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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rlof(1970)의 정보 비 칭성 문제가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는 미시경제학의 한 분

야인 정보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연구에서도 주요 논제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정보비 칭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진행되어 있는 반면에, 실증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유

통업체 브랜드가 공급업체 제품의 품질에 한 신호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Chu and Chu(1994)의
연구 역시 실증연구의 필요성에 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동차 A/S 부품 산업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토 로 하여 해당 산업에서 부품 품

질에 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비 칭성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유

통업체 브랜드가 자동차 A/S 부품 산업의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 국내 자동차 A/S 부품 산업에서도 정보비 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

성이 확인되었으며, 유통업체의 브랜드가 자동차 A/S 부품 품질에 한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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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kerlof(1970)의 정보비 칭성 문제가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제기 이래

로, 정보비 칭성 문제는 비단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인 정보경제학에서만이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주요 논제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이론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진행

된 정보비 칭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엄 한 실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실

증연구 부족 현상에 시달려왔다[Kirmani and Rao, 2002]. 유통업체 브랜드가 공급업

체 제품의 품질에 한 신호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Chu and Chu(1994)의 연

구 역시 실증연구의 필요성에 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실증적 검증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동차 A/S 부품 산업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토 로 하여 자

동차 산업에서 부품 품질에 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비 칭성 문

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유통업체 브랜드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Chu and Chu(1994)의 연구결과가 자동차 A/S 부품 유통의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II. 문헌 연구

본 절에서는 자동차 A/S 부품산업의 특징에 해 살펴보고, 정보비 칭과 정보비

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신호 전송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동차 A/S 부품산업에 한 이해

자동차 A/S 부품이란 차량의 본원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을 말하며, 자동차 A/S 부품은 크게 순정부품과 비순정 부품으로 나

누어진다. ‘순정품’이란 완성차 제작 시 적용된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완성차업체

또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순정품

100 經 � , 38 卷 4



은 OEM 제조 시 완성차업체에 납품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품질검사를 통해

완성차업체의 보증과 책임 하에 판매된다. ‘비순정품’은 순정품을 제외한 부품을 말

하는데 주로 완성차 협력업체 시판품, 일반 시중업체 판매부품과 중고재생품목으로 나누

어진다. 완성차 협력업체 시판품은 자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제3자에 의

한 품질 테스트는 거치지 않은 제품이고, 일반 시중 업체 판매부품은 순정품을 모방

하여 제조한 부품이다. 중고재생품목은 폐차장에서 수집된 부품을 세척 등의 공정을

통해 유통되는 부품으로 안전상 위험에 따라 중요 장치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 A/S 부품과 일반상품을 비교해보면 사용목적, 제품의 선택, 공급(판매)기능

과 공급자 역할 등 4가지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소비자 입장

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A/S 부품은 기존에 사용한 내구재 상품의 수리

를 위한 필수 부품인 반면에 일반 상품은 소비를 위한 개별 상품이다. 제품의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보수용 부품은 기존제품의 고유사양이 필수이고 규격이나 성능으로

OEM 제품과 동일한 부품이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 상품은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선

택을 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자(판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A/S 부품의 경우 공급이 부족할 경

우 체 소비가 불가능하지만, 일반 상품은 공급이라기보다는 판매용으로 생산된 것

이며 판매 부족 시 소비자는 다른 체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A/S 부

품의 경우는 완성차업체가 이익구조에 관계없이 부품을 책임 공급해야 하며 공급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일반 상품의 경우는 공급이라기보다는 판매자가 자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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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 A/S 부품과 일반 상품의 비교

구 분 자동차 A/S 부품 일 반 상 품

소비자 사용 목적 ∙기존사용 내구재 상품의 수리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개별 상품

측면 필수 부품

제품 선택 ∙기존제품 고유사양 필수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름

∙OEM 제품과 동일부품(규격, 성능) ∙여러 취향의 제품 선택

판매자 공급 ∙공급(소량수요품목의 경우) 및 판매 ∙판매

측면 (판매) ∙공급부족시 소비자가 체상품 구매불가, ∙판매 부족 시 체상품 구매

수리가 불가능하게 됨 가능

공급 책임 ∙내구재 판매자 의무공급 ∙판매자 업개념 자율운



을 통해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A/S 부품 업체 수

는 2003년말 현재 935개 사로 단히 많다. 이 중 기업이 71개사, 중소기업이 865

개사이며 최근 부품 모듈화 발주 등에 따라 완성차 사와 직접 거래하는 부품생산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간략하게 살려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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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 규모별 업체 수
(단위: 개)

구 분
2002 2003

모기업납품 기타 계 모기업납품 기타 계

기업 62 - 61 69 1 70
중소기업 787 67 854 809 56 865

합계 848 67 915 878 57 935

자료 출처: 한국 자동차 공업협동 조합

주: 1. 기타는 조합원 중 군납, 수출 업체임.

2. 중소기업 기준: 종업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단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되면 중소

기업)

<표 3>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구 분
매출 실적

OEM A/S 수출 합계 신장율(%)

1980 3,304 330 356 3,990 -

1985 10,960 1,117 1,296 13,373 -

1990 50,234 4,020 3,546 57,800 32.9
1995 118,425 8,290 6,979 133,694 17.9
2000 199,214 12,949 16,860 229,023 18.8
2001 206,585 13,428 20,349 240,362 4.4
2002 237,622 15,445 20,890 273,957 14.6
2003 260,602 18,242 42,350 321,194 17.2

자료 출처: 한국 자동차 공업협동 조합

주: 1. 2001년부터 이륜차( 림, 효성)실적을 제외한 통계임

2. 2003년도 수출실적은 산업자원부 MTI 코드의 자동차부품 실적(4,277백만불)에서 완성차 회

사의 Spare Parts 수출(741백만불)을 제외한 금액(3,536백만불)을 원화(1,197.68원)로 환산

하여 추정한 금액임.



자동차 A/S 부품 업계 총 매출액 규모는 지난 1980년에는 3,990억원이었으나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지난 2000년에는 23조 원 에 육박하 고 2003년은 32조원

을 상회하 다. 이중 A/S 부품은 다음 <표 3>과 같이 18조 242억원이었다. 국내의 자

동차 A/S 부품 시장 규모는 1985년에는 1천억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가 10년 동

안 거의 7배로 성장을 하여 1995년에는 8천억원을 초과하 다. 그리고 2002년에는 1

조 5천억 원을 초과하 다. 자동차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A/S 부품시

장에 한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정보비 칭성에 한 연구

정보( )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희소하다는 의미에서 여느 상품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경제적 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분의 거래 상황에서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거래 당사자간에 불균등하게 존재하는 상황, 즉 정보가 비 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Akerlof, 1970; 이준구, 1993]. 이러한 비 칭적 정

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다.

첫째, 비 칭적 정보의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의 형태로 우리

에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를 보는 것만으로는 그 차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즉, 차의 실질적

인 상태가 감추어진 특성이 된다. 반면, 그 중고차의 판매자는 차를 그 동안 써보았으

므로 그 차가 어떤 상태인지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칭적인 정보의

상황이 존재한다[Akerlof, 1970; 이준구, 1993].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중간상의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중간상의 역량 및 서비스 품질은 감추어진 특성이 된다.  

둘째,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의 형태로 비 칭적인 정보의 상황이 나타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직무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즉, 항상 감시하면서 업무성과를 점검하지 않는 한

그의 노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용인의 노력 정도는 고용인에게 감추

어진 행동이 된다[이준구, 1993].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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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상이 약관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지 안할지 여부는 소비자에

게 감추어진 행동이 된다. 

자동차 A/S 부품은 부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차종 당 30,000여 가지

품목의 부품이 있으며, 동일차종의 경우에도 모델, 용도, 엔진형식, 옵션, 색상, 부품

변경 등 사양이 복잡하다. 따라서 부품업체나 정비업체가 부품에 해 아는 정보량에

비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즉,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 품질

에 해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매우 적은 감추

어진 특성의 형태로‘정보 비 칭’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A/S 부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품질에 합당한 부품의 가격에 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A/S 부품의 경우 순정품이 비순정품보다 가격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품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하고 복잡한 부품 중에서 실

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은 일부 주요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순정품을 공급

하는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33조 3항, 소비자 보호법시행령 10조 3항

에 의해 단종 후 8년간의 의무공급으로 인해서 차량운행 수가 취약한 차종이나 단종

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품에 해 책임공급을 실시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A’사의 경

우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취급 품목이 44만 품목인데, 이 중 월 수요 품목이 평균 4

만 5천 품목으로 전체의 10%을 차지하며, 나머지 90% 재고는 불균형 수요를 위한

기 품목이다. 이렇듯 완성차업체가 공급하는 순정품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부품의

공급과 품질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부품을 판매하는 부품업체나 정비업체의 감추어진 행동으로도 정보비 칭

이 나타난다. 부품업체나 정비업체들은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보 비 칭성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할 요인이 생긴다.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교환거래에서 소비자는 공급자에 비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한 정

보가 절 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 칭성

은‘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Akerlof, 1970], 이를 막기 위

한 기재(Mechanism)가 필요하다.

104 經 � , 38 卷 4



3 신호전송에 관한 연구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 신호전송이 있다. 거래의 주체들은 거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균등하게 가지기보다는 비 칭적으로 가지고 거래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해당 정보(Private information,

사적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쪽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Action;

Announcement)을‘신호(Signal)’라고 하며, 정보를 가진 편이 가지지 못한 편에 신호

를 보내는 과정을‘신호전송(Signaling)’이라고 한다[Tirole, 1988; Fudenberg and

Tirole, 1992; 신성휘, 2003]. 

‘신호(Signal)’는 한계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인데도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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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irmani and Rao(2000)에서 수정 인용

[그림 1] 정보비 칭에 의한 시장실패 응방안



선량한 일반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내재적 단서(Intrinsic cues)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비 칭성 상황에서의 선별문제(Classification problem)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Boulding and Kirmani, 19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호전송

은‘시장실패 해소‘를 핵심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Kirmani and Rao, 2000]. 

신호전송은 사적정보를 가진 경기자가 먼저 특정 행위를 취함으로써 이 행위를 통

해 상 방에게 자신의 유형(Type)을 알리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와 같이 신호전송

의 기제(Mechanism)를 규명하는 게임을‘신호전송게임(Signaling game)’이라고 한다

[Tirole, 1988; Fudenberg and Tirole, 1992; 한동근, 1997]. 신호전송게임은 서비스 역

량 등 자신의 유형(Type)에 해 상 가 알지 못하는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신호발신자와 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한 신호수신자 사이에 다음의 순서

로 진행되는 게임을 말한다[Tirole, 1988; Fudenberg and Tirole, 1992; Gibbons,

1992; 한동근, 1997]. 

자연(Nature)이 신호발신자의 유형을 선택해서 신호발신자에게 알려준다

[Harsanyi, 1967]. 신호수신자는 발신자의 유형이 자연에 의해 할당되는 사전적 확률

분포(Prior probability)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선택되었는지 알 수

없다. 신호발신자는 자신의 유형이 주어지면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 선택한다. 신

호수신자는 신호를 관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호발신자의 유형에 관한 사전

적 믿음(사전적 확률분포)을 새롭게 조정(Update)한다. 신호수신자는 새롭게 조정된

신호발신자의 유형에 한 믿음(Posterior belief)에 근거하여 최선의 전략 안을 선택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신호전송게임에서 어떠한 전략과 믿음이 완전베이즈균형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Tirole, 1988;

Fudenberg and Tirole, 1992; Gibbons, 1992; 한동근, 1993]. 첫째, 신호수신자는 신호

발신자의 신호를 관찰한 후 신호발신자가 어떤 유형의 경기자이기에 그런 신호를 보

냈는지에 한 믿음(발신자의 유형에 한 확률분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호수신

자는 위에서 형성한 믿음을 근거로 자신에게 최 의 기 보수(Expected payoff)를 주

는 안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신호수신자의 행태를 미리 계산에 넣은 신호발신자

는 애초에 자신의 보수(Payoff)를 최 화할 수 있는 신호를 선택한다. 이 때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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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할당할 수 있는 신호발신자의 모든 유형에 한 신호발신자의 행동계획(A set

of action plan)을 말한다. 넷째, 신호수신자가 형성한 믿음은 신호발신자의 전략(각

유형에 응하여 선택된 신호)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신호전송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기업의 신호를 보고 선량한 일반기업인지 알아낼 수 있으려면

신호전송게임의 해( )로‘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해야 한다

[Boulding and Kirmani, 1993]. 만일 한계기업이 선량한 일반기업의 전략을 모방하는

공동균형(Pooling equilibrium)이 신호전송게임의 균형에서 달성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량한 일반기업을 선별해낼 수 없게 되므로 소비자가 직면한 정보비 칭성을 해소

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한 시장실패를 해결한다는 신호전송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호전송게임의 해로 분리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표 4>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Kirmani and Rao, 2000]. 첫째, 선량한 일반기업은 신호전송

시의 보수가 신호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의 보수보다 더 커야 한다(A > B). 이를 다른

말로‘Individual Rationality 조건(IR 조건)’이라고 부른다[Tirole, 1988]. 둘째, 한계기

업은 신호전송시의 보수가 신호전송을 포기하는 경우보다 더 작아야 한다(C < D).

이를 다른 말로‘Incentive Compatibility 조건(IC 조건)’이라고 부른다[Tirole, 1988].

신호전송에 한 연구는 미시경제학 분야의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이론적 연구 결과에 한 실증적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호전송이론은 거래당사자간에 정보비 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한 정보경제학적 연구에서 유래된 일련의 이론 중 하나이다[Spence, 1973; Boulding

and Kirmani, 1993].

마케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신호전송( )의 이론적 연구는 <표 5>와 같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적으로 누가(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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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호전송게임의 보수(Payoff)

구분 신호전송 신호전송 포기

선량한 일반기업의 보수 A B
한계기업의 보수 C D

자료원: Kirmani and Rao(2000)에서 수정 인용



단을 통하여 신호전송( )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Spence(1973) 등

초기의 일부 문헌을 제외하고는 부분 정보를 많이 가진 기업이 시그널을 발신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시그널을 수신하는 객체로는 소비자[Milgrom and Roberts, 1986]

혹은 유통업체[Chu, 1992]로 별된다. 전송되는 정보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제품의 품질[Milgrom and Roberts, 1986], 수요[Chu, 1992], 역량(생산성)[Spence,

1973] 등이 있다. 그 동안의 문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신호전송( )의

수단으로는 가격을 기본으로 광고[Kihlstrom and Riordan, 1984], 유통업체의 명성

[Chu and Chu, 1994], 인력의 교육 수준[Spence, 1973], 보증[Lutz and Padmanabhan,

1995] 등을 꼽을 수 있다. Nelson(1970)은 정보 비 칭성 문제에 기인하는‘시장실패

(Market Failure)’를 막기 위한 기제(Mechanism)의 하나로 브랜드를 제시했고,

Nelson의 연구를 기초로 한 경제학적 모형에서 브랜드 혹은 브랜드와 결부된 가격,

광고, 보증 등 다양한 기업의 행위가 제품 품질을 신호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Klein and Leffler, 1981; Kihlstrom and Riordan, 1984; Milgrom and Roberts,

1986]. 

신호전송과 관련된 실증 연구는 선행적인 이론적 연구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고 있으며 <표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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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호전송 관련 이론 연구

분류기준 구분 연구자

신호송수신 주체(Who) 기업 � 소비자 Milgrom and Robert(1986)
제조업체 � 유통업체 Chu(1992)
구직자 � 구입업체 Spence(1973)

신호내용(What) 제품품질 Milgrom and Robert(1986)
수요 Chu(1992)

역량(생산성) Spence(1973)

신호전송 수단(How) 광고 Milgrom and Robert(1986)
가격 Khilstrom and Riordan(1984)

브랜드 Chu and Chu(1994)
입점료 Chu(1992)
보증 Lutz and Padmanabhan(1995)

환불보장 Moorthy and Srinivasan(1995)



III. 자동차 A/S 부품 유통의 정보비 칭성에 한

Akerlof식 이해

본 절에서는 제품품질에 한 소비자의 정보비 칭성 문제가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는 Akerlof의 시각을 자동차 A/S 부품 유통에 적용하여 시장실패의 개연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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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호전송 관련 실증 연구

연 구 자 신호 연구방법 결 과

Rotfeld and Rotzoll(1976) 광고 2차자료 활용 광고-품질평가 상관관계 존재

Archibald at al.(1983) 광고 2차자료 활용 광고-구매 후 평가 상관관계 존재

Kirmani and Wright(1989) 광고 복수 실험 광고-품질지각 상관관계 존재

Mizno and Odagiri(1989) 광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비자 학습효과 존재시 광고-품질

상관관계 존재

Kirmani(1990) 광고 실험 광고빈도-품질지각 간 역-U 관계 존재

Kirmani(1997) 광고 실험 컬러광고빈도-품질지각 간 역-U 관계

존재(흑백 예외)

Caves and Greene(1996) 광고/ 2차자료 활용 편의품에서 가격-품질지각 상관관계 발견

고가격

Erdem(1998) 브랜드 Scanner panel data 브랜드 확장 시 품질신호 효과 존재

(저품질 확장 예외)

Erdem and Swait(1998) 브랜드 설문 LISREL 분석 브랜드의 일관성, 명확성이 신호의 신빙성

과 상관관계

Wiener(1985) 보증 2차자료 활용 보증-신뢰성지각 상관관계 발견

Kelly(1988) 보증 2차자료 활용 보증-품질 상관관계 발견

Boulding and Kirmani 보증 실험 보증-품질상관관계 발견(보증 확실 시)

(1993)
Gerstner(1985) 고가격 2차자료 활용 제품 유형별로 가격-품질 관계 변화

Tellis and Wernerfelt 고가격 기존문헌 연구 내구재에서 가격-품질 상관관계 발견

(1987) (Meta-analysis)
Dawer and Savary(1997) 낮은 실험 구매의도는 이론지지

도입가 (품질 평가는 이론 지지 못함)

자료원: Kirmani and Rao(2000)에서 수정 인용



기로 한다. Akerlof(1970)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불완비정보게임(Incomplete

information game)을 구성하여 자동차 A/S 부품 유통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다. 

먼저 자동차 A/S 부품 유통의 환경을 살펴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A/S 부품의 품질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동차 A/S 부품에 관한 조사, 2003년 7월 NFO Korea). 예를 들

어 부품 내구성 등의 품질 요소는 수리 직후에 확인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품질의 확

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정 1: 자동차 A/S 부품의 품질에 하여 소비자가 제 로 알기 어려운 정보

비 칭성이 존재한다.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보험조사실, 정비업체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관련

‘보험사기 기획 조사실’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사고차 수리시

과잉수리 및 허위수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수리를 마치고

나온 차량 507 에 물어본 결과 68%인 346 가‘부당청구’된 차량으로 밝혀졌다. 더

욱이 부당청구된 차량의 64%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과다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토 로 다음의 가정을 하는 것은 자연스

럽다고 볼 수 있다.  

가정 2: 자동차 A/S 부품을 리하여 구매하는 정비업체의 도덕적해이 현상이

존재한다.  

1. 게임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부품품질에 한 정보 비 칭성 문제가 존재하는 불완비정보 게임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품질 부품 생산업체, 저품질 부품 생산업체, 정비업체, 소

비자를 주요 경기자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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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품질 부품 제조업체와 저품질 부품 제조업체가

각자의 부품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생산한 부품의 도매가격을 책정한

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조달 부품의 유형을 선택하고 부품의 소매가격을 책정한다.

끝으로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 게임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소비자는 부품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사전적인 확률분포는 가지고 있는데, 사전확률은 소비자가 부품구입 및 부품

품질의 평가 이전에 임의의 자동차부품이 고품질일지 저품질일지의 여부에 해 선

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2) 다음으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

는 자동차부품의 품질을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하므로 자동차 A/S 부품

시장에서 부품의 가격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기 하는 품질수준의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3) 거래의 일방인 소비자가 다른 일방인 정비업체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평

가할 수 없는‘숨겨진 행동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진

정비업체가 정보를 덜 가진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를 빼앗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는데, 이를‘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4) 끝으로 정보경제학의 관행에

입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위해 고품질부품에 한 소비자의 효용,

즉 지불용의의 상한 수준보다 그 부품의 생산 및 유통비용이 낮고, 다시 저품질 부품

에 한 소비자의 효용은 그보다도 더 낮으며, 저품질 부품의 생산 및 유통비용은 가

장 작은 상황을 상정하기로 한다(CL < L < CH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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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게임의 용어 정리

H: 고품질부품에 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L: 저품질부품에 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P: 부품에 한 정비업체의 소매가격

Ci: i-유형의 부품에 한 생산 및 유통비용(i = H, L)

Wi: i-유형의 부품에 한 정비업체의 조달가격(i = H, L)

qi: i-유형의 부품 생산(조달)량(i = H, L)

ρ: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품질부품의 확률

ρ′: 소비자가 사후적으로 형성한 고품질부품의 확률

ΠCCi: i-유형의 부품 조달 시의 정비업체 이윤(i = H, L)



2. 게임의 균형

본 모형에서는 동적 불완비정보게임의 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Gibbons,

1992] 완전베이지안 균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다. 완전베이지안 균형을 찾는 정

해진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직관에 입각하여 먼저 본 게임의 균형을

찾아보면 다음의 (1)과 같다.

{ρ′= 0,  WL = L,  qH = 0} (1)

(증명) 먼저 본 게임의 공동균형(pooling equilibriu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로 한다. 만일 ρ′= ρ (ρ > 0)라고 가정한다면, 부품의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한편 조달하는 부품의 유형을 결정하는 정비업체의 최적전략은 다음의 (2)가 된다. 

{P = ρ′H + (1 – ρ′) L,  qH = 0} (2)

왜냐하면 다음의 (3)과 같이 저품질부품을 조달할 때의 정비업체 이윤이 고품질부

품을 조달할 때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ΠCCL
= ρ′H + (1 – ρ′) L – WL > ρ′H + (1 – ρ′) L – L > ρ′H + (1 – ρ′) L – WH = ΠCCH

, (3)

그런데 소비자가 (3)을 알게 될 경우에는 애초의 가정인 ρ′= ρ (ρ > 0)이 유지될 수

없어 상호모순이 발생하여 완전베이지안 균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 게임의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로 한다. 우선 분리균형이 되려면 부품제조업체가 브랜드를 확립하고 신호

전송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Nelson, 1973; Milgrom and Robert, 1986). 소비자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비자는 자동차 A/S 부품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고 정비업체에 위임하며(설문 응

답 소비자의 72%가 정비업체에 위임하여 자동차 A/S 부품을 구매), 다양한 개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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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표 2> 참조) 신호

전송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본 게임의 분리균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

다고 볼 수 있게 된다. 

IV. 자동차 A/S 부품 유통의 정보비 칭성에 한 실증 연구

1. 연구가설 설정

한국의 자동차 A/S 부품 업체 수는 2002년 현재 915개 사로 기업이 61개사, 중소

기업이 854개사이다. 이 중 소규모 중소업체의 경우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기가

어려워 Chu and Chu(1994)의 연구에서 모형화된 바 있는 브랜드 명성이 낮은 제조업

체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hu and Chu(1994)에 의하면 소규모 중소업체

는 명성 있는 부품 유통업체의 브랜드의 명성을 빌려서 자신의 부품 품질에 해 신

호를 전송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호가 과연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송되고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통업체 브랜드의 유무에 따라 효용과 관여도 등을 비

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들은 정보비 칭 상황에서 품질에 해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명성

있는 유통업체 브랜드가 부착된 부품의 경우는 부품의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부착되지 않은 부품의 경우보다 소비자들은 효

용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 예상된다.  

가설 1.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는 경우보다 소

비자의 효용이 더 클 것이다.  

자동차 한 에 필요한 부품의 수는 매우 많다. 많게는 3~4만 개 이상으로 들어가

는데 이러한 부품도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품과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

품 간의 효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여도에 따라서 유통업체 브랜드가

부착된 부품을 구매할지 아닐지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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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브랜드를 구매할 때에는 명성 있는 유통업체의 브랜드가 부착된 부품을 구매하

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경우는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부품을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관여도에 따라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 브랜드의 구매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2. 분석 방법

1)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명성 있는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의 브랜드의 유무를 자동차 A/S

부품 산업의 특성에 따라 순정품과 비순정품으로 구분하 다. ‘순정품’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성차 제작 시 적용된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완성차업체 또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순정품에는

순정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비순정품인 경우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같

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완성차 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순정품 마크는 명성 있는 유통업

체의 브랜드로 볼 수 있다.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의 브랜드에 한 소비자의 효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컨조

인트 분석을 실시하 다. 컨조인트 분석이란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제품이 갖고

있는 각각의 속성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효용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각 속성에 한

척도를 결정하고 각 속성들의 여러 수준으로 결정된 제품에 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선호에 해 질문하여, 각 속성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각 속성에 한 선호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중요한 부품인 타이밍벨트와 가격이 비교적 저렴

하고 덜 중요한 부품인 항균필터의 2가지 부품을 선택하 다. 순정품 여부, 가격, 서

비스 수준에 따라 다음 <표 8>과 같이 프로파일을 작성하 다. 순정품 여부에 따라

순정품과 비순정품으로 나누었으며, 가격은 비싼 수준, 중간 수준, 저렴한 수준의 3

수준으로 구분하 다. 서비스의 경우는 좋음과 보통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좋은 수준

은 부품조달시간이 6시간 이내, 부품품질보증기간이 1년, 비용처리는 투명한 정비내

역을 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준이며, 보통 수준은 부품조달시간이 2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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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품품질보증기간이 없으며, 현금거래만 가능하고 간이 수증을 발행하는 수준

이다. 

관여도에 따라 유통업체 브랜드 유무 제품 구매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비자가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이 중요한 부품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었는지, 순정품이었는지 비순정품이었는지 응답하도록 하 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에 따른 효용을 보기 위해서 컨조

인트 분석을 실시하 고, 관여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분석을

이용하 다. 

2) 조사 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동차 A/S 부품 유통에서의 정보비 칭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자가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소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부품을 교체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 설문

조사 상은 서울/경기, 남, 호남의 3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500부 다. 설문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0

일까지이며, 미국의 5 다국적 소비자 조사회사인 NFO Korea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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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컨조인트 프로파일

속성 타이밍벨트 항균필터

순정여부 순정품 순정품

비순정품 비순정품

가격 15만원 16,000원
12만원 12,000원

9만원 8,000원

서비스 좋음 좋음

보통 보통



3. 실증 결과

본 연구는 자동차 A/S 부품산업에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것을 실증 분석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컨조인트 분석, 빈도분석, χ2 분석을 실

시하 고,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11.0/PC를 사용했다. 

가설 1.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는 경우보다 소

비자의 효용이 더 클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 결과 모델의 Pearson’s 상관계수는 타이밍벨트는 .990, 항균필터는

.994이며 Kendall’s tau는 타이밍벨트는 .857, 항균필터는 .857로 둘 다 모형의 적합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다.

<표 9>와 같이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인 순정품의 경우

타이밍벨트의 경우와 항균필터의 경우 각각의 효용을 .87과 .86으로, 유통업체 브랜

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효용을 크다고 인식하 다. 따라서 자동차 A/S 부

품 유통업체 브랜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효용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가설 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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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컨조인트 분석 결과

속 성
타이밍벨트 항균필터

수준 효용 수준 효용

순정 여부 순정품 .87 순정품 .86
비순정품 -.87 비순정품 -0.86

가격 15만원 -1.01 16,000원 -1.08
12만원 .22 12,000원 .27
9만원 .79 8,000원 .81

서비스 좋음 .71 좋음 .73
보통 -.71 보통 -.73



가설 2. 관여도에 따라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 브랜드의 구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여도에 따른 자동차 A/S 부품 유통업체 브랜드의 구매는 <표 10>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9.551, p < .01). 중요한 부품의 경우 순정부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 비순정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부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유통업체 브랜드가 품질 및 부품 전반에 한 신호를

보내므로 순정부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는 비순정부

품을 구매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토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품질에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

는 정보비 칭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 비 칭 문제가 시장실패로 이어 진

다는 것을 Akerlof(1970)의 연구에 비추어 이해해 보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모색하

다. 이러한 정보비 칭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유통업체 브랜드의 역할을 살펴보아

Chu and Chu(1994)의 연구를 자동차 A/S 부품산업에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자동차 A/S 부품의 품질에 하여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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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관여도와 유통업체 브랜드 유무의 관계

순정품 비순정품 χ2 p-value

중요한 부품 269(90.9) 27(9.1) 9.551** .002
중요하지 않은 부품 61(78.2) 17(21.8)

합 계 330(88.2) 44(11.8)

* p <.05, ** p < .01, *** p < .001



칭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A/S 부품 산업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Akerlof

(1970)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이론적으로 규명하 다. 

둘째, 정보비 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 A/S 부품 시장에서의 유통업체 브랜드

의 역할에 해 분석하 다. 유통업체 브랜드 유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의

차이, 관여도에 따른 유통업체 브랜드 구매 여부를 알아보았다. 유통업체 브랜드가

부착될 경우 부착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효용을 느끼고 있었으며, 관여도가 큰 중

요한 부품의 경우 순정품 구매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유통업체 브랜드는 부품에 한 신호를 전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hu and

Chu(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품질을 증명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경우 명성 있는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통해 품질에 해 신호를 전송한다는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통업체 브랜드 유무, 즉 순정품 여부는 소비자에게 부품에

한 신호를 전송함으로서 부품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비 칭성 해소를 시도함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가지는 첫 번째 시사점은 자동차 A/S 부품 유통에 정보비

칭이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Arkelof(1970)의 연구를 적용하여

연구의 역을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로 제품 품질에 한 소비자의 정보비 칭성 문제가 시장 실패로 이어지며, 이

러한 정보비 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브랜드 명성을 신호로 보낸다

는 Chu and Chu(1994)를 한국의 자동차 A/S 부품산업에 적용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중고차시장에서는 정보비 칭성으로 인해 레몬마켓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

존의 연구에 덧붙여, 자동차 A/S 부품 산업의 경우도 정보비 칭성으로 인해 시장실

패가 발생함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업체는 유통업체의 브랜

드 명성을 통해 품질에 한 신호를 소비자에게 보내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를 부품

에 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실무적으로 가지는 첫 번째 시사점은 명성 있는 유통업체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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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에게 부품에 해 전달하는 신호로서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명제를 상

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품업계의 순정품 마크는 소비자에게 부품의 품

질에 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순정품 마크에

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순정품 마크가 있다는 것조차 소비자가 모르는 하나의

정보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순정품 마크에 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잘

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에게 부품에 해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중소규모 부품업체의 경우 인

증마크와 저렴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규모 부품업체의 신호

전송에 한 한 가지 안으로는 부품업체들이 연합하여 소비자에게 품질에 해 신

호를 보낼 수 있는 인증마크를 고안하여 부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의 분석 방법 측면에서 볼 때 유통업체 브랜드의 유무에 따른 효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순정품과 비순정품에 한 효용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벨트와 항균필터를 제시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 다. 컨조

인트 프로파일의 설계에 있어서 가격 수준의 결정, 제품의 선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 분만 아니라 순정품과 비순정품에 한 전반적인 인지도

에 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A/S 부품산업에서의 시장실패 해소

를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부품 품질에 한 신호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

는 명성 있는 유통업체의 브랜드 외에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비업체가 정보비 칭을 악용하여 부당한 청구

나 수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 비 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 있는 자동차 A/S 부품 유통 이외의

분야에서 관련 실증연구를 통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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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Signaling Effect of Intermediary
Brand in Korean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Wujin Chu***
Hyunsik Kim***

Mee Ryoung Song***

Market failure problem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in marketing research area since

Akerlof (1970) proposed the urgency of the issue. Although many researchers pointed out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results, the empirical studies are insufficient. Chu and Chu’s study

(1994) is one of the theoretical researches which have not yet been proven empirically but

calls for empirical valid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in the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through the data gathered in Korean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We find that there is some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in the industry and the intermediary

brand may be a proper signal of the hidden quality of automotive components. These

findings give support to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Chu and Chu (1994). 

Keyword: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Information Asymmetry, signalling, Game

Theory, Market Failure, Intermediary Brand,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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