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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wangju Home Electronics

Co-Bran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y

   by : Seo, Sang deok

   Advisor : Prof. Lim, Chae hyung

   Major in Brand Communic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oday, the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s making remarkable progress with the devel-

opment of technology, economic improvement of consumers, high quality of life, and pur-

suing self-satisfaction and personal value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ving, living 

environment and lifestyle. It is changing to the propensity to satisfy the expression of the 

self and the value. In the past, the market has shifted from a supplier-oriented market to 

a consumer-oriented market, and the range of consumer electronics products that can be 

selected has become wider. Currently, the brand is a marketing strategy that satisfies 

consumers' emotions and can represent expectation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 consumer electronics market is fiercely competing with 

consumers for their sustainable purchasing and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a clear 

image of brands and favorable perception.

  As demand is becoming more polarized globally, both the premium market dominated by 

large corporations and the practical market focused on SM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larized. However, technology and functions are leveled, giving value to images that can 

express self Consumers are increasing. These influences have led to the launch of branded 

products from a variety of companies, broadening the range of consumer purchases.



  The brand nam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brand because it plays a very import-

ant intellectual property role by giving consumers loyalty to products and services and 

preventing legal abuse by competitors. This is brand loyalty If a consumer buys a branded 

product and then purchases it again satisfactorily and if you have confidence in a particu-

lar brand and are motivated to continue buying. At this time, the brand name is an image 

of an important recollection and is drawn to the mind of the consumer.

  Gwangju Metropolitan City's electronics Co-brand is also being developed and utilized to 

bring out the favorable feeling and loyalty of modern consumers.However, it is not easy for 

consumers to recognize it as a household appliance brand because of the brand nam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area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because the 

brand name is so long that it is not easy to recognize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to give positive emotions. It is judged to be a brand that has problems 

with brand awareness and scalability to play a key role.  

  Therefore, the following study was carried out to derive a brand name strategy that can 

meet the expectation of consum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home electronics 

industry and secure competitiveness with a strong brand image.

  As a research scope, we selected nine brands of home appliances which are currently sold 

in domestic and foreign offline and onlin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background of current market and brand name of domestic appliance industry,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the existing similar issues.

  In order to establish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Gwangju Metropolitan City 

co-br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urchasing factors and brand 

names of consumers purchasing home appliances.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demo-

graphic questionnaire, analysis result, sample questionnaire, consumption form and con-

sumer awareness when purchasing home appliances.



by asking questions about consumer behaviors and perceptions when purchasing home 

appliances, we identify the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ing, and ask ques-

tions about the preference and non-preference for brand names, I saw. The regional scope 

of the survey wa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but it was conducted for the 

whole country and the sexes were male and female and the ages were over 20. Surve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survey consumers who know about the brand names of home 

appliances industry and the brand name.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227 stu-

dents who were students, full - time housewives, self - employed,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Among the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through 200 valid responses, 

except for 27 cases where the response was not enough or not yet recovered.

  Through this analysis, the preferred brand name of the consumer electronics product 

symbolizes the product image, is a name that is well suited to the field, and is a simple and 

memorable word form. The co-brand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home appliance brand 

emphasizes locality too much, ,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reaction occurred in the 

efficient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the ease of memory. In order to improve the prob-

lems and to gain competitivenes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a need for strategies to 

represent the value of the home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value of the consumer. 

Therefore, it was able to recognize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trends of today,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brand name that can be perceived as a friendly brand from con-

sumers.



국  문  초  록

  오늘날 가전산업은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향상,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의 주거ㆍ생활 환경ㆍ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자기만족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자아의 표출과 즐거움까지 충족시켜 주는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공급자 관점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점의 시장으로 변화하며 선택할 수 있는 가전제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고 기대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브랜드의 뚜렷한 

이미지와 우호적인 인식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구매와 경쟁우위를 점하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을 위주로 고급성을 강조하는 시장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실용적 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해지고 있지만, 기술력과 기능은 상향 평준화되어 이성적인 

품질에 대한 충족 외에 자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브랜드 제품들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갖게 하고,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 경쟁자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지적 재산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 되면 

불변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를 이용 

후 만족감을 느껴 다시 사용하거나, 맹목적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아서 별다른 

고민 없이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브랜드 충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브랜드 네임은 가장 

중요한 회상의 이미지로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된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또한 현대의 소비자로 하여금 우호적인 감정과 충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지ㆍ지자체 관점의 브랜드 네임으로 인해 가전제품을 

연상하기가 쉽지 않고, 네임이 너무 길어 소비자들이 빠르게 인지하기에 쉽지 않아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기에도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네임의 핵심 역할인 인지성과 확장성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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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역 가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기대 심리에 부응하며 파급력이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 전략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현재 국내ㆍ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9개를 

선정하였다. 가전산업 시장 현황과 브랜드 네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된 국내ㆍ외 문헌연구, 

기존의 유사 논제 등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사례 분석을 통해 브랜드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발전 방안 근거 마련을 위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과 브랜드 네임의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통계학적 질문 문항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 함으로써 표본으로 삼았고,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소비 형태와 소비 인식에 대한 질문 문항을 넣어 구매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였으며, 브랜드 네임에 대한 선호ㆍ비선호도에 관한 문항을 넣어 

소비자들이 바라는 브랜드 네임의 요건을 알아보았다.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성별은 남녀, 연령은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고지를 통해 가전 산업 브랜드와 브랜드 네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에게 설문하여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 전문직 총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중에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회수 된 27부를 제외하고 200부의 유효 응답을 

통해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은 제품 이미지를 상징하고 분야와 

잘 어울리며, 간결하고 기억하기 좋은 단어 형태의 네임이었으며,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지역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편 너무 긴 네임으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기억의 용이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전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비 형태와 트렌드를 인식하고 소비자로부터 

우호적인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브랜드 네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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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가전제품은 기술의 발달과 거주 환경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으며,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편의성과 내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에 있어 기능과 편의성에 대한 충족은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며 여기서 나아가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하고 자신의 성향을 표출할 수 있는 이미지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미지 중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브랜드이다.“이제는 브랜드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모든 제품에 브랜드가 붙어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백화점이나 마트 광고 

전단지에서‘유명 메이커 세일’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유명 브랜드 세일’이라는 

문구를 흔히 본다. 왜‘메이커’에서‘브랜드’라는 용어로 바뀐 것일까? 메이커는 생산자 관점에서 

중요한 용어이고 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예전엔 물건이 귀해서 생산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제품이 넘쳐나므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권한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브랜드는 소비자의 선택, 즉 사랑받기 위해 탄생되고 관리되고 있다.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1)

 “브랜드 네임은 상품의 특징이나 편익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네임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상표등록이라는 법적 

문제도 고려된다. 등록받지 못한 브랜드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법적 제약이 따른다. 좋은 네임이 

만들어져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회사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방으로 인한 브랜드 네임의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없다.”2)

1) 김상률 (2013).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 브랜드 네이밍. RHK, p. 16.

2)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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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대기업 완제품 조립을 위한 부품 협력 제품 생산 위주의 지역 가전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가전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가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품에 지역 

가전제품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여 지역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홍보와 인지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지역 가전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개발된 브랜드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선포식, 박람회,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통합 브랜드를 매개체로 한 지자체의 지원을 활용하려는 가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문장 형태의 브랜드 네임은 지역의 가전기업ㆍ제품의 

강점과 분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브랜드의 파급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 시장에서 광주광역시 가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브랜드 네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브랜드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브랜드 네임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보며, 외부적으로는 가전산업 시장의 현황과 주요 소비자의 특성, 내부적으로는 광주광역시 

가전산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국내ㆍ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브랜드 네임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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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 범위는 현재 국내ㆍ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 가전산업 

브랜드‘쿠쿠 CUCKOO’,‘루컴즈 LUCOMS’,‘위닉스 WINIX’,‘하이얼 Haier’,‘다이슨 dyson’,‘베코 

beko’,‘텍사스인스트루먼트 TEXASINSTRUMENTS’,‘해밀턴비치 HAMILTONBEACH’,‘메트로피씨에스 

METROPCS’ 9개의 브랜드 네임을 연구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된 국내ㆍ외 문헌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유사한 논제 등을 통해서 가전산업의 전망과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이루는 모티브ㆍ네임ㆍ심볼마크 또는 워드마크 

디자인 등의 요소를 가전제품 브랜드 요소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선호도와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브랜드 네임의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그림 1-1>과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 부문에서는 연구에 대한 배경ㆍ목적과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개념 및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브랜드 네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문헌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가전산업 시장의 동향과 전망, 소비자의 의식을 

통해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 가전제품 브랜드 분석 및 소비자 조사에서는 국내ㆍ외 가전제품 브랜드 현황을 분석해보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들을 각각의 분석 표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요소들을 연구해 보았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빈도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심층 조사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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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전 산업과
브랜드 네임의
일반적 고찰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현황

결론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브랜드의 이해
가전 산업

시장 현황과
소비자 이해

광주광역시
가전산업의 이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제제기

연구대상과 방법 가전 산업
브랜드 사례 분석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브랜드 요소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서론

결론

본론

제Ⅲ장 제Ⅲ장 제Ⅲ장 

제Ⅰ장 제Ⅰ장 제Ⅰ장 제Ⅰ장 

제Ⅱ장 제Ⅱ장 제Ⅱ장 제Ⅱ장 

제Ⅳ장 제Ⅳ장 제Ⅳ장 제Ⅳ장 

제Ⅴ장 제Ⅴ장 제Ⅴ장 

<그림 1-1> 논문의 구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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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론과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특성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함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의 제시된 연구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통하여 첫째, 브랜드 네임이 가전제품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둘째, 가전산업 시장의 마케팅 관점에서 브랜드 네임의 전략 

방향을 파악하여 셋째,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주요 요소인 브랜드 네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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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브랜드의 개요

  1. 브랜드의 개념 및 역할
 

“기업이 자사 제품에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경쟁 상대의 제품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이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brand loyalty)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브랜드 

로열티는 브랜드 선택에 있어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 갖는 호의적인 태도, 그에 따른 

같은 브랜드의 반복적 구매 성향을 보여 구매빈도가 높고 그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다.”3)                    

“고대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여성을 남자의 소유물이라 하여 여성의 가슴에다 마크를 새겼으며 

로마의 노예나 포로는 귀에다 마크를 새겨 넣었다. 당시 이들 표시는 주로 타인의 소유물과 자기 

소유물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 기능이었다. 이 식별 기능에서 재산의 표시 기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 프랑스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유통기구가 몇몇 단계로 분화되면서였다.”4)  이 식별의 기능을 하던 것이 재산의 표시로서 기능한 

것은 18세기 초 프랑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였다.

 “미국 듀크 대학의 켈러 교수는 브랜드란‘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 시키고,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국 마케팅 학회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브랜드란 이름(NAME), 용어(TERM), 기호(SIGN), 상징(SYM-

BOL), 디자인(DESIGN)의 조합으로서, 하나 또는 일련의 판매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주는 것이자, 경쟁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시켜주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는 한편으로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라는 말이다.”5) 

3)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 자료검색일 2017. 11. 07,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

try.nhn?docId=1105337&cid=40942&categoryId=319154)

4)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5) Peter D.Bennett (1998). Dictionary of marketing terms.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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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브랜드의 범위

-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

  브랜드와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에는 브랜드 마크(BRAND MARK), 브랜드 네임(BRAND NAME)과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등이 쓰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랜드의 소리 나는 부분을 

브랜드 네임이라 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브랜드 마크라고 하며, 권리 확보를 위해 각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트레이드마크라고 한다. 이 트레이드마크는 법적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상품과의 차별적인 우위가 바로 경쟁우위와 직결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국제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기업들간의 브랜드 요소는 상품 및 기업 자체를 나타내는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브랜드는 자기상품이나 기업을 정체 시키고 다른 상품이나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요즘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구매하기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구입하는 브랜드 지향적 

구매 행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인식하고 그에 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타사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브랜드 지식에 

근거해 제품을 판단하며 아울러 그 브랜드와 관련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브랜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따른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한다.”7)

6) Kevin Lane Keller (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prentice hall, p. 38.

7)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브랜드 네임
브랜드 마크

넓은 의미의 상표

좁은 의미의 상표

트레이드마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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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업과 소비자 매개체로서 브랜드의 역할

- 김상률 (2013).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 브랜드 네이밍. RHK. p. 20.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쳐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수익의 지속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재산, 즉 가장 커다란 무형 

자산이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구매 결정의 동기가 

되고, 브랜드가 확장 제품으로 출시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받는 브랜드는 자연스러운 구전 홍보가 되어 바이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주기도 한다.

  예컨대 다수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소수의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을 

유지하려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브랜드의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브 랜 드

소 비 자

기 업

브랜드 편익 제공

우호적 이미지 형성 브랜드 충성도 상승

지속적 구매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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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브랜드의 요소
 

“브랜드 요소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라 불리며 브랜드를 차별화 시키고 정체 시키기 위해 이를 

도와주는 도구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랜드의 주요 요소로는 브랜드 네임, 

로고타입,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징글, 컬러 등이 있다. 이들 요소는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8)

  브랜드 네임(BRAND NAME)

“브랜드 네임은 상품의 주요한 연상과 핵심 주제를 나타내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의 핵심 요소이다. 즉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제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브랜드 네임이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상품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져서 론칭 되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9) 브랜드 네임은 청각적, 시각적 요소로서 표출되기에 다른 요소에 비해 

전달력과 파급력이 커 브랜드 요소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로고타입(LOGO TYPE)

“로고타입은 브랜드 요소 중 브랜드 네임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써 

브랜드 네임과 동일하게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억하기 쉽도록 

도와준다.”10)

  심볼마크(SYMBOL MARK)

“심볼마크는 로고타입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표출을 담당하는 요소이지만 다른 점은 브랜드 

네임과는 달리 시대의 변화나 기업의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네임이 

길어서 모두 나타내기 힘든 경우에는 용이하게 사용된다.”11) 일부 기업과 제품은 브랜드 네임 없이 

심볼마크만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홍보 비용이 많이 든다.

8) Kevin Lane Keller (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prentice hall, p. 131.

9)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10) Ibid., p. 11.

11)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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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JINGLES)

“징글은 브랜드 요소 중 청각적인 요로소써 음악 또는 소리 메시지이다. 국내에서는 라디오나 TV 

광고에서 쓰이는 CM SONG을 징글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징글이랑 확장된 소리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12)

  슬로건(SLOGAN)

“슬로건은 브랜드에 대한 서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짧은 문구로써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의미나 

의미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슬로건은 광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이나 포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슬로건은 광고상에 있어 차별화의 수단으로써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같은 상품 카테고리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차별화 수단으로써 역할을 다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브랜드의 요소 중 하나로써 

슬로건은 유연성이 더욱 있다. 예) 나이키의 Just do it , 부국증권의 Like a Family”13)

  캐릭터(CHARACTERS)

“캐릭터는 브랜드 심벌의 특별한 종류로써 사람이나 살아 있는 생명체 또는 가상의 동물이나 사물 

등으로 나타내지는 것으로 브랜드의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브랜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연속적인 

광고 캠페인이나 포장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릭터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상력의 풍부함과 

다채로운 색깔로 주목을 끄는 힘이 강하다. 또한 상품의 주요한 속성을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캐릭터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 쌓아 논 캐릭터의 신뢰성이 상품에 전달되어 주요한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활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광고 시 지나치게 캐릭터에게만 주목 시킬 

경우 그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시장에 

그들의 이미지와 개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update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 미쉐린 

타이어의 “무슈 비벤담”, KFC의 “콜로 빌 샌더스 할아버지””14) 캐릭터는 친근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 요소로서 기업과 제품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12) 김상률 (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13) Ibid., p. 12.

14)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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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브랜드 네임의 개념 및 역할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는 것으로, 소비자 사이, 또는 소비자와 제조자, 판매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중요한 것은 브랜드 네임을 통해 그 

브랜드가 무엇이고 소비자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 네임은 사실상 브랜드 콘셉트의 핵심을 형성한다.”15)

“브랜드 네임은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네임은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정 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 

머릿속에 한 번 강하게 인지된 네임은 쉽게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에 브랜드 로열티를 얻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타인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브랜드 네임은 기업명이든 상품명이든 그 업종과 상품에 잘 

어울리는 네임을 선택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선경 그룹이 기업명을 SK로 바꾼 

이후 기업이미지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네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네임을 만들고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16)

  기업에서는 브랜드 네이밍 전략에 의해 브랜드 네임 하나만 존재하거나 다수의 브랜드 네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에 다수의 브랜드 네임을 보유하고 있다면, 브랜드 네임 계층에 대한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 브랜드 네임(CI Brand name), 공동 브랜드 네임(CO-Brand name), 개별 

브랜드 네임(Brand name), 브랜드 수식어 네임(SLOGAN) 등의 체계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계층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5) 네이버 지식백과. 이름의 의미와 특성 브랜드네이밍. 자료검색일 2017. 11. 07,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5080&cid=42266&categoryId=51151

16) 김상률 (2013).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 브랜드 네이밍. RHK,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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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 네임 General Motors

공동 브랜드 네임 Chevrolet

개별 브랜드 네임 Camaro

브랜드 네임 수식어 Z28

<그림 2-3> 브랜드 계층 구조

- KevinLane Keller, Strategic Brand Management, Figure,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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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브랜드 네임의 선정 기준
 

  기억하기 쉬운 네임이어야 한다.

“브랜드 네임은 시각적, 음성적, 의미적으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침투하여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브랜드 네임이 이 세가지 요소 관점에서 독특하고 튀는 네임이라면 

소비자들은 기억하기 쉬울 것이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지되고 저장된다면 구매 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갖게 함으로써 제품의 구매를 도와준다.”17) 기억하기 쉬운 네임은 인지성과 기억의 용이성 

측면에서 우수하며 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의 파급을 도와준다.

  제품이 속하는 분류에 따라 속성을 효과적으로 연상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브랜드 네임은 그 제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암시해 주도록 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연상작용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등 생활 필수 

제품군에서는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을 서술해 주거나 암시해 주는 네임을 사용하여 제품과의 

연관성을 높여주어야 한다.”18) 제품의 속성과 특징을 잘 나타내는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선택과 구매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지속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경쟁 브랜드 네임과 차별화되는 네임이어야 한다.

“같은 제품군 내에서 경쟁사 브랜드 네임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네임이어야 

한다. 네임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누구나 모방을 할 수 있는 네임이라면 결국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네임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현존 브랜드에서 새로운 브랜드로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19) 경쟁 브랜드 네임과 문자ㆍ발음ㆍ관념이 유사한 브랜드 네임은 기업과 

제품이 의도한 정체성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며 특허 권리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7) John M.Murphy (1992). Branding : A Key Marketing Tool. McGrawHill book Company, p. 12

18) Ibid., p. 12.

19) Ibid.,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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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연상이 없는 네임이어야 한다.

“브랜드 네임의 청감이나 의미에 대해 지역적, 국가 간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특정지역, 

특정 국가에서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브랜드 네임이 론칭 될 경우 그곳에서의 브랜드 활동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브랜드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반드시 부정 연상 체크를 통해 이상이 

없는 네임이어야 한다.”20)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지펠은 개발 초기에 “Gipfel”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출시하려 했으나“Gipfe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독일에서 속칭으로 남성 성기를 의미하는 바가 있어 

영문의 철자를“Zipel”로 변경하여 출시하였다.

  특허법으로 상표등록을 획득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이어야 한다.

“아무리 차별화되고 제품과의 연상작용이 잘 되는 네임이라 하더라도 법적 등록을 받지 못하는 

네임이라면 그 브랜드 네임에 대한 가치는 반감된다. 상표등록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이익은 브랜드 

네임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주고 경쟁사의 모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자사 브랜드 네임에 대해 

법적등록을 받지 않아 많은 경쟁사들이 똑같거나 유사한 네임을 사용한다면 자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등록이 

가능한 네임이어야 한다.”21)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기에 앞서“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크게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으로 나뉜다. 

브랜드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브랜드 네임이 용이하고 브랜드의 이미지 확장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힘이 도움이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에 있어서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은 언제나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의 발상 

자체가 하나의 뿌리에 있어야 하며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22)

20) Ibid., pp. 13.

21) Henri charmasson (2014). The Name is The Thing. Amacom, p. 140

22) 손혜원 (2009).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해냄,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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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전산업 현황과 소비자 이해

  1. 가전산업의 개요
 

  가전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TV 등의 전자기기 제품을 뜻하며 가정용 기기(House 

Appliances), 또는 소비자가전(Consumer Electronics)이라고도 불리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부피, 용량, 중량의 크로 

적음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하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전ㆍ전자기기는 생활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전형적인 내구소비재로서 가정과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가전산업은 

단계별로 연구, 기술,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모두 갖는 특징이 있으며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 

단계에는 연구 집약적인 성격을, 부품과 소재가공 단계에서는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최종 

조립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진다.”24)

2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4) 전자부품연구원 (2005). 국내외 최근 가전시장 동향. p. 2

<표 2-1> 전기ㆍ전자제품의분류23)

제품군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TV,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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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소비 양극화 지수

- 노경탁, (2017). 프리미엄가전, 이유있는 성장.

유진투자증권. pp. 24.          

  2. 가전산업 시장의 동향
 

  최근 국내 가전산업 시장의 흥미로운 변화를 살펴보면 저수익 사업이었던 가전산업이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수요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가전산업 기업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효과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4>, <그림 2-5> 참조.

  프리미엄 가전산업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 브랜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과 LG

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및 해외 160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글로벌 가전산업 

기업으로,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프린터 등 가전제품은 CE 부문에 해당한다. LG

전자의 사업부문은 TV, 모니터,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영상 음향기기는 HE 부문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공조 기기는 H&A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같은 주력 분야는 저소비전력,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 등의 고객의 

편의성을 친환경적인 프리미엄 포지셔닝 제품  개발을  통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에어 워셔, 스타일러 

등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2-5> 국내 가전제품 출하량 전망

- 노경탁, (2017). 프리미엄가전, 이유있는 성장.

유진투자증권. pp. 02.          

20



  국내의 가전산업 시장의 또 다른 동향으로는 국내 중소 가전제품 기업 브랜드들의 약진을 들 수 

있다.“중소형 가전제품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수요가 존재하며, 대기업 위주의 가전산업 시장에서 

틈새를 개척하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25)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전기밥솥 전문 업체인 쿠쿠전자는 1998년 자체브랜드 쿠쿠를 론칭하고, 400

개 이상의 지식 재산권 보유 및 470여 개  항목에 달하는 품질 테스트를 통해 현재 국내 밥솥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다. 제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 가정용 공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위닉스는 2000년 대 초반까지 주로 삼성전자 에어컨과 냉장고의 중요 

부품인 열교환기를 개발하고 생산하였으나, 이후 가정용 공조기로 사업을 확장해 매년 다양한 모델과 

차별화된 기능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제습기 시장에서 LG전자와 함께 시장을 선도 중이다.

  이렇듯 국내 가전산업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군을 주도하는 대기업 브랜드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가 포지셔닝과 타깃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25) 중소기업청 (2017). Technology Roadmapfor SME. 중소기업청, p. 17

<그림 2-6> 쿠쿠 브랜드 및 제품

- 쿠쿠 홈페이지, http:www.cuckoo.co.kr

<그림 2-7> 위닉스 브랜드 및 제품

- 위닉스 홈페이지, http:www.wi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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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삼성 프리미엄 냉장고 지펠 브랜드

-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

  3. 가전산업 시장의 소비자 이해
 

  21세기 오늘날 사회의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감성과 이성의 동시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가전산업 제품 소비에 있어서도 

제품 자체에 소구하는 이성적인 판단 기준과 더불어 브랜드 파워나 디자인, 향기, 소재 등에 있어 

감성적인 소구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전산업 제품을 사용자의 

품격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도구로 여겨 브랜드를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상징하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삼성전자의‘지펠zipel’냉장고는‘양문형 여닫이 냉장고’로 국내 고급 냉장고 시장을 열었다. 당시 

국내 고급 냉장고 시장에는‘월풀whirlpool’,‘서브제로 subzero’,‘지이ge’등 외국 브랜드들이 

포지션되어 있었다. 삼성전자는‘Zeple’이라는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네임을 개발함으로써 

고급 냉장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26)  프리미엄 제품은 프리미엄 이미지에 어울리는 

네임으로 개발되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26) 김상률 (2013).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 브랜드 네이밍. RHK,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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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제품 제조와 매출 극대화에만 올인해 온 가전 기업들의 경영 목표가 최근‘기업 

브랜드(이미지) 알리기’또는‘고객에게 가치를 가져다주는 가치경영’등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에 

이어 중견·중소 업체들도 브랜드 마케팅에 팔을 걷어부쳤다.”27)

  매력적인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식별 장치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자기만족과 자부심을 

제공하고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표출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소비 문화와 환경 

변화에 따라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기존 제품별 브랜드를 강화하면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코웨이’를 정하고 

기존의 비데 개별 브랜드‘룰루’, 공기청정기 브랜드‘케어스’, 음식물 처리기 브랜드‘클리베’등을 

통합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시는 물과 공기에 관련된 제품의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전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전제품 브랜드 소비의 또 다른 형태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가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 완제품을 생산, 과시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영전자는 2015년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완제품을 출시하며‘Value 

& vision in technology’를 의미하는 브랜드 네임을 개발,‘빈트vvint’를 론칭하여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의 구매 선택에 있어 자기만족과 라이프 스타일 표출의 도구로서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의 분야와 포지셔닝에 어울리는 브랜드 네임을 

소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7) 김유경 (2007. 11. 13) 중소 가전도 브랜드 마케팅. 전자신문. 자료검색일 2017. 11. 09,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hongjig/1500244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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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주광역시와 가전산업에 대한 이해

  1. 광주광역시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 서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호남 지방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이다. 다시 말해 

광주는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전라북도를 포함하는 광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남 지방의 중심 도시들에 대응하는 호남 지방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성을 지니고 있다.”28) 나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광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근접해있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중심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륙과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특히 

해양을 통한 진출이 용이하고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 중요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 지방의 중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 동부의 부산과 대구 

그리고 울산 등 영남 지방의 중심 도시들과 국토공간에서 대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국토 3

각 거점의 한 정점을 이루며, 서남권의 중핵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광주는 서울과 270km, 

부산과 211km, 대구와 189km, 제주와 187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항공·

철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2∼4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다. 광주는 항공은 

물론이고 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여러 국도 노선이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호남권 방문의 

관문 및 거점이 되고 있다. 광주는 각 지역을 잇는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국도와 지방도로를 

통해 가까운 도시들과 연결되고, 호남고속국도를 통해 대전과 서울로 연결되며, 순천을 거치는 

남해고속국도를 통해 부산, 그리고 광대고속국도를 통해 대구와도 연결되고 있다.”29)

28) 광주광역시 (2014. 12. 05). 광주소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7. 11. 11, 자료출처 

https://www.gwangju.go.kr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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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광주광역시 전경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2014년 기준, 면적 501.20㎢, 인구 149만 2천 명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어 국내 제

5위를 차지하는 대도시이며, 호남 지방 최대의 도시이다. 행정구역은 5개 자치구에 95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부터 호남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오면서 최근에는 

시민참여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또 넓은 호남평야의 곡창지대와 임해 공업지대 및 수산업 지역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어 호남 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전남 양 시·도간 상생 협력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8개 권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011년  광주지역 9개 지구에 지정된 광주연구개발(R·D) 특구를 통해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진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이 확고한 생산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30)

  광주는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 활동 전개와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 진흥지구 내 

문화기업체 유치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는 한편 자동차, 가전산업, 광산업, 

금형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30) 광주광역시 (2014. 12. 05). 광주소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7. 11. 11, 자료출처 

https://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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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주광역시 가전산업에 대한 이해
 

   광주광역시는 2016년 2월‘광주지역 가전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 이전설로 촉발된 지역 가전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였으며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발언을 통해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으로 지역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지역협력업체는 부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정보부재와 무능한 행정으로 

삼성전자와 사전대화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뒷북 행정만 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연관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31)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이전으로 광주지역 가전산업 매출액은 6조원에서 5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인력도 1천명 가량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들의 경영상황도 2011년 영업이익률이 11.1%에서 2014년 8.2%로 감소했으며, 매출액도 

2011년 6.104억원에서 2014년 5.203억원으로 감소하였다.”32) <그림 2-10>, <그림 2-11> 참조.

31) 국제뉴스 [인터넷]. c2016 02 04.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대책 마련 필요;; 2016 02 04 [2017 11 11 

인용]; URL: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030

32) Ibid.

<그림 2-10>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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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삼성전자 협력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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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가전산업은 백색가전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부품 생산 협력 

업체의 형태로 구성되어 대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매출, 고용, 영업이익 등 모든 부분에서 좌우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경쟁하는 구도를 지속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던 대기업의 생산라인 철수설이 지역에 퍼지면서 위기가 대두되었고, 현재까지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자체(광주광역시)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가전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전산업육성 종합대책을 2016년 3월 마련하였고 계획의 주된 내용은 납품 감소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 방안, 유동성 확보 등의 기업지원 강화, 삼성전자와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전기가전산업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는 대체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지역 기업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스마트 에어가전산업’등과 연계한 광주형 공동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 마케팅 등의 판매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가전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33)

             

  

33) 안종명, "광주광주시, 가전산업육성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투데이, 2016 03 08 수정, 2017 11 11 접속,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08010004819.

·광주형 공동브랜드 제품을 생산, 공동 마케팅 등의 판매 체계 구축

·중소가전기업 광주형 완제품으로 승부수

·참여 기업들의 상생협력과 함께 기술력 개발과 판매 활로 개척

·납품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나 공동 협업 생산시스템 도입 계획

·2020년까지 스마트 에어가전 R&D 허브 구축

·매출 100억원 이상 전문기업 20개 육성

·스마트 에어가전 혁신센터 구축 및 에어가전 혁신기술 개발

광주 가전산업 육성방안

<그림 2-12> 광주 가전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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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해
 

  2016년 2월 수립된‘광주지역 가전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의 취지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가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중소 가전산업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첫 번째 과업으로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들 개발하여 지자체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 가전산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완제품을 통한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에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던 광주광역시 산업 공동브랜드‘MIG(MADE IN 

GWANGJU)’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유사한 경쟁사의 네임이 많아 가전산업 분야의 상표권 확보가 

어려운 데다 확보해 놓은 권리범위가 2개류로(43류:음식숙박업, 41류:교육업)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해외 진출까지 계획되어 있는 가전산업 분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림 2-13> 참조. 

<그림 2-13> 광주광역시 산업 브랜드 MIG 상표특허 등록 현황

- 특허검색 키프리스 홈페이지.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

method=loginTM&checkP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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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이 개발된 브랜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광주광역시 가전산업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통합 브랜드로서의 역할, 두번째로는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상징하는 인증의 역할, 

세번째는 해외 진출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브랜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는 권리 확보가 쉬운 도형상표 형태의 상표 특허 전략과 도시(광주광역시)의 정신을 

담은 슬로건을 브랜드 네임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요소를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개발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평화의 도시 광주의 기업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의 콘셉트‘City of peace, Create together’의 표출을 위해 비둘기와 광주광역시의 영문 

이니셜 첫글자‘G’를 모티브로 심볼마크를 개발, 슬로건이자 브랜드 네임으로‘CITY OF PEACE 

CO-BRAND’를 선정하여 브랜드를 확정했다.

<표 2-2> 광주광역시 가전 브랜드 요소

브랜드 콘셉트
및 키워드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슬로건)

심볼로고 시그니처

평화의 도시 광주의 기업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City of peace, Create together

CITY OF PEACE CO-BRAND

GWANGJU
광주 신뢰

TRUST
평화

PEACE키워드 함께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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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권리화 전략과 지자체 관점의 슬로건 형태의 네임을 주 전략으로 개발된 

브랜드 이미지는 현재 국내를 포함한 미국, 중국까지 가전제품 분야에 대한 권리화를 진행 중에 있어 

상표권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브랜드 네임의 역할을 

하는 슬로건은 문장 형태로서 너무 길고 지자체의 정신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별도의 

설명이 없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분야를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APP 및 제품 적용 예시 중 대내적 소속감과 대외적 업무를 위한 APP 

항목을 살펴보면 관공서나 기관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가전제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지역성과 광주광역시 관점에서의 개발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주력 가전제품 분야인 에어 가전과 주방가전에 대한 적용 예시를 살펴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에 대한 이미지 전달보다는 공동브랜드로서의 지역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활용의 목적이 인증 마크에만 국한되지 않고 메인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생산지와 광주광역시 지자체의 이미지보다는 제품의 분야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14>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APP 및 제품 적용 예시.

-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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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다른 브랜드 접점 상황인 포장류나 배송, AS  항목 적용 예시를 보면 이러한 접점 상황은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노출 시간이 짧고 장소적으로 매우 한정적이어서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인지 

시키고 기억에 남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긴 문장형태의 

네임으로 인해 소비자가 빠르게 네임을 기억하기 힘들고 설사 네임을 기억했다고 하더라도‘CITY 

OF PEACE GWANGJU CO-BRAND(평화의 도시 광주 공동브랜드)’라는 명칭과 의미를 통해 

가전제품 분야에 관한 브랜드라는 것을 연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브랜드 네임의 중요한 역할인 인지성과 상징성을 통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 가전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15>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운송 및 AS항목 적용 예시.

-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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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마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개 방향도 성공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단어 

형태의 브랜드 네임을 강조한 경쟁 브랜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적고 이미지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인지도가 상위에 오르기까지는 막대한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 대기업도 아닌 

중소 가전제품 시장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케팅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2017년 03월 브랜드 공표에 이어“상생협약 체결 기업 및 

공동브랜드를 활용할‘UV-LED램프’(㈜모스티브),‘스마트 전기보일러’(㈜ 금강생명과학),

‘해동레인지’(㈜인아),‘수면 유도기’(티아이피인터내셔날㈜) 등 17개 제품에 대한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활용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가전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 주택 건설업체, 대형 유통업계 등 주요 구매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품 홍보와 1:1 맞춤형 

상담회, 지역 우수 제품 박람회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34)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가전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 기업과 제품 선정, MOU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적용과 활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브랜드 네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여겨지는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확산과 인지도 제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과 경쟁 기업들의 머릿속에 

브랜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전에 매력적인 이미지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4) 조순익. 2016 02 13. "광주시, 광주형 공동브랜드 프로젝트 첫 성과" 이머니뉴스. 2017 02 13, 

2017 11 11 접속, http://blog.naver.com/emoneynews/2209340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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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가전 브랜드 분석 및 소비자 조사

제1절 가전제품 브랜드 사례 분석

  1. 가전제품 브랜드 사례 조사
 

  현재 국내ㆍ외에는 다양한 가전산업 브랜드들이 목표시장과 타깃 고객층의 니즈에 따라 브랜드 네임 

전략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ㆍ외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가전산업 제품 브랜드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3-1> 참조.

  국내ㆍ외 가전제품 브랜드 사례(국내 6개, 국외 3개 브랜드)의 경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의 

브랜드 샘플 중에서 광주ㆍ전남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디자인 전공 학과 교수 7명의 추천을 통해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국내의 사례로는 전기밥솥 브랜드‘쿠쿠 CUCKOO’, TV 브랜드‘루컴즈 LUCOMS’, 에어가전 

브랜드‘위닉스 WINIX’, 등의 브랜드가 활약 중이며, 국외의 사례로는 종합 가전 브랜드‘하이얼 

Haier’, 생활가전 브랜드‘다이슨 dyson’, 종합가전 브랜드‘베코 beko’, 전산가전 브랜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EXASINSTRUMENTS’, 키친가전 브랜드‘해밀턴비치 HAMILTON-

BEACH’, 통신가전 브랜드‘메트로피씨에스 METROPCS’등이 가전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가전제품 브랜드 또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규모를 확대한 국외 기업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어 광주광역시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포지셔닝에 

근접해 있어 브랜드 네임의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각각의 브랜드 요소 분석을 통해 브랜드 

네임의 개발 배경과 강점, 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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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ㆍ외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

하이얼

본사 : 청도(중국)

위닉스

본사 : 시흥(한국)

해밀턴비치

본사 : 버지니아(미국)

루컴즈

본사 : 용인시(한국)

쿠쿠

본사 : 양산시(한국)

베코

본사 : 이스탄불(터키)

다이슨

본사 : 말버른(영국)

매트로피씨에스

본사 : 텍사스(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본사 : 텍사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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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전제품 브랜드 요소 분석

  소비자들로부터 우호적인 인식과 지속적 구매를 유도하는 가전산업 기업들은 대기업이 연구ㆍ

진출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품목이 겹치더라도 대기업 

못지않은 품질력과 가격경쟁력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더불어 가전제품의 구매에 있어 

자기만족과 라이프 스타일 표출의 도구로서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품의 분야와 포지셔닝에 

어울리는 브랜드 네임을 소구하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이미지를 연구하고 브래드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의 브랜드 이미지 요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방가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쿠쿠는 전기밥솥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본사는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네임은 밥솥에서 밥이 다 되어갈 때 수증기가 빠지는 소리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되어 제품의 특성과 감성을 잘 표출하고 있다. 브랜드 네임의 발음 역시 확실하고 

강하여 인지성과 기억의 용이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미지 형태는 심볼마크가 없는 

워드마크 형태로써 간결하면서도 음식과 어울리는 레드 컬러를 적용하였다.

<표 3-2> CUCKOO/쿠쿠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양산시(한국)

주방가전/전기밥솥

밥솥에서 밥이 다 되어갈때 수증기가 빠지는 소리와

Creative의 C를 모티브로 한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CUCKOO/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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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한국)

에어가전/공기청정기

Water(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W를 강조한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표 3-4> WINIX/위닉스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WINIX/위닉스

용인시(한국)

디스플레이가전/TV

미래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상징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모든 파고를 넘어서 신대륙을 정복하는

“미래로의 항해”를 모티브로 함

<표 3-3> LUCOMS/루컴즈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LUCOMS/루컴즈

  루컴즈는 TV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본사는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네임은 미래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발음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미지 형태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모든 파고를 넘어서 신대륙을 정복하는“미래로의 항해”를 모티브로 하여 간결하면서도 

로고타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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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중국)

종합가전/TV

더 높은 제품의 품질력을 향한 집념을 나타내는 단어

‘Hihger’를 변형한 브랜드 네임

<표 3-5> HAIR/하이얼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HAIR/하이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큰 미세먼지, 실내 공기 관리 기기 분야의 에어가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위닉스는 공기청정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본사는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랜드 네임은 Water(물)을 기반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W’를 강조하여 개발되었다. 브랜드 네임의 발음은 용이한 편이나 비슷한 발음의 경쟁사 

브랜드들이 다수여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물을 상징하는 원과 로고타입이 결합된 

워드마크 형태로써 간결하면서도 제품에 적용성이 우수한 형태이다.

  하이얼은 중국 청도의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품질 혁신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기업으로 성장한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더 높은 제품의 품질력을 향한 집념을 나타내는 

단어‘Hihger’를 변형한 브랜드 네임 기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브랜드 네임의 발음을 통해  ‘Hihger’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간결하고 신뢰적으로 느껴지는 워드마크 

형태로써 간결하면서도 제품에 적용성이 우수한 형태이고, 블루 컬러를 적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와 기술력을 상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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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터키)

종합가전/세탁기

"일상 생활에 소비자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 이미지

<표 3-7> BEKO/베코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BEKO/베코

  다이슨은 무선 청소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영국 말베른에 위치한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의 이름을 활용한 인명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네임이다. 발음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우며, 브랜드 

이미지 형태는 간결한 소문자의 이미지로  세련되고 신뢰적으로 느껴진다.

말버른(영국)

생활가전/무선청소기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

의 이름을 활용한 인명기법의 브랜드

<표 3-6> DYSON/다이슨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DYSON/다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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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미국) 기업이 위치한 지역명을 활용한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표 3-8> TEXASINSTRUMENTS/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TEXASINSTRUMENTS
/텍사스인스트루먼트

IT가전/공학용 계산기

  베코는 유럽 터키의 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종합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일상생활에 

소비자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념을 상징하는데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네임의 발음은 매우 확실하고 간결해서 인지력에서 우수하며, 브랜드 이미지 형태는 간결한 소문자의 

이미지로  세련되고 신뢰적으로 느껴진다. 밝은 블루 컬러는 젊고 스포츠와 연관이 깊은 브랜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미국의 텍사스에 위치한 IT 가전제품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명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나, 활동하는 제품 분야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기업 브랜드 네임의 발음의 용이성은 네임이 길어 불편하며, 브랜드 이미지 또한 이해하기 힘든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심볼마크와 세리프가 적용된 로고타입이 결합되어 복잡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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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미국)

통신가전/스마트폰

‘대도시의 개인 통신 서비스’라는 사업분야를 의미하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한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표 3-10> METROPCS/매트로피씨에스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METROPCS/매트로피씨에스

HAMILTONBEACH/해밀턴비치

버지니아(미국)

주방 소형 가전

공동 창업자 해밀턴과 채스터비치의 이름을 결합

<표 3-9> HAMILTONBEACH/해밀턴비치 브랜드 요소

브랜드 모티브

브랜드 네임 및 이미지

본사 및 생산지

주력 제품

    해밀턴비치는 미국의 버지니아 위치한 주방 소형 가전 전문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기업 공동 

창업자인 해밀턴과 채스터비치의 이름을 결합하여 개발 되었으여, 기업 브랜드 네임의 발음의 

용이성은 네임이 길어 불편하게 느껴진다. 브랜드 이미지는 볼드한 문자 위주의 워드마크 형태로써

간결하지만 너무 길고 두 줄로 되어 있어 제품과 응용 항목에 적용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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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피씨에스는 미국의 텍사스에 본사를 둔 통신 가전제품 전문 브랜드이다. 브랜드 네임은 ‘

대도시의 개인 통신 서비스’라는 사업분야를 의미하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나, 

브랜드만의 특장점은 느끼기 어렵다. 기업 브랜드 네임의 발음의 용이성은 네임이 길어 불편하게 

느껴진다. 브랜드 이미지는 METRO와 PCS를 각기 다른 폰트와 컬러로 구분해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휘한 형태로써 간결하지만 네임과 마찬가지로 기업만읜 정체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된 9개의 가전제품 브랜드 요소를 살펴보면 주력 제품이나 생산지, 이념 등의 브랜드 

모티브로부터 시작하여 브랜드 네임과 브랜드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브랜드 모티브의 설정 방향이 

우수하지 못하다거나 우수하더라도 브랜드 네임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상징성이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브랜드 요소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 브랜드의 사례와 브랜드 네임의 형태, 콘셉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다음‘제3절 소비자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에 소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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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이 연구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에 대한 연구에 관한 분석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 조사이다. 따라서 가전제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국내ㆍ외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외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후 국내의 브랜드 네임 사례(쿠쿠 외  5개 브랜드)와 

국외의 브랜드 네임 사례(3개 브랜드)를 제시하고, 현재 활동 중인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 개발시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며, 

인식성과 인지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으로써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이미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ㆍ외 가전제품 브랜드 사례(국내 6개, 국외 3개 브랜드)의 경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브랜드 

샘플 중에서 광주ㆍ전남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디자인 전공 학과 교수 7명의 추천을 통해 총 9개의 

사례 선정과 17개 항목의 설문지 문항이 작성되었다.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성별은 남녀, 연령은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고지를 통해 가전제품 브랜드와 브랜드 네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에게 설문하여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 전문직 총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11월 08일까지 18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227

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중에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27부를 제외하고 200부의 유효한 

답변서를 통해서 설문조사 대상 소비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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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ㆍ단순노무직

전문직ㆍ사무관리직

기타

100만원 이하

100 ~ 200만원

200 ~ 300만원

300 ~ 400만원

400만원 이상

100

100

54

79

40

18

9

29

30

48

32

60

1

36

39

66

46

13

50

50

27

39.5

20

9

4.5

14.5

15

24

16

30

0.5

18

19.5

33

23

6.5

성별

연령별

직업별

월평균

소득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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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가전제품 구매 장소

구 분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 전문 매장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17

37

102

79

3

7.1

15.5

42.9

33.2

1.3

빈도(명) 비율(%)

  성별로는 응답자 전체 200명 중 남자가 100명으로 50%, 여자가 100명으로 50%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4명으로 27%, 30대가 79명으로 39.5%, 40대가 40명으로 20%, 50대가 

18명으로 9%, 60대 이상이 9명으로 4.5%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29명으로 14.5%, 

전업주부가 30명으로 15%, 자영업이 48명으로 24%, 기능직ㆍ단순노무직이 32명으로 16%, 전문직

ㆍ사무관리직이 60명으로 30% 기타 1명 0.5%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은 36명으로 1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9명으로 19.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66명으로 3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46명으로 23%, 400만원 이상은 13명으로 

6.5%로 조사되었다.

2. 조사 결과 및 분석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200명의 복수응답 238개의 응답 중 백화점은 

7.1%, 대형마트는 15.5%, 가전 전문 매장은 42.9%, 온라인 쇼핑몰은 33.2%, 직거래는 1.3%로 

나타났다. 제품의 비교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가전 전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 설문에서는 지속적인 구매와 구매 횟수 등의 소비행동은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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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구매 기준으로는 총 응답자 200명의 복수응답 295개의 응답 중 제품의 가격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여기는 응답자가 14.2%, 브랜드 신뢰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33.6%, 기술력과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가 38%, 제품 디자인을 선택한 응답자가 6.4%, 제품 생산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0.7%, 

사후관리를 선택한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가전제품의 특성상 기술력과 품질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브랜드 신뢰도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는 응답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가전제품 구매 기준

구 분

제품의 가격

브랜드 신뢰도

기술력, 품질

제품 디자인

제품 생산 지역

사후관리(A/S)

42

99

112

19

2

21

14.2

33.6

38.0

6.4

0.7

7.1

빈도(명) 비율(%)

<표 3-14> 브랜드가 가전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1

87

19

1

2

45.5

43.5

9.5

0.5

1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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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91명 45.5%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7명으로 43.5%, 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9명으로 9.5%,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명으로 0.5%,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명으로 1%로 답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전제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지가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6명 3%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5명으로 7.5%, 보통이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1

명으로 15.5%,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2명으로 36%,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6명으로 38%로 답변하였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생산지는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생산지가 가전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15

31

72

76

3

7.5

15.5

36

38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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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 9개를 제시하고 브랜드 요소에 있어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은  브랜드 네임 156명으로 78%, 브랜드 디자인은 37명으로 18.5%, 

브랜드 컬러는 4명으로 2%, 브랜드 본사는 3명으로 1.5%의 비율로 선택했다. 요소들이 결합된 

상태에서의 질문에 소비자들은 78%의 높은 비율로 브랜드 네임을 선택하였으며, 브랜드의 여러 

요소들 중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가전제품 브랜드 요소의 중요도

구 분

브랜드 네임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컬러

브랜드 본사

156

37

4

3

78

18.5

2

1.5

빈도(명) 비율(%)

<표 3-17>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의 호감도

구 분

168

44

151

52

30.5

8

27.5

9.5

빈도(명) 비율(%)

하이얼 / 
본사 : 청도(중국)

위닉스 / 
본사 : 시흥(한국)

루컴즈 / 
본사 : 용인시(한국)

쿠쿠 / 
본사 : 양산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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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9개의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 가운데 설문조사 대상의 브랜드 네임에 대한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는 제품을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쿠쿠가 30.5%, 

루컴즈가 8%, 위닉스가 27.5%, 하이얼이 9.5%, 다이슨이 14.5%, 베코가 8.9%,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0.9%, 해밀턴비치가 0.2%, 메트로피씨에스가 8.0%의 비율로 나타났다.

80

49

5

1

44

14.5

8.9

0.9

0.2

8.0

해밀턴비치 / 
본사 : 버지니아(미국)

베코 / 
본사 : 이스탄불(터키)

다이슨  / 
본사 : 말버른(영국)

매트로피씨에스 / 
본사 : 텍사스(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 
본사 : 텍사스(미국)

<표 3-18>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의 호감도 분석

구 분

간결하고 기억하기 용이해서

신뢰적인 명칭이라서

제품분야와 잘 어울려서

자세하고 설명적이라서

지역성을 느낄 수 있어서

기타

173

30

38

0

0

1

71.5

12.4

15.7

0.0

0.0

0.4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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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9개의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간결하고 기억하기 

용이해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7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품 분야와 잘 어울려서가 

15.7%, 신뢰적인 명칭이라서가 12.4%, 기타가 0.4%, 자세하고 설명적이라서와 지역성을 느낄 수 

있어서는 각각 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19>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의 비호감도

구 분

6

20

9

23

26

56

170

171

109

1.2%

4.2%

1.9%

4.8%

5.4%

11.6%

35.3%

35.6%

22.7%

빈도(명) 비율(%)

하이얼 / 
본사 : 청도(중국)

위닉스 / 
본사 : 시흥(한국)

루컴즈 / 
본사 : 용인시(한국)

         
쿠쿠 / 
본사 : 양산시(한국)

베코 / 
본사 : 이스탄불(터키)

다이슨  / 
본사 : 말버른(영국)

해밀턴비치 / 
본사 : 버지니아(미국)

매트로피씨에스 / 
본사 : 텍사스(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 
본사 : 텍사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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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9개의 가전제품 브랜드 가운데 설문조사 대상의 브랜드 네임에 대한 비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지 않는 제품을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쿠쿠가 1.2%, 루컴즈가 

4.2%, 위닉스가 1.9%, 하이얼이 4.8%, 다이슨이 5.4%, 베코가 11.6%,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35.3%, 해밀턴비치가 35.6%, 메트로피씨에스가 22.7%의 비율로 나타났다.

  제시된 9개의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설명적이고 길어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4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아서가 36.6%, 

신뢰적이지 않아서가 10.1%, 간결하고 기타가 1.7%, 간결하고 짧아서가 1.3%, 지역성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문의 브랜드 요소의 중요도와  브랜드 네임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 

질문 결과를 보면, 브랜드에 있어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는 브랜드 네임이며, 

호감을 불러 있으키는 브랜드 네임은 간결하고 기억하기 용이하며 제품 분야와 잘 어울리는 네임이고, 

호감이 가지 않는 브랜드 네임은 설명적이고 길며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3-20> 중소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의 비호감도 분석

구 분

설명적이고 길어서

간결하고 짧아서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아서

신뢰적이지 않아서

지역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타

118

3

87

24

2

4

49.6

1.3

36.6

10.1

0.8

1.7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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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개발ㆍ활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 200명의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에 3명으로 1.5%, 그렇다에 8명으로 4%, 보통이다에 16

명으로 8%, 그렇지 않다에 51명으로 25.5%, 전혀 그렇지 않다에 125명으로 62.5%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응답자들의 88% 이상이 현재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의 우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에 대한 우수성

구 분
광주광역시
가전 브랜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8

16

51

125

1.5

4

8

25.5

62.5

빈도(명) 비율(%)

시티오브피스 /
본사 : 광주광역시(한국)

<표 3-22>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에 대한 생각

구 분

가전 제품과 잘 어울린다

지역성(광주광역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품 엠블럼으로 적용하기에 우수하다

너무 길고 설명적이다

가전 제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기타

6

11

1

102

120

1

2.5

4.6

0.4

42.3

49.8

0.4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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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에 대한 생각으로는 가전제품과 어울리지 않는다가 49.8%, 너무 

길고 설명적이다가 42.3%, 지역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가 4.6%, 가전제품과 잘 어울린다가 2.5%, 

제품 엠블럼으로 적용하기에 우수하다가 0.4%, 기타가 0.4%로 답변하였으며, 가전제품과 잘 

어울린다고 답변한 응답자 6명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선택과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는 심볼마크의 심미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전제품과 잘 어울린다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와 같은 타깃층을 가지고 있는 중소 가전제품 구매 시 꺼려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브랜드 인지도 47.3%, 제품 디자인 4.7%,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 26.4%,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을 21.7%로 응답해 소비자들은 중소 가전제품 구매에 있어 기술력, 품질,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 보다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더욱 중요시하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3> 중소 가전ㆍ전자 제품 구매의 장해 요인

구 분

브랜드 인지도

제품 디자인

기술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

기타

131

13

73

60

0

47.3

4.7

26.4

21.7

0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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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 가전산업 활성화 위한 브랜드 네임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간결한 단어 형태의 

네임을 48.6%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제품 분야를 상징하는 네임에 46.1%로 응답, 지역성을 

강조한 네임에 4.1%,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네임에 0.8%의 순으로 응답했다. 

3. 분석 결과

  본 설문의 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분포는 주로 가전제품에 관심과 사용량이 많은 20대와 30대 

사이의 전문직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ㆍ여의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현재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 요소를 분석함과 동시에, 미래 타깃 소비자들이 

광주광역시 가전ㆍ전자 산업 제품을 구매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가전제품 구매시 브랜드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89%에 달하였고, 생산지에 대한 영향은 

많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은 비교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가전 제품 전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많이 구매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성과 과시성을 내세운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중소 브랜드 제품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추세이지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중소 가전제품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었다.

<표 3-24> 광주광역시 가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브랜드 네임

구 분

제품 분야를 상징하는 네임

간결한 단어 형태의 네임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네임

지역성(광주광역시)을 강조한 네임

기타

112

118

2

10

1

46.1

48.6

0.8

4.1

0.4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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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브랜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는 브랜드 네임이라고 다수가 답하였으며 호감을 

느끼는 브랜드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제품 분야와 어울리는 네임이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호감이 가지 않는 브랜드 네임은 너무 길고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 네임이라고 응답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 네임에 관심과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지 알 수 있었다.

  현재 광주광역시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에 대한 인식으로는 앞서의 호감이 가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과 같이 너무 길고 설명적이며, 지역성을 내세워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음을 이유로 우수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 가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의 방향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수성에 대한 답변과 

연결하여 간결한 단어 형태 네임이 46.1%, 제품 분야를 상징하는 네임이 48.6%의 답변을 얻음으로써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의 구매에 있어 생산 지역이나 지역의 상징성보다는 제품의 분야와 강점을 

상징하면서도 간결하고 인지하기 쉬운 발음의 브랜드 네임을 소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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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문제점                                                                                                        
 

  가전산업 제품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 편의성을 확보시키는 전형적 내구소비재로서 개인과 

가정의 생활필수품이며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감성적 니즈는 브랜드를 통해 표출되고 시장에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광주광역시 가전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앞의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한 내용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6개, 국외의 중소기업 3개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광주광역시 가전산업 브랜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전산업 제품 구매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제품의 가격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여기는 응답자가 

14.2%, 브랜드 신뢰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33.6%, 기술력과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가 38%, 제품 

디자인을 선택한 응답자가 6.4%, 제품 생산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0.7%, 사후관리를 선택한 

응답자가 7.1%로 나타났으며, 브랜드가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생산지가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전제품의 특성상 기술력과 품질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되, 생산지보다는 브랜드 

신뢰도나 이미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사례에 대한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통해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 

이미지는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며 제품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야와 어울리는 

네임이었다. 앞으로 더욱 경쟁이 심해질 가전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깃 소비층의 

입장에서 소구하는 니즈에 대한 대응과 제품의 가치를 대변하는 이미지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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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들은 간결하고 

기억하기 용이한 단어 형태의 네임을 선호하고 신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은 문장 형태의 긴 네임으로써 소비자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브랜드 관점의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성공사례로 꼽히는 가전제품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브랜드 특징을 너무 강조하여 지자체의 정신을 

슬로건 형식을빌려 브랜드 네임으로 표출함으로써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느낌, 신뢰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중요한 제품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브랜드의 역할과 우호인 감정을 

일으키키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소비자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니즈 충족과 신뢰성을 얻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의 정신적 면을 강조함에 

따라 사업 분야와 적용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전산업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우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구매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략과 

기획이 요구되며 타깃 소비자층의 니즈와 감성에 소구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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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선방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기억되어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네임 전략을 통해 개선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브랜드 네임 개발의 관점 측면에서 가전산업 제품 시장은 공급자나 지자체 중심의 브랜드 

네임을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설문조사 내용 중 가전제품의 중요한 구매 이유 중에서 브랜드 

신뢰도(33.6%)를 꼽은 것과 브랜드의 영향을 받는다(89%), 생산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74%)로 

응답한 결과는 브랜드 네임 개발 시 소비자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점에서 개발된 브랜드 네임은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브랜드 네임의 형태적 측면에서 가전제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가전 브랜드는 

간결한 단어 형태의 네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과의 브랜드 접점 상황에서 빠르게 브랜드를 

인지 시키고 머릿속에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짧고 발음에 용이한 브랜드 네임이 유리하다. 더불어 

제품에 엠블럼이나 워드마크 형태로 적용시키는 브랜드 표출에 있어서도 간결한 단어 형태의 네임이 

문장 형태의 긴 네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가전산업 분야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고 구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고급성과 세련된 브랜드 

네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브랜드 네임 콘셉트 측면에서 가전제품 브랜드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공급자의 경영 방침이나 

비전, 정신적인 부분의 이미지 표출보다는 제품이 속한 분야나 제품의 강점 이미지를 표출하는 브랜드 

네임 개발이 필요하다. 제품의 분야와 강점을 대변하는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 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브랜드를 회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끌어내는 

시간을 단축 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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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산업 제품 시장에 진출해 해당 분야의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에 있어서 브랜드 네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할 이미지 도구이다. 브랜드 네임은 브랜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한번 알려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이다.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가 

아직 고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브랜드 네임의 발전이 

필요하다.

  간결한 브랜드 네임은 활용과 유지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브랜드 매뉴얼에 의해 

실행되는 수많은 응용 항목의 제작에 있어 긴 네임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탐색 기회와 인식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의 관점과 형태, 브랜드 

콘셉트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과 브랜드 네임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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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Ⅴ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현재의 가전산업 제품은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로써, 편의성 제공과 기능의 

이성적인 필요 목적을 넘어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고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관점의 구매로 성향이 변화되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브랜드 네임은 브랜드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며 변화가 적은 요소로서, 짧은 순간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뤄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인시켜 구매 후에도 회상의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대기업 완제품 조립을 위한 부품 협력 제품 생산 위주의 지역 가전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가전제품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품에 지역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홍보와 인지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지역 가전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가전 공동 

브랜드는 론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론칭한 브랜드지만, 슬로건 형식의 네임이 브랜드 

명칭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고착화 되기 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의 설문조사가 200명 정도로 한정되어 표본을 추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가전산업의 제품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대상 소비자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연구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전산업 제품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의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력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미흡하나마 브랜드 네임의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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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 지역 가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후 국내의 가전제품 브랜드 사례(쿠쿠 외  5개 브랜드)와 국외의 

사례(3개 브랜드)를 제시하고, 현재 활동 중인 가전산업 브랜드 네임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ㆍ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브랜드 신뢰도를 구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어 이성적인 소비와 감성적인 소비들 모두 충족하고자 하는 구매 성향을 보였다.

  둘째, 가전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나, 생산지에 대한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으로 나타났다. 제품 제조 기술의 발전과 기능 및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성적이고 자아 표출을 위한 

도구로서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브랜드를 바라봄에 있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브랜드 네임이었으며, 

소비자 중심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 형태, 제품의 분야와 강점을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너무 길고 설명적이며 제품 분야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 네임 역시 간결하고 제품 분야의 상징성을 갖춘 네임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비 양극화와 중소기업들의 자체 브랜드에 대한 열망으로 수많은 가전산업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갖춘 브랜드 네임은 고객을 마음을 사로잡을 강력한 

무기이다.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네임 개발에 있어 소비자들의 니즈와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 표출의 욕구를 중시하는 접근과 더불어 제품의 강점을 표출할 수 있는 

상징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가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다면 브랜드 네임의 개발에 있어 선행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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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에 관한 연구’로 소비자들의 응답 

설문을 통하여 실증 조사한 결과물로 이에 대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설문 조사가 200개의 표본으로 수집되어 실시된 것과 가전산업 제품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 광주광역시 가전 브랜드의 대상 소비자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없고 변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가전 공동브랜드의 정확한 제품 분야와 타깃 

소비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에 사용된 브랜드 네임은 9개의 사례로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 결과를 얻고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했는가에 대한 한계를 가지며, 향후 다양한 브랜드 네임 

사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와 구매 행동 후 충성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분석한 가전제품 브랜드 네임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전적인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며, 가전제품 분야 브랜드 네임 

개발에 있어 인지성과 기억의 용이성, 상징성을 갖추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언을 체계화한다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 개발에 

있어 보다 높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되며 지속적인 브랜드 

네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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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Survey)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가전브랜드를 중심으로)”을 연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응답은 학문적인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다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임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월     일

지도교수 _ 임 채 형

조 사 자 _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서 상 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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