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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브랜드 가치 10위
- 산업정책연구원, 40개국 대상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결과 한국 10위
- 삼성전자가 11조로 8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 브랜드로 뽑혀
- 28일 ‘2007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Korea Brand Conference 2007)'에서 발표

(IPS=2007/11/28) 산업정책연구원은 2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진행한 ‘2007 코리
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40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연구 총괄책임자 조동
성 서울대 교수)’ 연구결과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연구 총괄책임자 신철
호 성신여대 교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6년째인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결과 2007년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전체 40개국 중
약 8천 7백억 달러의 가치를 보이며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순위

는 2005년도 13위, 2006년도 10위에 이어 2007년도 10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2007년 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구성하
는 국가브랜드 파워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1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65개
국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국가의 정부, 기업, 민간단체 및 국민이 해당 국가의 브
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브랜드 전략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국가 경쟁력과 심리적 친근도 또한 각각 한 단계 하락하면서 20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 국가에 비해 한국의 정부, 기업, 국민, 민
간단체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 미국이 약 7조 6천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독일과
영국이 각각 5조 4천억과 3조 2천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조 6천억 달러로 4위,
프랑스는 2조 4천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5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된 필리핀은 총 40여 개 국가 중 38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와 함께 발표된 기업브랜드 가치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1조로
8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브랜드 가치 평가는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발
표하는 것으로 이번 발표는 재무적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브랜드 매출액에 미래 가치를 현가화
하기 위하여 무위험 단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시켰으며, 마케팅적 측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기타자산 등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올해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는 2위인 현대자동차와
6조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부동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로 조사됐다. 현대자동
차와 LG전자는 지난해와 순위 변동없이 각각 4조9천여억원과 4조6천여억원으로 평가돼 그
뒤를 따랐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산업정책연구원 ‘기업브랜드 가치평가’외에도 인터브랜드가 선정
한 100대 기업에서 브랜드 가치가 168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상승하며 세계 21
위 브랜드로 선정돼 3년 연속 전자업계 1위를 지켰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연구원은 금융업(은행, 보험), 유통업(백화점, 할인점), 인터넷 포털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도 산업별 평가 자료를 발표 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2,545,498백만원), 보험 부문에서는 삼성생명보험(4,062,330백만
원), 백화점 부문은 롯데백화점(1,316,731백만원), 할인점 부문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1,453,535백만원), 인터넷 포털 산업에서는 네이버(www.naver.com)(142,868백만원)가 각각
1위로 조사됐다.

산업정책연구원 신철호 이사장은 8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
자의 브랜드가치는 기업 내부경쟁력의 원천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
업 브랜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성장, 유지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쇄신시킬 수 있는 브랜

드 자산 가치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브랜드 경영과 디자인 경영을 기반으로 재무적뿐만 아니라 마케팅적 부분에서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브랜드 경영의 핵심인 Plan-Do-See(계획-실행-평가)를
소홀히 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브랜드 가치는 가치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특히 기업브랜드
경우는 기업의 내부경영시스템이 윤리, 사회적 책임, 환경에 초점을 두는 지속경영이라는
튼튼한 바탕 위에서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져야만 가치가 단단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