성은 유능함 지각이 기업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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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연구 문제와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그림3-1>과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 1의 연구모형 

 

 

 

 

 

 

 

 

 

<그림 3-2> 연구 2의 연구모형 

유능함 

복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 

복제 후 

따뜻함 

기업에 대한 

태도 

복제품  

구매의도 

복제 후 

유능함 

소비자 

윤리의식 

복제품 

유사성 

기업의 

복제행위 

복제기업 

선도력 

복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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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양적 조사 방법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복제품 자극

물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의 선도력 조작을 위해 시나리

오를 구성하였다. 연구 1과 2는 모두 동일한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1.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상의 기업을 설정하였다. 선도력이 높은 기업

을 H 기업으로, 선도력이 낮은 기업을 L기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업의 선

도력 조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설명을 공통으로 제시하였다. 윤영구(2013)

가 제시한 ‘높은 선도력을 가진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 또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H기업과 L기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H 기업은 1980년대에 설립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을 이끌어 나가

는 최우수기업이다. 의류부문에서 국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해외진출에도 성공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기업을 알고 있으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L 기업은 2010년에 개인에 의해 설립된 패션회사로, 규모가 크지 않은 신

생 중소기업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 일부 소수 소

비자층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다. 적은 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

며, 아직 소비자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매출 역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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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도력이 높은 기업(H)이 선도력이 낮은 기업(L)의 제품을 복제하

는 경우의 <시나리오 H>와 선도력이 낮은 기업(L)이 복제행위를 하는 경

우의 <시나리오 L>을 설정하였고, 집단간 설계를 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 

별로 해당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신문기사를 제공하여 읽게 하였다. 제시

한 신문기사는 <그림 3-3>와 <그림 3-4>과 같다.  

 

 

 

<그림 3-3> 시나리오 H의 복제행위에 대한 신문기사 

 

 

 <그림 3-4> 시나리오 L의 복제행위에 대한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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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물 선정 

 

본 설문에 사용할 자극물 선정과 복제품의 유사성 조작을 위해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 시기 동안 많은 브랜드에서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되

고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현대

백화점, 롯데백화점의 여성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인 Hyundaihmall.com

과 Lotteimall.com, Shinsegaemall.ssg.com을 조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

로 현 여성복 디자이너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시장조사와 자문을 토대로 셀

린느(Celine)의 체크코트를 오리지널 샘플로 선정하였고, 이와 비슷한 디자

인을 가진 6개 브랜드의 제품을 추가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들은 본 연구

를 위하여 해당 브랜드의 웹사이트 혹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비슷한 착장의 이미지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선정한 6개 

자극물은 <그림 3-5>에 제시하였다.       

6개 자극물 중 한가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 방법으로, 오리지널 제품으로 선정한 셀린느(Celine)의 체크코트 제품과

의 유사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6개 브랜드 제품의 타겟 고객인 

20-30대 여성 중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를 선정하였고, 총 34명이 모

바일 설문에 참여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 승인 이후, 3월 11일부터 5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직업

은 대학원생, 디자이너, 회사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사성에 대한 설문은 본 

조사에 사용된 유사성 문항과 동일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7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Penz and Stöttinger(2008)가 제시한 제품의 속성

유형을 고려한 유사성 체크 문항과 박혜정과 전경숙(2006)이 제시한 유사



36 

성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다음의 <표 3-1>과 같고, 설문지는 [부록3]에 제시하였다. 오리지널 제품

으로 선정한 셀린느(Celine)의 제품은 A제품으로 나머지 제품은 임의의 순

서로 B~F제품으로 제시하였고, A제품과 B~F제품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체

크하도록 하였다. 

 

 

<표 3-1> 예비조사를 위한 복제품 유사성 문항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B(C,D,E,F,G)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B(C,D,E,F,G)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B(C,D,E,F,G)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

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B(C,D,E,F,G)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

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

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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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셀린느(Celine) 체크코트 

 

B: 베네통(Benetton) C: 보브(VOV) D:르꼴레뜨(le-colette) 

   

E: 윈(une) F: 라인(Line) G:더틸버리(The Tilbury) 

   

<그림 3-5> 예비조사 자극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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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셀린느(Celine)의 제품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윈(Une), 보브(Vov), 르꼴레뜨(le-colette), 라인(Line), 더틸버리(The 

Tilbury), 베네통(Benetton) 순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3-2>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품을 가정하였기에 유사성의 평균점수가 원 점수 평균

(4점)보다 높고,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유사성 점수가 높고 낮음

이 잘 구분되는 즉, 표준편차가 높은 자극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

로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보브(VOV)’(M=4.69)와 ‘윈(Une)’ (M=4.82) 

중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온 ‘윈(Une)’(SD=1.78)의 제품을 본 조사

를 위한 복제품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오리지널 자극물은 ‘셀린느(Celine)’

의 자극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물 설정은 본 연구를 

위해서 가정된 것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며, 응답자들에게 브랜드를 명시하

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일체 밝히지 않았다.  

 

<표 3-2> 복제품 유사성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순위 브랜드 
최소값

(1) 

최대값

(7) 
평균(4) 표준편차 분산 샘플 수 

1 윈 1.00 7.00 4.8162 1.7766 3.156 34 

2 보브 1.25 7.00 4.6912 1.4156 2.004 34 

3 르꼴레뜨 1.25 6.25 3.9044 1.6341 2.671 34 

4 라인 1.00 5.75 3.2574 1.3221 1.748 34 

5 더틸버리 1.00 5.25 3.1618 1.4260 2.034 34 

6 베네통 1.00 5.50 2.8897 1.3983 1.95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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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앞서 설정된 시나리오 H, L과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자극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

였다. 설문지 문항은 복제행위를 한 기업과 오리지널 기업의 선도력, 복제전

과 후의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 소비자의 윤리의

식, 소비자의 패션관여도, 복제품의 유사성,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

도, 복제품 구매의도, 인구통계적 특성 등 모두 8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첫 도입부에는 위에서 제시한 H(L)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설명을 읽게 하였다.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상의 용이성을 

위해 시나리오 H의 경우에는 H기업에 대한 설명을, 시나리오 L의 경우에는 

L기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여 시나리오 별로 복제행위를 하게 될 기

업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읽게 하였다. 그 후, 해당기업에 대한 선도력

과 따뜻함, 유능함 지각에 대한 문항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오리지

널 기업인 L(H)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 후, 마찬가지로 해당기

업에 대한 선도력과 따뜻함, 유능함 지각을 측정하였다. 이후, 소비자의 윤

리의식과 패션관여도도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개

인적 특성은 비윤리적 상황을 접한 후의 바이어스가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복제행위 기사를 접하기 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위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시나리오 별로 도입부에서 우선적으

로 제시된 H(L)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

품의 사진을 보게 된다. 응답자들은 이 두 제품의 사진을 비교해 복제품의 

유사성을 체크하고, 이후 복제기업 H(L)의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정도를 

다시 체크하였다. 그리고 복제기업 H(L)에 대한 태도와 이 기업이 제작한 

복제품의 구매의도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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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시나리오 1개 당 총 75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설문지 구성은 <표3-3>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조사

에 사용된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 화면은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3-3> 본조사를 위한 시나리오 H, L 설문지 구성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수 
측정방법 

시나리오H 시나리오L 

Ⅰ(1) H기업의 선도력 L기업의 선도력 10 7점 리커트척도 

Ⅰ(2) 
H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L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8 7점 리커트척도 

II (1) L기업의 선도력 H기업의 선도력 10 7점 리커트척도 

II (2) 
L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H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8 7점 리커트척도 

Ⅲ(1) 소비자 윤리적특성 소비자 윤리적특성 6 7점 리커트척도 

III(2) 소비자 패션관여도 소비자 패션관여도 5 7점 리커트척도 

Ⅳ(1) 복제품 유사성 복제품 유사성 4 7점 리커트척도 

Ⅳ(2) 
복제 후 H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복제 후 L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8 7점 리커트척도 

Ⅳ(3) H기업에 대한 태도 L기업에 대한 태도 5 7점 리커트척도 

Ⅳ(4) 
H기업의 복제품  

구매의도 

L기업의 복제품  

구매의도 
4 7점 리커트척도 

V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7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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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선도력 

 앞서 제시된 H기업과 L기업의 선도력에 대한 설명이 잘 조작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기업의 선도력 문항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선도력 문항은 

Alpert and Kamins(1993)와 한민희 외(1996)가 제시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표 3-

4>에 제시하였다. 

 

<표 3-4> 기업의 선도력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기업의  

선도력 

이 기업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

품을 대표한다. 
I-1 

Alpert& 

Kamins 

(1993),  

한민희

(1996)  

재구성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

이다. 
I-2 

이 기업은 우월하다. I-3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I-4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다.  I-5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

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I-6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다. 
I-7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유율

이 높을 것이다. 
I-8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은 많은 사람들

이 즐겨 사용할 것이다.  
I-9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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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원은 여러 가지 척도가 존

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각의 차원을 측정하고자 하였

으므로 따뜻함-유능함 지각을 기업에 적용한 Aaker et al.(2010)와 최민

경 외(2013)에서 사용한 형용사를 토대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용한 8

개의 형용사는 아래 <표 3-5>와 같다.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원은 전

체 설문 중, 복제 전 복제기업과 오리지널 기업, 복제 후 복제기업에 대하

여 총 3번에 걸쳐 측정하였다.  

 

<표 3-5>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따뜻함  

지각 

사려깊은 I(2),II(2),IV(2)-1 

Aaker et 
al.(2010), 

최민경 외

(2013) 

재구성  

온화한 I(2),II(2),IV(2)-2 

상냥한 I(2),II(2),IV(2)-3 

다정한 I(2),II(2),IV(2)-4 

유능함  

지각 

경쟁력 있는 I(2),II(2),IV(2)-5 

효율적인 I(2),II(2),IV(2)-6 

능력있는 I(2),II(2),IV(2)-7 

능숙한 I(2),II(2),I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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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윤리의식 

 

 본 연구는 패션산업에서의 복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특히 소비자의 복

제에 대한 윤리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Tom et al.(1998)

이 제시한 복제품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측정한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 3

가지를 추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지현, 이주현

(2013)이 제시한 패션기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묻는 문항을 더하여 본 연

구의 소비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완성하였다. 개별 문항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6> 소비자의 윤리적 특성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소비자의 

윤리의식 

나는 패션기업의 윤리경영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III(1)-1 

Tom et 
al.(1998), 

이지현& 

이주현

(2013) 

재구성 

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패션기업이 사

회복지를 위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III(1)-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기업의 제

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는 사회

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상품을 사용

해야 한다.   

III(1)-3 

복제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해

롭게 한다. 
III(1)-4 

복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

하는 것이다. 
III(1)-5 

복제품 생산 및 판매는 비윤리적인 상

거래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III(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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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품 유사성 

본 조사의 복제품의 정품과의 유사성을 묻는 문항은 앞서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문항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문항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Penz 

and Stöttinger(2008)와 박혜정 & 전경숙(2006)이 제시한 유사성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표 3-7>

에 제시하였다. 유사성 체크를 위하여 정품으로 셀린느(Celine)의 제품을 

제시하였고, 복제품은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한 윈(Une)의 제품을 제시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가격은 유사한 수준대임을 명시하

여 통제하였다. 제시한 그림은 아래 <그림 3-6 >와 같다. 

 

<표 3-7> 복제품 유사성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복제품 

유사성 

H(L)기업의 복제품은 L(H)기업의 정품

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Ⅳ(1)-1 

Penz & 

Stöttinger 

(2008), 

박혜정&

전경숙 

(2006) 

재구성 

H(L)기업의 복제품은 L(H)기업의 정품

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하

다고 생각한다. 

Ⅳ(1)-2 

H(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했을 때, 

L(H)기업의 정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Ⅳ(1)-3 

H(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하면, 나에

게 L(H)기업의 정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Ⅳ(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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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업의 정품 

 

 

H(L)기업의 복제품 

 

 

 

<그림 3-6 >제시된 정품과 복제품 이미지 

 

(5) 기업에 대한 태도 

 

 기업에 대한 태도 문항은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

다. Nia and Zaichowsky(2000)와 유재미(2011)의 기업에 대한 태도 문

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아래<표 3-8>과 같이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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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기업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기업에 대한 

태도 

이 기업은 나에게 호의적인 느

낌을 준다. 
Ⅳ(3)-1 

Nia&Zaichowsky 

(2000), 

유재미(2011) 

이 기업에 흥미가 생긴다. Ⅳ(3)-2 

나는 이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

이라 생각한다. 
Ⅳ(3)-3 

나는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갖고 싶다. 
Ⅳ(3)-4 

나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생

각한다. 
Ⅳ(3)-5 

 

(6) 복제품 구매의도 

 

 복제품 구매의도는 복제품에 관한 선행연구인 Kim and Karpova(2010)와 

채명수 외(2012)의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개별문항은 아래 표<표 3-9>에 제시하였다. 

 

<표 3-9 > 복제품 구매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복제품 

구매의도 

나는 향후 H(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Ⅳ(4)-1 

Kim & 

Karpova 

(2010), 

채명수 

외(2012) 

재구성 

나는 다른 사람에게 H(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추천할 것이다. 
Ⅳ(4)-2 

나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H(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Ⅳ(4)-3 

H(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입어볼 만 

한 것 같다. 
Ⅳ(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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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집단 간 설계된 시나리오 H와 L에 대하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

자 특성에 대하여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패션관여도 문항을 측정하였다. 패

션관여도는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패션에 대한 관심, 지식, 구

매시기,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표현된다(Tigert et al., 1976). 

Tigert et al.(1976)와 이진화 & 임정은(2008)의 패션관여도에 관한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개별문

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0> 소비자의 패션관여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개별문항 번호 출처 

소비자 

패션관여도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쓴다. 
III(2)-1 

Tigert(1976),

이진화& 

임정은(2008) 

재구성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II(2)-2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

다. 
III(2)-3 

나는 대개 최신유행 패션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III(2)-4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III(2)-5 

 

 

(8)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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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전의 복제품 구매경험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인 20~30대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설문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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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양적 조사를 위해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하여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20~30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였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 승인 이후, 2014년 3

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9일에 걸쳐 설문이 진행되었다. 앞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체크되어야 다음의 문항이 제시되도록 설정하여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응답자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수는 시나리오 H에 참여한 응답자가 216

명, 시나리오 L에 참여한 응답자가 213명으로 총 429명이었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방법으로 시나리오 H와 L에 대한 샘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패션관여도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시나리오에 배정된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들을 확인하기 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나리오 별로 복제행위 전과 후의 따뜻

함-유능함 지각에 대한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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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 

복제품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Baron 

& Kenny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의 정품과의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 3을 규명하기 위해 따뜻함-

유능함 지각과 기업 태도에 대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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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집단 간 동질성 검증 확인  

 본 절에서는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리오 H와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리오 L에 참여한 응답자

들의 특성이 동질한지 알아보았다. 이는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우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

균 개인소득이 시나리오 H, L에 대하여 차이가 없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검

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패션관여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

단되어, 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나리오 H와 L에 응답한 집단 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전 복제품 구매경험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4-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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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시나리오 H, L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 

χ2 Prob. 
시나리오H 시나리오L 

연령 
20대 110 110 

.022 .882 
30대 106 103 

결혼여부 
미혼 146 155 

2.579 .275 
기혼 70 57 

학력 

대학교재학이하 60 51 

.835 .659 대학교 졸업 140 146 

대학원 이상 16 16 

직업 

전업주부 23 20 

6.527 .163 

학생 39 37 

관리직, 전문직, 

전문기술직 
38 51 

사무종사자 90 69 

기타 26 36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15 117 

6.661 .155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65 53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21 21 

4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14 14 

600만원이상 1 8 

이전  

복제품  

구매경험 

예 106 103 
.882 .923 

아니오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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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관여도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패션관여도는 개인의 패션기

업에 대한 태도와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답자들의 

패션관여도는 선행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동질

성 검정에 앞서,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다성 확인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4-2>와 같이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724 이상으로 확인

되었고, 고유치는 3.310으로 총 분산의 66.193%를 차지하여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70으로 변수의 신뢰성을 확인

하였다. 이후, 동질성 검정은 5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H, L 집단

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3>와 같이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아 두 집단의 패션관여도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표 4-2> 패션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패션관여도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869 

3.310 66.193 .870 

나는 대개 최신유행 패션제품

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852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843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770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

향에 대해 신경쓴다. 
.724 

 

<표 4-3> 패션관여도에 대한 시나리오 H, L집단의 분산분석 결과 

항목 
평균 

F-value Prob. 
시나리오H 시나리오L 

패션관여도 5.01 4.95 .440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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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정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고,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직교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

시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1. 기업의 선도력 

 

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총 10개의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10개의 문항

이 단일 차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선도력을 측정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82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선도력 변수

의 고유치는 7.737로 총 분산의 77.372%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7로 높게 나와 선도력 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선도력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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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업에 대한 선도력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기업의 

선도력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

유율이 높을 것이다. 
.920 

7.737 77.372 .967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914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은 많은 사

람들이 즐겨 사용할 것이다. 
.910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

다. 
.906 

이 기업은 우월하다. .899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에 있다. 
.892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852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836 

이 기업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품을 대표한다. 
.831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다. 
.827 

 

 

2. 기업의 따뜻함-유능함 지각차원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서로 다른 요인인지 확인하

고,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지각 차원에 대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직교회전을 이용한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2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따뜻함 지각과 유능함 지각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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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따뜻함 지각의 고유치는 3.734이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36 이상

으로 나타났다. 유능함 지각의 고유치는 3.219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

이 .77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두 요인은 전체 분산의 

86.909%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각각 .976,  

.913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표 4-5>복제기업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따뜻함 

상냥한 .920 

3.734 46.670 .976 
다정한 .909 

온화한 .902 

사려깊은 .836 

유능함 

경쟁력있는 .857 

3.219 
40.239 
(86.909) 

.913 
능숙한 .844 

효율적인 .782 

능력있는 .775 

 

 

3. 소비자 윤리의식 

 소비자 윤리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4-6>와 같이 ‘복제에 대한 윤

리의식’과 ‘패션기업에 대한 윤리의식’의 두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단일차원의 조절효과를 보고

자 하였으므로, 전체 분산에서 비중이 더 높은 ‘복제에 대한 윤리의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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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 채택하였다. 나머지 ‘패션기업에 대한 윤리의식’의 3문항은 제거하였다.   

3문항을 제거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7>와 같다. 복제에 

대한 윤리의식의 3문항에 대하여 고유치는 2.336이며 총 분산의 77.862%

를 설명하고 있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5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부하량이 .863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4-6> 소비자 윤리의식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1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

치 

분산(%) 

(누적) 

신뢰

도 

복제에  

대한  

윤리의식 

복제품 생산 및 판매는 비윤리

적인 상거래이므로 잘못된 것이

다. 

.890 

2.465 41.084 .856 복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죄

를 범하는 것이다. 
.873 

복제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회사

를 해롭게 한다. 
.832 

패션기업에 

대한 

윤리의식 

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패션기

업이 사회복지를 위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14 

2.085 34.749 .787 

나는 패션기업의 윤리경영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869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기업

의 제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소

비자는 사회와 환경을 덜 오염

시키는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644 

 

<표4-7> 소비자 윤리의식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2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복제에 

대한  

윤리 

의식 

복제품 생산 및 판매는 비윤리적

인 상거래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918 

2.336 77.862 .856 
복제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회사

를 해롭게 한다. 
.865 

복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죄

를 범하는 것이다. 
.863 



58 

4. 복제품 유사성 

 

 복제품을 오리지널 제품과 얼마나 비슷하게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복제품 

유사성 변수는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4가지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4-8>에서 보는 것 같이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786 이상이며, 고유치는 2.698로 나타났다. 이는 총 

분산의 67.456%를 차지하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36으로 확

인되었다. 

<표 4-8> 복제품 유사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복제품 

유사성 

H(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했을 

때, L(H)기업의 정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881 

2.698 67.456 .836 

H(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하면, 

나에게 L(H)기업의 정품을 착용했

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820 

H(L)기업의 복제품은 L(H)기업의 

정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795 

H(L)기업의 복제품은 L(H)기업의 

정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

한다. 

.786 

 

 

 

5.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5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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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측정되었다. 아래 제시된 <표 4-9>과 같이, 5개의 문항은 단일차원

으로 확인 되었다. 고유치는 4.051이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17 이

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총 분산의 81.027%를 설명하고 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8로 높게 나와 변수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표 4-9> 복제기업에 대한 태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복제기업

태도 

나는 이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

이라 생각한다. 
.943 

4.051 81.027 .938 

나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생

각한다. 
.931 

이 기업은 나에게 호의적인 느

낌을 준다. 
.914 

나는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갖고 싶다. 
.891 

이 기업에 흥미가 생긴다. .817 

 

 

6. 복제품 구매의도 

 

제시된 복제품의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

정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0>에 제시하였

다. 4문항에 대한 고유치는 3.341이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8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총 분산의 85.786%를 설명하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2로 충분한 신뢰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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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복제품 구매의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복제품 

구매의도 

나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944 

3.341 85.786 .942 

나는 향후 이 기업에서 만

든 복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937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

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추천

할 것이다. 

.925 

이 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입어볼 만 한 것 같다.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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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과 반응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 1, 2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복제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의 변화(n=216)와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따뜻함-

유능함 지각의 변화(n=213)의 차이를 t-test를 이용하여 평균비교를 하였

다. 또한 기업의 복제행위로 인해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 중 어느 지각이 더 

감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지각의 상대적 감소율을 구하고, 이를 t-test

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따뜻함-유능함 지각 차원)과 기업

에 대한 태도, 복제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기업의 복제 행위에 

대한 소비자 지각과 반응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제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측정한 따뜻함-유능함 지각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을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연구 1의 분석결과 

 

 연구 1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제시된 기업의 선도력이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 복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변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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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업의 선도력 조작검정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H기업과 L기업의 선도력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기업과 L기업의 선도력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선도력이 높은 H기업이 복제 행위를 한 시나리오 H의 경우, 

H기업의 선도력이 L기업의 선도력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H=4.95 > 

ML=3.52, t=18.60, p=.000). 또한 선도력이 낮은 L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시나리오 L의 경우 역시, H 기업의 선도력이 L기업의 선도력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MH=5.33 > ML=3.30, t=22.14, p=.000). 이로써 두 

기업에 대한 선도력 조작은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

래 <그림 4-1>과 <표 4-1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시나리오 H, L의 H기업과 L기업의 선도력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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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복제기업과 오리지널 기업의 선도력 대응표본 t-test 결과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H와 L에 제시된 동일 기업의 선도력이 유의한 차이

가 없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간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제시된 <표 4-12>와 같이 H기업과 L기업 모두 시나리오 H와 L에서 유의

한 선도력의 차이를 보였다(HH=4.95, HL=5.33 t=-4.805, p=.000; 

LH=3.52, LL=3.30, t=2.515, p=.012). 그러나 본 연구는 시나리오 별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집단간 설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결과에 지

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시나리오 간 기업의 선도력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시나리오 N 
선도력 평균 평균차 

(표준편차) 
t-value Sig. 

H기업 L기업 

H 216 4.95 3.52 
1.431 

(1.131) 
18.600 .000 

L 213 5.33 3.30 
2.029 

(1.337) 
22.141 .000 

기업 
시나리오 평균차 

(표준편차) 
t-value Sig. 

H(n=216) L(n=213) 

H기업  4.95 5.33 
-.384 

(.079) 
-4.805 .000 

L기업  3.52 3.30 
.213 

(.084) 
2.515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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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자의 따뜻함-유능

함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응표본 t-test와 

독립표본 t-test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복제 전/후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평균차이  

우선 기업의 복제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지각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나리오 H와 L을 통합하여 복제 전과 후의 따뜻함, 유능함 지각의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 모두 

복제행위 후에 복제 행위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따뜻함 

지각의 경우 복제 전 평균은 3.77, 복제 후 평균은 2.20이며 두 값의 차이

의 평균은 1.57으로 나타났고, 유능함 지각의 경우 복제 전 평균이 4.36, 

복제 후 평균이 3.06으로 두 변수의 차이의 평균은 1.30이었다(W전=3.77, 

W후=2.20, W후-전=-1.57, t=-25.352, p<.000; C전=4.36, C후=3.06, C후-

전=-1.30, t=-17.961, p<.000; W(warmth):따뜻함, C(competence):유능

함).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3>에 제시하였다. 

<표 4-13>전체 샘플에 대한 복제 전/후  

소비자 지각 평균의 대응표본 t-test 결과 

시나리오 N 지각 
복제  

전 

복제 

후 

복제후-복제전 

평균 

(표준편차) 

t-value Sig. 

H+L 429 

따뜻함 3.77 2.20 
-1.57 

(1.280) 
-25.352 .000 

유능함 4.36 3.06 
-1.30 

(1.494) 
-17.9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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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에 더하여, 시나리오 H와 L의 경우를 분리하여 복제행위 전과 

후의 해당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시나리

오 H의 경우 복제 전 따뜻함 지각의 평균은 3.92, 복제 후 따뜻함 지각의 

평균은 2.09로 두 값의 차이평균은 1.8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복제 전 유능함 지각의 평균은 5.06, 복제 후 유능함 지각의 평균은 3.18

로 두 변수의 차이의 평균은 1.88이었으며, 복제 후에 복제 전보다 유의하

게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WH전=3.92, WH후=2.09, WH후-전=-1.83, t=-

20.747, p<.000; CH전=5.06, CH후=3.18, CH후-전=-1.88, t=-18.794, 

p<.000). 시나리오 L의 경우 복제 전 따뜻함 지각의 평균은 3.62, 복제 후 

따뜻함 지각의 평균은 2.32로 두 변수의 차이평균은 1.30이었으며, 복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유능함 지각의 경우, 복제 전 평균

이 3.65, 복제 후 평균 2.95로, 두 변수의 차이평균이 0.70로 나타났으며, 

두 값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WL전=3.62, WL후=2.32, WL후-전=-1.30, 

t=-15.695, p<.000; CL전=3.65, CL후=2.95, CL후-전=-.70, t=-8.07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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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시나리오 H, L의 복제 전/후  

소비자 지각 평균의 대응표본 t-test 결과 

 

 

② 복제기업의 선도력과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변화 

 위에서 알아본 복제 전/후의 소비자 지각의 평균차이가 복제기업의 선도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따뜻함, 유능함 지각에 대하여 복제 기업의 선도력 고/저(시

나리오 H/L)집단 간 비교와 복제 전/후의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반복측정된 데이터 간에 상관이 동일하며, 각 처리마다 처리 내 분

산이 모두 동일한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따뜻함과 

유눙함 지각에 대한 분석 모두 Mauchly’s W값 및 Greenhouse-Geisser 

수치가 이상치인 1로 나타나,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반복측정 분산분

석의 결과는 <표 4-15>와 <표 4-16>,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은 기업의 복제행위 전과 후에 유의한 차

시나리오 N 지각 
복제  

전 

복제 

후 

복제후-복제전 

평균 

(표준편차) 

t-value Sig. 

H 216 

따뜻함 3.92 2.09 
-1.83 

(1.297) 
-20.747 .000 

유능함 5.06 3.18 
-1.88 

(1.472) 
-18.794 .000 

L 213 

따뜻함 3.62 2.32 
-1.30 

(1.208) 
-15.695 .000 

유능함 3.65 2.95 
-.70 

(1.266) 
-8.07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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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제 전/후와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상호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복제 전과 후에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과 복제 전, 후에 따른 

따뜻함 지각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Prob. 

복제 전, 후 525.439 1 525.439 668.551 .000 

복제 전,후x선도력 15.161 1 15.161 19.290 .000 

오차(1) 335.595 427 .786   

집단간 .206 1 .206 .127 .722 

오차(2) 694.076 427 1.625   

 

 

<표 4-16>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과 복제 전, 후에 따른  

유능함 지각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Prob. 

복제 전, 후 357.986 1 357.986 379.261 .000 

복제 전,후x선도력 74.968 1 74.968 79.423 .000 

오차(1) 403.047 427 .944   

집단간 143.366 1 143.366 101.173 .000 

오차(2) 605.076 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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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집단 별 복제 전, 후 따뜻함-유능함 지각 변화 

 

 

이를 토대로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발생하는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떨어진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 위해 시나리오 H, L을 집단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이의 기준점이 되

는 복제 전 H기업의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복제 전 L기업의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평균 수준이 아래 <표4-17>에 제시한 것처럼 시나리오 H와 L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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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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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7> 시나리오 간 복제 전 H, L기업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그러므로 원점수 평균의 차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여, 감소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각 변수에 대하여 정규화(normalization)를 진행하였

다. 정규화를 위해 아래 식과 같이, 복제 전, 후 측정된 따뜻함/유능함 지각

의 감소량(복제 후-복제 전)을 두 값 중 큰 값으로 나누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𝑊(𝐶)후 −𝑊(𝐶)전

max{𝑊(𝐶)전,𝑊(𝐶)후}
 

이렇게 생성된 따뜻함 감소율 변수와 유능함 감소율 변수가 시나리오 H, 

L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4-18>과 <그림4-3>에 제시하였다.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리오 H에서 따뜻함 지각은 복제 전 대비 

복제 후에 약 45%가 감소하였고, 시나리오 L에서 33%가 감소하여 시나리

오 H의 경우가 시나리오 L의 경우보다 따뜻함 지각이 유의하게 더 큰 폭으

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능함 지각 역시 시나리오 H에서 35%가 감

소한 것에 비해, 시나리오 L의 경우 16%감소하여 시나리오 H의 경우가 시

나리오 L의 경우보다 유능함 지각이 유의하게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기업 

복제 전 따뜻함지각 복제 전 유능함지각 

시나리오 평균차 
(표준편차) 

t-value 
시나리오 평균차 

(표준편차) 
t-value 

H L H L 

H기업 3.92 4.23 
-.3158 

(.0926) 
-3.408

**
 5.06 5.44 

-.3788 

(.0780) 
-4.853

***
 

L기업 3.90 3.62 
.2795 

(.0950) 
2.941

**
 3.94 3.65 

.2895 

(.0890) 
3.252

**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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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 선도력이 낮은 기업

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더 낮

아질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표 4-18>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 감소율의 

독립표본 t-test 결과 

***p<.001 

a)감소율: 
복제후−전

max(전,후)
 

 

 

 

 

 

 

 

 

 

지각 

시나리오 H 시나리오 L 
감소율

a
 

평균차 
(표준편차) 

t-value 복제

전 

복제 

후 
감소율

a
 

복제

전 

복제 

후 
감소율

a
 

따뜻함 3.92 2.09 
-.4484 

(.3024) 
3.62 2.32 

-.3308 

(.3419) 

-.1175 

(.0311) 
-3.774

***
 

유능함 5.06 3.18 
-.3546 

(.2859) 
3.65 2.95 

-.1585 

(.3736) 

-.1960 

(.0321) 
-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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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른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변화 차이와 감소율 

 

 

③ 복제 전/후의 따뜻함 감소율과 유능함 감소율에 대한 비교 

 기업의 복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는 따뜻함 지각과 유능함 지각 중 어느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H와 L을 통합하

여 두 지각의 떨어지는 정도의 변화량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따뜻함과 유능함의 복제 전 기준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감소량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정규화(normalization)과정을 거쳤다. 정규화 

방법은 위에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각각의 변화량은 복제 후 

측정한 지각의 평균과 복제 전 측정한 지각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복제 전과 후에 측정한 수치 중 큰 값으로 나누어 변수화하였다. 이렇게 구

3.92 
3.62 

2.09 
2.32 

0

1

2

3

4

5

6

시나리오H 시나리오L 

따

뜻

함

지

각

 

복제 전 복제 후 

(-0.45) 
5.06 

3.65 
3.18 

2.95 

0

1

2

3

4

5

6

시나리오H 시나리오L 

유

능

함

지

각

 

복제 전 복제 후 

(-0.35) (-0.33) 

감소율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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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규화된 따뜻함 감소율과 유능함 감소율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표4-19>와 같이 복제 후 측정한 따뜻함 지각에서 복제 전 따뜻함 지각

을 뺀 따뜻함 변화량은 -1.57이며, 이는 복제 전 대비 평균적으로 39% 감

소한 수치이다. 복제 후 측정한 유능함 지각에서 복제 전 유능함 지각을 뺀 

유능함 변화량은 -1.30로, 약 26%가 감소하였다. 두 지각의 감소율은 

p<.001의 유의확률로 따뜻함이 약 13% 더 많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t=-9.560, p=.000). 이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기업의 복제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해당기업에 대한 따뜻함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전체샘플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 감소율 

대응표본 t-test 결과 

 

또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 제시된 <표4-20>과 같다.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시나리오 H의 경우, 복제기

업에 대한 따뜻함은 평균적으로 1.83이 감소하여 45%의 감소율을 보인 반

면, 유능함은 평균 1.88이 감소하여 약 35%의 감소율을 보였다. 두 지각의 

감소율에 대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한 결과, 약 9.3%의 차이로 따뜻함 지

시나리오 N 

정규화│ 
복제후−전

max(전,후)
│ 따뜻함-유능함 

감소율 평균 

(표준편차) 

t-value Sig. 따뜻함 

(Δ따뜻함평균) 

유능함 

(Δ유능함평균) 

전체 429 
-.39 

(-1.57) 

-.26 

(-1`.30) 

-.1327 

(.2875) 
-9.5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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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유의하게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t=-5.701, p<.001).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선도력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시나리오 

L의 경우에서 따뜻함 변화량은 -1.30으로 33%의 감소율을, 유능함 변화

량은 -.70으로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두 감소율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7.774, p<.001). 따라서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상관없이 복

제행위에 대하여 따뜻함 지각이 유능함 지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따뜻함과 유능함지각의 감소하는 정도가 다를 것

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표4-20> 시나리오 H, L의 따뜻함/유능함 지각 감소율의  

대응표본 t-test 결과 

 

 

 

 

 

 

 

시나리오 N 

감소율( 
복제후−전

max(전,후)
) 따뜻함-유능함 

감소율 평균 

(표준편차) 

t-value Sig. 따뜻함 

(Δ따뜻함평균) 

유능함 

(Δ유능함평균) 

H 216 
-.45 

(-1.83) 

-.35 

(-1`.88) 

-.0938 

(.2418) 
-5.701 .000 

L 213 
-.33 

(-1.30) 

-.16 

(-.70) 

-.1722 

(.3233) 
-7.774 .000 



74 

2. 연구 2의 분석결과 

 

(1) 소비자의 지각과 기업에 대한 태도, 복제품 구매의도의 관계 

 

앞에서는 복제를 한 기업의 선도력과 해당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따뜻함-

유능함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 1의 분석결과에 대해 알아보았

다. 지금부터 연구문제 2의 내용인 복제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각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기사를 읽은 후 측정한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

함 지각변수를 독립변수로,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수로, 자극물로 

보여진 복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Baron & Kenny의 매개분석과 Sobel Z

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소비자 지각의 독립변수에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

의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므로, 2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매개효과 검정

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정에 앞서, 독립변수가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두 차원이 존

재하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복제품 구매의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값

을 확인한 결과, 1.968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상관 검토를 위하여 Durbin-Watson지수를 확인한 결과, 2.000

으로 확인되어 종속변수가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모형은 매개효과 검정이 가능하여 매개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단계를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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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매개변수로 인해 달라져야 한다

(Baron & Kenny, 1986).  

첫 번째 단계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따뜻함 지각과 유능함 지각은 매개

변수인 기업태도에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따뜻함 지각(B=.385, p<.001)과 유능함 지각(B=.436, p=.001)이 높

을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따뜻함 

지각(B=.233, p=.001)과 유능함 지각(B=.398, p=.001) 모두 복제품 구

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 기

업태도를 모두 예측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

은 모두 사라지고 기업에 대한 태도만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

다(Bwarmth=-.041, p=.491; Bcompetence=.089, p=.123; Battitude=.711, 

p=.000). 그러므로 기업 태도에 대한 완전매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

과는 <표 4-21>과 <그림4-4 >에 제시하였다.  

 

<표 4-21> 기업에 대한 태도 변수의 매개효과 검정 

 Step1 Step2 Step3 

 기업태도 구매의도 구매의도 

상수 .311
**

 .928
***

 .707
***

 

따뜻함 .385
***

 .233
***

 -.041 

유능함 .436
***

 .398
***

 .089 

기업태도   .711
***

 

R2 .615 .312 .475 

F 340.115
***

 96.638
***

 127.979
***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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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기업에 대한 태도 변수의 매개효과 검정 모델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Sobel Z값을 계산하였다. Sobel(1982)의 Z검정은 1

단계 회귀식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표준화 회귀계

수 a와 표준오차 sea, 3단계 회귀식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b와 표준오차 seb를 이용한다. 이를 아래와 같

은 공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Z값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절대값이 

1.96 이상인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Z=
𝑎∗𝑏

√𝑎2∗𝑠𝑒𝑏2+𝑏
2∗𝑠𝑒𝑎2

 

 

이를 토대로,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이 복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Sobel 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따뜻함 지각과 유능함 지각이 낮아질수록 기업

에 대한 태도가 낮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가져 가설 2-1이 지지되었고, 따

.385*** 

.089 

-.041 

.436*** .711*** 

 

 

  기업에 대한 

태도 

복제품 

구매의도 

따뜻함 

유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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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함-유능함 지각과 복제품 구매의도를 기업에 대한 태도가 매개함을 확인

하여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Sobel Z 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4-22>와 

같다. 

<표4-22> 기업에 대한 태도변수의 매개효과-Sobel 검정 

경로 

1단계 회귀식
a
 3단계 회귀식

b
 

Z 회귀계수

(a) 

표준오차 

(sea)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b) 

따뜻함→태도→구매의도 0.385 0.042 0.711 0.062 7.160
***

 

유능함→태도→구매의도 0.436 0.039 0.711 0.062 8.005
***

 
***

p<.001 

a) 종속변수: 태도 

b) 종속변수: 구매의도 

 

 

(2)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 검증 

 

 이제부터 연구문제 3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3-1과 

3-2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따뜻함, 유능함 지각과 기업에 대한 태도의 관

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설 3-3은 유능함 지각이 기

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복제품의 유사성이 조절할 것이라 예상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절효과 검정을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이 필요한데,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multi -

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해 각 데이터에서 변수의 평균값을 뺀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값은 기술통계를 이

용하여 구하였다. 평균중심화를 이용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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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항은 아래의 <표4-23>와 같이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4-23>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계산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 

독립 

변수 

MC.W=복제후 따뜻함 지각-2.208
a
 

MC.C=복제후 유능함 지각-3.065
b
 

MC.C=복제후 유능함 지각-3.065
b
 

조절 

변수 
MC.E=소비자 윤리의식-4.775

c
 MC.S=복제품 유사성-5.160

d
 

상호 

작용항 

MC.W x MC.E 

MC.C x MC.E 
MC.C x MC.S 

a)복제 후 측정한 따뜻함 지각 변수의 평균 값 

b)복제 후 측정한 유능함 지각 변수의 평균 값 

c)소비자 윤리의식 변수의 평균 값 

d)복제품 유사성 변수의 평균 값 

 

 

① 소비자 윤리의식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의 가설 3-1과 가설 3-2 해결을 위하여 위에서 계산한 평균

중심화된 조절변수(소비자 윤리의식)와 독립변수(따뜻함/ 유능함 지각변수)

를 이용하여 종속변수(기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평균중심화 변수를 이용하였으므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해결되

었으며(VIF<10), Durbin-Watson 지수는 1.909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둘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검정하며, 

조절효과 검정은 결정계수 증가분의 유의성 확인으로 검정이 가능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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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순서로 소비자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24>

에 제시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를 통해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이 높을수록 기업태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이때 두 차원이 기업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61.5%

이다. 조절변수인 소비자 윤리의식이 추가된 2단계 모델에서는 1.70%p 유

의하게 증가하여(p<.001) 전체 설명력이 63.2%로 상승하였다. 즉 윤리의

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β=-.136, p<.001).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에서 결정계수는 

0.4%p가 증가하였고, 이는 Choi & Fishbach(2011)의 연구에 근거하여,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의 결과를 보면, 유능

함 지각과 소비자 윤리의식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β=-

.090, p<0.1) 소비자의 윤리의식은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만을 조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의 부호는 (+)이며,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의 부호

는 (-)로 나왔으므로,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유능함 지각을 높게 할

수록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지만, 소비자 윤리의식이 높을수

록 이러한 태도 형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유능함 지각을 낮게 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낮다면 이러한 

기업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형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소비자 윤리의식의 따뜻함 지각의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정한 가

설 3-1은 기각되었고,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정한 가

설 3-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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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기업태도에 대한 소비자 윤리의식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변수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2.497  2.497  2.484  

MC.W 

(따뜻함) 
.385 .384

***
  .374  .372

***
   .381  .380

***
 

MC.C 

(유능함) 
.436 .466

***
  .410  .438

***
   .406  .434

***
 

MC.E 

(윤리의식) 
  -.132 -.136

***
 -.130 -.134

***
 

MC.W 

 x MC.E 
(따뜻함x윤리) 

    .050   .056 

MC.C  

x MC.E 
(유능함x윤리) 

    -.072 -.090
*
 

  R
2
 .615 .632  .636 

ΔR
2
   .017

***
   .004

+
 

***
p<.001, 

**
p<.01, 

*
p<.05, 

+
p<.1 

 

 

②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 

 복제품의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한 정도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업의 유능

함이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은 앞서 소비자 윤리의식의 조절효과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단, 

복제품 유사성은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만을 조절할 것이라 가설을 세웠으므

로 따뜻함 지각 변수는 제외하였다. 조절회귀 분석 결과는 <표4-25>에 제

시하였다. 

 1단계에서 유능함 지각이 기업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4%이며,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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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지각이 높을수록 기업태도가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β=.735, p<.001).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 결정계수가 1.70%p 유의하

게 증가하여(p<.001) 전체 설명력이 55.7%가 되었다. 이때 복제품 유사성

은 부적영향력을 가져(β=-.133, p<.001),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유

사할수록 기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제

품이 정품과 유사할수록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마지막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에서 결정계수는 

0.4%p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5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상호작용항의 부호

가 역시 (-)로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유능함 

지각을 높게 할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만, 복제품이 정품과 유

사하다고 느낄수록 이러한 태도 형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

면, 복제행위를 한 기업을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 되며, 이때 소비자가 복제품이 정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지각할수

록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형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

설 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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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기업태도에 대한 복제품 유사성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변수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상수 2.497  2.497  2.489  

MC.C 

(유능함) 
.688 .735

***
  .673  .720

***
   .681  .728

***
 

MC.S 

(유사성) 
  -.142 -.133

***
 -.143 -.133

***
 

MC.C  

x MC.E 
(유능함x유사성) 

    -.054 -.065
*
 

  R
2
 .540 .557  .562 

ΔR
2
   .017

***
   .004

*
 

***
p<.0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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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최근 패션산업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패션디자인 

복제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며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연

하는 복제품으로 인해 오리지널 기업들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히 패션산업의 경우, 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끊임없는 소비자들의 수요로 인해 패션제품의 복제행위는 이제껏 묵인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패션복제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선도력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선도력이 낮은 기업들이 복제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에잇세컨즈(8seconds)와 코벨(Coevel)의 사건 등과 같이 브랜드

의 선도력에 상관없이 디자인을 복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본 연구에

서는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평가차원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따뜻

함-유능함 지각 차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간이 특정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차원으로, 단편적이고 양면적인 긍정 또는 

부정의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뜻함

-유능함 지각차원을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여 소비자 지각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각이 소비

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고, 이에 

더하여 소비자의 윤리적 특성과 복제품 유사성 정도가 소비자 지각이 기업

에 대한 태도형성에 주는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 전, 우선 예비조사를 통해 오리지널제품과 복제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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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기 동안 비슷한 디자인이 가장 많은 디자인을 연구자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현직 디자이너들의 자문을 구해 가장 최초의 원형이 되는 

제품 1개(셀린느)와 나머지 6개(베네통, 보브, 르꼴레뜨, 윈, 라인, 더틸버

리)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모바일 설문을 통해 자극물의 타겟고객인 20-

30대 여성 총 34명을 대상으로, 6개 제품에 대해 원형인 셀린느 제품과의 

유사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윈(Une)의 제품이 유사성 점수가 평균(4

점)이상이며,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와 본 조사를 위한 자극물로 선정되

었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은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

리오 H와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의 시나리오 L의 두 경

우에 대하여 집단간 설계를 하였다. 복제기업과 오리지널 기업의 선도력 조

작을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으며, 복제품과 오리지널 제품의 자

극물은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전 문항에 

대한 응답이 체크되어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므로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물의 타겟고객인 20-3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시나리오 H에 216명, 시나리오 L에 

213명이 설문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총 429개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

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감소 

정도가 복제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선도력이 높

은 기업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에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이 모두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도

력이 높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 선도력이 낮은 기업이 복제행위를 

한 경우보다 복제행위로 인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암시한다. 선도

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인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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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반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은 선도력이 높은 기업의 제

품을 복제함으로써 오리지널 브랜드의 긍정적 연상의 동화효과로 인한 혜택

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Horen & Pieters, 2012).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기대감은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복

제품에 동일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Zaichkowxky & Simpson, 1996). 

그러므로 선도력이 높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 연상의 전이와 이를 복

제할 수 있는 유능함을 다소나마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력이 높은 기업이 선도력이 낮은 기업의 제품을 복제한 경우에는 선도

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의 복제행위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유능함 지각보다 따뜻함 

지각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서 모두 따뜻함 지각이 유능함 지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므로 선도력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자들이 기업의 복제행위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따뜻함 지각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유능함 지각이 따뜻함 지각에 비해 덜 감

소한 것을 통해 기업이 독자적인 디자인을 하지 못하고 복제행위를 하더라

도 복제품의 결과물이 괜찮다면 소비자는 기업의 유능함을 어느 정도 인정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능함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생산·결

과물의 전문성을 통해 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Brown & Dacin, 1997). 

셋째,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은 기업에 대한 태도를 완전 매개하여 복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대해 따뜻함-유능함 지각을 적용시킨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다소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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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따뜻함 지각(혹은 CSR)은 기업에 대한 태도형

성을 통해서만 복제품 구매의도를 갖게 되지만, 유능함(혹은 CA) 지각의 

경우 복제품 구매의도로의 직접경로를 가진다고 하였다(최민경 외, 2013; 

Brown & Dacin, 1997; Aaker et al., 2010). 이러한 차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의 대상이 된 기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

고 연구를 진행했기에, 소비자들이 해당기업에 대해 유능함 지각을 높게 하

더라도 바로 복제품 구매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에야 복제품에 대한 구매를 결정지었다.  

넷째, 소비자의 윤리의식은 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 윤리의식은 따뜻함 지각의 

영향력을 조절하지 못했다. 윤리의식은 항상 따뜻함 차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윤리의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따뜻함 지각은 태도형성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복제기업에 대한 따뜻함 감소는 기업에 대한 부

정적 태도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태도

형성에 대한 유능함 지각의 영향력에 관여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윤리의식이 낮은 소비자들은 복제행위로 인해 기업의 능력

(유능함)을 낮게 지각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형성에 많은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윤리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해 유능

함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복제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을 억제하였다.  

다섯째, 유능함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복

제품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밝혔다. 복제품 유사성과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복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할수록 오리지널 기업과의 동

화작용이 일어나 복제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복제품 구매

의도가 높아짐을 밝혔다(박혜정, 전경숙, 2006; 채명수 외, 2012; Pe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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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öttinger,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복제품이 오리

지널 제품과 유사할수록 복제기업에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유능함 지각

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을 밝혔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제품의 품

질이 비슷한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에 대한 태도형

성에 있어 제품의 품질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제품의 품질은 마땅히 

갖추어야 될 조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의 불법적 행동으로 생산된 복제

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유능함을 인

정하기 보다 타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에 대한 반감이 생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복제품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너무 똑같이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기업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유사성이 더욱 낮다면 복제품이기보다 또 하나의 다른 제품으로 지각하여 

그 기업에 대해 복제품 유사성이 높은 경우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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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따뜻

함-유능함 차원을 알아보고, 이러한 지각이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

품 유사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복제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복제행위를 

한 기업의 선도력 수준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그간의 

연구에서 복제기업의 선도력이 배제되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패션복

제의 피해자가 이제껏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와 같은 선도(leading)브랜드였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의 발달로 판매경로가 

다양해지며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기

업이나 브랜드의 선도력에 상관없이 독창적이고 인기를 끄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럭셔리 브랜드제품이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한 복제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복제기업을 선도력 수준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각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단일 차원의 긍정/부정의 평가가 

아닌 보다 직관적이고 다차원적인 따뜻함-유능함 지각을 통하여,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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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학에서 기업에 대한 지각차원으로 심리

학의 따뜻함-유능함 차원을 적용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

에서는 두 차원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도출을 통해 적용의 

타당성과 척도의 견고함을 입증했다.  

또한 복제라는 특정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평가차원으로 따뜻함

-유능함 지각을 도입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영

리조직/영리조직(Aaker et al.,2010), 자선적/금전적인 구매 인센티브의 유

형(최민경 외, 2013) 등과 같이 기업의 종류나 행위를 사회적 책임(CSR)

과 기업의 능력(CA)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에 대

입시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정 부정행위에 대해 따뜻함-유능함 지각의 차원을 도

입하여 충분한 설명력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따뜻함-유능함 

지각 차원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기업 또는 인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의 

척도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에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품으로 실제 

유행제품의 사진을 제공하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

구에서 복제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오리지널 브랜드 네임만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복제품임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박혜정, 전경숙, 2006; 

이동대, 2004; Nia & Zaichkowsky, 2000; Penz & Stöttinger, 2008). 이 

경우,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한 수많은 복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연구

를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판매제품을 사진 자극물

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응답을 이끌어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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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통해 패션기업 및 시장에 제안할 수 있는 실무

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기업 등의 선도기업이 복제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

영상의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

르면 중소기업의 복제행위는 기존의 낮은 기대치와 오리지널 기업에 대한 

편승효과로 어느 정도 초기의 단기적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에잇세

컨즈(8seconds)와 코벨(Coevel)의 사건 당시, 코벨(Coevel)의 소셜스코어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일주일 만에 28에서 48로 

급등했다(“노이즈마케팅 vs 위기관리: 제일모직 에잇세컨즈 불법복제 이슈 

관전기”, 2012). 하지만 선도기업의 경우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의 감소율이 

매우 크고, 이러한 지각의 감소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해 결국 

구매의 감소를 가져왔다. 단기적 이득추구를 위한 선도기업의 부정행위는 

치명적인 장기적 손실을 가져옴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제품의 생산과 올바

른 경영방침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제행위가 기업의 유능함 지각보다 따뜻함 지각을 더 많이 감소시

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복제를 당한 오리지널 기업에게 어떠한 경영적 대

응방안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리지널 기업은 복제 

기업에 대응하여 따뜻함 지각의 측면에서 공격적 또는 방어적 마케팅을 펼

칠 수 있을 것이다. 복제기업의 비윤리적인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거

나, 오리지널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등과 같은 따뜻함 차원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친다면 복제품 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윤리의식과 복제품 유사성은 모두 복제기업의 유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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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음의 방향으로 조절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의 실무적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복제 기업이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복제품의 품질이나 수요적 측면 등의 이유로 유능하게 지각된 경

우에 오리지널 기업은 소비자의 윤리의식에 호소하여 복제 기업에 대한 호

의적인 태도를 억제하고, 복제품 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제기

업이 유능하지 않게 지각되었지만 일부 윤리의식이 낮은 소비자들이 복제기

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윤리에 관한 

홍보활동이나 교육적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오리지널 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복제품과 비

교해 정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밝히는 것 외에, 복제품이 정품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복제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를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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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도력 수준만을 고려하고, 다른 변수는 통제하고자 실제기업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상의 기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

제 기업의 경우,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후 본 연구와 동일한 모델에 대해 실제 기업

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

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극물로 제시된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만약 소비자들이 

제품의 브랜드를 인지하였다면 어느 정도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브랜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가격

의 수준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복제에 관한 연구 특성상 연구시기 

동안 대표성을 가지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 브랜드 명성이 있고, 인기 있는 

제품을 선택하였다. 만약 응답자들이 실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생성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사용된 실

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제품을 패션제품으로 한정하였고, 제품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제품은 사용목적, 기능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패션제품의 경우에도 아이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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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별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제품의 종류에 따라 

복제품의 허용수준과 기업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Astous 

and Gargouri(2001)는 복제품 유형을 럭셔리 제품과 편의품으로 분류하였

고,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보다 풍부한 연구를 위하여 제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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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증적 연구에 이용한 설문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기업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기업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이유리 교수(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생활과학연구소 ) 

연구 담당자명: 안민영(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의 명칭은 <복제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따뜻함-유능함 지각이 

기업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설문내용은 기업의 복제행위에 대한 

따뜻함·유능함 지각과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태도와 복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30 대 여성, 

약 400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시나리오 1 과 2 에 

각각 200 명씩 배정될 것입니다. 연구 기간은 2014 년 9 월 10 일까지이며, 

응답시간은 약 10 분 소요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온라인 설문 

페이지의 중지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 연구소 이유리 

교수(02-880-8925)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며,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담당자 안민영 (010-5014-5891)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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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880-51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  의  서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시나리오 1>  
I. 다음은 설문을 위한 H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H 기업은 1980 년대에 설립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최우수기업이다. 의류부문에서 국내 매출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에도 성공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기업을 알고 있으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I-1. 다음은 H 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품을 

대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우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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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은 사

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

겨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2. H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를 느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다음은 설문을 위한 L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L 기업은 2010 년 개인에 의해 설립된 패션회사로, 규모가 크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 일부 소수 

소비자층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다. 적은 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아직 소비자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매출 역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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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다음은 L 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의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품

을 대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우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은 사

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

겨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2. L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를 느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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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패션기업의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패션기업이 사회복지

를 위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기업의 제품이 조

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는 사회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복제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해롭게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복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복제품 생산 및 판매는 비윤리적인 상거래이

므로 잘못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1.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패션관여도에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대개 최신유행 패션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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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H 기업과 L 기업에 대한 최근 신문기사와 해당제품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진은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된 정품과 복제품의 비교사진입니다.  

※ 제시되는 의복들은 유사한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H기업의  

복제품 

중소기업 

L기업의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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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위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H 기업의 복제품을 L 기업의 정품과 비교하여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H기업의 복제품은 L기업의 정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H기업의 복제품은 L기업의 정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H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했을 때, L기업의 정

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H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하면, 나에게 L기업의 

정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

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2. 위 신문기사를 읽고 난 뒤, 복제행위를 한 H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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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 위 기사를 읽은 뒤, 복제행위를 한 H 기업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은 나에게 호의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에 흥미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4. 위 기사를 읽은 뒤, H 기업이 제작한 복제품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향후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

을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입어볼 만 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은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

매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H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5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아래의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④ 관리자(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 판매 관리자 등) 

⑤ 전문직(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⑤ 전문기술직(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등) 

⑥ 사무종사자(경영∙ 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⑦ 서비스종사자(이미용 ∙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가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⑧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통신판매 관련직 등)  

⑨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농∙축산 숙련직, 임업∙ 어업 숙련직 등) 

⑩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관련, 섬유∙의복관련, 가구∙악기관련 기능직 등) 

⑪ 기타 

 

6. 귀하의 월 평균 총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수입, 부수입 포함)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⑨ 1,500만원이상 ~ 2,000만원 미만                ⑩ 2,000만원 이상  

 

 

7. 귀하는 유명브랜드 혹은 기타 타브랜드를 카피한 패션복제품(의류, 가방 등)을 구매한 경

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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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I. 다음은 설문을 위한 L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L 기업은 2010 년 개인에 의해 설립된 패션회사로, 규모가 크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 일부 소수 

소비자층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다. 적은 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아직 소비자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매출 역시 낮은 편이다. 

 

I-1. 다음은 L 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품을 

대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우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은 사

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

겨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2. L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를 느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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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다음은 설문을 위한 H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H 기업은 1980 년대에 설립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최우수기업이다. 의류부문에서 국내 매출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에도 성공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기업을 알고 있으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II-1. 다음은 H 기업의 선도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의 제품은 동일 카테고리 내의 제품

을 대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기업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기업은 우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많은 타기업들이 이 기업을 추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을 착용하면 높은 사

회적 신분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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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 내 시장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

겨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기업은 여러모로 신뢰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2. H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를 느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패션기업의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패션기업이 사회복지

를 위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기업의 제품이 조

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는 사회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복제품은 정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해롭게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복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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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품 생산 및 판매는 비윤리적인 상거래이

므로 잘못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1.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패션관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대개 최신유행 패션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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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L 기업과 H 기업에 대한 최근 신문기사와 해당제품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진은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된 정품과 복제품의 비교사진입니다.  
※ 제시되는 의복들은 유사한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L기업의  

복제품 

대기업 

H기업의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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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위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L 기업의 복제품을 H 기업의 정품과 비교하여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L기업의 복제품은 H기업의 정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L기업의 복제품은 H기업의 정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했을 때, H기업의 정

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L기업의 복제품을 착용하면, 나에게 H기업의 

정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

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2. 위 신문기사를 읽고 난 뒤, 복제행위를 한 L 기업에 대하여 다음 제시된 

단어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높지 않다          이다              높다 

1 경쟁력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능력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능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려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온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정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3. 위 기사를 읽은 뒤, 복제행위를 한 L 기업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기업은 나에게 호의적인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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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기업에 흥미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4. 위 기사를 읽은 뒤, L 기업이 제작한 복제품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향후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

을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입어볼 만 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은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을 구

매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L기업에서 만든 복제품은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아래의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23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④ 관리자(고위 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지원 관리자, 전문 서비스∙ 판매 관리자 등) 

⑤ 전문직(연구원, 의사, 교수,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등) 

⑤ 전문기술직(교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간호사, 약사,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등) 

⑥ 사무종사자(경영∙ 회계 사무직, 법률 및 상담 사무직,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 

⑦ 서비스종사자(이미용 ∙의료 보조서비스직, 운송∙여가 서비스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⑧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통신판매 관련직 등)  

⑨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농∙축산 숙련직, 임업∙ 어업 숙련직 등) 

⑩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관련, 섬유∙의복관련, 가구∙악기관련 기능직 등) 

⑪ 기타 

 

6. 귀하의 월 평균 총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수입, 부수입 포함)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⑨ 1,500만원이상 ~ 2,000만원 미만                ⑩ 2,000만원 이상  

 

 

7. 귀하는 유명브랜드 혹은 기타 타브랜드를 카피한 패션복제품(의류, 가방 등)을 구매한 경

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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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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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예비조사에 이용한 설문지 

본 설문지는 본조사에 사용될 자극물 선정을 위한 예비설문지입니다. 아래 제시된 

사진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시고, 각각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A제품과 B제품의 비교                                             

 

위의 두가지 제품을 비교하여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전혀그렇

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B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B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B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B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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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제품과 C제품의 비교                                             

 

 
위의 두가지 제품을 비교하여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전혀그렇

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C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C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C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C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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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A제품과 D제품의 비교                                             

 

 

위의 두가지 제품을 비교하여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전혀그렇

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D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D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D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D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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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A제품과 E제품의 비교                                             

  

 

위의 두가지 제품을 비교하여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전혀그렇

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E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E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E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E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9 

Part 5. A제품과 F제품의 비교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F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F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F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F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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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A제품과 G제품의 비교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G제품은 A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G제품은 A제품과 박음질, 소재 등의 품질이 유사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G제품은 착용했을 때, A제품과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G제품은 착용했을 때, 나에게 A제품을 착용했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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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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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growing number of social events and legal proceedings against 

counterfeiting, not only has the issue of counterfeiting become a 

domestic concern, it has also led to international disputes. The size of 

the global counterfeit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approximated total of 1.8 trillion dollars. Due to rampant counterfeiting, 

consumers and original companies, as well as the nations, are damaged.  

Despite the numerous studies of counterfeits, there is a lack of 

studies dealing with counterfieters’ leading power. However, the new 

social phenomenon of a big company counterfeiting small companies’ 

products is presently on the rise. Also, as most studies generally 

measure consumer attitudes on dichotomous scale, i.e., positive or 

negative, there are difficulties when attempting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consumers’ psychological states. Motivated by the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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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ek to find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that have not been posed 

in previous academic research.  

Prior to conducting a survey, two apparel products were selected as 

the original and counterfeit stimuli through a pilot test. Also, two 

scenarios were set: Scenario H is one in which a leading company 

counterfeits a following company’s product, and Scenario L is one in 

which a following company counterfeits a leading company’s product.  

Using a between-subjects desig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South Korean female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from March 

24th to April 2nd of 2014. A total of 429 participants(216 in scenario H 

and 213 in scenario 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measurements 

were modified from previous literature. Demographic questions were 

also asked.  

The results of a t-test showed that when a leading company 

counterfeits a following company’s product, the participants’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 towards the counterfeiter decrease more 

significantly than does in the opposite situation. This result was based 

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In addition, participants’ warmth 

perception towards the counterfeiter declined further than competence 

perception due to the company’s counterfeiting.  

Through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 on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items are fully mediated by consumer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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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the counterfeiter. As a result of 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consumers’ ethical 

consciousness weakened the effect of competence perception on 

attitude towards the counterfeiter. Furthermore, the more the 

counterfeit is similar to original product, the worse the consumers’ 

attitude become toward the counterfeiter. The high similarity of 

counterfeits also weakened the effect of competence perception on the 

attitude towards the counterfeiter. 

This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e impact of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 toward counterfeiters on consumer behavior. 

This study advances our understanding by not only considering a 

company’s leading power in the fashion counterfeit context based on 

this new social issue, but also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 which can provide a robust measurement 

scale with which to explore consumer perception.  Based on the 

findings here, companies should promote an awareness of wrongdoings 

and enact correct management policies.  

 

Keywords: Counterfeit, Company’s leading power, Warmth and Competenc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s, Ethical Consciousness 

 

Student number: 201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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