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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랜드 자산 가치의 산출로직 및 브랜드 파워 구성요인 

*리더십(1~5점): 시장점유율 등 브랜드가 제품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측정

*안정성(1~5점): 브랜드의 창설후 존속기간 등 측정

*시장성(1~10점): 안정성장률, 진입장벽 등 측정

*글로벌화(1~10점): 브랜드 제품의 국제적 판매, 유통성 등 측정

*트렌드(1~10점): 브랜드의 현대성, 이슈성, 적용성에 의한 브랜드의 장기적 추

세 측정

*지원능력(1~5점): 장기적인 투자의 지속성 측정

*법적보호(1~5점): 법률에 의한 배타적 보호형성 측정

-브랜드 강도는 무형자산기여도(Max. 40%)를 감안하여 (획득점수/50점)를 곱

하여 산정함.

5단계: 브랜드 승수 계산

-브랜드강도를 적절한 상관관계에 따라 승수로 전환

6단계: 브랜드 파워 계산

-5개 브랜드 파워 구성요소(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브랜드 로열티)를

각 1~5점 기준으로 산출하고 승수로 전환(예. 브랜드 파워가 1.0이면 표준)
7단계: 최종 브랜드 가치 산출

최종 브랜드 자산 가치 = 브랜드 기여이익*브랜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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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모형에 대한 사례 실증

상기 제안된 모형에 대해 2개 사례(설화수, 헤모힘)의 재무정보(최근 3년간 매출

실적 등)를 활용하여 브랜드 수익을 구하고, 브랜드 파워를 반영한 최종 브랜드 자

산 가치 산정모형을 실증한다.

<표 3> 제안된 하이브리드 자산가치 평가모형에 따른 2개 평가결과

가치산출 절차 A기업(브랜드명: 설화수) B기업(브랜드명: 헤모힘)

① 최근 3년간 전체매출액(억원) 112,102 6,659

② 해당 브랜드의 매출비중 15% 30%

③ 브랜드 매출액 16,815 1,997

④ 브랜드 강도 32.8% (41점/50점) 22.4% (28점/50점)

- 리더십(1~5점) 4 3

- 안정성(1~5점) 3 3

- 시장성(1~10점) 9 6

- 글로벌화(1~10점) 10 3

- 트렌드(1~10점) 6 4

- 지원능력(1~5점) 4 4

- 법적보호(1~5점) 5 5

⑤ 브랜드 기여이익 5,515 447

⑥ 브랜드 파워 0.88 (22점/25점) 0.72 (18점/25점)

- 브랜드 인지도(1~5점) 5 5

- 브랜드 선호도(1~5점) 5 3

- 지각된 품질(1~5점) 4 3

- 브랜드 연상(1~5점) 4 4

- 브랜드 로열티(1~5점) 4 3

⑦ 브랜드 자산 가치 4,85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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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기 결과로부터, 브랜드 강도 및 브랜드 파워(5개 구성요인)를 고려한 최종

브랜드 자산가치가 실제로 이전․거래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모형 고도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시장에 출시된 경쟁제품의 사업화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브랜드 이전․라이센싱, 투

자의 의사결정, 브랜드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브랜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모형의 개발 제안이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업가치 산출방식을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재무실적 기반으로 시작하여, 브랜드 강도(*기술기여도에 해당

함)와 브랜드 파워(5개 요인: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선호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브랜드 로열티)를 고려하여 최종 브랜드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모형을 제안한

다. 실제 브랜드 보유 기업의 과거 3~5년간 매출실적을 2개 사례에 대해 적용해보

고, 향후 브랜드 자산의 이전․거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한계점 극복 방안을 추가

적으로 연구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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