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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ell-managed brand name (eg., Xi, the #, and I-Park) becomes brand equity. Brand equity affects the name value

of brand in question and revenues. Elaborated researches regarding causes and effects forming brand equity, however, are

hardly found. This research aims at: (1)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antecedents of apartment brand equity, brand

equity components, and brand preference; and (2) proposing marketing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apartment brand

equity. The research method utilized is a survey. The research procedure consists of four steps as follows: (1) literature

review; (2) hypotheses construction regard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partment brand equity; (3) measurement

of apartment brand equity; and (4)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This study found following positive relationships. First, the corporate image and apartment advertisem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rand-name recognition/image and perceived quality, consisting of apartment brand equity. Second, brand-

name recognition/image, perceived quality, and brand-name preference, consisting of apartment brand equit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 brand affinity. Thus it is concluded that apartment brand equity is strengthened by means of: (1)

the distinction of major factors, forming brand equity and enforcing it; and (2)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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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들은 <건설업체+아파트>의 수준에서 벗어나 차별화

된 브랜드 자산의 개념으로 <브랜드+아파트> 형태가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건설 회사들은 자사의 아파트를 소비자들

에게 차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래미안(삼성건설), 자

이(GS건설), 푸르지오(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e-편

한 세상(대림산업), 더 #(포스코건설), 캐슬(롯데), 그리고 SK

뷰(SK건설) 등의 브랜드 네임으로 구분하고 있다.1)

이러한 아파트의 브랜드 네이밍 현상은 구매자들이 아

파트를 선택할 때 브랜드의 지명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

어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률 제고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 또한

구매자나 거주자는 각 아파트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미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위치 등의 지표)를 자신들에게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단순히 아파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이름이 브랜드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노력들이 필

요하다. 일반 마케팅 이론에 따르면 브랜드 인지도, 지각

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등의 결합에 의해 아파트

브랜드의 자산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

영학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건축

이나 주거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

러나 최근 들어 건축분야에서도 브랜드 자산 가치의 실

무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아파트 브랜드 전략 실태3),

마케팅 전략4), 아파트 브랜드와 주거만족5), 그리고 아파

트 브랜드 선호도요인6)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함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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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승배·이문숙·김정구(2007), 계층적 아파트 브랜드 자산과 가

격프리미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5(4), 153-168.

2) 김홍규·김갑성·노대욱·박일용(2005),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

트 청약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를 중심

으로, 지역연구, 21(2), 125-144.

3) 홍재관·이두진·최민권(2004), 건설회사의 브랜드 전략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구조

계, 24(2), 659-662.

4) 이상범·조영준·임남기(2004), 건설 업체의 브랜드아파트 마케

팅 전략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4(3), 153-159.

5) 김경숙·김재준·김주형(2006), 아파트 브랜드와 소비자 주거만

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11),
189-197.



60 지성구·김덕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랜드자산 형성 연구7)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렇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선행요인과

그 결과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인과관계 규명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시작된 본 연구는 아

파트 브랜드 자산의 선행요인, 자산 구성요소, 그리고 그

결과요인으로 브랜드 애호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아파

트 브랜드 자산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

존 연구에서 밝혀 낸 소비자 인지도 상위 4개 브랜드와

중위 브랜드 1개에 대한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고,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그 결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자산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2) 브랜드 자산의 선

후행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3) 브랜드 아파트 자

산을 측정한다; 그리고 (4) 선후행 요인간의 관계를 공변

량구조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브랜드 자산의 개념 및 중요성

지금까지 브랜드 자산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브랜드 자산을 재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접근

법이 있다. Simon & Sullivan(1993)은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가 있음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될 증가되는 이익”

이라고 정의한다.8) 둘째,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가치로 보

는 견해가 있다. Faquhar(1989)는 브랜드 자산이란 “특정

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증가되는 가치”로 정의하

였다.9) 셋째,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강도10)로 보는 견해

가 있다. Keller(1993)는 “브랜드에 관련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반응하는 브랜드 지식의 차별적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11)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의 개념에 브랜

드 이미지와 같은 브랜드 기술 요소들12)을 포함하는 견해

가 있다. Aaker(1991)는 “한 브랜드와 그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총체”로써 이것은 제품

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

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브랜드 자산

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브랜드 인지도(brand awareness), 소비자가 인식

하는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브랜드 연상(brand

associations), 그리고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하였다.13)

결국,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과 관련

하여 형성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서, 브랜

드 자산이 높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소유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과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업의 가치는 곧 브랜드의 자

산적 가치로도 평가되는데, 브랜드의 가치가 높으면 그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14)

잘 구축된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 다음

과 같은 가치를 창조한다. 첫째,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

를 증진시킨다.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높

은 충성도를 얻으며 이는 곧 브랜드의 이윤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둘째, 가격 프리미엄을 발생시킨다.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낮은 브랜드에 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격할인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경쟁 브랜드의 공격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산가치가 큰 브랜드는 대부

분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윤 면에서도 경쟁 브랜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경쟁 브랜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

력한 위치를 가진다.

2. 아파트 브랜드 자산에 관한 문헌검토

아직 국내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자산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아파트 브랜드와 주거만족,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요인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함

께 최근 브랜드자산 형성 연구로 박혜성, 손숙리, 김재준

(2006)의 연구와 박승배, 이문숙, 김정구(2007)의 연구가

있다.

먼저 박혜성 등(2006)은 고객기반의 아파트 브랜드자산

형성요인을 브랜드인지도, 구성요소 이미지, 광고이미지,

기업이미지,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 브랜드 리더십, 브

랜드 사회적 평판으로 보고, 이러한 요인이 브랜드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자 357명을 대

11)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 (January),

1-22.

12) 브랜드의 연상, 이미지, 아이덴티티와 같이 브랜드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것.
13) Aaker, D. A. (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Brand, New York: The Free Press.

14) 안광호·한상만·전성률(2008), 전략적 브랜드 관리, 제3판, 서

울: 학현사, 12.

6) 신한우·김대원·김광희·강경인(2008),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수도권지역과 시 단위지역 중심의 선호도 비

교-,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8(1), 77-82.

7) 박혜성·손숙리·김재준(2006), 고객기반의 아파트 브랜드자산 형

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22(7),

83-90.; 박승배·이문숙·김정구(2007), 계층적 아파트 브랜드 자산

과 가격프리미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5(4), 153-168.
8) Simon, C. J. and M. W. Sullivan (1993),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Brand Equity: A Financial Approach, Marketing

Science, 12(1), 28-52.

9) Farquhar, P. H. (1989), Managing Brand Equity, Marketing

Research, 1, 24-33. 

10) 시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등에 의해 발생한

다른 브랜드와 대비한 기능적 우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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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브랜드 자산 형성요인은 모

두 유의하게 브랜드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인지도, 기업이미지, 품질이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승배 등(2007)은 계층적 아파트 브랜드 자산과

가격프리미엄의 관계에 관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자 395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아파트 브랜드 인지

도는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는 사용자이미지, 지각된 품

질,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애호도는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선행요인과 가설설정

브랜드자산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로 상당수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브랜드자

산을 형성하게 하는 선행요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Yoo, Donthu,

and Lee(2000)는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격(price), 판매점 이미지(store image), 유통 집약도

(distribution intensity), 광고지출(advertising spending), 그

리고 가격 촉진(price deals)을 브랜드 자산의 영향요소,

즉 마케팅 믹스로 보았다.15)

본 연구에서는 Yoo, Donthu, and Lee(2000) 등의 이론

에서 아파트 브랜드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

행요인으로 평가되는 아파트 광고와 기업 이미지에 초점

을 두고 이들 변수들과 아파트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영향 정도와 관계를 탐색한다.

1) 기업 이미지

기업 이미지는 공중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미지이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태

도들이 축적된 것이며 특정 기업을 향한 개인들의 태도

가 요약된 것으로 간주된다.16) 기업 이미지는 개념이 매

우 다양하여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 및 다른 용어로 표현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하여 공중에게

투영된 전반적인 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반적인 인상은 평판과 지각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Yoo, Donthu, and Lee(2000)

의 브랜드 자산 연구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가 브랜드

구성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에 기

반을 두어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기업 이미지는 아파트 브랜드자산 구성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기업 이미지는 아파트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기업 이미지는 아파트 브랜드명 호감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기업 이미지는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기업 이미지는 아파트의 지각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파트 광고

광고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Cobb-

Welgen, Beal, and Donthu(1995) 등에 의하여 다양한 시

각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7) 그리고 많은 학자 및 광

고 실무자들은 광고가 브랜드 자산의 형성과 강화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광고는 브랜

드 자산 구성요소 중에서 주로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

지, 인지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명 호감도 등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Doyle and Saunders(1990)는 성공적인 브랜

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광고를 들고 있으

며, 다음과 같은 광고의 두 가지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

째,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둘째, 브랜드 선택과정에서 소비자에

게 확신감을 증가시켜 브랜드의 가치를 정립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18) 아파트 구매자들은 주로 신문, 방송

과 같은 광고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얻고 있으

며, 이러한 마케팅 자극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

진다.19) 이상의 논거에 기초하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브랜드자산 구성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브랜드명 호감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지각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와 가설설정

기존의 연구에서 포함된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Aaker(1991)에 의하면 브랜드 자산

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과 이미지, 그리고 기타 독점적인 브랜드 등 다섯 가

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Keller(1993)는 브랜드

지식을 비롯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 등의 세

17) Cobb-Walgren, C. J., C. Beal, and N. Donthu (1995), Brand

Equity, Brand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 Journal of

Advertising, 24(3), 25-40.

18) Doyle, P. and J. Saunders (1990), Multiproduct advertising

budgeting, Marketing Science, 9(2), 97-113.

19) 하정순·윤재웅(2006), 아파트 구매자의 구매의사결정 단계별

주요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33-45.

15) Yoo, B. H., N. Donthu and S. H. Lee (2000), An Examination

of Selected Marketing Mix Elements and Brand Equity,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2), 195-211. 

16) 오미영(2002), 기업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가 다국적 기업의 해

외 지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6(1),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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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반면에 Yoo, Donthu, and Lee

(2000)는 지각된 품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연

상과 이미지 등을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구성요소들의 빈도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지각된 품질의 순서로 정

리된다.20) 또한 브랜드명에 대한 호감도는 브랜드 이미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 판단 및 선택 시

에 직면하는 아파트 브랜드의 과다와 정보의 부족에 의

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

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 형성에 긍정적

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브랜드 자산 형

성 선행요인과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를 간의 관계탐색은

기존 연구문헌에서 발견되는 브랜드 자산 구성의 3가지

요소들에 브랜드명의 호감도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진행된다.

한편,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4가지 구성요소들은 브랜

드 애호도21)에도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기대된다. 브랜

드 애호도와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들 간의 영향관계와 정

도는 가설검증을 통해 분석한다.

1)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란, 소비자가 한 제품범주에 속한 특정 브

랜드를 재인(brand recognition) 또는 회상(brand recall)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브랜드 재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지며, 이

는 한 브랜드에 대한 제품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의 여

부를 의미한다. 브랜드 회상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브랜드의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2) 브

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자산의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브랜

드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

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에

대한 품질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이미지, 애호도를 형성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1: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명 호감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3: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브랜드명 호감도

브랜드명 호감도(brand esteem)는 그 브랜드의 네이밍,

로고, 슬로건 등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존중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군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브랜드명 호감도는 브랜드명 선호도와 비슷한 뜻으

로 사용되어지며,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브랜

드명 호감도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광고

를 통해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명은 단 몇 초 내에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게 하고 오래도록 소비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제품군의 브랜드를 고

르게 될 때에도 호감도가 높은 쪽을 고르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명 호감도는 브랜드 애호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아파트 브랜드명 호감도는 브랜드 애호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하

여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브랜드와 관련된 여

러 연상들이 결합되어 형성되므로, 브랜드 이미지는 의미

를 지니고 조직화된 연상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소비

자의 기억 속에는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연상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

한 연상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호의적이고 강력하면서

도 독특할수록 보다 강력한 브랜드 연상이 형성되면서 필

요할 때 마다 기억으로부터 쉽게 인출된다.23) 이처럼 브

랜드 이미지에 대한 호감이나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은 그

브랜드의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

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브랜드일수록 브랜드

일체감도 강화되어 애호도에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설 5: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는 아파트 브랜드 애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각된 품질

Aaker(1996)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하여 지각하

고 있는 품질은 브랜드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반적

인 감정으로서 하나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구성 개념이

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된 품질을 가

진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지고 높은 브랜드 자산

을 가진다는 것이다.24) 한편, 지각된 품질은 기업에게 이

점을 제공한다. 첫째,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지각된 브랜

드는 고객들의 자사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로 인해 높은

제품가격을 부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3) Keller, K. L. (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Building

Measuring and Brand Equity, New Jersey: Prentice Hall.

24) Aaker, D. A. (1996), Building Strong Brands, New York: The

Free Press.

20) 여운승·오명렬(2004), 브랜드자산과 그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 마케팅연구, 19(4), 155-184.

21) Aaker(1991)는 브랜드 애호도를 마케팅 중심개념으로 고객이 가

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라 하였고, Assael(1992)은 특

정 브랜드의 지속적인 구매의 결과로 그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브랜드가 그들의 욕구를 만

족시켜 줄 수 있다는 소비자의 학습의 결과라고 하였다. Aaker, D.
A. (1991), Management Brand Equity, New York: The Free Press;

Assael, H. (1992),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4th

ed, Boston, MA; PWS-Kent Publishing.

22) 안광호·한상만·전성률(2008), 전략적 브랜드 관리, 제3판, 서

울: 학현사,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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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아파트 브랜드의

지각된 우수성이나 우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브

랜드 애호도 및 구매로 연결되고, 기업적 차원이나 소비

자 차원에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5) 실제로

투자가치 또는 판매 및 분양조건 등 경제적 가치 뿐 만

아니라, 아파트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로서 지역시설, 주변

환경, 위치 및 교통 등의 입지조건이나 단지 내 부대시설

의 여부, 그리고 아파트 배치, 구조, 설비 등 내부시설의

수준 등은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26) 특히, 아파트는 고가의 내구재로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일생에서 구매 빈도가 낮은 특수한 상품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재가 아닌 일종의 보

유자산으로 인식되며, 감성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판단이 구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파트의 지각된 품질의 3차원,

9개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박혜성 등(2006)은 지

각된 품질로 적합성, 성능, 기능, 미학, 디자인, 내구성, 서

비스, 신뢰성의 8항목으로 측정한 바 있고, 박승배 등

(2007)은 입지조건, 주거서비스, 애프터서비스 등의 5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아파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품질요소로 내부구조, 주변환경, 외관과 기능적 요소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27), 본 연구에서는 외관·기능(기능,

하자보수, 미적요소), 내부구조(주거여건, 실내여건, 구조),

단지환경(주변환경, 안정성, 주차장)의 3차원의 9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가설 6: 아파트의 지각된 품질은 아파트 브랜드 애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아파트의 지각된 품질 외관기능은 브랜드 애호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아파트의 지각품질 내부구조는 브랜드 애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3: 아파트의 지각품질 단지환경은 브랜드 애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아파트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광고

메시지와 광고배경으로 대별하여 측정하였다. 광고문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광

고메시지는 3문항, 광고배경은 4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건설회사의 기업이미지는 ‘이 건설회사는 고

품격 아파트를 추구한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최초상기, 상징과 로고 인지,

광고문구 상기 등의 3문항으로, 브랜드명 호감도는 ‘브랜

드 네임이 마음에 든다’ 등의 3문항으로, 브랜드 이미지

는 ‘우리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는 다른 아파트와는 다른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지각된 아파트 품질은 외관·기능, 내부구조, 단지환

경의 3차원,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브랜드 애호도는

Yoo, Donthu, & Lee(2001)를 근거로 총 3개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전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조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대전광역시로 한정하였고, 시

간적 범위는 2008년 11월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2008년 11월 현재 대전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 5

개인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그리고 하우스토

리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5개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 연구자들과

국내 유명 브랜드자산측정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

였다. 박혜성 등(2006)은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

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한국능

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하는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지표

상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래미안, e-편한세상, 자이, 푸

르지오, 아이파크, 롯데캐슬, 힐스테이트가 중요 브랜드로

발표되었다. 또한 브랜드자산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한

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조사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가

중요 브랜드로 나타났고,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국

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래미

안, 롯데캐슬, 자이,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중요한 브랜

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를 기본으로 하고, 최근 대전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

되고 있는 하우스토리를 추가하여 일반화를 도모하였다.28)

자료 수집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추출한 아파

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설문을 시행하였다. 훈

련된 연구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1대 1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

다. 각 브랜드별로 50부를 할당하여 최종 250부를 배포

하였고, 250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

거하고 24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8) 최근 대전에 분양된 롯데캐슬,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는 없다.

본 연구에는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여 다른 조사대상 아파트 브랜드

와 비교하여 대등한 분양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대전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남광토건의 하

우스토리를 추가하였다. 하우스토리는 2007년 6월 299세대를 준공

하였고, 2009년 10월 243세대 및 2010 5월 474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25) 김홍규·김갑성·노대욱·박일용(2005), 아파트 브랜드가 아

파트 청약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를 중

심으로, 지역연구, 21(2), 125-144.

26) 조주현·김선곤(2005),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특성에 관한 연

구, 국토계획, 40(3), 79-90.

27) 윤상호·박성용(2007), 우리에게 아파트의 의미는 무엇일까?: Q

방법론의 적용, 상품학연구, 25(1),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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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26.9%

(66명), 여자가 73.1%(179명)로 여자 응답자 비율이 높았

다. 연령은 40대가 44.9%(11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1%(64명), 50대 이상이 23.3%(57명), 그리고 20대가

5.7%(14명) 순이었다. 직업별 비율은 자영업이 33.2%(79

명), 회사원이 29.8%(71명), 그리고 주부가 13.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인 가족이 49%(120명), 3

인 가족이 27.8%(68명), 그리고 2인 가족이 13.1%(32명)

로 4인 가족이 가장 많았다. 주거 형태로는 자가가 80.8%

(1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가 15.1%(37명)로 나타났

다. 거주평수는 30평형대가 61.6%(151명)로 가장 많고 40

평형대가 28.2%(69명)로 그 뒤를 따른다. 응답자의 각 브

랜드별로 인구통계적 특성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동일브랜드의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직업, 주거면

적, 가족 수 등이 상이함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다항목으로 측정된 이론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에는 변수

들의 내적 일관성을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의 α계수를 사용하였다.

Nunnally(1978)는 예비적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계수

가 0.7 이상이면 충분하며, 응용연구에서는 0.9-0.95의 수

준을 제시하였다.29) 각 변수들의 최종 신뢰성 분석결과,

아파트 광고는 0.909, 건설회사이미지는 .845, 브랜드이미

지는 .888, 브랜드인지도는 .884, 브랜드명 호감도는 .907,

지각된 품질은 .856, 그리고 브랜드 애호도는 .929를 상

회하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변수의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고, 배리맥스방

법(varimax)을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하였다. 요인수의 결

정은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을 선정하였다. 공통성은 보

수적인 기준으로 ±0.5 이상으로 선정하여 ±0.5 미만인 항

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외생변수에 대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광고와 기업이미지변

수는 최초에 계획했던 2개 요인(설명력 66.72%)으로 묶

였다. 요인별로 아이겐 값은 허용치인 1.0을 상회하고 있

고 각 요인 적재량도 적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당

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자산 중 연

상관련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는 최초

에 계획했던 3개 요인(설명력 82.79%)인 브랜드명 호감

도,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로 묶였다. 요인별로 아이겐 값

은 허용치인 1.0을 상회하고 있고 각 요인 적재량도 적

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아파트 품질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변수는 최초에 계획했던 3개 요인(설명력

70.82%)인 단지환경, 외관기능, 그리고 내부구조로 묶였

다. 요인별로 아이겐 값은 허용치인 1.0을 상회하고 있고

각 요인 적재량도 적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당성

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각 이론변수를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난다. 각 변수간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었다.

4. 가설 검증

공분산 구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AMOS 버전 6.0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은 최대우

29)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245-246.

표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 항목 1 2 변수 항목 1 2 3 변수 항목 1 2 3

아파트

광고

v3_6 0.83 　
브랜드

호감도

v5_5 0.84 　 　

지각품질_

단지환경

v2_10 0.82 　 　

v3_3 0.81 　 v5_4 0.83 　 　 v2_9 0.80 　 　

v3_7 0.79 　 v5_6 0.78 　 　 v2_8 0.75 　 　

v3_5 0.78 　
브랜드

이미지　

v5_8 　 0.81 　 v2_7 0.74 　 　

v3_4 0.77 　 v5_9 　 0.81 　
지각품질_

외관기능

v2_2 　 0.88 　

v3_2 0.75 　 v5_7 　 0.71 　 v2_1 　 0.76 　

v3_1 0.7 　

인지도

v5_3 　 　 0.82 v2_3 　 0.68 　

건설회사 

이미지

v1_2 　 0.84 v5_2 　 　 0.74
지각품질_

내부구조

v2_6 　 　 0.86

v1_4 　 0.83 v5_1 　 　 0.72 v2_5 　 　 0.79

v1_3 　 0.78 아이겐값 2.58 2.51 2.36 v2_4 　 　 0.73

v1_1 　 0.75 설명비율(%) 28.71 27.9 26.18 아이겐값 2.62 2.24 2.22

아이겐값 4.37 2.97 누적비율(%) 28.71 56.61 82.79 설명비율(%) 26.23 22.39 22.2

설명비율(%) 39.74 26.98 신뢰성 α 0.91 0.89 0.88 누적비율(%) 26.23 48.62 70.82

누적비율(%) 39.74 66.72 신뢰성 α 0.82 0.82 0.80

신뢰성 α 0.91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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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

다. 모형의 적합성평가는 (p>0.05 이상일 경우 적합함),

RMR(0.05 이하), GFI(0.9 이상), CFI(0.9 이상), IFI(0.9

이상), TLI(0.9 이상)를 사용하였다. 최적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적합지수:=75.45. df=14,

p=0.00, RMR=0.036, GFI=0.936, CFI=0.950, IFI=0.950,

NFI=0.940). AMOS 분석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으나, 기

업이미지가 브랜드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품

질 중 단지환경이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한

기업 이미지는 브랜드연상(인지도, 이미지, 호감도)에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아파트광고는 매우 유의하게 브

랜드연상(인지도, 이미지, 호감도)과 지각품질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해 보면,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브

랜드 자산을 강화시켜 주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건설회

사의 평판이나 이미지 혹은 명성관리가 브랜드자산의 강

화에 매우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세부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기업이미지가 브랜드명 호감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지각된 품질 중 단지환경이

표 3.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 결과

가설 1

기업이미지 → 브랜드인지도 0.41 0.07 7.39 0.00 지지

기업이미지 → 브랜드명 호감도 0.08 0.07 1.60 0.11 지지안됨

기업이미지 → 브랜드이미지 0.27 0.06 5.82 0.00 지지

기업이미지 → 지각품질_외관기능 0.26 0.06 4.34 0.00 지지

기업이미지 → 지각품질_내부구조 0.20 0.07 2.98 0.00 지지

기업이미지 → 지각품질_단지환경 0.36 0.06 6.17 0.00 지지

가설 2

아파트광고 → 브랜드인지도 0.33 0.07 5.95 0.00 지지

아파트광고 → 브랜드명 호감도 0.29 0.06 5.65 0.00 지지

아파트광고 → 브랜드이미지 0.12 0.06 2.60 0.01 지지

아파트광고 → 지각품질_외관기능 0.38 0.06 6.30 0.00 지지

아파트광고 → 지각품질_내부구조 0.30 0.06 4.47 0.00 지지

아파트광고 → 지각품질_단지환경 0.33 0.05 5.70 0.00 지지

가설 3

브랜드인지도 → 브랜드명 호감도 0.51 0.06 9.40 0.00 지지

브랜드인지도 → 브랜드이미지 0.55 0.05 11.48 0.00 지지

브랜드인지도 → 브랜드애호도 0.13 0.08 1.71 0.09 지지

가설 4 브랜드명 호감도 → 브랜드애호도 0.25 0.06 3.96 0.00 지지

가설 5 브랜드이미지 → 브랜드애호도 0.30 0.07 4.32 0.00 지지

가설 6

지각품질_외관기능 → 브랜드애호도 0.15 0.07 2.74 0.01 지지

지각품질_내부구조 → 브랜드애호도 0.10 0.07 1.88 0.06 지지

지각품질_단지환경 → 브랜드애호도 0.04 0.06 0.82 0.41 지지안됨

1) 적합지수: χ2=75.45. df=14, p=0.00, RMR=0.036, GFI=0.936, CFI=0.950, IFI=0.950, NFI=0.940 
2) C.R=Critical Ratio

3) 브랜드인지도 R2=0.42, 지각품질_외관기능 R2=0.31, 지각품질_내부구조 R2=0.18, 지각품질_단지환경 R2=0.36, 브랜드명 R2=0.58, 브랜드 이미

지 R2=0.67, 브랜드애호도 R2=0.55

표 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기업이미지 3.62 0.65 1

2. 광고 3.35 0.69 .483* 1

3. 외관기능 3.53 0.64 .448* .509* 1

4. 내부구조 3.47 0.64 .340* .391* .545* 1

5. 단지환경 3.56 0.62 .523* .508* .469* .323* 1

6. 인지도 3.47 0.82 .574* .533* .501* .383* .533* 1

7. 브랜드명 3.40 0.83 .516* .599* .474* .326* .443* .712* 1

8. 브랜드이미지 3.54 0.84 .646* .544* .500* .400* .606* .772* .702* 1

9. 애호도 3.36 0.84 .514* .478* .537* .429* .488* .653* .653* .693*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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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애호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기업이미지가 브랜드명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

유를 추론해보면, 아파트 광고에서는 주로 브랜드명을 강

조하며, 기업이미지 광고는 최근 줄어들어 소비자의 기업

이미지, 브랜드명 연상관계에서 스키마가 즉각적으로 연

결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

지환경은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의 영향은 확

인되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사료

된다.

V.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선행 변수의 파악으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아

파트 브랜드 자산 구성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파트 브랜드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구매 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애호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가설들이 지지

되어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이미지와 아파트 광고가 아파트 브랜드 자산

의 구성요소인 브랜드 인지도/이미지, 지각된 품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인 브랜드 인지도/이미지, 지

각된 품질, 브랜드명 호감도가 전반적인 브랜드 자산인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30)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브

랜드 자산 형성 및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판

별해내고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은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육성을 위한 선결조건

이 된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된 아파트 브랜드자산의 연

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혜성 등(2006)은

고객기반의 아파트 브랜드자산 형성요인을 브랜드인지도,

구성요소 이미지, 광고이미지, 기업이미지,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 브랜드 리더십, 브랜드 사회적 평판으로 보

고, 이러한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이 연구결과는

박혜성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연구는 브랜드자

산요인들과 충성도와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이 연구는 브랜드 자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규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박승배 등(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부는 유사하

다. 즉, 아파트 브랜드자산이 브랜드 애호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비슷하나, 역시 선행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도표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과 자산 구성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브랜드

애호도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 회사들이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브랜드 자산의 형성

에 관하여 알게 해주고, 브랜드를 관리·육성하는데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

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선행요인과 구

성요소, 브랜드 애호도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자산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기업이미

지는 브랜드이미지와 인지도, 품질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건설회사는 브랜드이미

지 광고에 앞서 기업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마케

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일례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자선, 기부,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각종 단체 후원 등)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과 기업이미지 광고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이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광고는 브랜드자산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광고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인 브랜드컨셉의

제시가 아닌, 자사 브랜드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통한 브랜드자산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가 브랜드 애호도

30) 여운승·오명렬(2004), 브랜드자산과 그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 마케팅연구, 19(4), 155-184.; Yoo, B. H., N. Donthu
and S. H. Lee (2000), An Examination of Selected Marketing Mix

Elements and Brand Equity,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2), 195-211.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 통계적으로 유의함(p<0.05, 단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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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실증하였다. 따라

서 아파트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새로

운 컨셉과 전략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각인시키고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인다

면 아파트 업계의 브랜드 자산가치의 제고와 함께 건설

업계와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셋째,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아파트의 품질을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전략은 아파트의 경쟁력 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과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아파트의 구성을 재

구성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성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고객의 욕구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설계하고, 이러한

아파트 시공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후 만족도를 측정한다

면 많은 품질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병행을 통해 내실있는 브랜드 자

산의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들로 하

여금 브랜드 애호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존 문헌 연

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기업의 다양한 경영

전략을 마케팅 전략에 접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구매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

로 기대된다.

3.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조사를 연구자의 지리 범위적 한계로 대전광역시

로 한정한 사실이다.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혹, 아파트 입지 위치에 따라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는 보다 자

세히 각 지역마다 브랜드 아파트의 정보를 모아 브랜드

자산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제품에 비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상품

은 내구성이 길고, 큰 자금이 소요되며 주거가치와 자산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의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려하는 요소도

많다.

31)
 즉, 아파트 브랜드는 광고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인

지도뿐만 아니라 정보원천의 영향에 따라서 브랜드 이미

지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원천의 영향

이 아파트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아파트 브랜드 자산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자산을 육성하기 위한 방

편으로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와 브랜드 애호도까지의

결과를 도출하였을 뿐, 소비자들의 보다 자세한 브랜드

아파트의 구매 성향을 따져 브랜드 자산 가치와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

서 소비자들의 아파트 구매의 증가 즉, 브랜드 자산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가격프리미엄과의 관계도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넷째, 아파트단지의 개별특성에 의한 브랜드자산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간과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의 특성을 측정하고 적절히

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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