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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학문적·실무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1990년도 초로, 1990년대 초 
P&G에서 브랜드매니저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실무적인 측면에
서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Journal of Marketing
에서 ‘브랜드’를 주제로 한 특별판 논문집이 발간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구체
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 09월 산업자원부(現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내의 표준디
자인과를 ‘디자인브랜드’과로 변경하면서 국가 및 산업적 차원에서 ‘브랜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2013년 03월까지  과(팀) 명에 ‘브랜드’ 유지), 산업정책
연구원에서는 2000년 現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기반기술개발지원사업’  일환으
로, 한국 상황에 맞는 브랜드 가치 측정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2000년 기업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그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하여 발표(200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사 브랜드’ 가치를 평

가하여 발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모델소개 

<2000년 기업브랜드 가치평가결과/ 
                                              세미나 개최사진> 

IPS 기업브랜드 가치평가 모델 소개 
 

산업정책연구원은 2000년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브랜드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마케팅, 브랜드, 재무, 경영전략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국내 시장상황 및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브랜드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ser-M-P모델을 적용하고, 브랜드 지속
성과 관리 프로스세가 평가 될 수 있도록 보완 하였다.  
 
 

- 브랜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투입요소와 관리 프로세스가 함께 점검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며, 주체(Subject)가 환경(Environment)과 자원(Resource)을 어떻게 관리
(Mechanism)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를 통해 성과(Performance)인 브랜드 자산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ser-M-P 모델을 적용하여 브랜드 경영 관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평가.  

<IPS 기업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  
재무·회계적 접근법, 마케팅적 접근법 통합적 모델> 

<ser-M-P 모델> 

SIE BRIEF 
SIE(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전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 세미나입니다.  

 

Seminar for Intellectual Exchange 
 



3. 모델 활용 

산업정책연구원(IPS)는 
각계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기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역사의 지속가능
경영,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경쟁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IPS 기업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은… 
 

공시된 객관적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기업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재무·  회계적 접근법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
는  마케팅적 접근법의 상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
(IPS Brand Asset Evaluator)이며,  
 

브랜드 가치는 최종적으로 브랜드수익과 브랜드파워의 두 가지 
지표 도출을 통해 산출된다. 재무회계 지표로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
준으로 하며 산업에 따른 국내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측
정하여 적용하고, 마케팅 지표로는 브랜드빌딩, 브랜드매니지먼트, 브
랜드커뮤니케이션의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지표를 구
성하여 평가한다.  

<그림1. IPS 기업브랜드 가치평가 모델> 

【IPS 기업브랜드 가치평가 발표 사례】 

IPS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은 기업이 성공적인 브랜드 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
용료 산출, 기업의 인수 합병 시 브랜드 가치, 사건에 대한 소송, 사용권 감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물
론 정부기관, 지역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가치평가 및 브랜드 전략수립 연구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브랜드 자산가치를 평가하
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제언하고 있다.  
 

1) 기업 성과의 측정: 기업 브랜드 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기업 내부 차기 계획 시에 반영 
2) 브랜드에 의한 Added Value 측정 : 무형자산 항목으로 브랜드를 평가하여 브랜드 자산 산출 
3)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및 근거 자료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로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 활용, 우수
사례개발, 정책  전략 방향성 자료로 활용 

4) 기업 경영 의사 결정시 활용: M&A, 소송, 주주 및 이사회 설득 등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브랜드가치를 고려하
여 기업의사 결정 또는 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 

브랜드 수익은 조사 기준 최근 3개년의 매출액을 구하여 가중 
평균을 도출하고, 각 년도에 인플레이션률을 적용하고 산업지수
(브랜드 의존도)를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각각의 브랜드 수익을 
도출한다.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의 직접적 구매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강력한 브랜드 자산 구축, 즉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빌딩 / 브랜드 매니지먼
트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에쿼티에 대한 소비자 평가
를 통해서 인덱스를 결정하고, 이를 브랜드 수익과 합쳐 최종적
으로 브랜드 가치를 도출하게 된다.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 자산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사전에 
고객 조사(설문조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