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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 문제

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진보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의 경우, 자율

주행 본연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 관련 분쟁, 기술 침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도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많았으나, 기술 

발전과 관련한 특허 분쟁에 해서 소비자가 

크게 지각한 사건으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사례를 뽑을 수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지속하여 왔다. 

2018년까지 약 7년 동안 특허 분쟁을 진행했으

며, 양 기업 모두 2018년 6월을 기점으로 특허 

소송 취하 합의로 특허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

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과 소송이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하면 애플이 샤오미나 

LG를 상 로 특허 분쟁과 소송을 건 사례는 찾

기 쉽지 않다. 특히나, 샤오미의 경우 자신들의 

제품이 애플과 유사하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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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있지만, 애플 측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

한 경우는 없다. 특허 분쟁의 이슈는 기업의 지

적 자산에 한 방어 및 처뿐만 아니라, 소비

자에게 비추어지는 기업의 이미지에 한 문제

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행동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

과 다르게 애플과 샤오미, 애플과 LG의 특허 

분쟁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

이다. 이 점은 특허 분쟁에 관련된 상의 시장

적 지위가 소비자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반응은 특허 분쟁의 상이 된 기

업의 시장 지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 압도적 강자의 지위를 가진 기업과 

약자의 지위를 가진 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

다(Goldschmied and Joseph, 2012). 사회 정체

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BIRGing, 

CORfing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공할 기회

가 많은 승자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Tajfel, 1974; Cialdini et al., 1976; Wann and 

Branscombe, 1990), 때로는 약자 측에 감정 이

입을 통해 약자에 한 동정이나 정의적인 판

단으로 약자를 지지하거나, 동정심에 따라 약자

를 지지하는 (root for) 경우가 있다. 또한, 강자

가 지는 것에 한 “악의적 기쁨”(malicious)이

나 “남의 불행에 한 쾌감”(schadenfreude)이 

강자에 한 저항(root against) 등을 불러와 약

자가 이기길 원하게 만들기도 한다(Smith et al., 

1996; Takahashi et al., 2009). 이러한 역설적인 

소비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학계의 노력은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를 이

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언더독 효과이다

(Vandello et al., 2007; Kim et al., 2008).

언더독 효과는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축구나 야구, 기타 종목에서 압

도적 강팀과 압도적 약팀의 경기를 지켜볼 때, 

일반적으로 강팀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팀이 강팀을 꺾고 이기거나, 지더라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 는 

언더독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금지

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반칙 플레이를 일삼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에 한 정보라던지, 적은 

예산, 힘든 환경 등의 약자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의 제시는 언더독 효과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할 수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더독 효과가 기술 

분쟁 시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

비자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브랜드 명성에 따라 기업

을 약자 기업, 강자 기업으로 생각하고, 기술 분

쟁에 한 정보를 접한 뒤, 제품 평가 상황에서 

브랜드 명성에 따라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술 

침해 상황에서 약자 브랜드에 한 언더독 효

과가 발생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의 인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정보 단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소비

자의 태도가 변화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특허 분쟁에 해서 (1) 브랜드 

명성과 (2) 분쟁이 된 기술의 중요성 정도, (3) 

기술 유출 책임의 소재 등의 세 가지 변수에 

하여 소비자 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3-way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언더독 효과에 한 분석 결

과를 소비자 정보처리 이론과 귀인 이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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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언더독 효과를 기술 

침해 상황에서 확장하여 확인하고, 소비자 정보

처리 이론과 귀인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는 점에서 이론적인 공헌이 있으며, 기업에서는 

특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하는 것

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

무적인 공헌이 있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s 

and Hypothesis

2.1. Technology Infringement 

기술은 기업이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지적 재산과 업무 방법

(know-how) 등을 말한다. 기업의 자산이 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암묵지

로 된 것과 형식지로 된 것이 있다. 그 중, 형식

지는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해 청구

항을 통해 개발한 기술 및 아이디어에 한 권

리를 행사하는 무형 자산을 말한다. 암묵지는 

해당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일의 처리 

순서 등 업무상 알게 된 업무 방법(know-how)

과 비밀 등이 있다. 기업의 기술이 기업의 성장

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

요가 없고, 중소기업처럼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

에 있는 기업일수록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Yoo et al., 2018; Yoo and Park, 2018; 

Jun et al., 2017; Seo and Park, 2017; Lee et 

al., 2015; Park et al., 2014). 이렇듯 기술은 기

업 운영과 시장경쟁으로부터 생존하는데 중요

한 자산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 한 범죄

임과 동시에 윤리와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기술 유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유출되는

데, 첫째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 둘째는 외부자

로부터 침해가 있다. 내부 유출은 해당 기업에 

종사했던 직원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유출하는 경우

이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기업과의 

비밀 유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로 이

직하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외부로부터의 침해는 다음과 같다. 주로 지

적 재산권이 크게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무시

하는 국가에서 특허에 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때도 있으며, 다른 예로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

해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행 

특허가 존재하여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된 경우

이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로는, 해당 기업에 

한 해킹으로 자료들을 유출하여 무단으로 사용

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에 한 소비

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

한 상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한다. 학계

에서도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에 해서 기업

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

비자의 반응보다는 주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

권 침해에 한 개선방안이나 소송 문제, 손해 

배상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는 

특허권 남용에 한 문제 등을 얘기하고 있지

만, 실제 특허 분쟁 및 침해 이슈가 소비자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조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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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 가속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특허권 남용 규제 등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특허권과 그 분쟁 자

체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특허 약

자에 한 보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는 것으

로 보아, 기술 침해에서도 브랜드 명성이나 기

업의 시장 위치 등을 고려한 일종의 탑독, 언더

독이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시장 위치

와 소비자 반응을 중심으로 기술 침해, 특허 분

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Under-dog Effect

언더독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탑독

(top-dog)과 언더독(under-dog)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탑독과 언더독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탑독은 시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상 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브랜드, 언더독은 낮은 위치에 있는 브랜드를 

말한다(Hoch et al., 1989). 언더독 효과는 약자

와 강자와의 립에 있어서 약자를 지지하는 

효과이다. 

각각에 해 자세히 살펴보면, 언더독은 케

임브리지 사전(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

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힘

과 자본 등이 부족한 사람 혹은 그룹”이다. 두 

번째 정의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고 약하다

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팀”이다. 일반적으로는 

‘싸움에서 진 개’라는 의미를 지니며, 각 정의

를 통해 승부에서 이기기 어려운 쪽을 뜻한다. 

탑독은 언더독과 비되는 포지션에 있는 쪽을 

지칭하며, 사전적 정의로는 ‘권위 있는 자리를 

달성한 사람’과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

게 여겨지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탑독

과 언더독의 립 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

자가 강자에게 승리할 경우, 약자를 영웅이나 

위 한 업적을 창출한 것으로 낙관하기 때문에, 

언더독을 지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Goldschmied and Joseph, 2012;). 

“Under-dogs”라는 2013년에 개봉한 미국 영

화에서는 고등학교 풋볼팀의 쿼터백인 주인공 

Bobby Burkett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관객들은 영화의 내용에 

감정 이입하여 사람들이 주인공이 이기길 바라

는 감정을 갖는다.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BIRGing(Basking in 

Reflected Glory), CORFing(Cutting Off 

Reflective Failure) 행동에 따르면, 일반 개인은 

강자에 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만(End et al., 2002; Cialdini et al., 1976; Wann 

and Branscombe, 1990; Wann and 

Branscombe, 2002), 사람들은 약자를 지지하는 

역설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언더독 

효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라

면, 탑독 위치에 있는 상에 해 선호해야 하

며, 시장경쟁 상황에서 열등한 브랜드는 사라져

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승자보다는 패자 쪽을 자신과 가깝게 

인식하며, 자신과 브랜드 간의 강력한 자아 연

결감(self-brand connection)을 형성하기 때문에

(Paharia et al. 2011), 패자에 한 애착과 선호

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언더독 효과가 거  기

업과 약한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 분쟁에서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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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언더독 효과가 기술 침해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브랜드 명성의 차

이를 중심으로 (1) 기술의 중요성 (2) 기술 침해

의 귀인 등을 고려하여 언더독 효과가 기술 침

해에 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

다.

 

2.3 Research Hypotheses

2.3.1. Consumer’s Under-dog/Top-dog Effect 

Depending on Technology Importance

브랜드에 한 태도는 제품 및 서비스에 

한 브랜드 명성, 품질, 가격,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혁신성,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

해 형성된다(Chaudhuri, 2002; Nayyar, 1995; 

Lynn and Harris, 1997; Aaker, 1996; Myers, 

1967;). 브랜드 명성이 기업에 한 태도를 결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더독 

효과에서 언급했듯이 브랜드 명성을 통해 시장

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경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브랜드 명성에 차이가 없어 판단의 기준점이 

부족하다면 소비자들은 특허 분쟁에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 혁신 제품의 

브랜드에 한 태도 형성에는 기능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나, 기술 기반의 기

업에 있어서 기술 특허는 시장에서의 이점과 

재무적 성과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

소이며(Rivette and Kline 2000), 쟁점이 된 기

술이 중요한 기술인가 중요하지 않은 주변 기

술인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

로 예상한다.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적으면 탑

독에 한 소비자의 브랜드 명성에 인지적 판

단 근거가 부족하여, 기술 중요성에 따른 판단

을 내릴 것이다. 특허 분쟁이라는 부정적 이슈

에 해서, 기술 중요성이 큰 기술을 침해한 것

일수록 소비자들은 귀인의 방향과 크기를 크게 

느껴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 이슈에 한 분쟁

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탑독의 기술 침해가 중요한 기술에 

한 것일수록 기술을 침해한 탑독에 한 소비자

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이다.

반면, 브랜드 명성에서의 차이가 크다면 소

비자들은 인지의 기준점이 명확하므로 탑독과

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

트폰과 같은 혁신 제품은 제품의 품질이 브랜

드 명성과 소비자 만족, 충성도 등에 영향을 미

치므로(Selnes, F., 1993) 중요한 기술이 특허 

분쟁 이슈로 떠올랐을 경우, 상 적으로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큰 언더독 기업에 한 기술적 

평가가 기존에 이름도 잘 몰랐을 때보다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된다. 언더독의 위치는 외부 환

경적 불이익(external disadvantages)과 언더독 

자신의 의지(passion and determination)에 따라 

결정되는데(Paharia et al., 2010), 기존 시장 점

유율과 브랜드 명성의 차이는 외부 환경적 불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특허 분쟁 시 기술 중요성

은 수단에서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기술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언더독 자신의 의지로 볼 수 있

고, 중요한 기술일수록 기존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업 간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클 때,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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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한 지지(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것고, 

기존의 브랜드 명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술

에 해 특허 분쟁 시 기술 중요성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언더독 효과가 강해질 것으로 판

단된다. 즉, 특허 분쟁이 중요한 기술에 한 것

일수록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 쟁점이 되었을 

때보다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약자 지지가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브랜드 

명성과 기술 중요성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

다. 

가설 2. 언더독의 경우 침해한 기술이 중요한 

기술일수록 언더독 효과에 따라 언더독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 (언더독 효

과)

2.3.2 Consumer’s Under-dog/Top-dog Effect 

Depending on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귀인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들이 사람들

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요인들은 크게 사

람  환경(person versus environment), 내재적 

 외재적(intrinsic versus extrinsic), 각성에 따

른 다양한 요인(various cause for arousal), 능

력  우연(skill versus chance) 의도  비의도

(intentional-unintentional) 등이라고 말한다

(Kelley et al, 1980). 사람  환경의 경우 특정 

행동에 한 원인을 개인 혹은 환경으로 귀인 

할 것인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라

는 큰 이슈에 해서 사람에 귀인 하게 되는 경

우는 살인자에 해 원래 개인적 기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반면, 환경에 귀

인 하면 환경적으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던 

맥락을 보고 살인자에 해 공감하지는 못하나 

상황적 현상을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현상이 

표적인 예이다. 즉, 환경에 귀인 하는가, 개인적

인 특질에 귀인 하는가에 따라 행위에 한 원

인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외재적인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자발성에 

한 동기 부여에서의 반응 차이가 존재하는데, 

행동학적으로 귀인에 따른 과도한 조정 효과

(over-justification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Lepper et al., 1973). 능력  우연은 과업의 

어려움 정도와 안정성 여부에 따라 실패의 귀

인을 자신의 능력에 두느냐 우연에 두느냐에 

따라 반응 양상에 차이가 있다. Weiner 외

(1972)의 연구에서 실패의 원인을 안정성

(stability)과 소재(locus)의 관점에서 상호 구분

되는 2차원 분류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과업

의 실패를 우연과 관련된 요소로 돌리면 추후

의 일에서 성공확률이 더 높아지며, 일의 성공

을 우연보다는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돌리

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안정된 불안

정의 경우, Weiner(1979)에 따르면, 내적 또는 

외적 소재가 아니라 지각된 원인의 안정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적 또는 

외적 소재 역시 귀인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데, 

Carroll(1978)은 가석방 심사위원 인터뷰를 통

한 연구에서 가석방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과 

소재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에 해 귀

인을 불안정 요인으로 돌리면, 미래의 범죄 가

능성을 낮게 하지만, 외부 요인에 돌리면 범죄

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과라 사람들이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의도적  비의도적(intentional 

versus unintentional)인 귀인 평가 시 의도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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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도했을 때 긍정적 결과에 해서는 긍정

적인 반응이 나오며, 의도했을 때 부정적 결과

가 나타나면, 더욱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Heider, 1958). 기업의 기술 유출에 해 소비

자들이 해당 내용에 해 의도성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에 따라 귀인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의 반응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귀인은 인지적 기준점으로 사람들에

게 판단, 행동,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브랜드 명성과 기술 유출 책임에 따라 

사람들이 인지의 기준점으로 삼는 부분에 차이

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

들은 체로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Payne 

and Jognson, 1985), 인출 가능성이 큰 브랜드

를 먼저 보고 귀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생

각한다. 그러나 브랜드에 있어서 명성의 차이가 

브랜드 명성에 따른 귀인이 향하기 어려워 유

출 책임에 해 초점을 두어 내부와 외부에 따

른 소비자들의 반응 차이가 분명할 것으로 생

각한다. 그러므로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작을 

때, 소비자들은 기술의 중요성이나 기술 유출 

책임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며, 중요한 기

술일수록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유출 책임이 내

부라면 사람들은 귀인의 방향을 기준 상으로 

향하여 분쟁 시 쟁점이 된 기업 자체에 한 브

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으로 본다. 기준 상인 브랜드 명성이 높은 탑

독이라면, 그에 걸맞게 기술에 한 관리와 보

안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으로 소

비자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설 3. 특허 분쟁 및 기술 침해의 이슈 시 기술 

유출 귀인의 방향이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으로 

향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유추되는 기업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 명성에 차이가 크다면, 브랜

드에 한 인지적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반응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며(Carpenter and 

Nakamoto, 1989; Keller, 1993), 브랜드 명성이 

차이가 작을 때보다 사람들은 귀인에 한 방

향에 있어서 브랜드 명성이 소비자들의 판단에 

있어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브랜

드 명성에서 차이가 크다면 사람들은 기술의 

중요성이나 유출 책임까지 정보처리 과정이 넘

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분 브랜드 명성에만 

초점을 두어 귀인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Russo  

et al.(1998)은 사람들이 정보에 한 왜곡편향

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해 과 평가하고 그

렇지 않으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브랜드 명성

이 큰 기업을 더 좋게, 브랜드 명성이 낮은 기업

을 더 나쁘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브랜드 명성에만 초점을 맞춰 귀인 하

는 정보처리 과정을 보일 것이고, 브랜드 인지

도가 낮은 기업 쪽에서 브랜드 명성이 높은 기

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는 소비자들이 과

평가가 나타나 기술 유출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

한 기술일 경우는 소비자들의 과 평가 양상이 

더욱 커져 중요하지 않은 기술에 한 특허 분

쟁이 있을 시에 태도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탑독과 언더독의 결 프레임 아래

에서는 브랜드 명성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은 

귀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적다면 기술의 중요성과 유출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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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어 소비자들의 태도와 반응에서 차이

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가설 4. 특허 분쟁 및 기술 침해 이슈 시 기술 

유출 귀인의 방향이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으로 

향했을 때와 아니었을 때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

로 유추되는 기업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차이

가 없을 것이다. (언더독 효과)

Ⅲ. Research Design

3.1 Experiments Design & 

Participants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way 

요인 설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 개의 변수는 

각각 브랜드 명성의 차이(brand reputation 

gap), 기술 중요성(technology importance), 기

술 유출 책임(attribution direction)이다. 

 소비자 총 204명에 해 특허 분쟁에 한 

소비자 태도에 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상에 한 인구통계학적 비율은 남성 

116명(56.86%), 여성 88명(43.14%)으로 구성

되었으며, 나이는 20～40 로 평균 연령 는 

36.24세(SD=7.08)였다. 집단은 8개로 구분, 자

극물을 다르게 제작하였다. 자극물의 내용은 스

마트폰 시장에서의 특허 분쟁을 내용으로 구성

하였고, 특허 분쟁 기술이 핵심 기술과 주변 기

술 여부,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유출의 책임이 내부와 외부일 경우로 구

성하였다. 각 집단의 경우 브랜드 명성의 차이 

정도로만 나눴을 때,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적

은 탑독의 경우 104명(50.98%), 언더독의 경우 

100명(49.02%)으로 구성되었다. 기술 중요성

의 경우 중요 기술일 경우는 103명(50.49%), 중

요하지 않은 주변 기술일 경우 101명(49.51%)

이었고, 특허 분쟁 및 기술 유출 책임이 내부일 

때 104명(50.98%), 외부일 때 100명(49.02%)

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8개 집단의 구성비는 각

각 25명(12.25%), 25명(12.25%), 28명

(13.73%), 26명(12.75%), 25명(12.25%), 25명

(12.25%), 25명(12.25%), 25명(12.25%), 25명

(12.25%)으로 균등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3.2 Variables and Experiment 

Procedure

본 연구의 실험 절차와 측정 변수들은 다음

과 같다. 온라인으로 모집한 설문자에 각 그룹

으로 분류, 서로 다른 자극물을 8개 중 1개만 

제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설문 시 

특정 브랜드를 제시할 경우 소비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전태도와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자극물에 제시된 두 기업에 해 브랜드명을 

가린 후, 브랜드 명성에 한 정황 정보만을 제

시하였다. 정황 정보는 시장에서 탑독 간 비교 

그룹에는 가장 높은 위치의 A사를 기준으로 그

와 비슷한 B사를 제공하여 A사와 B사의 비교 

자극물을 제시하였으며, 탑독과 언더독 간 비교 

그룹에는 이제 시장 진입자에 있는 C사로 분류 

각각 그룹에 따라 A사와 C사의 비교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분류 시 정황 정보로 포함된 내용

은 제시된 정보는 제한 시간 20초를 두고 읽게 

하였다. 20초의 제한을 둔 이유는 설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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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라인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자가 정황정보

를 파악하기 전에 임의로 설문 단계를 넘기지 

못하게 하도록 설정하였다. 정황 정보는 시장 

점유율과 발전된 기술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소비자가 제시된 정보에 해 제 로 

응답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해, 탑독 그룹에는 B

사, 언더독 그룹에는 C사에 한 브랜드 명성

에 한 직접 묻는 문항인 시장에서의 유망 정

도, 선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문항을 통

해 브랜드 명성의 차이에 한 조작도 점검 시 

활용했다.

이후 80초의 쉬는 시간을 갖게 한 후, 기사 

형식의 자극물을 150초 동안 노출시켰다. 80초

의 쉬는 시간을 갖게 한 이유는 기사 형식의 자

극물에 해 사전 응답에 한 편향이 반영될 

여지를 줄이기 위함이며, 기사 형식의 자극물에 

해 150초 동안 노출시킨 이유는 기사 내용에 

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기사 형식에서는 헤드라인과 소

제목, 조건을 다르게 한 문장에서 굵게 표시하

여, 소비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극물

에 노출한 후 설문자에게 그룹별 비교 상자

인 B사, C사 한 태도를 측정하게 하였다. 이

때, 문항은 Seo and Park (2018)과 Park (2017a, 

Top-dog vs. Top-dog Top-dog vs. Under-dog

<표 1> 기업 정황정보 제시 자극물 

Top-dog vs. Top-dog

Top-dog vs. Under-dog

<표 2> 각 그룹별 기사 형식의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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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b)의 논문을 참조로 하여, 제품에 한 긍·

부정 평가, 호감과 구매 의사의 세 문항으로 태

도를 측정하였다. 기술 중요성과 기술 유출 책

임 방향에 한 물음은 직접 유출된 기술이 중

요한 기술인지에 한 물음, 유출 책임에 한 

것은 bipolar로 두 기업 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

지를 물었다. 태도와 조작도 점검 문항은 모두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에 한 측정하고 설문을 종료하

였다. 온라인 설문에서 사용한 기업 정황정보에 

한 자극물은 <표 1>과 같고, 기사 형식의 자

극물은 <표 2>와 같다.

Ⅳ. Research Results

4.1 Manipulation Check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 세 가지 변수가 

효과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

수에 한 ANOVA를 수행하였다. 브랜드 명성

에 한 차이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 브랜드 명

성에 한 세 문항의 평균(eigen value = 2.426, 

Cronbach’s alpha = 0.881)이 브랜드 명성으로

만 나눈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적은(m=4.26) 경우와 브

랜드 명성의 차이가 큰 경우(m=3.42)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02) = 18.494, p<0.001). 

기술 중요성이 중요한 기술인지에 한 물음을 

통해 중요 기술(m=5.21)과 주변 기술(m=4.57)

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202) = 13.671, p<0.001). 기술 유출의 책임 역

시 방향에 따라 내부의 경우(3.67), 외부의 경우

(4.00)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1, 202) = 5.130, p<0.05). 조작도 점검 결

과 세 변수에 따라 집단이 잘 나뉜 것을 확인하

였다. 이후 자극물에 한 태도에 해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을 고려하

여(Park et al., 2007)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4.2 Hypotheses Testing

4.2.1. Analysis Results of Brand Attitude 

through Brand Reputation Gap & 

Technology Importance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극물 이후 설문자

들의 사후 태도가 각 조건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하였다. 사후 브랜드 태도 세 문항의 평균(eigen 

value = 2.648, Cronbach’s alpha = 0.933)으로 

각 조건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Important Technology Non-important Technology

Internal External Internal External

Brand Gap Small
(Top-dog)

4.40(1.36)
n=25

3.49(1.33)
n=28

4.40(1.5)
n=25

4.62(1.12)
n=26

Brand Gap Large
(Under-dog)

4.35(1.36)
n=25

4.12(1.17)
n=25

3.16(1.21)
n=25

3.33(1.52)
n=25

<표 3> 사후 태도에 한 조건별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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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을 위해 브랜드 태도와 각 조건에 

해 일변량 일반 선형모형으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보면, 브랜

드 명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브랜드 명성

과 기술 중요성, 기술 중요성과 기술 유출의 책

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 변수의 상

호작용 효과(three-way interaction)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에 해서 자세

히 검증하기 위해 각 조건에 해서 이원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4.2.2. Attitude Depending on Brand 

Reputation Gap &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기술 유출의 책임과 관계없이 브랜드 명성의 

차이와 기술 중요성만을 가지고 브랜드 태도에 

한 일변량 일반 선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브랜드 명성의 차이와 기술 중요성에 따라 유

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1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브랜드 명성의 차이가 적은 탑독과 탑독 간의 

기술 침해 이슈에서, 중요한 기술을 침해한 경

우(m=3.92)가 중요하지 않은 주변 기술을 침해

할 때(m=4.51)보다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F(1, 

102) = 5.03, p < 0.05). 이는 브랜드 명성만으

로 정보처리를 하는 데 있어 단서가 부족하므

로 기술 중요성을 통해 귀인을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 분쟁 이슈에 있

어서 중요한 기술을 침해한 경우가 주변 기술

을 침해한 경우보다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소

비자들의 태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에 해서는 탑독과 언더독 간의 기술 

침해 이슈에서 중요한 기술에 한 특허 분쟁

이 발생하였을 때(m=4.23)가 중요하지 않은 기

술에 한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보다

(m=3.25)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F(1, 98) = 

13.92, p < 0.01). 분석 결과에 한 것은 <표 

5>와 같다. 브랜드 명성의 차이와 기술 중요성

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브랜드 명성의 차

이가 큰 경우 정보처리에 있어서 커다란 단서

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중요성에 관한 판단

은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중요 기

술이라고 판단되면 잘못에 한 귀인보다는 브

랜드 명성 차이에서 오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and Attitude

F p

Brand Reputation Gap (A) 6.557 0.011

Technology Importance (B) 1.237 0.267

Attribution (C) .767 0.382

A * B 17.478 0.000

A * C 1.013 0.315

B * C 4.173 0.042

A * B * C .843 0.360

<표 4> 랜드 태도에 한 일변량 일반 선형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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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ttitude Depending on Brand Reputation 

Gap and Attribution Direction

브랜드 명성의 차이와 기술 유출의 책임과 

관련하여, 브랜드 태도에 한 일변량 일반 선

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명성 차이에

서 오는 판단의 단서가 부족하므로 기술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가설 3의 경우, 브랜드 명성

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탑독과 탑독 간의 기술 침

해에 있어서 기술 유출 책임에 따른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F(1, 103) =1.91, 

p=0.170). 그러나 탑독 간 내부 책임일 때

(m=4.40)보다 외부 책임일 때(m=4.03)의 상

에 한 브랜드 태도가 더 낮은 것을 통해, 귀인

에 따른 태도 변화의 방향성은 확인하였다

(directional support). 중요 기술에 관한 기술 침

해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부정적

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의도성과 관련하여 

의도한 일에 한 긍정적 반응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 반응에는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귀

Brand Attitude

F 유의확률

Brand Reputation Gap (A) 6.161 0.014

Technology Importance (B) 1.055 0.306

A * B 17.817 0.000

<표 5> 랜드 명성 차이와 기술 요성에 한 랜드 태도 분석 결과

<그림 1> 랜드 명성과 기술 요성에 따른 소비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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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설 3이 기각

되었으나 방향은 귀인 이론을 따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가설 4는 서술한 것과 같이 브랜드 명성의 차

이가 큰 탑독과 언더독 간의 기술 침해 이슈에

서, 중요한 기술을 침해한 경우(m=3.73)가 중

요하지 않은 주변 기술을 침해할 때(m=3.75)로 

태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98) 

= 0.00, p = 0.978). 이를 통해 가설 4는 채택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유출의 책임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태도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 일종

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

림 2> 참조). 귀인 이론에 따르면 언더독의 경

우, 앞서 살인자의 예와 마찬가지로 시장 강자

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인식이 작용하였을 수 있고, 

환경적 요소에 의해 언더독 효과가 강화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태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에 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Brand Attitude

F 유의확률

Brand Reputation Gap (A) 5.731 0.018

Attribution (C) .813 0.368

A * C .983 0.323

<표 6> 랜드 명성 차이와 유출 책임에 한 랜드 태도 분석 결과 

<그림 2> 랜드 명성과 유출 책임에 따른 소비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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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특허 분쟁 시 브랜드 명성, 기술 

중요성, 기술 유출 책임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브랜드 명성의 차

이가 적은 탑독과 탑독의 비교, 명성의 차이가 

큰 탑독과 언더독의 비교 시 소비자의 정보처

리에 따른 태도를 귀인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탑독과 탑독의 특허 분쟁 시, 소비자들은 귀인

을 판단할 정보처리의 단서가 부족하여 각각 

기술 중요성과 기술 유출 책임을 통해 귀인의 

방향을 정해 태도를 나타냈다. 탑독 vs. 탑독의 

프레임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 기술일 경우가 

아닐 경우보다 소비자의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출 책임의 경우는 기존 가설을 기

각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귀인의 책임이 

외부로 향했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언더독 vs. 탑독의 프레임에서는 부분 브랜드 

명성이 크게 작용하였고, 중요 기술을 침해했을 

때에 오히려 소비자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기술 

유출 책임과 관계없이 태도의 차이는 없는 언

더독 효과를 나타냈다. 기술 유출과 특허 분쟁

이라는 것에 해서 약자에 한 지지가 있다

는 점에서 기존의 특허 분쟁이나 기술 침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

에 한 편견을 깼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론적 시사점은 기존에는 스포츠나 

정치 부분에서만 다루어졌던 언더독 효과에 

해 실제 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특허 분쟁과 기

술 침해 영역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비자 반응, 행동에 관한 

연구 및 실험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번

째로, 언더독 효과와 더불어 탑독 간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 태도와 반응을 귀인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처리관점에서 

소비자 행동과 반응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 현상에 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세 번째는 특허 분쟁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이 발생할 때, 특허를 침

해한 쪽에 해서 조건 없는 부정이 발생할 것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탑독의 기술 침해가 중요한 기술에 한 것일수록 기술을 침해한 탑독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채택

가설 2. 언더독의 경우 침해한 기술이 중요한 기술일수록 언더독 효과에 따라 언더독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채택

가설 3. 특허 분쟁 및 기술 침해의 이슈 시 기술 유출 귀인의 방향이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으로 향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유추되는 기업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기각

가설 4. 특허 분쟁 및 기술 침해 이슈 시 기술 유출 귀인의 방향이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으로 향했을 
때와 아니었을 때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유추되는 기업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채택

<표 7>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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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편견을 깬 것이다. 세부적인 정보와 조

건을 준다면, 소비자의 인지적 조정을 통해 판

단에 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일종의 조 효과(contrast effect)로 볼 수 있다. 

조 효과는 맥락 효과(context effect)의 일종

으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 사이

에서 과도하게 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Dawes, 

1972). 보통 동화- 조 효과라고 하여 동화 효

과와 같이 다뤄지는데, 자극물에 한 첫 인지

가 일어난 후, 해석되기 이전에 이러한 인지들

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Olson and Jacoby, 1977). 즉, 인지하는 기준점

이 달라지면 동화- 조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허 분쟁과 기술 침해에 있어 인지 조

정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에 한 것을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 번째로, 특허 분쟁 이

슈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업의 지위와 조건, 

차별화에 따라 처방안과 전략적 행동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표적인 예로 애플의 경

우는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지속해왔지만, 샤오

미나 LG, 화웨이와는 특허 분쟁을 하고 있지 

않다. 2016년에 들어 오히려 화웨이에서 삼성

이 자사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

허전을 하는 등 고도의 특허전과 마케팅 전략

을 짜고 있다. 두 번째로, 벤처나 중소기업에 

해서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에 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업

이 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 인식을 위한 방안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

술 개발에 있어서 벤치마킹 전략이나 기술력 

진보에서 평가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이미지는 훼손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

로 발전했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 자체가 경쟁자

에 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에 인식시켜 기업 내 보안이나 베끼기 어

려운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자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술 진보를 

통한 차별화가 고도화된다면, 이를 통한 혜택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자체에 한 브랜드 노출을 하지 않고 정

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단하게 하였

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소비자의 편견이나 사전

태도 등에 한 현실적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기준 상이 되는 탑독 기업에 

한 사전태도와 사후 태도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준 상에 한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조

건에서 실험을 설계하다 보니 각 그룹에 한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실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흥미

로운 주제로는 현재의 연구는 기능적인 측면과 

관계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은 소비자 감성과 관련

된 디자인, 스타일 등의 심미적인 부분에 초점

을 맞춰보는 것이다(Kim and Park, 2017; Kim 

and Park, 2018a; 2018b). 기능적인 기술의 침

해보다 디자인이나 감성을 도용하거나 모방하

는 것이 소비자의 눈에 더 와닿기 때문에 소비

자의 태도가 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듯 향후 연구에서 침해되는 기술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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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는지도 함께 고려하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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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echnology Infringement on Consumer’s Attitude 
Change Depending on Brand Reputation: Focusing on the 

Under-dog Effect of Weak Brand

Kim, Keon-Woo․Park, Do-Hy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factors for explaining the consumer behavior when 

occur patent litigation and technology infringement of each conditions which are brand reputation 

gap, technology importance and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based on the Attribution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made a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by 2x2x2 factorial design deducted and 

performed 3-way ANOVA then analyzed 2-way AVOVA with brand reputation gap as center from 

technology importance and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Attribution Theory. 

Finding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consumer attitude has no 

difference regardless of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when top-dog vs. under-dog situation and 

top-dog vs. top-dog situation. Also, this study confirmed that when under-dog infringe important 

technology, consumer show more positive attitude than the other. On the other hand, top-dog 

infringe important technology, consumer show more negative attitude than the other.

Keyword: Information Processing, Attribution Theory, Under-dog Effect, Patent Litigation, 

Technology Infringement, Privac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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