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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rporate 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

*Cho, Hyun-Chul*․Suk-Hou Kang**․Jin-Yong Kim***

<Abstract>

Brown and Dacin (1997)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associations and product evaluations. Their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associations 
with a company's corporate ability (CA) and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n 
consumers' product evaluations. Their study has found that both of CA and CSR 
influenced product evaluation but CA association has a stronger effect than CSR 
associations. Brown and Dacin (1997) have, however, claimed that there are few 
researches on how corporate association impacts product responses. Accordingly, some of 
researchers have found the variables to moderate or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association and the product response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existed 
a few of studies that tested the influence of the reputation on the product-relevant 
perceived risk, but the effects of two types of the corporate association on the 
product-relevant perceived risk were not identified so far.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and empirically examine some variables to moderate the effects of CA 
association and CSR 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In this articles, we take the concept of the corporate associations that Brown and 
Dacin (1997) had proposed. CA association is those association related to the company's 
expertise in producing and delivering its outputs and CSR association reflected the 
organization's status and activities with respect to its perceived societal obligations. Also, 
this study defines the risk, which is the uncertainty or loss of the product and corporate 
that consumers have taken in a particular purchase decision or after having purchased. 

  †The article benefited from the thoughtful and pertinent feedback of the anonymous JGAMS reviewers.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chohyunc@hanyang.ac.kr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hka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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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is classified into product-relevant performance risk and financial risk. 
Performance risk is the possibility or the consequence of a product not functioning at 
some expected level and financial risk is the monetary loss one perceives to be incurring 
if a product does not function at some expected level. In relation to consumer's 
knowledge, expert consumers have much of the experiences or knowledge of the product 
in consumer position and novice consumers does not. 

The model tested in this article are shown in Figure 1. The model indicates that both 
of CA association and CSR association influence on performance risk and financial risk. 
In addition, the effects of CA and CSR are moderated by product category knowledge 
(product knowledge) and product category involvement (product involvemen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rporate association and product-relevant 
perceived risk are hypothesized as the following form. For example, Hypothesis 1a(H1a) is 
represented that CA associ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risk of 
consumer. Also, the hypotheses that identified some variables to moderate the effects of 
two types of corporate 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are laid down. 
One of the hypotheses of the interaction effect is Hypothesis 3a(H3a), it is described that 
consumer's knowledges of the product moder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 
association and product-relevant performance risk.

A field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our model. The company tested 
was not real but imagined to meet the internal validity. Water purifiers were used for our 
study. Four scenarios have been developed and described as the imaginary company: Type 
A with both of superior CA and CSR, Type B with superior CSR and inferior CA, Type 
C with superior CA and inferior CSR, and Type D with both inferior of CA and CSR.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One type of four 
scenarios (Type A, B, C, or D) in its questionnaire was given to the respondent who 
filled out question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o the respondents, 
chosen in convenience. A total of 300 respon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but 207 
were used for further analysis. 

Table 1 indicates that the scales in this study are reliable because the range of 
coefficients of Cronbach's α are from 0.85 to 0.92. The composite reliability i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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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0,85 to 0,92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is in 0.72-0.98 range that is higher 
than the base level of 0.6. As shown in Table 2, the values for CFI, NNFI, 
root-mean-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 and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 (SRMR) are acceptably close to the standards suggested by Hu and Bentler 
(1999): .95 for CFI and NNFI, .06 for RMSEA, and .08 for SRMR. We also tested 
discriminant validity provided by Fornell and Larcker (1981). As shown in Table 2, we 
found strong evidence for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each possible pair of latent 
constructs in all samples. Given that these batteries of overall goodness-of-fit indices were 
accurate and that the model was developed on theoretical bases, and given the high level 
of consistency across samples, this enables us to proceed the previously defined scales. 

We used the moder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association(CA and CSR associations) on product-relevant perceived 
risk(performance and financial risks)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association and product-relevant performance risk. In 
this study, dependent variables are performance and financial risk. CA and CSR 
associations are describe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moderating variables are product 
category knowledge and product category  involvement.

The results are, as expected, found that CA association has statistically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but CSR association does not. Product 
category knowledge and involvemen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 
association and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However, the effect of CSR 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is not moderated by the consumers' knowledge and 
involvement. For this result, it is necessary for a corporate to inform its customers CA 
association more than CSR association so that they could be felt to be the reduction of 
the perceived risk.

 The important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e meanings that two types 
of corporate association that Brown and Dacin(1997), and Brown(1998) have proposed 
replicat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n product evaluation. According to Hunter(2001), 
it was an important affair to accomplish the validity of a particular study and we had to 
take about ten studies to deduce a strict study.    

Next, there is the contribution of the this study to find that the effects of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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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are varied by the moderator variables. In 
particular, the moderating effect of knowled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association and product-relevant perceived risk has not been tested in Korea.

In the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necessity to stress the 
ability that corporate manufactures the product well(CA association) than the 
accomplishment of corporate's social obligation(CSR association).

CA association

Product involvement
(involvement-level)

Product knowledge
(product-relevant knowledge-level)

Performance risk

H5b
(1.770)

H5a
(2.130)

H6a
(1.305)

H6b
(0.589)

H4b
(-1.398)

H4a
(0.924)

H3b
(1.923)

H3a
(2.561)

H1b
(-5.574)
수경함

H1a
(-7.441)

H2b
(-0.347)

H2a
(0.513)

CSR association Financial risk

Note: T-values are shown in parentheses. One-tailed tests: H1a and H1b. Two-tailed tests: H2a, H2b, H3a, H3b, H4a, H4b, H5a, 
H5b, H6a, and H6b. The supported research hypotheses are shown in bold face. 

Figure 1  The Test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es

This study suffers from various limitations that imply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duct category knowledge and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association and perceived risk need to be replicated. Next, future research 
could explore whether the mediated effects of the perceived risk h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association and consumer's product purchase. In addition, to ensure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study will be needed to use realistic company, not artificial.

  Key words: CA association, CSR association, product category knowledge, product 

category involvement, moderator variable, intera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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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组织联系对产品风险预知的影响

*   赵显哲*․姜锡侯*․金晋龙* 

<摘要>

Brown和Dacin(1997)曾经研究公司组织联系和产品评价之间的关系。他们的研究着
重于公司的协 能力(CA)和公司社会责任(CSR)对产品质量评估的影响。他们的研究
发现CA和CSR对产品质量评估都有影响，但相比起CSR，CA与产品质量评估有着更

强的联系。然而，Brown和Dacin(1997)声称，关于公司内部联系（Corporate 

association）如何影响产品质量的研究还很 。与此同时，一些研究 发现了一些能

够控制或是传导公司组织联系和质量之间关系的变量。其中，有一些研究已经检验了
公司声望对跟产品相关的预知风险的影响，但两种公司组织联系各自对跟产品相关的
预知风险的影响则尚未被明确理清。本文的首要目标是确定这样一些变量，它们能够
推断CA联系和CSR联系格子对产品的风险预知的影响，并对这些变量进行实证研
究。在本文中，我们沿用Brown和Dacin(1997)对公司组织联系的定义。CA联系是那些

与公司生产与 货能力有关的组织联系，而CSR联系则反映了公司可见的社会义务和

公司对这些义务所采取的行动。同时，本研究 风险定义为消费 在作出购买决策之

时或购买之后所承担的与产品或服务相关的不确定性或损失。风险被分为产品相关风
险和经济风险两种。Performance risk是一个产品的运作不能达到预期质量水平的概率，
及其带来的直接后果。而经济风险则是产品的运作不能达到预期质量水平所带来的预
期财产损失。同时， 虑到消费 的知识，熟练的消费 在消费 的角度对产品富有

经验，而初级的消费 则不具有这种经验。
本文中所检验的模型见于图1。这个模型显示了CA联系和CSR联系对运作风险和经

济风险的影响，其中，CA和CSR的影响分别由产品知识和产品介入两个变量所表示。
本案就中，公司组织联系和产品预知风险的关系以如下的形式假设。例如，假设

1a(H1a)认为CA联系对消费 的产品运作风险有正向的影响。同时，本文也作出了一

* 汉阳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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些假设，以确定一些变量能够控制两种公司组织联系对产品风险预知的影响。其中一
个有关交互效应的假设是假设3a(H3a)，这一假设认为顾客对产品的知识能够表示CA

联系和产品风险预知的负相关关系。
我们进行了一项实地实验来检验我们的模型。我们用以检验的公司并非真实的，而
是一个想象出来的符合内部效度的公司。我们决定，这个公司是生产净水机的。我们
设计了四种情境，并 它们设想为四种公司：A型公司有很好的CA和CSR，B型有着

很好的CSR和较差的CA，C型有很好的CA和较差的CSR，而D型的CA和CSR都较差。
本研究中的被 查 被分成四个组。在给每个人填写的 查问卷中，只有四种情境

(A、B、C和D四型公司)中的一种。
我们让被 查 自行填写问卷以收集数据。一共有300人填写了问卷，而207份问卷

被我们用于进一步的研究。
表1显示本研究所使用的量表是可靠的，因为Cronbach系数α在0.85到0.92之间。合
成信度的范围在0.85到0.92之间，而平均提取方差在0.72到0.98之间，高于0.6的基准

值。在表2中，可以看到，CFI，NNFI, RMSEA和SRMR的数值都可以接受。这些值
都接近了Hu和Bentler(1999)提出的标准:CFI和NNFI为0.95，RMSEA为0.06，而SRMR

为0.08。我们同样检验了Fornel和Larcker(1981)所提出的区分有效性。如表2显示的那

样，我们在所有样本中的潜在可行配对中都找到了区分有效的强力证据。假定这些表
示总体合 度的指标都是准确的，而且模型的构造也符合理论基础，再 虑到样本之

间高度的一致性，我们相信我们能够使用之前所提到的量表。
我们使用控制层次回归分析来检验公司组织联系(CA和CSR)对风险预知的影响，并
且定义了那些控制公司组织联系和产品风险预知之间关系的变量。在本研究中，因变
量是产品运行风险和经济风险。CA和CSR联系被认为是自变量。控制变量则是产品
知识和产品介入。
模型检验的结果与我们预测的相一致。CA联系对产品风险预知有统计上显著的影

响，但CSR则没有。产品知识和产品介入显示了CA联系和风险预知的关系。然而，
CSR联系对于产品风险预知的影响则未能被产品知识和产品介入所显示。这个结果意
味着，相比起CSR联系，一家公司更有必要向它的消费 强 它的CA联系，使消费
感受到较低的预知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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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的重要理论贡献在于，由Brown和Dacin(1997)，和Brown(1998)所提出的两种

公司组织联系，同样地反映了对产品评价的不同影响。Hunter(2001)认为，这是一项研
究能够达到有效性的重要问题，而我们 要大约10项研究才能推出一项严禁的研究。
其次，本研究的另一贡献是发现了公司组织联系对产品风险预知的影响根据所选取
的控制变量不同而不同。尤其地，用产品知识这一变量来公司组织联系和产品风险预
知的关系的控制效果尚未在韩国被检验过。
本研究带给管理人员的建议是，一家公司生产良好产品的能力（CA联系）比参与
公司的社会义务（CSR联系）更为重要。
同时应该指出，本研究存在着许多的局限，这些局限有可能成为未来研究的方向。
首先，产品知识和产品这两个变量介入对公司组织联系和风险预知之间的关系的控制
效果 要被重复检验。其次，今后的研究可以检验风险预知是否对公司组织联系和消
费 产品购买的关系有传导作用。除此之外，为了确保本研究的外部有效性，有必要
使用真实公司的资料，而非人为设定的数据。

关键词：CA联系，CSR联系，产品知识，产品介入，控制变量，相互作用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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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품 지각 험에 한 기업연상 효과:

지식과 여의 조  역할을 심으로†

*  조 철*․강석후**․김진용***

<요  약>

기업연상(corporate association)이 제품 평가(product responses)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

구가 부진하다는 Brown and Dacin(1997)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 기업연상이 제품 단에 미치는 향과 

과정에 한 조 변수와 매개변수들을 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상의 두 

가지 유형인 CA(corporate ability) 연상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연상이 성능과 재무 험에 미

치는 향력과 그 향력을 조 하는 변수들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효과(main effects)에 

있어서는, 가설에서 기 한 바와 같이 CA 연상이 성능 험과 재무 험에 유의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SR 연상은 성능 험과 재무 험에 해 유의한 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수로 인한 상호작용효과와 련해서는, CA 연상이 성능 험과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 제

품범주 지식과 여는 각각 유의한 조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CSR 연상이 성능 험과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서는 제품범주 지식과 여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하여 제품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가 부족한 제품에 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험을 감소시키기 

하여, 기업은 CSR 연상보다는 CA 연상에 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제어 : CA 연상, CSR 연상, 제품 지식, 제품 여, 조 변수, 상호작용효과

Ⅰ. 서론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비교가 가능한 제품이 없는 

신제품을 평가해야 할 때, 제품의 두드러

진 속성이나 진단 인 속성을 고려하여 제

품을 단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

에서는 기업이 제공한 신제품과 련된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만으로는 제

품을 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이러

한 상황에 하여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는 제품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 이

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단하는데 이용

하는 다른 단서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Huber and McCann 1982; Johnson 
1987, 1989). 제품을 단하는데 이용되

는 다른 단서에 한 연구로는 기업이미

지(corporate image: 기업 평 에 한) 연

구(Moon 2007)와 최근의 소비자- 랜드 

계 연구(강명수, 김병재, 신종철 2007)

  †본 논문에 리하고 세심한 지 과 건설 인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 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한양 학교, 교수(chohyunc@hanyang.ac.kr)
 ** 한양 학교, 교수(shkang@hanyang.ac.kr) 
*** 한양 학교, 박사과정(kimj1y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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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기업이미지 연구에 해 Brown and 

Dacin(1997)은 제품 는 서비스 단에 

기업이미지가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하는 연구는 미미하게 진행되어 왔

으며, 그 연구의 결과 한 일 되지 못

하다는 것을 지 하 다. 즉 두 개의 기

업이 소비자로부터 비슷한 호의를 받을 

지라도, 두 기업이 생산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 다르게 평가받는 것에 해, 기존 

연구들의 설명에는 일 성이 부족하 다. 
그러나 마 터로서, 소비자가 기업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가 기업이 제공

한 제품들과 서비스에 한 평가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Brown and Dacin 1997). 그 이유

는 기업이미지가 고객만족  충성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매출 증 ”(Pina et al. 
2006)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략 인 

자산이 되고, 동시에 시장에서 “지속  경

쟁우 ”(Grant 1991)를 유지하게 하므로 

기업이미지를 기업 자산 ”(Abratt and 
Mofokeng 2001)에서 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듯 기업이미지에 한 가치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해, Brown and Dacin 
(1997)은 소비자가 기업에 하여 가지는 

인지연상인 기업연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를 들면 그들은 기

업 고, 기업 철학, 스폰서쉽, 의 련 

마 (cause-related marketing), 그리고 공

공 이미지 리에 한 기업들의 상당한 

투자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알

기 해서 기업연상의 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그들은 소비자가 

기업에 해 가지는 다양한 인지 연상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치는가

를 탐구하기 하여, 소비자가 기업에 

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연

상을 도입하 다. 하나는 제품을 생산하

는 능력과 련된 기업연상(corporate 
ability(CA) associ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기업

연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ion)이다. Brown and Dacin (1997)
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기업

연상이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데 미

치는 실질 인 향력은 검증될 수 있으

며, 각각의 기업연상이 제품 평가에 향

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도 증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rown and Dacin(1997)이 제시

한 두 가지 기업연상이 제품평가에 미치

는 향력  과정에 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Berens, van Riel, and van Bruggen 
2005; Gürhan-Canli and Batra 2004; 이미

 2003)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평 (이미지)이 제

품과 련한 지각된 험에 미치는 향력

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  등 2003; Biswas 
and Biswas 2004; Shimp and Bearden 
1982)는 있으나, Brown and Daci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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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연상이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품과 련한 지

각된 험에 해 Brown and Dacin(1997)
이 제시한 두 가지 기업연상의 향력을 

탐색하는데 1차  목 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연상이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

에 미치는 향에 해 조  기능을 

수행하는 변수들로서 제품범주 지식과 

여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기업연상 

기업이미지( 는 기업평 )에 한 연

구는 1990년 까지 기술 이거나 평가방

식 면에서 근하 다(Brown and Dacin 
1997, Brown 1998). 이들 근방법들의 

문제는 소비자가 기업에 해 가지고 있

는 이미지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

비자의 반응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를 입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이

다. 즉 두 개의 기업이 반 으로 비슷

한 호의  기업이미지를 가졌으나, 각 기

업의 제품에 한 평가가 다른 경우에 

기업 이미지에 한 기존 연구들의 설명

들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서로 다른 설명들에 한 해결 방안은 

경  리자에게 있어서는 요한 이슈

가 된다. 즉 그들은 기업이미지가 제품에 

한 소비자의 반응(평가와 구매의도 등)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싶어 

하며, 기업이미지의 향력을 높일 수 있

는 변수들의 향력을 악함으로써 시

장경쟁 우 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Brown and Dacin 1997).
이에 따라 Brown and Dacin(1997)은 

기존의 기업이미지 연구에서 제기된 이

슈를 보완하고자 기업연상 개념을 도입

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연상을 ‘소비자

들이 특정 기업에 해 가지고 있는 기

업에 한 모든 정보’로 의 으로 정의

하 다. 반면에 Brown(1998)은 ‘기업 이

미지’ 는 ‘기업 평 ’으로서 언 되는 

개념들 모두를 에두르는 범주  용어로

서 기업연상을 제시하면서, ‘기업연상은 

특정 기업과 련된 인지(cognitions), 정서 
(affects), 평가(evaluations), 평가요약(summary 
evaluations), 연상형태(patterns)를 묘사한

다(describe)’고  좀 더 구체 으로 정의

하 다. 이들 두 정의를 종합하면 기업연

상이란 “특정 기업에 한 소비자의 인

지, 정서, 평가 등의 정보가 통합된 념”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rown and Dacin(1997)은 기업연상을 

CA 연상과 CSR 연상으로 구분하 다. CA 
연상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배달할 수 있는 문성과 련된 소비자

의 연상을 말하며, CSR 연상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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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고 있는 사회  책임과 련이 있

는 기업의 사회  직 와 활동에 한 

소비자의 연상을 말한다. 
Brown and Dacin(1997)은 소비자가 제

품을 평가할 때 기업에 하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지 연상들의 향

력을 탐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연상인 CA 연상과 CSR 연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Brown and Dacin(1997)의 기업연상

에 한 개념을 용하고,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기업연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기업연상에 한 실증  연구들은 다

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Brown and 
Dacin(1997)은 두 가지 기업연상인 CA 
연상과 CSR 연상이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들의 연구는 CA 연상과 련된 

좋은 평 을 가진 기업은 그 좋은 평

이 소비자의 신제품 평가에 이 되는 

반면, CSR 연상과 련된 정 인 기업

연상은 제품 속성에 한 지각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Sen and Bhattacharya(2001)의 연구에서 

CSR이 기업 평가에 미치는 향력은 기업

의 CSR에 해 낮은 지지를 보내는 소비

자들보다도 높은 지지를 보내는 소비자

들에 있어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CSR 
활동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2003)의 연구에서 여도의 조 변

수 조건에 따라, 기업연상(CA 는 CSR 
연상)이 제품구매의도에 직 효과를 주기

보다는 지각품질이나 기업 태도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제품구매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구체 으로 여도에 

따라서 CSR 연상이 제품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매개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Berens et al.(2005)의 연

구에서 여가 높을 때보다도 낮은 경우

에 제품 평가에 한 CSR 연상의 향력

이 증가하 으며, 이는 CSR 연상이 제품 

평가에 단지 제한된 진단  가치를 가진

다는 의미이다. 
Gürhan-Canli and Batra(2004)는 세 가지 

기업연상인 신성, 신뢰성, 그리고 CSR 
연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해 

지각된 험(제품 성능 험)의 조  역

할을 검증하 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제품

에 한 지각된 험이 높은 조건하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할 때 기업의 CSR 
연상 정보보다도 기업의 신성과 신뢰성 

연상에 한 정보를 보다 더 진단 인 정

보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연상은 소비자의 기업평가나 제품평

가에 향을 미치거나 조 변수의 조건

에 따라 구매의도와 같은 다른 변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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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의사결정에서의 지각된 위험 

지 까지 험에 한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쟁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험의 개념에 한 쟁 이며, 
다른 하나는 험의 유형에 한 쟁 이

다. 이 쟁 의 핵심은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다. 다수의 연구자들

( 과 동료 2003, 양과 정 1999, Sitkin 
and Pablo 1992, Vincent and Zikmund 
1976, Taylor 1974, Arndt 1967, Bauer 
1960)은 험에 제품구매 결정과정이나 

구매결과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불확실

성’과 ‘손실’이라는 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들 학자 에는 ‘불확실성’
과 ‘손실’ 에서 하나만을 포함시키거나 

둘 모두를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험

을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과정이나 구

매 후에 제품이나 기업에 하여 가지는 

불확실성과 손실”로 정의하고자 한다. 
험의 개념에 해 학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바와 같이 험의 

유형이나 차원에 해서도 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 험의 유형으로 Zikmund and 
Scott(1973)은 제품성과 험과 심리사회

 험을, Vincent and Zikmund(1976)는 

사회  험, 재무  험, 성능  험, 
신체  험을,  Jacoby and Kaplan(1972)
은 성과(제품 실패) 험, 신체 (안 ) 

험, 심리 (자아 이미지) 험, 사회  

험, 재무  험, 시간 손실 험을 제

시하 다. Brooker(1984)는 이들 험을 

크게 두 가지 형태인 개인  험과 비

개인  험으로 나 며, 개인  험에

는 심리  험과 사회  험을 포함시

키고, 비개인  험에는 재무 , 신체 , 
성능 , 시간  손실을 포함시켰다.

제시된 험의 다양한 유형 에서도 비

개인 인 험인 제품과 련된 성능 험

(performance risk)과 재무  험(financial 
risk)은 마  문헌에서 매우 강력한 주

의를 받아 왔다(Biswas and Biswas 2004). 
특히 제품의 외생  단서가 제품과 련

한 지각된 험에 미치는 향력을 살피

는 연구 등에서 제품의 성능 험과 재

무  험이 주로 연구되었다(Bearden 
and Shimp 1982; Shimp and Bearden 1982; 
Biswas and Biswas 200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제품과 련된 성능 험과 재

무 험에 을 맞추었으며, 성능 험을

‘제품의 기능이 일정 기  수 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재

무 험을 ‘제품의 기능이 일정 기  수

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실’
로 정의한다. 

Ⅲ. 연구 모형  가설의 설정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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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association

Product involvement
(involvement-level)

Product knowledge
(product-relevant knowledge-level)

Performance risk

H5b
(?)

H5a
(?)

H6a
(?)

H6b
(?)

H4b
(?)

H4a
(?)

H3b
(?)

H3a
(?)

H1b
(-)

H1a
(-)

H2b
(0)

H2a
(0)

CSR association Financial risk

Note: The expected sign“(?)”in each research hypothesis indicates the case where there is no sufficient prior knowledge that 
signifies a positive (+) or a negative (-) directionality of the research hypothesis.  

Figure 1   Conceptual Model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개념  연구모

형은 <Figure 1>과 같다. 
이 연구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기업

연상과 련된 두 변수인 CA 연상과 CSR 
연상이 각각 두 종속변수인 ‘성능 험’과 

‘재무 험’에 미치는 향이 두 가지의 

조 변수인 소비자의 제품범주 지식과 

제품범주 여에 의해 어떻게 조 되는

지에 해 묘사하고 있다. 
지 부터 이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여

러 구성개념과 이들 간의 계에 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상세히 고찰해 가

고자 한다.

2. 지각된 위험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  속성만으로 

제품을 단하기 어려울 때, 그들은 제품

구매 의사결정에 련된 불확실성과 구

매 후 발생하는 손실에 한 우려를 가

지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제품( 는 

사업)과 련된 불확실성과 손실에 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변수로서 학자들은 기

업 평 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Ewing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업의 좋은 이미

지가 이용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

하 다. 
기업 평 과 지각된 험 간에 련성

이 없다는 Ewing et al.(1999)의 연구 결

과와는 반 로, Biswas and Biswas(2004)
는 소비자들이 제품과 련된 불확실성

과 손실에 한 우려를 낮추기 하여 

소매업자의 평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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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 다. 그들에 따르면 오 라

인에서보다도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 소

비자들은 제품 성능과 재무  손실에 

한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기 하여 소

매업자의 평 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Shimp and Bearden(1982)은 공

자의 신뢰성(the source-credibility)과 유

사한 개념으로서 보증자 평 과 험과

의 계를 조사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기업의 신성과 제품을 제조한 경험에 

해서 평 이 좋은 보증자는 그 지 않

은 보증자 보다도 제품과 련된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2003)은 인터넷 쇼핑몰의 높은 명성이 

소비자의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재
무와 성능 험, 사회  험)을 감소시

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 평 과 명성은 CA 연상이나 SCR 

연상과 한 연 이 있다. R & D 투

자의 결과가 좋은 기업이나 생산설비가 

좋은 기업에 한 소문은  매체나 

구 이나 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달 될 것이며, 이들 좋은 소문은 그 기

업의 평 이나 명성을 더 높이게 될 것

이다. 이런 평 과 명성은 곧 (제품을 생

산하는 능력과 련된) CA 연상을 더 높

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CA 연상은 성능 험이나 재무 험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기부활동과 같은 사회  책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평 이나 명성을 더 높

이게 될 지라도 이들 사회  책임이 성능

험이나 재무 험과는 연 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기부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

서 제품의 품질이 더 좋아졌거나 더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SCR 연상은 성능 험이나 재무 험에 유

의한 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Brown and Dacin(1997)이 지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기업연상이 소비자의 제품

과 련한 지각된 험에 미치는 향력

(주효과: main effects)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제품

을 생산하는 능력과 련된) CA 연상은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에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CSR 연상은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 Cho and Abe(2005)와  趙․阿部(2001)의 지 에 의하면, 마 , 소비자행동  사회심리학 련 에서 

이론(theory)과 범 한 찰(extended observation)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

다. 즉, 련성의 존재(existence of some relationship)를 주장하고 있는 계형태 연구가설(the research hypothesis 
in alternative form: RHAF)과 련성이 존재하지 않음(non-existence of some relationship)을 주장하고 있는 무

계형태 연구가설(the research hypothesis in null form: RHNF)이다(e.g., Bagozzi 1980; Klein and Ahluwalia 
2005; Tsiros and Mittal 2000). 이 분류에 의하면 H1a와 H1b는 계형태 연구가설(RHAF)에 해당하고, H2a와 

H2b는 무 계형태 연구가설(RHNF)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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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a : CA 연상은 소비자의 성능 험에 

부(-)의 향을 미친다.
H1b : CA 연상은 소비자의 재무 험에 

부(-)의 향을 미친다. 
H2a : CSR 연상은 소비자의 성능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
H2b : CSR 연상은 소비자의 재무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지식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과 련하

여 Alba and Hutchinson(1987)은 소비자

의 지식이 두 가지 구성개념 즉, 소비자

에 의하여 축 된 다수의 제품과 련된 

경험인 친숙성과 제품과 련된 평가 작

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 다.  Park and Lessig 
(1981)는 소비자의 제품에 한 친숙성이 제

품의 기능  정보(functional dimensions; 오 의 

온도설정 기능, 오  처리용량 등) 뿐만 아

니라 제품의 비기능  정보(non-functional 
dimensions; 가격과 랜드명 등)의 획득을 

진한다고 주장하 다. Park and Lessig 
(1981)는 소비자가 제품에 해 친숙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격과 랜드명(brand name)
과 같은 제품의 비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를 제품을 평가할 때에 이용하 으

며, 제품에 한 친숙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품에 한 평가에 제품의 비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를 덜 이용하나, 기능

인 정보를 더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 다. 
Rao and Monroe(1988)는 제품의 비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인 가격이 제품의 

품질을 지각하는데 미치는 향은 제품

에 히 친숙한 응답자들보다도 제품에 

친숙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

난 것을 발견하 다. 한 Bettman(1973)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상 인 구매 상황에

서 제품을 선택할 때 환기되는 지각된 

험은 소비자의 제품에 한 친숙성으

로 감소되었다.
의 연구 결과에서 제품에 한 소비

자들의 지식수 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

품에 한 경험 는 지식이 많은 소비

자는 문 소비자(expert consumers)로, 그

지 않은 소비자는 심 소비자(novice 
consumers)로 나 다. 그 이유는 Park and 
Lessig(1981)가 제시한 것처럼, 제품에 

한 친숙성의 증가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한 지식을 질  그리고 양 으로 강화

시키며,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속

성들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제품과 

련된 평가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심소

비자가 제품을 단할 경우에 기업연상

과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문소비자들은 제품의 개

별 속성 는 범주에 따라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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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소비자

가 제품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은 감소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단함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제품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보소비자들은 제품과 련한 지

각된 험인 성능 험과 재무 험을 감

소시키기 하여 기업연상인 CA 연상과 

SCR 연상과 함께 비기능 인 정보나 지

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Brown 
and Dacin(1997) 등의 지 을 바탕으로 

하여 앞에서 주효과와 련하여 세운 H2a

와 H2b에 있어서는 (제품생산 능력과 무

한) CSR 연상은 소비자의 성능 험과 

재무 험을 여주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측을 하 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제품생산 

능력과 무 하게 기업의 사회  책임 등

을 강조하는) CSR 연상과 련된 노력

( , CSR 연상 련의 기업 고)은 무용

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일 지라도 

이들의 계에 해 의문이 여 히 남을 

경우 조 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하게 되

면, 이들 간의 계가 조 변수의 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Baron and Kenny(1986)  Frazier, Barron, 
and Tix(2004)는 지 하고 있다. 이들의 

지 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 지식”을 조

변수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품 

지식”의 조 효과(즉, “제품 지식”과 CSR 
연상 간의 상호작용효과)와 련하여 연

구가설 H4a와 H4b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제시되었다. 
이들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Wathne, 
Biong, and Heide(2001)가 사용한 연구가

설 표  방식을 원용하 다. 

H3a : CA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부

(-)의 향에 해 제품 지식은 유

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3b : CA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부

(-)의 향에 해 제품 지식은 유

* 여기서 연구가설 H4a  H4b에 한 가설 표 과 련하여 주목할 이 있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H2a  

H2b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CSR 연상은 소비자의 성능 험과 재무 험에 해 각각 유

의한 주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무 계형태 연구가설(RHNF)로 가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 변수인 제

품지식과 련해서는 이들 “주효과에 해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는 계형태 연구가설(RHAF)로 H4a 
 H4b를 세우고 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표본자료 체를 상으로 조  다 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여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다”는 검정 결과가 

얻어진 경우에는, 조 변수의 수 에 따라, 컨 , 높은 제품지식 집단 ( ) 낮은 제품지식 집단으로 표

본자료를 수를 기 으로 양분(median split)하여 두 번의 일반  회귀분석을 각각 다시 실시할 경우에 

“한 집단에서는 주효과가 유의하다”는 검정 결과가 얻어지고 “나머지 한 집단에서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검정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추후의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해

서이다. 이처럼 회귀분석에 있어서 조 변수는 (1) 상호작용효과 항( )을 식에 도입하거나 (2) 표본자료를 

조 변수의 수 에 따라  분할하는 두 역할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담당한다. 단, MMR에서는 상호작용효

과 항( )을 식에 도입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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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4a : CSR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향에 해 제품 지식은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4b : CSR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향에 해 제품 지식은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4. 관여 

소비자 정보 처리과정과 구매 행동에 

여가 상당한 향을 미쳤기에 많은 주

의를 받아 왔다(Lee and Lou 1995). 특히 

제품에 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제품을 단할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 범

주에 한 여를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Sujan and Dekleva(1987)가 언 하 듯이 

제품의 범주화 수 에서는 제품형태에 

한 속성을 추론하기보다도 제품의 속

성들을 더 많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 지속 인 여는 일반 으로 제

품에 한 정보가 부족한 신제품을 평가

하거나 구매를 결정할 때 제품 범주에 

한 여를 증가시켜 소비자가 올바른 

수 에서 랜드를 평가하도록 동기부여

를 한다(Lee and Lou 1995). Celsi and 
Olson(1988)은 높은 지속 인 여를 가

진 소비자들은 제품 범주와 자신의 목

과 가치 간의 계에 한 지식과 신념

을 개발한다고 하 다. 이 듯 높은 지속

인 여를 가진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

의 범주 역에 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자 하는 동기는 기업 수 의 연상 정보

를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이(2003)는 일반 으로 여도가 높을

수록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업연상이 제품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크며, 반

로 여도가 낮을수록 소비자들은 기업

에 한 탐색이 상 으로 어서 기업

연상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낮다고 주장하 다. Berens et al.(2005)은 

기업의 랜드가 우월 인 치에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

연상이 소비자의 제품에 한 태도에 미

치는 향력은 소비자의 여에 따라 달

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기업 

랜드가 확실히 우월 인 치에 있지 않

은 경우에 기업연상이 제품에 한 태도

에 미치는 향력은 여가 낮을 때보다

도 높을 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

하 다. 
여도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한 

정보를 이용하는 범 가 달라진다는 연

구 결과(이 2003; Berens et al. 2005)에 

따라, 제품에 한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가 부족한 신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기 하여 높은 지속

인 여를 가진 소비자는 기업연상과 같

은 정보를 평상시보다도 더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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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기업연상인 CA 연상과 SCR 연상은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인 성능 험

과 재무 험에 미치는 향력은 여도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앞에서 Baron and Kenny(1986)  

Frazier, Barron, and Tix(2004)의 지 에 

따라 H4a  H4b를 설정할 때 용한 논

리는 조 변수인 “제품 여”와 련한 연

구가설 H6a  H6b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H5a : CA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부

(-)의 향에 해 제품 여는 유

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5b : CA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부

(-)의 향에 해 제품 여는 유

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6a : CSR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향에 해 제품 여는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H6b : CSR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향에 해 제품 여는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다.

Ⅳ. 연구방법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의 선정

1) 가상 기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상의 유형이 소

비자의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가상의 기업

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 이유

는 Brown and Dacin(1997), 이미 (2003)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기업을 

상으로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연상이 

이미 다각도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목 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

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내  타당도를 해하는 요인

을 최 한 통제하고, 기업연상 유형의 차

이를 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해 가

상의 기업인 (주)가나정수를 연구 상으

로 설정하 다. 한 본 연구는 응답자들

에게 본 연구의 목 이 기업연상을 다루

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하여 질

문지 서문에 기업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정보에 한 의견조사라고 밝혔다.  
 

연구 상 기업인 (주)가나정수에 한 

설명은 일반 인 설명과 차별 인 설명으

로 구분하 다. 먼  일반 인 설명에 해

당하는 부문은 1990년에 정수기를 생산 

 매하기 하여 설립된 회사로, 재 

국내에 두 개의 친환경 가 제품을 생산

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소비재와 

산업재 모두를 제조하여 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하 다. 조사 설계는 Brown
과 Dacin(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

을 주로 참고하 다. 차별 인 설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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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가나정수를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

과 련된 기업연상(CA 연상)’과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기업연상

(CSR 연상)’으로 구분하여, 응답자들이 

기업연상 편차를 크게 악할 수 있도록  

네 가지 형태로 기술하 다. 이 네 가지 

형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능력이 

뛰어나고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도 뛰

어난 기업(A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능력은 미진하지만 사회  책임활동이 

뛰어난 기업(B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능력은 우수하지만 사회  책임활동이 

미진한 기업(C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능력이 미진하고 사회  책임활동도 

미진한 기업(D유형) 등이다.

2) 제품의 선정

기업연상 유형이 제품과 련한 지각

된 험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정수기를 조사 상의 제품으로 

선정하 다. 먼  정수기라는 제품은 제

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능력과 사회  책

임활동으로 규정된 기업을 설명하는 데 

합한 제품에 해당된다. 정수기를 생산

하는 기업의 능력은 정수기를 생산하는 

기술력(특히 정수 필터에 한 기술이 뛰

어나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한 정수 

능력이 뛰어난 고품질의 정수 필터를 개

발하기 해 뛰어난 연구 인력을 보유해

야 하며, 정수기 수리와 같은 업무를 수

행하기 하여 지속 인 교육 훈련을 필

요로 한다. 정수기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 능력의 두 가지 요소(기술력과 종업원 

교육훈련)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조사에 

합한 제품이다. 

3)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일반인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 상자에게는 A-D까지의 네 가지 

유형의 질문지  한 유형의 질문지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e.g., Brown and 
Dacin 1997; 이미  2003). 편의표본추출

에 의하여 추출된 응답자들에 하여 설

문을 진행하 으며, 응답자들에게는 녹차

티백 1상자를 제공하 다. 질문에 응답한 

총 응답자 수는 300명이며, 응답이 불성

실하거나 요한 질문 항목에 한 응답

이 락된 질문지 93부를 제외한 207부
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질문지 유형별로

는 A유형은 51부, B유형은 55부, C유형

은 50부, D유형은 51부가 분석에 이용되

었다. 분석된 응답자들의 성별로는 남성

이 81명이고 여성은 126명이며, 연령별로

는 19세 이하가 20명, 20-24세가 18명, 
25-29세는 41명, 30-34세는 39명, 35-39세
는 32명, 40세 이상은 57명으로 나타났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서문에는 본 조

사가 기업 정보에 한 의견조사임을 밝

혔다. 다음으로 (주)가나정수에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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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명과 제품을 제조할 능력  사

회  책임활동을 기술하 으며, 뒤이어서 

(주)가나정수가 새로이 시장에 선보일 제

품의 기능  속성에 해 설명하 다. 그

리고 정수기 제품의 성능에 한 최종 

검사는 진행 이라고 설명하 다. 다음

으로 제품과 련된 지각된 성능과 재무

험, 여, 그리고 지식 정도를 질문 하

다. 제품과 련된 질문에 이어서 앞서 

제시되었던 (주)가나정수에 한 설명을 

다시 제시하 으며 뒤 이어서 기업과 

련된 질문 문항을 제시하 다. 기업과 

련된 질문에 이어서 신제품 수용과 련

한 문항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 다. 마

지막으로 응답자에게 성별과 나이를 질

문하 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업연상은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과 련된 기업연상(CA 연상)과 제

품을 제조하는 능력과 련이 없는 기업

연상(CSR 연상)으로 구분하 다. 기업연

상은 Berens et al.(2005)과 이(2003)의 연

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근거하여 ‘매우 동

의’와 ‘  동의하지 않음’의 7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CA 연상에 

한 측정은 4개 항목 즉, 기업의 ‘ 신 제

품 개발 능력’, ‘고품질 제품 제공 여부’, 
‘우수 종업원 고용 정도’, ‘종업원 리의 

체계성’으로 측정하 다. CSR 연상에 

한 측정은 기업의 ‘환경단체와의 계’, 
‘기부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의 3개 항

목으로 측정하 다. 제품과 련한 지각

된 험은 Biswas and Biswas(2004)의 연

구에 기 하여 4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먼  성능 험에 한 2개 항목인 ‘제품 

작동’, ‘제품의 기  성능’에 해서는 

‘매우 확신’과 ‘  확신하지 않음’의 7
 척도로 측정하 다. 그리고 재무 험

에 한 2개 항목인 ‘제품 구매에 한 

험 정도’와 ‘제품 구매와 련한 

 손실 정도’는 각각 ‘매우 험부담을 

느낌’과 ‘  험부담을 느끼지 않음’, 
그리고 ‘매우 생각됨’과 ‘  생각되지 

않음’으로 측정하 다. 
소비자의 지식 정도는 Blair and Innis 

(1996)가 사용한 측정에 근거하여 2개 항

목 즉, ‘신제품과 련한 범주에 한 지

식 정도’와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사

용 경험’으로 측정하 으며, 제품 범주에 

한 지식 정도에 해서는 ‘매우 알고 

있음’과 ‘  모름’으로 그리고 유사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은 ‘매우 많이 있음’
과 ‘  없음’의 7  양극척도를 사용하

다. 여는 Berens et al.(2005)의 여 

측정항목에 근거하여 ‘응답자에게 있어서 

정수기 제품의 요성’, ‘정수기 제품에 

한 심 정도’, ‘정수기 제품에 한 필

요성 정도’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제품 요성은 ‘매우 요’와 ‘  

요하지 않음’으로, 심정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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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있음’과 ‘  심 없음’ 그리고 제

품 필요성은 ‘매우 필요’와 ‘  필요하

지 않음’의 7  척도로 측정하 다.

4. 분석결과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에 하

여 가지고 있는 기업연상이 제품과 련

한 지각된 험에 해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소비자의 제품범주 지식 변수와 

여 변수의 조  역할을 알아보기 

하여 조  계 다 회귀분석(moder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e.g., Frazier et al. 2004; Hayes 2005). 
조  계 다 회귀분석은 조 변수를 

등간척도 이상의 연속변수로 측정한 경

우에도 측정치를 평균(mean)이나 수

(median)를 기 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조 변수의 효과를 검

증할 수 있도록 해 다(Frazier et al. 2004; 
한 2003).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CA 
연상과 CSR 연상이며, 두 조 변수로는 

제품범주 지식과 여가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수는 두 개로 성능 험과 재무

험이다.   

2) 측정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Table 1>과 <Table 2>는 측정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Table 2>에는 SPSS를 사용하여 계산

된 Cronbach's 계수와 LISREL의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체 구성개념을 상으로 용하

여 구한 각 지표별 완 표 화계수(completly 
standardized factor lodings), t값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각 지표

의 신뢰성계수의 일종)가 제시되어 있다. 
한 각 지표의 완 표 화계수와 측정

오차 분산을 사용하여 Fornell and Larcker 
(1981)의 공식을 용하여 계산한 결합신

뢰성 CR(composite reliability)과 평균추출

분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제시한다 (조 철, 강석후 2007).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Cronbach's 
계수는 0.8501-0,9228의 범 에 속하므

로 측정척도의 신뢰성이 만족스러운 수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Frazier et 
al.(2004)이 상호작용 효과에 한 검정에 

서 검정력(power of the test)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해 제시한  조 변수와 

측변수의 신뢰계수 가 0.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결

합신뢰성 CR의 경우 0.85-0.92의 범 에 

속하므로 통상  기 인 0.60보다 훨씬 

높으며, 평균추출분산 AVE의 경우에도 

0.72-0.82의 범 에 속하여서 통상  기

인 0.50보다 상당히 높다. SMC의 경우에

는 0.61-0.98의 범 에 속하여 반 으로 

높은 편인데 이에 한 통상 인 기 은 

아직 제시된 것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측정 지표들의 t 값이 모두 매우 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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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ndicators
Completely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SMC Cronbach's α CR AVE

CA association Technology1 0.87 15.58 0.76

0.9228 0.92 0.75Technology2 0.92 16.89 0.84
Education1 0.84 14.72 0.71
Education2 0.82 14.10 0.67

CSR association Donation1 0.90 16.33 0.82
0.9197 0.92 0.80Donation2 0.92 16.81 0.85

Environment 0.85 14.82 0.72
Involvement Involvement1 0.78 12.87 0.61

0.8861 0.89 0.72Involvement2 0.90 15.90 0.81
Involvement3 0.87 14.98 0.75

Knowledge Knowledge1 0.82  9.14 0.68 0.8334 0.85 0.74
Knowledge2 0.90  9.59 0.80

Performance 
risk

P-risk1 0.90 15.74 0.82 0.8636 0.87 0.76
P-risk2 0.84 14.17 0.71

Financial risk F-risk1 0.87 14.16 0.75 0.8501 0.85 0.74
F-risk2 0.85 13.88 0.73

Note: (1) CFA model's overall goodness-of-fit indices: GFI=0.89, CFI=0.96, NFI=0.94, and RMSEA=0.073.
(2) Each Cronbach's α was calculated by SPSS.
(3)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R = composite reliability, and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all ps < 
0.001). 따라서 측정지표의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

하기 해 작성한 <Table 2>를 살펴보면, 
비 각선 원소(off-diagonal elements)란에

는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가 제시되어 있

으며, 주 각선 원소(main-diagonal elements)
란에는 각 AVE의 제곱근이 제시되어 있

다. 그런데, 주 각선 원소란에 있는 값

들이 비 각선 원소 란에 있는 련 값

들보다 반 으로 상당히 크다. 이것은 

구성개념 간에 별타당성이 있다는 증

거에 해당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 각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에 해 

99%의 신뢰구간을 모두 구한 결과, 어떠

한 신뢰구간도 완벽한 상 (+1 혹은 -1의 

상 계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 

한 별타당성이 있다는 증거에 해당

한다.

3) 가설검증

조  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

정하기 해 각 종속변수별로 회귀모델

에 변수를 투입해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  네 개의 독립변수가 투입되었

으며, 뒤 이어서 이원(二元)상호작용항 

네 개가 투입되었다. 조 변수도 독립변

수로 간주된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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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주효과(the main effects)의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해, 독립변

수인 CA 연상과 CSR 연상, 그리고 두 

조 변수인 제품범주 여수 과 제품범

주 지식수  변수들을 각각 평균은 0, 표

편차는 1이 되게 표 화하 다. 이 게 

표 화한 이유는 측변수와 조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생

성하 기 때문에 원래의 변수들과 상호

작용항 간에 다 공선성(multicolinearity)
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 이 생길 수 있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이 표

화 방법과 함께 평균 심화된 변수

(mean-centered variable: 각 변수에서 그 

평균을 빼어서 만든 변수)로 변환하는 방

법도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e.g., Baron 
and Kenney 1986; Frazier et al. 2004; 
Hayes 2005). 마  련 주요 (
컨 , JM, JMR, and JCR)에서는 평균

심화(mean-centering)가 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각 상호작용효과 항(interaction-effect 
term)을 생성하고자 할 때 주의할 은 

해당 주효과 변수(main-effect variable)와 

조 변수(moderator variable)를 각각 평균

심화하거나 표 화한 후 이들을 단순

히 곱하여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수에 해서는 평균 심화나 표

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연상과 성능 험 그리고 기업연상

과 재무 험 간의 계에 하여 계  

조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가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되었다. 

기업연상과 지각된 위험에 관한 주효과

<Table 3>에서 기업연상인 CA 연상과 CSR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
와 련하여, CA 연상(b=-0.511, t=-7.441, 
p < 0.001)은 성능 험에 해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SR 연상(b=0.03, t=0.513, p > 0.10)은 성능

험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 (Table 4)>의 

기업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 CA 연상(b=-0.46, t=-5.574, p < 0.001)은 

재무 험에 해 유의한 부(-)의 향을 미

쳤지만, CSR 연상(b=-0.027, t=-0.347, p > 
0.10)은 재무 험에 해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H1a(-),  
H1b(-), H2a(0)  H2b(0)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en and Bhattacharya 
(2001) 그리고 이(2003)의 연구결과에서 나

타났듯이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과 연

성이 부족한 기업의 CSR 연상은 제품 평

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업연상과 제품범주 지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3>에서 성능 험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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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est Results of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risk)

Steps and
Independent Variables

H
(expected 

sign)

b
(unstandar-

dized)
t value


(standar-
dized)

Sig.
(p-value)

Support
/Not support R2 △R2

Step
1

CA association H1a(-)  0.511**** -7.441 -0.455 0.000 Support

0.401***
CSR 

association H2a(0)  0.033  0.513  0.030 0.609 Support

Knowledge -0.041 -0.673 -0.038 0.502

Involvement -0.374+++ -5.786 -0.341 0.000

Step
2

CA*Knowledge H3a(?)  0.157++  2.561  0.154 0.011 Support

0.449*** 0.047
CSR*Knowled. H4a(?) -0.053  0.924 -0.052 0.357 Not support

CA*Involvem. H5a(?)  0.135++  2.130  0.136 0.034 Support

CSR*Involvem. H6a(?)  0.079  1.305  0.081 0.194 Not support

Note: (1) The expected sign“(?)”in each research hypothesis indicates the case where there is no sufficient prior 
knowledge that signifies a positive (+) or a negative (-) directionality of the research hypothesis.

(2) One-tailed tests were applied to the directional research hypotheses, and two-tailed tests were applied 
to the non-directional research hypotheses as well as to the cases of no research hypotheses.

[i.e., one-tailed tests: *p<0.05 (|t|>1.645), **p<0.025 (|t|>1.960), ***p<0.01 (|t|>2.326), and ****p<0.005 
(|t|>2.576); two-tailed tests: +p<0.10 (|t|>1.645), ++p<0.05 (|t|>1.960), and +++p<0.01 (|t|>2.576)].

CA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부(-)의 주

효과에 해, CA 연상과 제품범주 지식 

간의 상호작용(b=0.157, t=2.561, p<0.05)
은 주효과에 해 유의한 조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SR 연상과 

성능 험 간의 상호작용(b=-0.053, t=-0.924, 
p>0.10)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으로서, CSR 연상이 성능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 제품범주 지식은 유의한 

조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연구가설 H3a(?)는 지지되었지만 

연구가설 H4a(?)는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4>의 재무 험과 련하여 살

펴보면, CA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부(-)의 주효과에 해, CA 연상과 제품 

범주 지식 간의 상호작용(b=0.143, t=1.923, 
p<0.10)은 주효과에 해 유의한 조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SR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 제품 범주 지식과 CSR 연상 간의 상

호작용(b=-0.097, t=-1.398, p>0.10)은 그 

주효과에 해 유의한 조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연구가설 

H3b(?)는 지지되었지만 연구가설 H4b(?)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Park과 Lessig(1981)가 제품 범주에 한 

친숙성이 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비기

능 인 속성 정보를 제품 단에 이용한



The Effect of Corporate Association on the Perceived Risk of the Product   25

- 25 -

Table 4  The Test Results of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dependent variable: financial risk) 

Steps and
Independent 

Variables

H
(expected 

sign)

b
(unstandar-

dized)
t value


(standar-
dized)

Sig.
(p-value)

Support
/Not support R2 △R2

Step
1  

CA 
association H1b(-) -0.457**** -5.574 -0.387 0.000 Support

0.229***
CSR 

association H2b(0) -0.027 -0.347 -0.023 0.729 Support

Knowledge -0.102 -1.386 -0.088 0.167

Involvement -0.217+++ -2.809 -0.188 0.005

Step
2

CA*Knowled. H3b(?)  0.143+  1.923  0.133 0.056 Support

 0.264* 0.035
CSR*Knowled. H4b(?) -0.097 -1.398 -0.091 0.164 Not support

CA*Involve. H5b(?)  0.137+  1.770  0.130 0.078 Support

CSR*Involve. H6b(?)  0.043  0.589  0.042 0.557 Not support

Note: (1) The expected sign“(?)”in each research hypothesis indicates the case where there is no 
sufficient prior knowledge that signifies a positive (+) or a negative (-) directionality of 
the research hypothesis. 

(2) One-tailed tests were applied to the directional research hypotheses and two-tailed tests 
were applied to the non-directional research hypotheses as well as to the cases of no 
research hypotheses.

[i.e., one-tailed tests: *p<0.05 (|t|>1.645), **p<0.025 (|t|>1.960), ***p<0.01 (|t|>2.326), and ****p<0.005 
(|t|>2.576); two-tailed tests: +p<0.10 (|t|>1.645), ++p<0.05 (|t|>1.960), and +++p<0.01 (|t|>2.576)].

다는 지 과는 부분 으로 일치하지 않

는 결과이다.  

기업연상과 제품범주 관여 간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3>에서 성능 험과 련하여 

살펴볼 때, CA 연상과 제품범주 여 간

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b=0.135, t=2.130, p<0.05). 그러나 CSR 
연상과 제품범주 여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79, 
t=1.305, p>0.10). 이러한 결과는 CA 연상

이 성능 험에 향을 미치는 주효과에 

해서는 제품범주 여가 조 효과를 

가지지만, CSR 연상이 성능 험에 향

을 미치는 주효과에 해서는 제품범주 

여가 조 효과를 갖지 않음을 나타낸

다. 따라서 연구가설 H5a(?)는 지지되었으

나 연구가설 H6a(?)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 <Table 4>에서 재무 험과 련

하여 검토하면, CA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부(-)의 주효과에 해, 제품범주 

여가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 것(b=0.137 
t=1.770, p<0.1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SR 연상이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서는, 제품범주 여가 유의한 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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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3, 
t=0.589, p>0.10). 따라서 연구가설 H5b(?)
는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H6b(?)는 지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이 2003; Berens et al. 2005)와 

일 성이 있다.
이들 기존 연구에 의하면, CA 연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해 여가 

유의한 조 변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CA 연상이 

성능 험이나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

에 해서는 여가 유의한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SR 연상

이 성능 험이나 재무 험에 미치는 주

효과에 해서는 여는 유의한 조 효

과를 갖지 않았다.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토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평가하는 기 으로서 일반 으로 이용하

는 제품의 속성은 그 제품의 가격, 품질,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값어치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기 어려울 경우에 소비자

들은 무엇을 단의 기 으로 하는 것일

까? 이 기 에 한 연구가 최근에 심

을 끌고 있으며, 이 단의 한 기 으로 

기업이미지가 두되고 있다. 이 기업이

미지는 지 까지의 연구에서 CA 연상과 

CSR 연상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기업연상의 두 가지 유형인 CA 연상과 

CSR 연상이 소비자의 제품과 련한 지

각된 험에 미치는 향력에 한 검정

이 본 연구의 1차  목 이었다. 한 본 

연구는 기업연상과 지각된 험 간의 

계에 조  기능을 하는 변수를 조사하

고자 했다. 실증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

효과(main efects)에 있어서는 CA 연상은 

소비자의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성
능/재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SR 연상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Brown과 Dacin(1997)이 제안

한 두 가지 기업연상이 제품 평가에 미

치는 향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지 을 검토한 기존의 연구결과(Brown 
and Dacin 1997; Sen and Bhattacharya 
2001; 이 2003; Gürhan-Canli and Batra 
2004; Berens et al. 2005)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단

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설에서 기

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기업에 한 

CA 연상이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치는 

한 단서가 되고 있는 반면, CSR 연

상은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치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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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효과와 련해서는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제품범주 지식과 CA 연상 간

의 상호작용이 CA 연상이 성능이나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 유의한 조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가설은 실증분석 

결과 지지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서는 CA 연상이 성능이나 재무 험에 미

치는 주효과에 해, 제품범주에 한 

여(involvement)가 유의한 조 변수로서의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워서 검정한 

결과, CA 연상과 제품범주 여 간의 상

호작용이 이 주효과에 해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세 

번째로, CSR 연상이 성능 험이나 재무

험에 미치는 주효과에 해, 제품범주

에 한 지식이나 여는 각각 유의한 

조 변수로서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는 결과가 얻어졌다. 
학문  기여의 에서 볼 때, 본 연

구는 먼  Brown and Dacin(1997)  

Brown(1998)이 제시한 두 가지 기업연상

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의 차이를 재조사하 다는 데 의의가 있

다. 기존 연구(Brown and Dacin 1997; Sen 
and Bhattacharya 2001)의 결과에 의하면, 
CA 연상이 제품 평가에 한 진단  단

서로서의 역할이 하게 나타나지만 

CSR 연상의 경우에는 그 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CA 연상이 제품 험

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향력이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

라, CSR 연상은 단서로서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CA 연상과 CSR 연상에 한 기존의 연

구 결과(Brown and Dacin 1997; Sen and 
Bhattacharya 2001)와 일치하는 연구결과

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재연

구에 해 Hunter(2001, p. 155)는 어떤 연

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한 재연구의 

요성에 하여 “우리는 으로 재

연구가 필요하다. 엄격한 연구 추정을 

하여 10개 정도의 재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기업연상이 제품

과 련한 지각된 험에 미치는 주효과

에 해 제품범주 지식과 여의 조 효

과를 조사하 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본

다. 특히 험에 향을 주는 조 변수로

서 지식의 조 효과를 조사한 연구를 국

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국제 으로도 아주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방면에 한 연구를 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경  리자에게는 제품의 기능 인 속

성에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

자에게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을 감

소시키기 하여 제품을 만드는 능력과 

련이 없는 기업의 의 련 마

(cause-related marketing) 활동을 강조하기 

보다는 제품을 잘 만드는 능력을 강조하

는 것이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제품 간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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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 인 속성에 한 차별화를 각인

시키기 어려운  시장에서 기업이 제

품을 제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홍

보보다도 기업의 의와 련한 활동을 

집 으로 홍보하는 기업들에게는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

구 결과는 소비자 세분 시장에 하여 

두 가지 기업연상의 차별 인 사용이 더

욱 효과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기업연상을 성능 험을 감소시키는데 

활용할 것인지 는 재무 험을 감소시키

는데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기

업연상을 차별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을 경  리자에게 시사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업연상과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 간의 계에 한 조  변

수를 조사함으로써 학문 으로나 경  

리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로 본 연구는 조 변수로서 

소비자의 제품범주에 한 지식과 여

에 따른 기업연상이 제품과 련한 지각

된 험에 해 미치는 향력을 조사하

다. 우선,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계에 조  역할을 하는 변수는 많을 

것이나 그들 변수들을 선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나 이론

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면에 

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날처럼 선진국 간에 제품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CA연상과 CSR
연상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의외로 큰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이에 조 변수들의 악과 역할을 제

로 이해 할 수 있을 때 기업연상의 향

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여의 조 변수 효과는 

부분 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미래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제품범주 

지식과 여의 조 효과를 다시 확인 할 

필요성과 다른 연구 상황에서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조 변수에 

따른 기업연상과 제품과 련한 지각된 

험 간의 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각된 험의 감소가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지에 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연상이 지각된 험을 매개변수

로 하여 제품 구매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이 

아닌 장 설문조사(field survey)를 실시

하 지만, 실제 기업이 아닌 가상 기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연

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미래의 

연구는 실제 기업을 상으로 본 연구 

모형에서 살핀 조 변수들의 효과를 다

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연구의 상 제품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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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CA 연상과 

CSR 연상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연

상을 강화하기 해 노력하는 기업이 국

내에서 매우 기 때문이다. 정수기 제품

의 기술력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차후

의 연구에서 상 제품의 선택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ceived: Oct.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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