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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ascompetition among businesscorporationsisgetting
intense and the level of technology is equalizing and products
themselvesarenolongerdifferentiating factor,consumersaremore
and moredepending on theimageofbusinesscorporation in their
decision‐makingofpurchase.Themanagementofimageofbusiness
corporationistheefforttomakecoincidebetweentheimagethata
businesscorporationseeksandthatcustomershaveintheirmindand
itsessentialcoreisthemanagementofidentity.



Since construction industry, unlike other industries, has the
characteristicsofproductionbyorderaswellascomplexproduction,
specializationsofeachinvolvedfieldsareinevitableanditisconsisted
oftherelationbetweentheconstructionbusinesscorporationandthe
orderingsubject.
Theconstructionindustryofourcountryiscurrentlygoingthrough

greatenvironmentalchangeinandoutduetotheopeningofdomestic
markettoforeignbusinessenterprisesandalsotoeconomicdifficulties.
To cope with this change positively itis necessary to corporate
between construction firm and the ordering subject for stronger
competitivepower.
Ifso,whatistherelationalcharacteristicsthatenablesthelong

term relationshipbetweenthem?Thepossibilityoftheintimateand
focusedrelationshipbetweenconstructionfirm andtheorderingsubject
isthethemediscussed in variousmodelsin theareaofrelational
marketing.
Nevertheless,inthefieldofrelationalmarketing,inmakingeffortto

establishrelationbetweenenterprises,thatis,indrawingtheordering
subject'swillofcontinuousdealingandpositiveactions,thereisnot
much study on when and why theordering subjectpositively and
favorablerespond.
Today,inthesituationofglobalization ofconstructioncorporation

and ofthe increase oftechnologicalpower,the positive action of
ordering subjecttowards construction firm shows various changes.
Themajorfactorfortheorderingsubjecttochooseconstructionfirm
tendstobeitsprominentidentityofformedbythegoal,structure,



procedureofbusinessmanagementand atmosphereratherthan the
correctinformationaboutit.
Even though theidea oftheprominentidentity isderived from

social‐psychologicaltheoryandplaysanimportantroleinselectingof
relations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there is not yet much
discoveredaboutit.
Generallytheprominentidentityaswhatthecorporationdesiresbe

perceived by customerexpressestheintegralimageand values of
corporation.Thisprominentidentityofcorporationisneithertangible
nortouchableandyetitisthefeeling picturedinthemindofthe
orderingsubjectandconsiderablyinfluencesontherelationsbetween
thecontractingparties.
Therefore,in orderto continuously draw the positive actions of

orderingsubjecttowardstherapidlychangingconstructionfirm onthe
basisoftheinfluentialfactorsoftheprominentidentityofcorpo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mediating role ofthe prominent
identitybyexaminingtheinfluentialrelationsbywayoftheprominent
identityofcorporationonthecustomer'srepurchaseintention.
Theoutcomesofthestudyarethefollowings.First,whereasinthe

case of similarity ofidentity,its high quality influences on the
attractionofidentity,inthecaseofuniqueidentity,itdoesnot.That
istosay,in theconstruction situation,in thecaseofestablishing
relationbetweentheorderingpartyandcooperatingbusinesspartner,
since it is characterized as general contracting relations, this
phenomenonisnoticeable.
Second,the attraction ofconstruction firm affects the prominent



identityanditinturnworksasthereinforcingfactorofrepurchase
intention.Thusinordertodraw thepositiveactionsoftheordering
subjecttowardstheconstructionfirm,thereshouldbesomeplansof
enhancing the attraction ofidentity.Thatis,through keeping the
deadline,quality guaranteed,economic benefits itis necessary to
improvetheattractionofidentitybytheorderingsubject.
Alsobyassuringthattheprominentidentityaffectsnotablyonthe

repurchaseintentionofcustomers,theroleoftheprominentidentityis
confirmed to be very importantin the marketing relation between
corporation and customer.Thestudy issignificantforproviding a
guidance for corporations that want to form and maintain the
marketingrelationswithcustomeraswellastochangethedirection
intoamorefavorableone.
Nevertheless,sincetheprovenresultanditsinterpretationofthis

studyshowssomelimitationsandrestrictions,itsimplementationneeds
moreprecautions.Inthefuturemorethoroughstudiesonsolvingthese
problemswillbeneeded.
Somelimitationsofthisstudyarethefollowings.First,sincethe

suggested variations to estimate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prominentidentityarenotabsolutetools,furtherstudiesonspecific
and featured (reputation ofcorporation,mutualbenefits,degree of
participation)factorswillbeneeded.Alsorecognizingtherepurchase
intentionofcustomerasresultingfactorsofprominentidentity,such
specificresearchthemesasthedevotion,loyaltyofcustomerwillneed
tobeanalyzedindepth.
Second,in selecting specimensby applying themethod ofconvenient



selectionofspecimen,theyarenotrandomlyselectedandthusthestudy
hasthelimitationofgeneralization.Thatis,sinceforconvenience'ssake
theconstructionfirmsofChunNam,Gwang Ju areawereselectedand
focused particularly on them,the research results have limitations for
generalization.
Third,inthisstudy,theconceptofinfluentialfactorsontheattractive

identityofcorporationcannotbescrutinized.Thatis,inthecaseofthe
specimensofthisstudy,therelationbetweentheconstructionfirm andthe
orderingsubjectarealreadyincludedinthespecimen,theuniquenessofthe
ordering subjectcannotbe exposed.Therefore,forfuture studies equal
contractingpartieswillneedtobeselectedand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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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수준은 점차 평준화되어 제품 자
체에 의한 차별화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이 바라는 모습과 고객의 머릿속에 그리는 기업의 모습이 일치되게
하는 노력이 기업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이의 핵심요소는 아이덴
티티를 관리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수주생산과 복합생산이라는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건설업체와 발주
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외국 업체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과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건설업체
와 발주자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장기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 특

성은 무엇인가?건설업체가 발주자와 밀접하고 몰입된 관계를 구축할 수
가 있는지는 관계 마케팅 부분에서 여러 모형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
는 주제이다(DeOdekerken-SchroderandIacobucci2001).
그러나,관계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기업간 관계 구축 노력,즉 건설업체

에 대한 발주자의 지속적인 거래 의지와 재 구매 의도를 이끌어내는데 있
어 발주자가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호적이면서 확실하게 반응하는지



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연구 또한 극히 미약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건설기업이 글로벌화 되고 기술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긍정적 구매행동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
며,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조직의 목적,구조,업무처리 과
정,그리고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는 건설업체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현저
성이 발주자의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Kunda1999;ScottandLane2000).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이론들

로부터 도출되었으며(Burke 1980; Laverie 등 2002; McCall and
Simmons1978;Stryker1968,1980,1987a,b;Turner1978),기업과 기업
의 관계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실증된 부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기업이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되

기를 원하는 바람직한 연상들 중 두드러져 보이는 연상으로써 기업의 통
합적 이미지 및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발주자의 머릿속에 그려지
는 느낌이며 그 영향력은 발주자의 행동 변화나 심리적 태도에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과연 발주자의 재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이러한 아이덴티티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써 선행 연구들(Maeland Ashforth
1992;RaoandGlynn1995;Arnett등 2003)을 기반으로 아이덴티티 매력
성과 결정요인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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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두 가지 방
법을 병행하였다.먼저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 영향요인들을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하고,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경유하여 고
객의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아이덴티티 현
저성의 매개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제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와 직접적으로,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및 필요한 이
론과 논리들을 기술하였다.그리고 본 연구 수행의 의미 및 필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제 3장은 모형의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모형의 도출과 연구 가설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 4장에서는 실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본 조

사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설문의 구성,자료수집 분석,가설에 대한
검증 등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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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아이덴티티(Identity)는 동일함,동일성,주체성,주체의식,동일인임,본
인임,신원,정체,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아이덴티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인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추론된다.이러한 차별화는 시각적 단서들,예를 들어 의상,몸짓,헤어스
타일의 사용을 통해 이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그
러한 시각적 단서만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시각적 단서뿐만 아니라 언어,행동,독특한 버릇과 같은 다른 단
서들에도 의존하게 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Erickson은 ‘자아동일성’이라고 정의하고,개인화
환경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김도근 2001).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아이덴티티를 갖는다(Bernstein1986).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이 기업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기업측면에서의 아이덴티티 역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체의 자기 확립을 일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기업에
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기업 활동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업의 실체
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며,기업의 이미지를 폭넓게 전달하고 올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육화영
2005).기업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 자체의 표상이
다.그리고 다른 조직들로부터 자체를 구별시키는 수단이 된다.기업 아이



덴티티는 “그 조직은 무엇인가?”,“그 조직은 무엇을 행하는가?”,“그 조
직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명확히 표현해 준다.그리고 조직의 비즈니
스 방식과 채택되는 전략을 연결시킨다(Olins1990;Topalian1984).모든
조직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Abratt1989;Bernstein
1986;Olins1990).어떤 조직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
구하는 반면 다른 조직들은 아이덴티티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수용자들을
혼동시키고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
적 평판을 형성하게 된다(Fill1995).
기업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단서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영된다.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지각되기를 바라는가를 나타낸다.이러한 단서들은
신중히 계획된 메시지가 특정 타겟 공중들에게 전달되고 특정 대상들에게
도달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MarkwickandFill1997).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역사,신념,철학,기술,종업원,기업윤리,
문화적 가치와 전략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이 되며,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통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경험과 판단에 의해 소비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identity)가 있으며,이밖에도 문화활동이나 스포츠,
이벤트 후원 그리고 PR과 광고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CI와 BI모두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도근
2001).
기업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통일된 학문적 정의가 없는 가운데 초기연구
에서는 로고와 같은 그래픽 디자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였으나,
다양한 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점차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기업 아이덴티
티를 기업의 경영행위(management behavior), 커뮤니케이션 활동



(communicationbehavior),내․외부 고객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등을 포
함한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인혁․김화동 2000;
Olins1989;Harris1995;vanRieandBalmer1997).
Olins(1989)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로고(logo)나 기업명의 시각적 차별성

뿐 만 아니라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제품 및 제품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기업의 통합적 이미지 및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Harris(1995)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 아이덴티티를 단순히 기업의 상징적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의식적인 형성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기업이 제품 또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였고,어떻게 관리하였으며,어떻게 유통시켰느냐에 대한 기
업전략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안광호․한상만․전성률(2003)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업이 표적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직한 연상들(혹은 이미지)로 정의하고,
기업 아이덴티티 전략이란 바람직한 기업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의 마음속
에 구축하기 위해 기업 명,기업의 특성,심벌,광고,판매촉진,이벤트,
PR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VanRielandBalmer(1997)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업 구성원으

로부터 잠재적 고객층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 기업의 차별적 가치라고 보고 있다.이러한 공유된 기
업의 차별적 가치는 기업의 이념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로고나 기업명과
같은 시각적 표시물,커뮤니케이션 활동,직원행동,제품전략 등 기업의
모든 구성요소에 침투되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에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AlbertandWhetten(1985)은 기업의 조직행동론 차원에서 해석하였는
데,기업 아이덴티티는 조직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심적 특성,다른 조직들
과 구별되게 하는 차별성,시간흐름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기간



적 연속성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다차원 접근 연구들을 기반으로 그 개념을 종합하여 최인혁

․김화동(2000)은 기업 아이덴티티는 제품 및 제품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
에 대해 소비자의 과거 제품구매 및 사용의 직접적인 경험과 광고 및 구
전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경쟁기업들과 차별되게 지각되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기업 활동의 결과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기업의 경쟁적 이점 또는 가치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러한 관점
은 기업아이덴티티를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인 제품,
서비스,환경,정보,행위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써 제품,서비
스는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환
경은 제품 서비스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가의 문제로서 장소나 물
리적 환경(physicalcontext)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정보는 기
업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며,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행위라는 것은 기업 내 구성원들 간 뿐 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외부 고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최인혁․김화동 2000).
따라서,기업 아이덴티티의 최근 선행 연구들을(AlbertandWhetten

1985:Olins1989;Harris1995;VanRieandBalmer1997)기반으로 기
업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종합하면,기업 아이덴티티는 한 기업을 다른 경
쟁기업들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소비자들의 지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경쟁적 이점 또는 가치에 작용
하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인혁․김화동 2000).



222...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특특특성성성

최인혁․김화동(2000)이 정의한 것과 같이 한 기업을 다른 경쟁기업들
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소비자들의 지각을 통하여 나
타나는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경쟁적 이점 또는 가치에 작용하는 요소
로서의 기업 아이덴티티는 3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Olins1989;VanRekom 1997).
첫째,모든 기업은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다.아이덴티티는 기업이 처
한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는 기업들
은 유사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둘째,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 이념 및 철학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기업비전,
그 비전을 달성하는 경영 목표 및 전략 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러한 기업이념 및 철학에 따라 기업들은 행동적 표현활동,시각적 표현활
동,언어적 표현활동 등의 조직을 일체화,통합화 하려는 노력 및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최인혁․김화동 2000).마지막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는 외부
고객 및 내부고객들에 대해 수행하는 행동적 표현활동 요소들에 의해 소
비자들에게 차별적 특성 및 경쟁적 가치로서의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업은 로고나 기업명과 같은 시각적,언어적 표현 요소들을 이용하여 기
업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인지시켜주는 것은 수단적 역
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며,기업 아이덴티티를 통한 기업의 경쟁적 이점 또
는 가치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제품성과,서비스성과,유통성과,직원
행동성과,기업이미지 활동성과 등과 같은 기업의 행동적 활동요소들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Olins1989;Kotl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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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erandSoemen(1999)은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이념 및 철학에 따
라 기업들은 행동적 표현활동,시각적 표현활동,언어적 표현활동 등의 조
직을 일체화,통합화 하려는 노력 및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
였다.즉 기업 이념 및 철학이 행동적 표현 활동,시각적 표현 활동,언어
적 표현 활동을 통해서 기업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영이념 및 철학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 아이덴티티는 소비자
들이 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Olins(1996)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제품의 차별적인 물리적

특성보다 소비자 자신의 직․간접적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정 기업
에 대한 선호나 호감 등과 같은 기업 가치에 더욱 더 의존한다고 보고 있
으며,최인혁․김화동(2000)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아이
덴티티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브랜드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된다고 보
고 있으며,여러 상황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기업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경영이념 및
철학

기업
아이덴티티

행동적 표현 활동

시각적 표현 활동

언어적 표현 활동

자료원:Balmerand Soenen (1999),The Acid TestofCorporate
IdentityManagement,JournalofMarketing(15),54.



위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 아이덴티티가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나,Selame(1997)은 이상의 기업 아이덴티티의 기능뿐 만 아니라 기업
활동 측면에서도 기업 아이덴티티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
에 의하면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고객들에게 기업의 생산․판매 등
경영활동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줌으로 인하여 기업 내부,재무,마
케팅 등 기업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준다고 보고 있다.



<표 2-1>기업 활동 측면별 기업 아이덴티티의 이점

기업활동 측면 내 용

내부적 이점
(InternalBenefits)

-종업원,경영자등 기업구성원들의 사기와 동기
를 향상시킨다.

-종업원의 이직율을 낮아지게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능력이 있는 종업원의 모집이 수월해 진다.
-기업 구성원들 간의 협력관계가 증대한다.

재무적 이점
(Financial
Benefits)

- 재무순환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가 인정되어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도록 해준다.

-기업합병 및 주식취득을 더 수월하게 해준다.
-경쟁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마케팅 이점
(Marketing
Benefits)

-소비자들에게 기업 및 제품에 대해 더 호감적
태도를 갖도록 하여 브랜드 로얄티를 높여준
다.

-판매업자들과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광고 및 촉진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기업의 새로운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해준다.

자료원 :최인혁․김화동(2000):경쟁적 가치 관점에서 본 기업 아이덴티
티의 구성요소,경영학연구,29(3).4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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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이덴티티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기업 아이덴티티는 회사의 네
임,로고,슬로건 등 다양한 시각적 재현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행동 및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공중에게 스며든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구조는 기업 이미지,기업 명성,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기타 기업연관 사항들로 개념화됨으로써 관련 기업의 특성(기업
문화,분위기,숙련도,가치관,경쟁력,공급 제품)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기업에 대한 감정,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소
비자의 기업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각과 믿
음을 포함한다(Dowling1986).
그러나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동일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모든 연관사항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여러 선행연구에서
인간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는 조직의 핵심적이거나 결정적인 특성,즉 한
조직에 대해 인간이 지각하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Dutton등 1994).
조직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개인에 대한 아이덴티티처럼,조직의 목적,
구조,업무처리 과정,그리고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며(Kunda1999;Scott
andLane2000),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한편,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
쳐 조성되는 조직의 핵심적 특성 및 특질의 계층적 집합체로 나타난다
(AlbertandWhetten1985).
Kunda(1999)과 ScottandLane(2000)은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개

인에 대한 아이덴티티처럼,기업의 목적,구조,업무처리 과정,그리고 분
위기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한편,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에 걸쳐 조성되는 기업의 핵심적 특성 및 특질의 계층적 집합체로 나타난
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운영원칙,조직의 목적,그



리고 리더십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핵심 가치관(Whetten and
Godfrey1998)과 산업 유형,기업규모,기업수명,경쟁력,출신국가,지리
적 위치 및 고용주의 리더십 형태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Pelled,
Cummings,andKizilos2000)을 반영하는 요인들로 구성될 수가 있다.
한편 안광호․한상만․전성률(2003)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기업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로
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이덴티티로 기업이 속해있는 동

종기업 범주에 있어서의 전형성과 관련된 아이덴티티,제품의 특성을 반
영한 아이덴티티,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대비 가격과 관
련된 아이덴티티,생산제품을 사용하는 상황과 관련된 아이덴티티,생산제
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둘째,조직과 관련된 연상에 의해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의 연상으로는 혁신성을 강조하는 조직,소
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조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직,고객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해당 산업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세
계적 기업을 지향하는 글로벌 조직 등이 있다.
셋째,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 외적 연상들로 기업을 사람에 비

유 했을 때 어떤 성격(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징과 관련된 연상이 있다.여기에는 기업을 나타내는 로

고,심벌,슬로건,패키지,특정 색상 혹은 모양 등과 연관지어 아이덴티티
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구성요소를 연

구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첫 번째 관점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크게 가시적-비가시적 부문으로 이
원화 시킨 Lambert(1989)의 관점이다.Lambert는 모든 회사의 재현물에
대하여 기업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그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하였다.“기업이 구별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에 명시
하기”그리고 “당신이 누구인가,무엇을 하는가,어떻게 하는가를 제시하
기”이다.즉 Lambert는 구조물이나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모든 회사의 구
성요소들 속으로 기업 아이덴티티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ambert(1989)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iceberg"라고 부른 그의 모델을

통해 기업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다.Lambert의 iceberg는 두 가지 수
준을 가지는 것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를 묘사하고 있다.즉 보이는 것과
표면 아래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표면 위는 시각적 요소-네임,로고,
색채이다.Lambert가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시각적 스타일을 공중들이
볼 수 있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일부이다.모델이 포함하는 표면 아래의
모든 것-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기업 구조와 행동-은 기업 아이
덴티티와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차라리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 아이덴티티의 관찰 가능한 요소에서 명시된다.이
러한 실무적 관점은 유형과 무형의 양자를 통합시키기 때문에 기업 아이
덴티티의 영역에서 학술적 작업의 논의로 이행하게 된다(Lambert1989).
BBVA(BancoBilbaoVizcayaandArgentaria)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

카의 금융 조직들과 은행들을 선도하는 몇 몇 은행들의 연합 브랜드이다.
BBVA는 이러한 Lambert의 iceberg모델을 통해 자사의 기업 커뮤니케
이션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Alloza, Conley, Pardo, FarFan and
Espantaleon2004).아래 <그림 2-2>과 같이 빙산의 15%는 표면위에 노
출되어 있으며,이는 BBVA의 광고,계열사,솔루션,제품과 서비스,
VI(visualidentity),기타 BBVA가 말하고 행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내부



적 경험(기업문화,기업원칙 등)은 이러한 가시적인 부분을 가능하도록 만
든다.그것은 BBVA의 모든 업무의 원동력이며,부서의 효율성과 결집력
의 창출에 도움을 준다.이러한 내부적 경험은 독특성을 만들고 기업을
규정짓는 단합력이 되고 서로 다른 고객들에 의해 제공되는 경험들을 구
축한다.
요약하면,이러한 철학은 기업문화와 브랜드가 통합된,전체 경험으로서

브랜드 관리에 기반 한다.기업문화는 행동적 토대에 놓여진 반면,브랜드
는 주주,고객,종업원,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로 변형된다.

<그림 2-2>BBVA Experience모델

자료원 :Alloza,Conley,Pardo,FarFan and Espantaleon (2004),
"Creating the BBVA Experience: Beyond Traditional
BrandManagement",CorporateReputation Review,7(1),
p.70.



두 번째 관점은 BirkigtandStadler(1986)의 4원적 관점이다.Birkigt
andStadler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업 철학에 기반한,계획되고 조작적
인 기업의 자기 재현”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자기 재
현은 기업 행동,기업 커뮤니케이션,상징을 통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기
업의 퍼스낼리티를 통해 구체화된다.
우선 기업 행동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행동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나 상징을 이용하여 특정한 기업 행동을 강조
할 수 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CI와 같이 구두 혹은 시각적 메시지를 이해관계자
들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이해관계자들
에게 추상적인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다.
상징은 다른 기업 아이덴티티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도구이
다.상징은 조직이 무엇을 하는가,혹은 최소한 조직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나타내 준다.
기업 퍼스낼리티는 기업의 자기 재현에 대한 징후이다.기업은 행동,커
뮤니케이션,상징을 통해 자신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한다.이를 구체화시
키는 것이 바로 기업 퍼스낼리티이다.
이러한 Birkigtand Stadler의 기업 아이덴티티 관점은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BirkigtandStadler의 기업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자료원 :Birkigt,K.K.andStadler,M.M.(1986),CorporateIdentity,
Grundlagen,Functionen und Beispielen,ModerneIndustrie,
LandsberganLech,invanRiel,C.B.M.(1995),Principles
ofCorporateCommunication,Prentice-Hall,London,p.33.

세 번째 관점은 BalmerandSoenen(1999)의 3원적 관점이다.Balmer
andSoenen은 기업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를 정신(mind),영혼(soul),목
소리(voice)등 세 가지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정신(mind)이란 기업의 비
전과 철학,기업의 전략,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성과,기업 성과,브랜드
구성물,기업 오너십 등을 말한다.그리고 영혼(soul)은 기업의 핵심 가치,
기업 문화,내부 이미지와 종업원의 호감(affinities)그리고 기업의 역사를
포함한다.마지막으로 목소리(voice)란 통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상징,기업 행동,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을 말한다.BalmerandSoenen은 BirkigtandStadler(1986)의 기업 아이
덴티티 관점이 상징에 초점을 맞추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초점을 덜
맞추고 있는 반면,자신들의 관점은 목소리(voice)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고 비교하고 있다.이러한 BalmerandSoenen의 기업 아이덴티티 구성요
소는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BalmerandSoenen의 기업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자료원 :Balmer,J.M.T.andSoenen(1999),TheAcidTestof
Corporate Identity Management",Journalof Marketing
Management,15(1),p.74.

이러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아이덴티티를 크게 기업의 내적 요
소와 외적 요소 그리고 시각적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기업의 내적
아이덴티티 요소는 기업의 철학이나 가치 혹은 미션을 들 수 있으며 기업
문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의 외적 아이덴티티 요소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업 행동이 포함된다.마지막으로
시각적 요소는 네임,로고,슬로건 등 기업 상징을 나타낸다.



555...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유유유형형형

기업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원천을 제공하
기 때문에 BalmerandSoenen(1999)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실제적 아이덴
티티,소구적 아이덴티티,이상적 아이덴티티,회구 지향적 아이덴티티로
구분하고 있다.첫째,실제적 아이덴티티는 기업 소유주의 특성,경영자의
경영 스타일 및 정책,기업의 경쟁적 위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 및 질,기업 성과 등에 반
영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자 및 스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소비자
들에게 제공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소구적
아이덴티티는 광고,PR과 같은 통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종업원
들 사이의 의견 교환,루머,기사 논평 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커뮤니케
이션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주주,고객,유통업자 등 기업의 외부
관련자들에게 기업의 명성(reputation)으로써 인식되어지는 유형이다.셋
째,이상적 아이덴티티는 사회적 환경,기술발전,경쟁 상황,소비자의 가
치 및 구매행동 등 기업의 거시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의 유형으로 개념적(conceptual)이고
최적(optimal)의 상황을 표현한다.마지막으로 회구 지향적 아이덴티티는
시장에서 구체화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이상적
아이덴티티와 같이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개념적 아
이덴티티로서 경영 비전(managementvision)과 기업 사명감(corporate
mission)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BalmerandSoenen(1999)은 이러한
이상적 아이덴티티,회구 지향적 아이덴티티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실제적 아이덴티티와 소구적 아이덴티티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 개개개념념념

조직 동일시에 관한 선행연구는 동일시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써,아이
덴티티 독특성,또는 특정한 아이덴티티 정보가 개인의 기억범위를 지배
하는 정도를 언급하였다.특히,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독특할 때,광범위한 상황과 장소에서 환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소비
자는 다른 이들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에 비교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가
지는 의미를 세심하게 살피고 집중하는 경향을 높일 것이다.
현저성은 어떤 집단에 대하여 설명함에 있어 한 인구 통계적 범주가 얼

마나 자주 사용되어 왔는지 하는 개인-수준 척도로서 정의되는 기업 아
이덴티티 현저성은 어떤 제품 하면 어느 기업의 제품이 먼저 연상되거나
어떤 집단을 말하면,집단의 소속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어떠한 특성
들이 가장먼저 떠올려 지거나 연상을 말한다(Randel2002).
따라서 아이덴티티 현저성이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혹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해당 그룹 내에서 그룹 내 다른 개체들에 비해
먼저 연상되거나 또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즉,아이덴티티 현저성은 개인들이
대상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과 경험들을 정보처리 함으
로써 지니게 되는 개인적 연상 수준으로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일을 할 경
우 이러한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Arnett,German
andHunt2003).
ScottandLane(2000)은 소비자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매력적이고 자

기-창조적 아이덴티티 정보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경우,소비자가 그



아이덴티티와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고용주와 고용원
의 상황에서,매일 같이 발생하는 고용원과 고용주간의 상호작용,조직 내
업무활동의 지속적인 반복,그리고 그 밖의 무수한 사회화 방안 등 때문
에 아이덴티티의 독특성은 균일하게 높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소비자-기업 환경에 있어 기업 아이덴티티가 독특하다고 느껴

지는 수준은 각각의 소비자마다 상이 할 것이며,편입성(embeddedness)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아이덴티티의 현저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는 하
지만,편입성 그 자체가 소비자의 지각된 독특성을 결정짓는 결정변수가
될 수 없을뿐더러,현저성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 이미지의 강도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강화될 수가 있다.
즉,기업 광고나 홍보와 같은 방안은 소비자에게 기업 아이덴티티를 교

육시킬 뿐만 아니라,다른 경쟁 기업들의 아이덴티티에 비해 자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다 현저하게 보이도록 만든다.일반적으로,기업과의 강력
한 연계(Keller1998)는 무형의 자원이면서 아이덴티티 자체와 관련이 있
기 때문에,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아이덴티티의 현저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경쟁 기업의 아이덴티티보다 확연하게 현저한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거나 고품격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라면,그와 같
은 아이덴티티는 태생적으로 훨씬 더 독특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Pratt
1998).
ScottandLane(2000)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이와 같은 요인들은 해

당 아이덴티티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기간과 공간을 더욱 더 많
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며,아이덴티티를 더욱 독특하게 보이고 접근이
편리한 것으로 연상시킴으로써,소비자로 하여금 그들 소비자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와 해당 아이덴티티의 연관성을 내부화하도록 도와준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기업 아이덴티티가 독특하고,빠르
고 쉽게 환기되며,다른 업체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에 비교에 대한 호감의
정도로 정의하게 되며 이러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아이덴티티 매력
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재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매개적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222...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최근의 건설시장 환경 변화는 크게 정부주도의 규제시장에서 민간위주
의 자율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중심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건설시장의 급속
한 변화 환경에서,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추고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능력 있는 업체의 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발주자에 대한 아이덴티

티 현저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높여주
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이덴티티 매력성을 영향 요인으
로 보고 있다.

1)기업 아이덴티티 매력성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
가되는 지에 따라 ‘브랜드-고객 동일시(customer-brandidentification)’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Bhattacharya,Rao,andGlynn1995).
조직 연구에서는 조직 동일시를 높여주는 조직 이미지의 매력성은 그

조직이 ‘자아개념의 지속성(self-continuity)’, ‘자아 구별성(self-



distinctiveness)’,그리고 ‘자아향상(self-enhancement)’을 얼마나 가능하게
해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며,또는 ‘조직에 대한 만족(satisfactionwith
theorganization)’,‘조직의 명성(reputationoftheorganization)’,‘접촉의
빈도(frequencyofcontact)’,‘관계의 가시성(visibilityofaffiliation)’등에
의존한다고도 보고 있다(DuttonandDukerich1991;Dutton,Dukerich,
andHarquail1994;MaelandAshforth1992).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지각하고 있는 발주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를 토대로 기업 아이덴티티의 매력을 평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매력 정도는 건설업체의 아이덴티티와 얼마나 유사한가(아이덴티
티의 유사성),건설업체가 중시하는 특성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아이덴
티티의 독특성),그리고 업체의 아이덴티티 고품격(identityprestige)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다.
Kelman(1961)은 정보원의 매력도(sourceattractiveness)가 높을수록 정

보원과 소비자 자신과의 동일시 과정을 거쳐 설득(persuasion)이 효과적
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어떤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면 그 기업에 대한 동일시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BhattacharyaandSen(2003)은 기업 아이덴티티가 갖는 매력도는 그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이미지와의 일치성
이 높은 기업 아이덴티티에 매력을 느끼고 그 결과 그 기업 아이덴티티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며,그 기업에 대한 현저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Bhattacharya,Rao,andGlynn(1995)은 어떤 기업의 아이덴티티

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는 지에 따라 "소비자-기
업 동일시(customer-companyidentification)"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예술관(artmuseum)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술관 그



자체 또는 예술관의 서비스와 관련된 특성,관계(affiliation)의 특성,그리
고 활동의 특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암묵적으로 조직이미지(organization
image)의 매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예술관의 명성(prestige),기부활동
(donatingactivity),멤버십 기간,방문빈도,예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대 충족성 등이 회원들의 예술관에 대한 동일시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rgamiandBagozzi(2000)는 사회적 동일시(socialidentification)의 선

행요인으로 조직의 명성과 조직의 스테레오 타입을 들고 있다.조직의 명
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 조직을 잘 알고 있으며,존경하고,우러러보고,좋
은 평판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그 조직의 우월성에 유사성을
느낌으로써 개인이 일종의 대리영광(reflectedglory)을 얻고자 하는 욕구
와 관련된다(Cialdini등 1976).조직의 스테레오 타입은 그 조직이 구별되
고(distinctive),중심적이고(central),지속적인(enduring)속성을 갖는다고
믿는 구성원의 신념으로서(AlbertandWhetten1985),자아 향상 욕구,
자아이미지의 일관성 욕구,자아 구별성 욕구와 관련된다.
Bhattacharya and Sen(2003)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동일시(C-C

Identification)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핵심가치(corevalue)와 기업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질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핵심가치는 기업의 운영원리,기업의 사명,리더십에 배
태되어 있으며,산업의 규모,기업규모,연혁,시장지위,국가(countryof
origin),지리적 위치,종업원의 전형성(prototypicalemployee)등이 기업
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명(mission),구조(structure),절차(processes),분위기(climate)
등에 의해 형성되며,특징들(characteristics)과 특성들(traits)의 위계적 결



합체(hierarchicalconstellations)를 대표하는 것이다(Kunda 1999;Scott
andLane2000).그리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중심적이고,다른 기업과
그 기업을 구별시키고,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BergamiandBagozzi(2000)가 제안한 기업의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개념
과 일치한다.BhattacharyaandSen(2003)은 기업 아이덴티티의 매력성
(company'sidentityattractiveness)은 지각된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의 토
대 위에서 형성되는데,매력성의 크기는 소비자와 기업 아이덴티티의 유
사성,아이덴티티의 독특성,아이덴티티의 고품격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였
다.
조직의 매력성에 관련되는 변수들을 건설업체의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기업 이미지의 여러 속성들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건설업체를
사람으로 보는 관점(personification)을 취할 때,건설업체의 퍼스낼리티의
여러 차원들 안에 위에 언급한 매력성의 선행요인들이 포함된다.요컨대,
기업 아이덴티티 매력도는 기업이미지가 갖는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에 대
한 선호에 달려있는 것이다.그리고 선호는 자아-일관성,자아-구별성,그
리고 자아향상 욕구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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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다시 그 제품이나 서비
스를 재구매 하려는 만족도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고객
에 대한 서비스 상황에서 재구매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



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재구매의도는
동일한 종류의 브랜드나 동일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
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된다.
Oliver(1980)의 연구에 의하면,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만족하면,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이러한 태도는 계속해서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즉,고객의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재구매의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구매의도는 고객만족 이외에도 구매 후 태도의 영향도 받는다.상표

충성도는 단순 재구매 행위는 물론 호의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객만족은 재구매행위와 상표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
표전환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AjzenandFishbein(1980)의 이성적 행위이론과 소비자행동 모델에서

제시하듯이 구매 의도는 실제적인 구매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마케팅
연구에 실제 구매행동의 대응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재구매의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고객유지 및 재구매행동의 대응으로서 마케팅에 있어 가장 핵심적
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Desouza1992;Fomell1992).
GevaandGoldman(1990)은 인지부조화 이론을 이용하여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TaylorandBaker(1994)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고

객만족,지각된 서비스품질,그리고 만족의 품질과 상호작용에 따라 고객
의 재구매의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유재․김우철(1988)은 서비스 만족이 고객의 재방문과 구전활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그리고 만족이 클수록 오래 머문다고 하였으며,김계
수․박형권(2000)도 주유소 서비스품질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요인이 고
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와 타인추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고객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고객 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서비스를 고

객에게 전달하면 고객과 기업간에 유대 및 친밀한 관계가 발생하고 이들
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과 신뢰가 형성되면서 고객은 몰입에 이르게 되
고 재 방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 결과에 대한 연구(Callero1985;Callero등

1987;Charng등 1988)들에 의하면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높을 경우
목표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고 몰입도를 증가시켜 다른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등 기업의 촉진활동을 도와주는 긍정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에 따른 관계 기업에 대한 충성도(company

loyalty)선행연구(Callero1985;Callero등 1987;Charng등 1988)에서는
발주자의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높을 경우 발주자 기업의 생산 제품
및 기업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호의 형태로 표현될 수
가 있을 것이다.즉 기업에 대한 충성도는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주
요 결과로써 이러한 충성도는 거래 당사자의 제품 형태의 사소한 변동 및
변화에 어느 정도는 둔감하게 만들며,또한 다른 사정에 변함이 없다면,
그 기업과의 충성도를 확대 및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다(김희성
2007).
또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에 대한 선행연구(Callero1985;Callero등

1987;Charng등 1988)들은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뛰어난 기업에 대
한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해당 기업과의 연대가 가능하여 가장 긍정적 측면
에서 거래 기업과의 동일시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거래 기업의 존속을
보장받고자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거래 기업으로 하여
금 그들의 아이덴티티 요구를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줌으
로써,해당기업은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뛰어난 기업의 내부로 귀속



하게 된다(Ashforth1998).
따라서,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ScottandLane2000).
즉,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다른
거래 기업들에게 그 기업을 권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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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선호도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긍정적인 구전과 같은 긍정적인 구매
행동들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Hogg등(1995)은 인간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행위를 살펴보는 미시-

사회학 이론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이론들을 통하여 자아의 개인화된 역할
과 사회 그리고 역할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덴티티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즉,자아와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행동을 보다 면
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Serpe1987),아이덴티
티 이론이 교환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아와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을 이

루며,자아의 변화는 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erpe1987;WellsandStryker
1988).
따라서,아이덴티티 이론은 사회적 구조의 내부 변동이 없는 환경에서

의 자아구조의 상대적 지속성과,그러한 변동이 있는 환경에서의 자아구
조의 상대적 변화성,이 두 가지 모두의 상황을 가정하였다(Serpe1987).
그리고,아이덴티티 이론은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가능
대안 중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특정한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Stryker1987b).아이덴티티 관련 행위의
성공적인 수행은 어느 아이덴티티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입증하며,자기-평가(self-evalu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allero1985).
아이덴티티와 일관된 행동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지각하는 인간

은 자신의 자부심을 강화할 수가 있다.반대의 경우로,불충분한 수행은
자괴심 또는 심지어 심리적 비탄감을 가져올 수 있다(Thoits1991).따라
서 특정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덴티
티와 관련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이와 관련해서,아이덴티티 이론은 교환관계의 사회적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즉,관계를 통해 유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혜택
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선행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의 현저성이 관
계를 이끌어 내는 요인과 아이덴티티 관련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
계를 조절한다고 밝혀졌다(WelbourneandCable1995).
LaverieandArnrtt(2000)는 아이덴티티의 현저성이 3가지 관계-유도

(relationship-inducing)요인(상황적 관여,애착심,지속적인 관여)과 게임
참여도 사이의 핵심적인 조절 구성개념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선행요인(Laverie등 2002)에 관한 연구와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Callero1985;Callero등 1987;Charng등 1988;Lee등
1999)에서는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조절 변수 역할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MorganandHunt(1994)는 경로관계의 성공을 특정한 행위를 사업
파트너에게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아이덴티티의
현저성이 적합한 아이덴티티 관련 행위를 이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영리추구 조직의 경우에,그들이 원하는 행위에는 협력,묵인,약
화된 관계단절 의지,그리고 기능적 갈등의 향상 등이 포함된다(Morgan
andHunt1994).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경우에 성공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부터 보다 많은 지원활동(예를 들어,대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모집,적합
한 자원봉사 정신의 확산,해당 비영리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해관계자 수의 증가)을 유발하는 비영
리 조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MaelandAshforth1992).교환에 참여하
는 개별적 소비자가 교환관계와 관련된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가지고 있을
때,그 조직은 그들의 관계마케팅 전략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논리에서 볼 때,발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발주자의 긍정적인 구전,충성도,몰입행동,재구매
의도와 같이 긍정적인 구매행동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발주자에 대한 기업 아
이덴티티 매력성 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에 있어 충분한
매개적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111:::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재재재구구구매매매의의의도도도는는는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 222절절절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과과과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기업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기
업 사명(mission),구조(structure),절차(processes),분위기(climate)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BhattacharyaandSen(2003)과 Bhattacharya등
(1995)은 기업 아이덴티티가 갖는 매력도는 그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이미지와의 일치성이 높은 기업 아이덴티티
에 매력을 느끼고 그 결과 그 기업 아이덴티티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며,그 기업에 대한 현저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또한,
Bhattacharya등(1995)은 어떤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는 지에 따라 "소비자-기업 동일시
(customer-companyidentification)"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
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222:::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현현현저저저성성성
은은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 333절절절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111...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과과과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유유유사사사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Kunda(1999)과 ScottandLane(2000)은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개
인에 대한 아이덴티티처럼,기업의 목적,구조,업무처리 과정,그리고 분
위기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한편,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에 걸쳐 조성되는 기업의 핵심적 특성 및 특질의 계층적 집합체로서 기업
의 존속을 위해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회적 세계
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시간이 흐르고 상황 변화에 따라 안
정적이고 일관된 기업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보고 있
다.
기업 아이덴티티에 관한 선행연구(Heider1958;Kunda1999;Scottand

Lane2000)는 자기-영속성을 위한 이러한 욕구는 거래 기업이 필수적이
고 일관된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자 할 때,동일시하려는 기업의
선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기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eider1958).
즉 거래 관계에 있어 다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기업의 아이덴티

티와 일치한다고 느낄 때,기업 아이덴티티를 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할 가
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아이덴티티 유사성과 아이덴티티의 지각된
매력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기업의 자기-참조 정보가 기업 아이덴
티티와 일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Markusand
Wurf1987).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333:::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유유유사사사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
은은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22...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과과과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고고고품품품격격격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Bhattacharya등(1995)은 그들의 연구에서 기업의 위상이 높으면 높을
수록,동일시를 통한 자부심을 강화시킬 기회는 더더욱 많을 것이라고 주
장하였으며,기업의 지각된 아이덴티티 고품격은 해당 조직과의 일치감
또는 소속감으로 정의되는 조직 동일시와 정(正)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또한 GoldbergandHartwick(1990)은 기업 아이덴티티의 고품격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고품격
의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제품,종
업원의 역량,서비스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고품격의 제품 생산,공정한 고객서비스,진실성
등에서 높은 품격을 가진 기업들이 전달하는 광고 메시지를 더 믿는 경향
이 있으며,그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Cheney(1983)은 높은 품격의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존경받는 기업의 영예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고 느끼며,이는 곧 자기 기업의 자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
다.따라서 기업 아이덴티티의 매력은 기업의 지각된 아이덴티티의 고품
격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Cheney1983:Pratt1998).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444:::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고고고품품품격격격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
은은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33...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과과과 독독독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TajfelandTurne(1985)은 사회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인
간은 자기 이외의 다른 인간과 자신을 사회적 현상 속에서 구분 지으려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Brewer(1991)는 인간은 자아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양쪽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다른 이들의 욕구와 비슷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욕구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는 아이덴티티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는 기업
아이덴티티 이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거래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독특
할 때,광범위한 상황과 장소에서 환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거래 당
사자는 다른 기업들의 아이덴티티와 비교해서 자신의 기업 아이덴티티가
가지는 의미를 세심하게 살피고 집중하는 경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ScottandLane2000).
따라서,독특성을 원하는 거래 기업의 욕구는 문화적 규범,기업의 사회

화 과정,그리고 관련 있는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기업 아이덴
티티의 독특성을 매력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고 할 수 있다.
독특성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이러한 독특성은 기업의 자기 아이덴티티에 의해 결정될 뿐
만 아니라,기업의 경쟁구도(경쟁업체의 수,경쟁기업의 아이덴티티,경쟁
기업간의 유사성,거래 기업이 지각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 우위력)에 의
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555:::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독독독특특특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기기기업업업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
은은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이상의 가설을 기초로 다음 연구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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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성

아이덴티티
고품격

아이덴티티
독특성

아이덴티티
매력성

재구매
의도



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제제제 111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 및및및 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각각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기초로 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측

정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변수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들
에서 개발된 설문을 참고로 하여,기존의 연구들에서 개발되지 않은 항목
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1)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몰입,고객추천,관계 유지 등으
로 정의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재 구매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
(HalsteadandPage1992;DickandBasu1994)을 기반으로 계속 거래하
고 싶음,추천함,타 업체에 비해 선호함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다.각 측
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2)아이덴티티 현저성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거래 관계 당사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organandHunt1994).즉,거래 당사자의 거래와 관련된 아이덴
티티의 현저성을 알 수 있을 경우 향후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이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PiliavinandCall1999).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allero(1985)와 Arnett,
GermanandHunt(2003)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기반으로 우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함,우리 업무를 의뢰하지 못한다면 실망
감을 느낌,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함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다.각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3)아이덴티티 매력성

기업 아이덴티티 매력도는 소비자가 기업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지각하
는 호감이나 매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Dutton,Dukerich,andHarquail(1994)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항목
들을 수정․보완하여 매력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이미지에 대해 호
감을 가지고 있음,이미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함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
다.각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아이덴티티 유사성

기업 아이덴티티 유사성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소비자의 아이덴티티의
이미지의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이덴티티 유사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Bhattracharyaand
Sankar2003;MarkusandWurf1987;Pratt1998),이미지가 비슷함,우



리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우리 기업의 가치관과 잘 맞음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다.각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
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아이덴티티 고품격

선행 연구들의 경우 기업 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업 아이덴티티 명
성과 관련된 측정항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Fombrun and Riel
1997).따라서,본 연구에서는 KellerandAaker(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 지각과 Brown and
Dancin(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제품 또는 기업 혁신성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전반적으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우수한 업체임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다.각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아이덴티티 독특성

기업 아이덴티티의 독특성은 소비자가 다른 기업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업과의 독특성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Brewer1991;TajfelandTurner1985),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업체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등의 항목을 이용하
였다.각 측정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 문헌을 토대로 하여 설문의 내용타
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의 절차를 통하여 작성하였다.설문지의
각 문항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정항
목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보완적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보완하였으며,가설
검정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그리고 설문 응답자
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변수의 척도 내용에 대한 요약은 <표 4-1>과 같

다.



<<<표 4-1>설문지 구성과 설문 측정 항목

변수명 측정항목 관련 연구 형태

재구매의도 계속 거래하고 싶음,추천함,타
업체에 비해 선호함

HalsteadandPage
1992,

DickandBasu1994

․ 3개 문항
․ 29∼ 38

아이덴티티
현저성

우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거
의 생각하지 못함,우리 업무를
의뢰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을 느
낌,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
각함

Callero(1985),
Arnett,Germanand
Hunt(2003)

․ 3개 문항
․ 22～ 28

아이덴티티
매력성

매력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
음,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가지
고 있음,이미지가 매력적이라
고 생각함

Dutton,Dukerich,
andHarquail(1994)

․ 3개 문항
․ 17～ 21

아이덴티티
유사성

이미지가 비슷함,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우리
기업의 가치관과 잘 맞음

Bhattracharyaand
Sankar2003,

MarkusandWurf
1987,

Pratt1998

․ 3개 문항
․ 1～ 6

아이덴티티
고품격

전반적으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음,전반적으로 우수한 업체
임

Kellerand
Aaker(1992),
Brownand
Dancin(1997)

․ 2개 문항
․ 7～ 10

아이덴티티
독특성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업
체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Brewer1991,
TajfelandTurner

1985

․ 2개 문항
․ 11～ 16

일반적 특성 업종,업력,매출액,관급비중,
종업원,소재지,자본금,직위

․ 9개 문항
․ 39～ 43



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과과과 표표표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설문조사를 위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
의 의도에 맞게 작성하였다.
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이중 응답이 부실하고 결측치가 많

은 7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63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222...표표표본본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표본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본
163명의 구체적인 업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89%를 차지하고 있
다.표본 건설업체의 업력은 10년 이상(41.1%),10년 미만(30.7%),5년 미
만(23.9%)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매출액은 50억 미만(57.7%),100억
미만(28.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자본금 규모는 10억 미만(56.4%),30억 미만(38%)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직책은 과장(31.9%),대리(29.4%),국장/부장(17.8%),이사
(10.4%),등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앞서 <그림 3-1>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자



료 분석은 SPSS15.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전체 구조 모형은 Lisrel8.7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은 종래의 상관분
석,회귀분석,경로분석이 가지는 가정을 버리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의의의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들이 해당하는 추상적 이론 변수들을 적절
히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가설검증에 앞서 여러 항목들로 측정된 변수들
을 재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내적인 일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먼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고,이어서
신뢰성 분석(reliabilitytest)을 실시하였다(Churchill1979).본 연구에 사
용된 측정항목들은 대부분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으며,항목의
내용적 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내용타당성은(contentvalidity)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111...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요인추출방법은 PrincipalComponentAnalysis를 사용하였고,요인의
수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8개로 지정하였으며,회전방식은 간명하고 요인
간 명확한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 지각회전 방식인 VarimaxRotation방
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요인 적재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의한 변수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량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투입되는 개념의 수가 너무 많고,또한 개념



적으로 구분 지었기 때문에 이를 2번의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다음의 <표 4-2>,<표 4-3>에서 보여주

는 것과 같이 총 6개의 요인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모형화한 것처럼 서비스품질 요인은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이 확인되었으며,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분산은 각각 95.628%,93.688%로
나타났다.

<표 4-2>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 변수
요 인

1 2 3

유사성1 0.826 - -
유사성3 0.811 - -
유사성2 0.805 - -
고품격2 - 0.741 -
고품격1 - 0.739 -
독특성1 - - 0.734
독특성2 - - 0.718

고유치(EigenValue) 2.844 1.992 1.857
설명분산(%) 40.632 28.463 26.533
누적분산(%) 40.632 69.095 95.628



<표 4-3>재구매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 변수
요 인

1 2 3

재구매의도3 0.791 - -
재구매의도1 0.757 - -
재구매의도2 0.746 - -
매력성3 - 0.757 -
매력성2 - 0.740 -
매력성1 - 0.689 -
현저성1 - - 0.791
현저성2 - - 0.631
현저성3 - - 0.606

고유치(EigenValue) 3.252 2.743 2.437
설명분산(%) 36.133 30.473 27.081
누적분산(%) 36.133 66.607 93.688

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측정변수들을 가지고,이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수를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CarminesandZeller1979;Churchill1979).
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로 측정하였다.Cronbach-α는 측정항목들이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다른 평가계
수들보다 보수적인 값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CarminesandZeller1979).Cronbach-α 값은 <표 4-4>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론변수들은 Cronbach-α 계수 값이 모두 0.8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1967).

<표 4-4>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

구 분
변 수 항 목 수 Cronbach'sα

재구매의도 3 0.963

아이덴티티 현저성 3 0.954

아이덴티티 매력성 3 0.974

아이덴티티 유사성 3 0.976

아이덴티티 고품격 2 0.943

아이덴티티 독특성 2 0.966

333...CCCFFFAAA를를를 통통통한한한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FactorAnalysis)은 측정항목간
의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
다(AndersonandGerbing1988).앞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차원이 적절히 분리되는지와 측정항목들이 적절히 묶이는지
를 분석하고,자료의 정보를 손실하지 않으면서 모형검증에 투입될 측정
변수들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탐험적 요인분석의 의미로 사용하였
다.
공분산행렬(covariancematrix)를 이용하여 CFA를 실시함으로써 실증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들에 의한 측정모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χ
2값과 GFI지수는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본 연구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
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표로 알려진 CFI,NNFI(또는 TLI)지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Bagozziand Yi1988;Bearden,Sharmaand
Teel1982).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외생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와 내생

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표 4-5>와 같이 나타나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CFA분석 결과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각각의 연구단위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Sujan,
WeitzandKumar1994).
추가적으로 FornellandLarcker(198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각 구성

개념에 대해 판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개념신뢰도(construct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였다.계산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일반적인 추천기준
치(개념신뢰도 0.70;평균분산추출값 0.50)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연구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갖으며
(Hair,Anderson,Tatham andBlack1998),모든 경우에서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관계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연구 단위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어

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표 4-6>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연구단위간의 상관관계 방향성이 모
두 가설과 같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측면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5>CFA 모형 적합도

적합도

χ
2 자유도 P GFI CFI NNFI RMSR

205.512 96 .00 0.880 0.992 0.990 0.0386

<표 4-6>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분석

재구매
의도

아이덴티
티 현저성

아이덴티
티 매력성 유사성 고품격 독특성

재구매의도 1.00
아이덴티티
현저성

0.94
(0.01) 1.00

아이덴티티
매력성

0.93
(0.01)

0.95
(0.01) 1.00

유사성 0.90
(0.02)

0.91
(0.02)

0.92
(0.01) 1.00

고품격 0.95
(0.01)

0.93
(0.01)

0.97
(0.01)

0.90
(0.02) 1.00

독특성 0.90
(0.02)

0.89
(0.02)

0.92
(0.02)

0.89
(0.02)

0.96
(0.01) 1.00

()는 표준오차임



<표 4-7>측정모형의 CFA

구성개념 측정항목 완전표준화
적재량

측정
오차

평균분산
(AVE)

개념
신뢰도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1 0.924 0.146

0.899 0.964재구매의도2 0.969 0.060

재구매의도3 0.951 0.095

현저성

현저성1 0.890 0.209

0.872 0.953현저성2 0.953 0.091

현저성3 0.958 0.083

매력성

매력성1 0.970 0.060

0.922 0.973매력성2 0.966 0.067

매력성3 0.946 0.106

유사성

유사성1 0.961 0.076

0.930 0.976유사성2 0.980 0.040

유사성3 0.953 0.092

고품격
고품격1 0.946 0.105

0.853 0.921
고품격2 0.944 0.109

독특성
독특성1 0.963 0.073

0.935 0.966
독특성2 0.97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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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모형상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모수 추정법은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사용된
관찰변수 측정치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치는 적합지수

(GFI)=0.88,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0.072,비표준적합
지수(NNFI)=0.99,비교적합지수(CFI)=0.99로 비교적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타 적합지수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좋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단지 χ 가 너무 큰 값(205.51,df=96,p=.00)이 나와 다소 적합

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대부분의 LISREL관련 문헌에서 보면 χ 가
표본 크기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에
서 그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선배 1996;
Hair등 1998).그러나 다른 부합지수들(GFI=0.88,NNFI=0.99,CFI=
0.99,RMSEA =0.072<0.10)역시 모두 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아이덴티티 매력성 영향요인인
아이덴티티 유사성,고품격이 소비자의 행위적 반응인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 과정을 밝혀내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LISREL추정치

구조모형(structuralmodel) 측정모형(measurementmodel)

모수 LISREL
추정치 표준오차 t값 모수 LISREL

추정치 표준오차 t값

γ31 0.33 0.075 4.37 λx11 1.28 0.077 16.64
λx21 1.33 0.077 17.26

γ32 0.95 0.19 4.86
λx31 1.22 0.074 16.38

γ33 -0.28 0.17 -1.62
λx12 1.17 0.072 16.12

β12 0.96 0.056 17.21 λx22 1.21 0.075 16.06
λx13 1.26 0.076 16.66β23 0.97 0.049 19.85
λx23 1.22 0.072 16.92
λy11 1.22 0.079 15.47

η

λy21 1.24 0.048 25.58
η

λy31 1.20 0.051 23.71
η λy12 1.19 0.082 14.50

λy22 1.26 0.061 20.76
λy32 1.29 0.061 21.06
λy13 1.22 0.072 16.97
λy23 1.26 0.037 34.09
λy33 1.18 0.040 29.47

CHI-SQUAREWITH 97DEGREESOFFREEDOM =205.51(P=0.00)
ROOT MEAN SQUAREERROROFAPPROXIMATION (RMSEA)=0.072

NON-NORMEDFIT INDEX(NNFI)=0.99
COMPARATIVEFIT INDEX(CFI)=0.99
GOODNESSOFFIT INDEX(GFI)=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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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과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이덴티티 유사성,고품
격은 아이덴티티 매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가설 3,4는 표준화 추정치가 0.33,0.95이고 이때의 t값이 4.37,4.86으
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검증되어 지지되었다.아이덴티티 독특성이
높아질수록 아이덴티티 매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5는 표준화 추정
치가 -0.28이고 이때의 t값이 -1.62(p> 0.05)로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
로 검증되어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아이덴티티 매력성이 현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아이덴

티티 현저성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표
준화 추정치가 0.97,0.96이고 이때의 t값이 19.85,17.21로 매우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검증되어 지지되었다.이로써 모든 경로계수의 t-value가
2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단,‘아이덴티티 독
특성’→ ‘아이덴티티 매력성’경로는 제외).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의 검증결과를 <표 4-9>에 종합하여 요약하

였다.



<표 4-9>실증연구 요약

가설경로 및 방향 경로
명칭

경로
계수

채택
여부

유의
수준

가설 1 아이덴티티 현저성(η2)→ 재구매의도(η1) β12 0.96 ○ p<0.05

가설 2 아이덴티티 매력성(η3)→ 아이덴티티 현저
성(η2) β23 0.97 ○ p<0.05

가설 3 유사성(ξ1)→ 아이덴티티 매력성(η3) γ31 0.33 ○ p<0.05

가설 4 고품격(ξ2)→ 아이덴티티 매력성(η3) γ32 0.95 ○ p<0.05

가설 5 독특성(ξ3)→ 아이덴티티 매력성(η3) γ33 -0.28 × p<0.05

<그림 4-1>실증모형의 분석결과

:유의적 경로

( )는 t값임
-0.28
(-1.62)

0.95
(4.86)

0.33
(4.37)

0.97
(19.85)

0.96
(17.21)

아이덴티티
유사성

아이덴티티
현저성

아이덴티티
고품격

아이덴티티
독특성

아이덴티티
매력성

재구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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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가설 검증결과에서 보면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가정하였던 아
이덴티티 독특성과 아이덴티티 매력성 간의 관계가 구조모델에서 비유의
적이지는 하지만 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검증결과라고 해
서 아이덴티티 독특성과 아이덴티티 매력성간에 부(-)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그 이유로는 앞의 <표 4-6>에 나와 있는 개념들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아이덴티티 독특성과 아이덴티티 매력성
간에는 0.92(t=60.80)의 정(+)의 상관관계가 검증된바 있으며,또한 경로모
델에서의 수치가 비유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문제가 되는 것은 부호의 의미로서 이때 부(-)의 기호가 나온 것
은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타 개념들,즉 아이덴티티
유사성,고품격 등이 아이덴티티 매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은 영향력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아이덴티티 독특성과 아이덴티티 매력성,이 두 변수만을 고려하
여 구조방정식을 구성하고 검증한 결과,아이덴티티 독특성의 표준화 추
정치가 0.92이며 이때의 t값이 14.70으로 매우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검증되어,아이덴티티 독특성이 아이덴티티 매력성에 있어 유의적인 정
(+)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림 4-2>추가분석 결과

:유의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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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건설업체의 발주자의 재구매의도를 지속적으로 유
도하기 위하여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 영향요인들을 기반으로,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경유하여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아이덴티티 현저성의 매개적 역할을 구조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이중 응답이 부실하고 결
측 치가 많은 7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63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기술적 분석,신뢰성분석,탐색적․확인

적 요인분석 및 공분산구조를 이용한 경로분석 등을 각각 실시하였다.신
뢰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측
정항목만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결과,전체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치는 적

합지수(GFI)=0.88,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0.072,비표
준적합지수(NNFI)=0.99,비교적합지수(CFI)=0.99로 비교적 우수한 것
으로 검증되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검증에서 밝혀진 결과 및 시

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이덴티티 유사성과 고품격의 경우 아이덴티티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아이덴티티 독특성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즉,건설 현장에 있어서 발주처와 협력업체간의
관계 설정의 경우 일반적 계약 관계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건설업체의 아이덴티티 매력성이 아이덴티티 현저성에 영향을 미

치고,건설업체의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은 재구매의도를 강화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건설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재구매의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아이덴티티 매력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해야만 할 것이다.즉,납기일의 준수,품질 보증,경제적 혜택에 대한
지각 등을 통하여 발주자의 아이덴티티 매력성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고객들의 재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여,기업-고객간 관계마케팅에 있어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향후 기업-고객간 관
계마케팅 형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
업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통해 아이덴티티 현저성 영향요인으로서 기업의 아이덴티티 매력성,
그리고 아이덴티티 유사성,고품격,독특성 등의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
다는 점이다.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아이덴티티 현저성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고객들의 재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여,기업-고객간 관계마케팅에 있어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기업-고객간 관계마케팅 형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방향으
로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는 점이다.
셋째,기업의 아이덴티티 매력성,그리고 아이덴티티 유사성,고품격,독
특성 등의 네 가지 영향요인들이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을 경유하여 고
객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향후
의 기업 아이덴티티 연구에 있어 지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고객과
의 접점마케팅 분야에 있어 기업의 아이덴티티 매력성,그리고 아이덴티
티 유사성,고품격 등의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결
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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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증결과 및 이의 해석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들과 제약사항으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며,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엄밀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본 연구의 기업 아이덴티티 현저성 영향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변수가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므로 좀 더 세
부적이며 특성(기업의 명성,상호 호혜성,참여정도 등)을 반영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아이덴티티 현저성의 결과요인으로서 고객의 재구매의도를 설정하
였는데,고객의 몰입이나 충성도,재구매의도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개념
으로 발전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표본 선정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표본이 무작
위로 추출되지 못함에 일반화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즉 자료 수집의
편의성에 따라 전남․광주 특정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선정하였고,이러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결과들을 일반화시키
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이덴티티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즉,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들
의 경우 건설업체와 발주자간의 관계에 있는 표본들을 선정하고 있기 때
문에 발주자에 대한 독특성이 나타날 여지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향후 연구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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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답답답 요요요령령령 ☜☜☜
◉ 다음은 귀하의 설문 응답요령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잘 참고하시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요령 예시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 업체는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주주주의의의 :::
발발발주주주자자자 입입입장장장에에에서서서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임임임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를를를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먼먼먼저저저 귀귀귀사사사와와와 유유유대대대관관관계계계가가가 있있있거거거나나나 거거거래래래가가가 지지지속속속적적적으으으로로로 이이이루루루어어어지지지고고고 있있있는는는 111개개개의의의
특특특정정정 건건건설설설업업업체체체를를를 떠떠떠올올올리리리시시시고고고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임임임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유유유사사사성성성,,,고고고품품품격격격,,,독독독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 업체의 이미지는 우리 기업의 이미
지와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 업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 기
업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 업체의 이미지는 우리 기업의 가치
관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 업체는 전반적으로 좋은 명성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 업체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 업체는 ○○ 기업만의 독특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 업체는 ○○ 기업만의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아아아이이이덴덴덴티티티티티티 매매매력력력성성성,,,현현현저저저성성성,,,재재재구구구매매매의의의도도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또또또는는는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8 우리 기업은 ○○ 업체가 매력적인 정체
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기업은 ○○ 업체의 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우리 기업은 ○○ 업체의 이미지가 매력
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번번호호호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1 ○○ 업체에 우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 업체에 우리 업무를 의뢰하지 못한
다면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 업체는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 업체와 계속 거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다른 기업에게 ○○ 업체와의 거래를 하
도록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타 업체에 비해 ○○ 업체를 더 선호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사사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

1.귀사의 업종 :�  일반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설계 및 감리용역업( ) �기타( )

2.귀사의 업력 :�  3년미만( ) �  5년미만 ( )
�  10년미만( ) �  10년이상( )

3.귀사의 연평균 매출액은 ?:�  50억미만( ) �  100억미만( )
�  300억미만( ) �  300억이상( )

4.매출액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 )%

5.종업원 수 :( )명

6본사 소재지 : �  광주 �  전남 �  서울 �  수도권 �  기타

7.자본금 규모는?
�  10억미만 ( ) �   30억미만 ( ) �  50억미만( ) �  50억초과 ( )



8.귀하의 직위는?
�  사장 또는 대표이사 �  전무/상무 �  이사 �  국장/부장
�  과장 �  대리 �  기타( )

성성성심심심껏껏껏 응응응답답답을을을 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저저저작작작물물물 이이이용용용 허허허락락락서서서
학 과 경 영 학 번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마 성 우 한문: 馬 成 禹 영문 Ma,SungWoo
주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
건설업체의 아이덴티티 현저성이 발주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
영문 :TheEffectsofConstruction Firm'sIdentity Salienceon
Orderer'sRepurchaseInten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
의 복제,기억 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
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11월 일

동동동의의의여여여부부부 :::동동동의의의(((○○○ ))) 반반반대대대((( )))

저작자: 마 성 우(서명 또는 인)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총총총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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