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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브랜드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아파트 구매결정시 브랜드가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졌고,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은 한 부동산

포털회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매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

보다 더 비싼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판매완료

되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도

추후 매매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 학교․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에의 접근성이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LH공사 아파트는 매매시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

파트명에 LH공사 브랜드 대신 시공사인 민간건설사 브랜드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LH공사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로인한 가격

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t-test를 통한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가격비교에서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3.3㎡당 가격은 13년간 민간건설사 아파트가

더 높았으나, 가격의 차이는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격상승률도 LH, 민간 구분없이 유사하게 변동되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LH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격으로 분석한 결과,

앞서 실시한 t-test 결과처럼 13년간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가

3.3㎡당 최저 83만원(e-편한세상)에서 최대 301만원(래미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1개 더미변수

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LH공사는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에 비해

3.3㎡당 145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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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격변화율로 두고 분석

한 결과 래미안, 아이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샵, SK VIEW, 자이, 푸르지오, 힐스

테이트, 꿈에그린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대형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

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민간건설사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격상승

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당결과를 재검증할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수를 조정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검증을 위한 분석의 종

속변수는 최근 3년간 평균 3.3㎡당 가격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주

택규모별로 전용면적 59㎡, 84㎡, 130㎡로 분류하고 민간건설사 10

개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 순위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브랜드

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규모에 따른 상·중·하위 브랜드 및

LH공사 브랜드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은 기존 분석과 동일하게 3년

간 유사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LH공사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증 결과 브랜드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분석대상 브

랜드아파트가 모두 유사한 가격상승률로 변화하였고, 이는 곧 아

파트 가격변화에 있어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고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이미지가 더 고급스러워지거나, 매매시 수

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는 건설사들의 전략적인

브랜드이미지 광고와 마케팅활동의 성공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브랜드, 아파트가격, 브랜드효과, 브랜드마케팅

학 번 : 2016-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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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브랜드아파트 시대의 도래

이웃과 별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이 보편적인 외국과 달리

서울을 비롯한 특정 도시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아가는 우리나

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아파트가 우리의 주된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아파트 보급초기에는 주로 아파트 이름으로

마포아파트, 동대문아파트 등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명을 사용하다가, 이

후 삼성아파트, 럭키아파트, 롯데아파트와 같이 건설사의 지명도에 의존

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개막되면서 브랜드의 중

요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주택부족현상으로 가격이 급등

하자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1989년

에 발표되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의 달성이 맞물려, 1990년 말에 닥친 대규

모 아파트 미분양사태와 1997년 IMF외환위기 속에서 100여개가 넘는 건

설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시장에 활기

를 불어 넣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정책’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

를 계기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택

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소비자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한 아파트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른 건설사 아파트와는 다른 차별화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과 같은 브랜드네이

밍 런칭으로 이어져 ‘브랜드아파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간건설사들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의 이미지차별화 및 브랜드파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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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였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

이 쏟아 붓기 시작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건

설사들의 전략적인 브랜드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는

곧, 건설사의 재무적 능력과 시공의 안정성, 고품질의 주거환경이라고 인

식하게 되었고,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보다 대형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

트의 높은 분양가격은 ‘브랜드 프리미엄’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곧 아파트의 매매과정을 통해 ‘가격 프리미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

하게 되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로 가방이나 시계 등의 사치재 구매를 결정하

듯, 고가의 아파트 구매결정을 위한 고려조건 속에는 우수한 학군과 편

리한 교통,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과 더불어 아파트의 브랜드가 주요요건

으로 포함되었다. 생활의 편의성이나 입지여건이 주된 고려 요소였던 주

택의 선택기준은 투자가치와 브랜드 등의 실질 주거목적 이외의 요소들

로 대체되었다. 2003년 LG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선택기준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브랜드가 25.6%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교통, 투자

가치 순이었으며, 이후 유사한 조사에서도 브랜드는 선택기준의 3위이내

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소

비자들은 교통편의나 학교 접근성과 같은 입지조건이나 평면도, 세대수

등 구조적, 단지적 여건이 유사하더라도 소비자선호도가 더 높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

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브랜드와 아파트 가격형성에 대한 영향력이나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인 아파트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

도하게 만들었다.

1) 이준하(2008),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서울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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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공사의 브랜드영향력과 브랜드전략의 부재

1970∼8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특정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

되어 살아가게 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절실했다. 그러나 당시 민간건설사는 건설역

량과 재정이 부족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주도의 대량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848

만호 중 16%에 해당하는 134만호가 LH공사에 의해 공급되었고, 매년

국토교통부 인허가실적에 있어서도 LH공사가 여전히 8∼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는 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민간

건설사보다 우선하여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LH아파트의 분양가격

은 해당지구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

다. 또한 이미 공급된 134만호의 L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400만여 명

의 입주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매매거래량을 고려해 본다면 주택시장에

LH아파트가 미치는 가격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LH아파트의 주택시장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자

사 아파트를 상업적으로 홍보하거나 브랜드 차별성을 부각시킬 브랜드전

략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자 접촉정도도

민간건설사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LH공사가 민간건설사처럼 분양률 제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전략

적 마케팅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째 수익창출이 최대관심사인 민간건설사와 달리, LH공사는 정부 정책수

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태생적인 존재목적의 차이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LH공사의 주요 사업들은 이익창출이 가능한 분양 아파트나

토지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국민

임대, 전세임대 공급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LH공사는 정부투자 공기업의 특성상 예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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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의결은 물론 집행과정에 있어 정부의 통제

가 일어난다. 때문에 예산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민간건설사와의 이권

경쟁을 위한 아파트브랜드 홍보나 브랜드이미지 광고를 위해 사용한다면

정부는 물론 국민과 여러 이익집단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는 물론, 공사의

존재이유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시

장경제의 특성상 공기업도 수요자인 소비자, 경쟁자인 민간건설사와의

삼각관계에 놓이게 된다. 수요자인 소비자를 두고 벌이는 기업간의 경쟁

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에

있어 기업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다. 때문에 공기업, 민간기업을 불문하

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와 제품별 브

랜드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의 호기심 자극과 친밀도를 높여 소비

자의 관심을 끌고 선택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아파트에 브랜드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던 시기였다. 불안정한 경기 속에 선분양, 후시공의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성상, 민간건설사들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소비자

들에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새로운 수요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브랜드

를 도입하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브랜드는

곧 그 건설사의 건실함의 척도이자 안정적인 투자가치로 인식하게 만들

었다. 소비자가 선정한 브랜드아파트 선호도 순위와 해당 브랜드를 보유

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한 선행연

구 결과들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때문에 과연 ‘아파트의 브

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해 공시하는 제도로, 매년 7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 5 -

랜드화’는 공급자인 건설사의 측면에서는 유효한 수요창출에 있어 성공

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브랜드에 의존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이 수요자인 소비자 측면에서도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LH공사 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체로 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 병원, 대형마트, 공원 등의 다

양한 편의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다. 또한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지구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이용도 편리하여

교통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때문에 LH공사의 아파트는 분양초

기부터 높은 청약율과 계약률을 보이고 미분양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사와 계약자간의 서로다른 입장차이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계약자들은 그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단지명에 LH

공사의 브랜드를 붙이기를 거부하며, 인터넷카페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집하여 LH공사 브랜드명을 거부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바로 자신이 입

주할 아파트의 단지명에서 LH공사 브랜드를 빼달라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이미 소유권이전이 된 판교나 광교신도시 등의 LH공사 아파트의

경우 소송을 통한 브랜드명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최근 아파트브랜드가 그 아파트의 위상이나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로

부각되면서 택지지구 및 보금자리지구의 LH·SH공사 아파트 단지에 민

간 브랜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지구나

위례신도시의 경우 입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단지를 시공

한 민간건설사 아파트브랜드를 적용하기도 한다3). 입주민들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이 풀리고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아파트브랜드명이 LH나

SH 보다는 대형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가 더 높은 값으로 매

매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브랜드가 아파트가격에 미

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를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3) 김현우(2014), 민간 브랜드 단 LH·SH 아파트, 파이낸셜뉴스, (2014.12.28),

http://www.fnnews.com/news/2014122817302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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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기업인 LH공사와 소비자선호도 상위권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파트가격의 변화를 조사해보고 어떤 요인

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영향력이 큰 아파트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기 위해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에서 제공하는 소비

자선호도 상위 10위 민간건설사 아파트브랜드와 LH공사의 아파트브랜드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로 하며,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영향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용면적 85㎡이상의 대형주택도

포함하였으나, 전용면적 167㎡이상의 펜트하우스 규모의 주택은 제외하

였다. 주상복합과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해당 연구에서 제외한 것은 주상

복합의 경우 녹지공간이나 주거지로서의 안락함 대신 상업시설이나 교통

편익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성향에 차이가 있어 일반 브랜드아파트의 소

비자 수요층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하여 주상복합을 일반 브랜드아파트와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펜트하우스는 전

체 단지에서 몇 세대 정도만 건설되는 특성상 거래건수가 매우 적어 통

상적인 매매시세의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지역적 영향을 통제하고 충분한 표본수 확보를 위하여

LH공사와 소비자선호도 상위 10위의 민간건설사 아파트브랜드가 적절히 섞여

있는 수도권 도시인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아파트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하며, 시간에 따른 가격 형성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2003년에

서 2014년까지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브랜드의 아파트 가격형성에 대한 영향력 검증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건설사의 브랜드는 해당 건설사를 대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 7 -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만든 아파트브랜드인 구월힐스

테이트앤롯데캐슬이나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 시행사의 아파트브랜드와

시공사의 아파트브랜드가 같이 사용된 판교원마을 휴먼시아푸르지오와

같은 단지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만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공공부문 건설사인 LH공사 아파트의 브랜드영향력을 분석해보고 LH공사와

민간건설사 브랜드의 가격영향력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브랜드를 수익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변경․이용해 온

민간건설사와 달리 LH공사는 단순히 분양 또는 임대주택의 구분을 위해

분양주택에 한해 ‘그린빌’이나 ‘뜨란채’라는 브랜드를 사용했고, 판교나 파주

운정 등 신도시지구를 특정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휴먼시아’를 사용했으며,

공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공’이나 ‘LH’라는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해 온 감안하여 대한주택공사 당시 사용한 ‘주공’에서부터 ‘휴먼시아’까지

공사에서 사용한 브랜드명 일체를 모두 LH공사의 아파트브랜드로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아파트의 연도별 매매가격과 같은 시계열 자료는 KB부동산4)에서 제

공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단지적, 구조적, 위치적 특성 등

과 같은 아파트 특성요인에 관한 자료는 부동산뱅크5), 부동산1146), 네이

버부동산7)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하철까지의 보

도시간, 편의시설 유무 등은 네이버지도를 이용하여 측정․검색하였으며,

그 외 추가적인 자료들은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참고하였다.

4)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 후, 2003년 6월 부동산 종합관리신탁 업무를 개시하

고, 2007년 2월 부동산 시세검증 분석시스템 특허를 획득한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관련 특화서비스

5) 1988년 6월에 설립되어 29년간 축적된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최초

부동산 관련 특허를 획득하였고, 다양한 부동산 분석툴과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포털회사

6) 1999년 6월 설립되어 각종 부동산 정보 및 시장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

으며, 부동산전문포털 서비스 부분에서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부동산 포털회사

7)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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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 1 절 브랜드의 개념 및 역할

1. 브랜드의 개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자

기가 만들어 낸 물건에 대해 무언가 표식을 해 왔다. 이러한 표식을 통

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해 소유관계를 분명하게 했으

며, 또 판매상의 경우 여러 제조자의 상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상표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드러내고 또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정리하자면 브랜드에 관한 초기인식은 제품의 소유와 출처를 나타

내는 표식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

에서 볼 때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를 놓치게 된다. 즉, 이런 수준의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를 단순히 구체적

이고 물리적인 제품에만 관여하는 속성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브랜드는 이미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8).

과거 브랜드의 역할은 주로 상품의 식별표시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로 점차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의 매체로서의 브랜드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Keller, Aaker

등에 의하여 브랜드 가치 및 자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Keller는 브랜드란 어떤 판매업자 또는 판매집단의 재화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그것과 식별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에

부여한 네임, 사인, 심볼, 디자인, 혹은 이들 요소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

8) 정경일(2014), 『브랜드 네이밍』,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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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aker는 브랜드가 판매자 혹은 판매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

자들에게 인지시키고 다른 경쟁자들의 그것도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특별한 이름이자 상징물(로고, 등록상표, 포장 디자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한 브랜드와 그 브랜드 네임 및 심벌에 관련된 브

랜드 자산과 부채 모두를 의미하는 브랜드 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

업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마케팅학과(AMA)는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디자인,

상징 혹은 그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Farquhar는 브랜드는 소유

의 개념 및 타제조업자의 제품과 구별하는 목적에 나아가, 브랜드는 제

품들 간의 가치 차이를 암시하는 의미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브랜드는 브랜드명을 포함한 상징물, 디자

인, 로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및 이

미지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경쟁자로부터 차별화 되는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브랜드의 역할

브랜드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기업의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과 식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것 이외에 제품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애호도를 높일 수 있고, 특정한 제품에

대한 애호도는 기업의 제품판매 증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미 소비자

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브랜드의 경우 판촉 등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

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효

율을 높일 수가 있어 기존 제품의 성장과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는 경우가 많다9).

또한 현대소비사회에서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자

9) 김진관(2006),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가 아파트 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 극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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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성공적으로 정

립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때로는 기존의 기업 이미지를

바꾸어 새로운 시장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간 인수합병이

빈번해지면서 브랜드는 단순히 경쟁기업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능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10).

다시 말해 브랜드는 무형의 이미지이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기업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기업

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를 정립하게 하는 밑거

름이자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브랜드가치 중심의 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2 절 아파트브랜드의 도입 및 현황

일제강점기시절 주택부족현상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초의 주택

건설 전담 공공기관인 조선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이 설립되었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 표준설계안이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1950년

전쟁의 발발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야말로 먹고살기 바빴던

이 시기의 주택공급은 양적해결이 우선이었고, 단일형 아파트 공급과 주

거단지 계획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은 종암아파트, 마포아파트와 같은 아

파트를 탄생시켰다.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상당한 토지를 절약하는 한

편, 고층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주택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대안

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초기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직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문달주(2002), “브랜드자산 및 성과 진단 모델에 관한 실증 연구”, 마케팅과

학연구 제9권, 한국마케팅과학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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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명을 아파트 이

름으로 사용해도 구분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면서 아파트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현대,

럭키, 삼성과 같은 건설사의 이름을 아파트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였고, 이는 곧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후 아파트의 상품화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건설사간 청약경쟁이 시작되었

고, 각 건설사들은 자사의 아파트와 타사의 아파트를 소비자들에게 구별

하여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말 IMF로 인한 전국적인 경기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대량 미분양사태와 부실

건설사의 연쇄적인 도산을 야기시켰다.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에 브랜드 무한경쟁 시대를 열

게 한 것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였다. 분양가를 건설사가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아파트가 나왔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건설사 이름 이상의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 브랜드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했다. 삼성중공업의 ‘쉐르빌’은 2001년 한국능률협회의 브랜

드 파워 평가 주택부문에서 내내 왕좌를 지켰던 ‘현대아파트’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특허청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특허등록

건수는 2000년 초 연간 1400건에서 2002년 1600건, 2003～2005년에는 매

년 2000건을 웃돌았다. 200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건설사

중 주택을 짓는 91개 건설사가 브랜드를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의 저자 장림종은 1970년대 이후 아파트

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계층의 분화를 가져왔다면 2000년대 이후 현

재는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중

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지은 아파트에서 ‘개

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

집값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서울 동작구 롯데낙

천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외관 페인트칠 공사를 하면서 ‘롯데캐슬’로 이름

을 바꾸기도 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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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대별 아파트브랜드의 변화

구분 1950～70년대 초 197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현재

아파트

브랜드

(1958)

마포아파트(1962)

외인아파트(1969)

와우아파트(1969)

현대아파트(1975)

럭키아파트(1975)

쌍용아파트(1981)

대우아파트(1988)

삼성아파트(1989)

LG수지아파트(1989)

보라매삼성아파트(1990)

삼성사이버아파트(1999)

쉐르빌(1999)

타워팰리스(1999)

하이페리온(1999)

가든스위트(1999)

래미안(1999)

아크로빌(2000)

롯데캐슬(2000)

아이파크(2000)

트럼프월드(2000)

홈타운(2000)

e-편한세상(2000)

명칭구성 지역명 기업명 지역명+기업명 브랜드명

* 자료출처 :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2000)

이와같은 소비자의 상위 브랜드아파트 선호현상은 실제 부동산거래에

서 매매차익의 실현을 통해 더욱 강해져왔고, 치열한 브랜드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 건설사들은 전략적으로 특정지역에 브랜드밀집지역을 형성

하기 시작했다. 이런 브랜드군락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타운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리딩(leading) 아파트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랜드마크 브랜드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렇게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

나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닌 단지라도 주변지역과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

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건설사들은 브랜드타운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11) 장박원, 이유진(2009), [아파트 이야기] 브랜드 아파트, 매일경제, (2009.10.12),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09&no=52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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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5년 4분기 전국 브랜드아파트 공급예정 현황

* 자료출처 : 4분기 분양시장, ‘브랜드 아파트’가 달군다, 매일일보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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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브랜드의 가격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브랜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과 영향력이 높

아지면서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브랜드가 소비

자의 아파트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둘째 자사 아파트브

랜드 부각을 위한 건설사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셋째 브랜드가 아

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다. 본 논문은 마지막 관점

인 브랜드와 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한 기존 자료들을 검토해보았다.

박봉남(2004)은 상품의 질과는 별도로 브랜드가 별개의 제품속성을 만

들기 때문에 브랜드파워가 있는 아파트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집값에 별

도로 반영된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방도시에서도

아파트 특성요인들이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파트브랜드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전용면

적, 세대수, 지역난방, 주차대수 등의 요인들이 가격과 양의 관계를 가지

며, 브랜드파워가 있는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가격 프리미엄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 서울지역에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승희(2008)는 브랜드가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 하에 설문조사와 실제 매매 및 임대가격 분석을 통해 이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와 같이 아파트 분양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되는 정부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브랜드아파트

선호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예상 하에 강

남 30평대 아파트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랜드아파

트 거주유무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 아파트 브랜드화 경향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브랜드아파트 거주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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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과 임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을 분석한 결과도 브랜드아파트가 브랜드가 없는 아

파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준하(2008)은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영향력의 변화를 검토하기 하고자 하였다. 이준하 등은 브랜

드 이외 외부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분양한 수도권 택지개발지

구 중 초기 분양률이 100%에 가까운 죽전, 동천, 호평지구를 대상으로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브랜드는 분양권 거래시

점에서 입주초기까지는 아파트 가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입

주 후 일정기간이 지나 실제 매매할 시점에서는 아파트 가격형성에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민(2008)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분석함으로써 아파트가격의 결정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강

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아파트브랜드의 인지도, 단지규모는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약경쟁률은 비용기반으로

결정되는 분양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기반으로 형성되는

실거래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론을

통해 박철민은 브랜드가 분양가와 실거래가격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이유

는 브랜드가 시공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는 물리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정수연, 김태훈, 박홍희(2009)는 기존 논문들이 여러 브랜드를 뭉쳐 하

나의 변수로 분석한 것과 달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대 브랜드를 개

별적으로 더미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브랜드 중 아파트가격에 영향력이

큰 브랜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브랜드외에 다른 변수

들은 모두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격영향력이 가

장 큰 브랜드는 자이, 래미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경향을 반영

한 기존 선호도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창영(2010)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리적, 지역적, 입지적, 브랜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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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내용

박봉남
(2004)

수도권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세대수, 지역난
방, 주차대수 등의 아파트 특성요인들이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브랜드파워가 있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가격 
프리미엄을 가지는데 이는 기존 서울지역에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 하에, 브랜드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브랜드 이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브랜드의 가격영향력은 지역명, 기업명, 브랜드명 3가지가 복합적이

라고 보고 분석한 결과, 가격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지역명+기업명으로

된 브랜드이고, 그 다음이 기업명+브랜드였는데 이는 건설사에 대한 신

뢰수준과 아파트브랜드 자체의 영향력에 따라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영

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보라, 박승국(2012)은 브랜드아파트를 대상으로 NCSI(국가고객만족

지수)의 상위 7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상·하위 브랜드 구분하여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브랜드가 가격상승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며 이런 현상은 강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선호도 순위는 건설사의 시공능

력 순위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

단과 건설사의 내실있는 아파트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김진희(2014)는 아파트가격에 따른 소비자들의 고려 요건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는데, 연구범위를 특정도시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요 아파트 특성변수들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분

석하고자 하였는데, 수집한 자료를 헤도닉 가격모형과 분위회귀모형 2가

지로 분석하였는데 분위회귀 모형은 헤도닉 모형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형성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은 전반적으

로 양의 관련성을 보이나, 분위분석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브랜드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결론짓고 있다.

[표 2]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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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2008)

브랜드가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
에 강남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남구 아파트
를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가격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와 같은 분양가격 하락요인이 예상되는 정부정책 하에서도 브
랜드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매매와 임대 가격도 
브랜드아파트가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음

이준하
(2008)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초기까지이며, 입주 후 
일정기간이 지나 실제 매매시점에서 브랜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박철민
(2008)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아
파트가격의 결정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분석결과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아파트브랜드의 인지도, 단지규모는 분양가격과 실
거래가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는 이런 결과를 소비자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는 물리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
음

정수연, 김태훈, 
박홍희
(2009)

여러 브랜드를 하나의 변수로 뭉쳐 분석한 기존연구와 달리 소비
자선호도가 높은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영향력이 큰 브랜드
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대 브랜드를 개별 더미변수로 하고 
그 외 변수는 모두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
격영향력이 가장 큰 브랜드는 자이, 래미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시장경향을 반영한 기존 선호도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유창영
(2010)

브랜드의 가격영향력은 지역명, 기업명, 브랜드명 3가지가 복합적이
며,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명+기업명, 기업명+브랜
드명의 브랜드 순이다. 이는 건설사에 대한 신뢰수준과 아파트브랜
드 자체의 영향력에 따라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봄

이보라, 박승국
(2012)

NCSI를 기준으로 상·하위 브랜드 구분하여 가격영향력을 분석한 결
과, 상위 브랜드의 아파트 일수록, 강남권일수록 아파트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브랜드선호도 순위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무관하다고 분석함

김진희
(2014)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15개의 아파트특성변수를 분석한 결과, 브
랜드의 가격영향력은 헤도닉모형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이나, 분위
분석에서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브랜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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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한계

박봉남(2004)는 수도권 지방도시에서도 기존연구에서 연구되었던 아파

트 특성요인들이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는

데,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 도시의 환경적 요인과 기존연구에 사용된 변수이외의 요인 등에 대

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대상지역이 수도권 7개 도시에 한정되

어 지역적 편의가 있을 수 있고, 동일건설사의 브랜드 표본수가 너무 적

어 브랜드별 가치를 추정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승희(2008)는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변화가 가장 민감하다는 이유로

강남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브랜드가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나,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준하, 김호철(2008)은 죽전, 동천, 호평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

으로 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브랜드

지수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가 아파트 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박철민(2008)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결정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연구대상을 서울시 전체아파트가 아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시분양한 아파트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제약때문에 기존연

구에 제시된 세부적인 변수들을 활용한 광범위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정수연, 김태훈, 박홍희(2009)는 소비자인지도가 높은 10대 브랜드를

개별변수로 두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브랜드를 찾아내고자

하였는데, 연구에 사용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호가에 불가하

기 때문에 연구에서 도출된 브랜드가치의 순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지역에 따라 브랜드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데 해당 연구는 서

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창영(2010)은 브랜드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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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해당 연구는 2004년부터 2007년도 강남구 아파트로 한정되어 진행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 또한 대출금리의 변화나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통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보라, 박승국(2012)은 NCSI(국가고객만족지수)의 상위 7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상·하위 브랜드 구분하여 매매가격의 분석을 통한 브랜드의 가

격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는데, 아파트거주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 관련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김진희(2014)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가격에 따라 소비자들

이 고려하는 아파트 요건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해당 연구는

2013년 11월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시점에 따라 가격에 영

향을 주는 아파트 특성요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시 경제

적 변수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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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LH공사의 기업이미지 광고 현황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률 제고와 소비자 호감도 증대를 위하여

상업적 광고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LH공사는 통합공사 출범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아파트브랜드 광고는 물론 기업이미지 광고도 전무했다. 공

기업인 LH공사는 민간건설사와는 존재목적이 애당초 다르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LH공사는 배정된 정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증진이 우

선시 하는 반면, 민간건설사들은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2011년 9월, LH공사는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라는 주제로

기업이미지 광고를 최초로 시작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

합한 LH공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108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

채와 이를 겨냥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된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하여 방만

경영, 부실공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

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존재이유와 존립당위성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from

LH'광고는 그동안 공사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 시행할 공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사

로 향하고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해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

라 할 수 있다.

LH공사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보

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정책에 의해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

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공적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캠페인성 광고이고, 둘째는 김혜자, 손현주 등의 편안한

이미지의 광고모델을 기용하여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공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한 감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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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명 주요내용 광고화면

from LH

통합공사 LH의 출범을 알리고, 

통합 전·후 공사가 이룬 많은 

사업실적을 5,516㎞의 도로, 

15,932㎞의 생활수로, 227만채

의 주택, 6억 1,800만㎡의 택지

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부각시킴

부탁해요 LH

최초 임대아파트 건설(1971),  

1기신도시 건설(1989), 산업단

지 조성(1996), 보금자리주택 

건설(2009) 등 서민주거안정과 

국가발전에 대한 LH공사의 기

여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더 나

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려

는 공사의 계획과 의지를 어필

행복주택

철도나 유수지 등 낙후된 지역

을 개발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특

장점 홍보

보금자리주택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

형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

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춰 주

택을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의 기여하는 보금

자리주택의 친서민적 성격 홍보

[표 3] LH공사 광고 주요내용

* 자료출처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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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제 1 절 변수설정

1. 연구대상의 선정

(1) 브랜드 선정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의 공급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대표적이며, 민간부문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의 종합건설업체와 신창건설,

우남건설, 신일건설 등 주택전문건설업체로 나눠진다.

2003년 이후 브랜드아파트 시대가 본격화 된 이후 공공, 민간을 불문

하고 모든 아파트공급업체는 1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

자는 공급자가 만든 이들 브랜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와 아파트 가격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이며, 아파트공급업체가 만든 수백 개의 아파트브랜드 중 소비자에게 보

다 강한 브랜드 영향력을 가진 아파트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이 게시한 브

랜드주가지수(BSTI)12) 중 2016년 11월 1일자 아파트 브랜드주가지수의

상위 10위 브랜드를 민간부문 아파트공급자의 브랜드로 선정하고, 공공

부문 공급자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최초로 들여와 50년 이상 공

급해 온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브랜드로 선택하였다.

12) BrandStock Top Index(BSTI)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개발한 KHBI(Korea

Highest Brand Index)모델을 이용하여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스탁(www.brandstock.co.kr)에서 제공하는 브랜드지수로 브랜드 주가지수

(700점)와 소비자 조사지수(300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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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비자선호도 상위 10위권 민간건설사 브랜드

순위 브랜드 BSTI
(1000점)

브랜드 주가지수
(700점)

소비자 조사지수
(300점)

1 래미안  824.91  580.1  244.8 

2 힐스테이트  821.32  575.9  245.4 

3 e편한세상  802.25  560.6  241.7 

4 푸르지오  792.44  554.2  238.3 

5 아이파크  776.2  547.8  228.4 

6 더샵  775.35  540.2  235.2 

7 자이  768.73  531.7  237 

8 롯데캐슬  745.46  515.8  229.7 

9 SK VIEW  735.84  509.8  226.1 

10 꿈에그린  712.85  498.9  214 

* 자료출처 : 브랜드스탁(www.brandstock.co.kr) 2016년 11월 1일자 아파트 브랜드주가지수

(2) 대상지역의 선정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우

리나라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진행되어왔

다. 2016년까지 전국에 택지개발로 공급된 면적은 791만㎡이며,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244만㎡이며, 이는 722개 지구에 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인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브랜드와 소비자선

호도 상위 10위의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분석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첫째, 브랜드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2003년 전후에 입주한 지역

이어야 한다.

둘째, 브랜드에 따른 가격형성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상기 11개 브

랜드가 적절히 섞여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셋째, 브랜드 이외 지리적, 물리적 조건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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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LH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라

고 볼 수 있다. 먼저 LH공사 아파트의 상당수는 공사가 개발한 택지개

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해당지구 중 공사가 직접 건설할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건설사에 매각하기 때문에

여러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가 건설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대

형마트와 지하철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외의 지리적, 물리적 조건들이 거의 동일하다.

서울의 경우 상당부분 이미 개발이 진행된 관계로 택지개발구역의 규

모가 작고 서울시나 SH공사가 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울

을 제외한 LH공사가 개발한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개발규모와 시점적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

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좁혀졌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아파트브랜

드를 검토해 본 결과, 공동주택용지의 매각이 추첨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상위 10개 브랜드아파트와 LH공사의 아파트가 적

절히 배분된 지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0년 이후 준공되거나 부분

준공된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내 서울을

제외한 25개 시 중 부동산뱅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연구대상인

11개 브랜드아파트의 표본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시를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였다.

(3) 연구대상 선정

연구대상은 소비자 구매성향의 차이가 있는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브랜드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개 단지당 1～5호의 소수세대만

공급되는 전용면적 167㎡이상의 초대형 펜트하우스도 거래빈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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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매매시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가격의 형성 및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브랜드아파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

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격의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5] LH공사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도시명 지구수 면적(천㎡) 세대수(호)

화성 6 15,702 83,357
용인 13 14,915 81,021
김포 5 13,649 73,759
파주 5 12,594 69,082

남양주 7 10,329 64,422
양주 4 9,340 54,517
성남 2 9,723 34,716
인천 10 8,264 60,315
고양 5 8,155 44,961
수원 6 5,321 38,614
평택 4 5,826 33,071
부천 4 4,476 24,933
오산 2 4,077 24,644

의정부 3 3,770 24,592
광명 2 3,006 15,429
구리 1 772 5,844
군포 3 1,192 9,221

동두천 2 1,295 11,437
시흥 1 962 5,755
안산 2 883 5,557
의왕 2 864 4,742
하남 1 1,011 5,768
이천 1 698 3,503
포천 1 638 6,056
안양 1 587 3,919
합계 93 138,049 789,235

* 자료출처 :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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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설정

(1) 선행연구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 설정에 앞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를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해 보았다.

[표 6] 선행연구의 독립변수

연구자 독립변수 자료

박봉남
(2004)

구조 특성 분양평형, 전용면적, 평형별 세대수, 방수, 욕실수, 현관구조, 동수, 난방방식

단지 특성 주차대수, 총 세대수, 건축연수, 브랜드(우수브랜드 10개 vs. 기타)

입지 특성
교통정보(지하철, 터미널까지 거리), 학교
도시의 지역적요인(기준 성남 vs. 광주, 이천, 하남, 과천, 여주, 남양주)

이승희
(2008)

구조적 특성 분양평형, 전용면적, 평형별 세대수, 방수, 욕실수, 현관구조, 난방방식

단지적 특성 건축년수, 가구당 주차대수, 단지 세대수

입지적 특성 지하철까지 도보거리

이준하,
김호철
(2008)

구조 특성 전용면적, 전용률, 최고층수, 방수, 화장실수, 난방방식, 노후년도

단지 특성 총세대수, 접근주도로 폭, 접도수, 남향, 주차대수, 서울에서의 거리, 브랜드지수

입지 특성 지하철역 거리, 학교수, 조망(공원, 하천), 혐오시설 근접, 상업시설 이용편리

박철민
(2008)

브랜드 상위 10개 브랜드 vs. 기타

지역 서울 강남권 vs. 서울 그외

규모 40평이상 대형평형

정수연
김태훈
박홍희
(2009)

브랜드 브랜드(상위 10개브랜드 개별비교), 기타브랜드

구조적 특성
주택규모(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건축년수, 방수, 욕실수, 층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공원, 현관구조

지역적 특성
개별공시지가, 지하철 노선수, 인근아파트 집적정도, 학교, 
해당구의 지방세 수입

유창영
(2010)

물리적 특성 난방방식, 난방연료, 층수, 재개발 유무, 평형, 총 세대수, 동수

단지적 특성 주차대수, 노후년수

지역적 특성 공원갯수, 지역(개포동, 논현동...)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이보라
박승국
(2012)

물리적 특성 경과년수, 평, 방수, 욕실수, 현관구조

단지적 특성 총세대수, 세대당 주차대수

지역적 특성 지역구,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교육시설, 편의시설, 환경친화시설

김진희
(2014)

물리적 특성
전용면적, 방수, 욕실수, 현관구조, 총세대수, 층수, 총 동수, 
브랜드 유무, 건축년수, 난방연료

단지적 특성 가구당 주차대수

지역적 특성 지하철 유무, 학교,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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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구조적, 단지적,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아파트 특성을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해당 특성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

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2) 독립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토대로 서로 중복

되는 특성들은 제외하며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

상은 2003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따라 방수, 욕

실수가 모두 동일하게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는 전용면적과의

높은 연관성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 제외하였다.

둘째,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던 과거에는 현관

구조가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건설된 아파

트의 경우 모두 계단식으로 설계되고 있어 제외하였다.

셋째, 분석대상 아파트가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학교, 병원, 공

원, 대형마트 등을 계획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해당 변수

들도 제외하였다.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특성상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의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사업지구 내에서 최초로 입주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주 후 1～2년내 상

기 열거된 편의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지구 내

라 하더라도 지하철과의 거리에 따른 편리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하철역까지의 도보거리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별과정을 통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

는 아파트 특성요인들을 구조적, 단지적, 입지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아래

와 같이 3가지 특성으로 분류되는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소비자선호도

상위 10위 브랜드와 LH공사 아파트브랜드의 브랜드에 따른 가격영향력

을 분석하기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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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립변수 및 변수설명

특성 변수명 변수형태 변수설명

구조적 특성

전용면적 ㎡

분양면적 ㎡

난방방식 더미변수 지역난방=1, 그 외 0

난방연료 더미변수 열병합=1, 그 외 0

최고층수 층

단지적 특성

노후년수 년

총 세대수 세대

세대당 주차대수 대

총 동수 개

입지적 특성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분

지하철 유무 더미변수 유=1, 그 외 0

브랜드

LH 더미변수 LH=1, 그 외 0

래미안 더미변수 래미안=1, 그 외 0

힐스테이트 더미변수 힐스테이트=1, 그 외 0

e편한세상 더미변수 e편한세상=1, 그 외 0

푸르지오 더미변수 푸르지오=1, 그 외 0

아이파크 더미변수 아이파크=1, 그 외 0

더샵 더미변수 더샵=1, 그 외 0

자이 더미변수 자이=1, 그 외 0

롯데캐슬 더미변수 롯데캐슬=1, 그 외 0

SK VIEW 더미변수 SK VIEW=1, 그 외 0

꿈에그린 더미변수 꿈에그린=1, 그 외 0

1. 2009년 10월 1일에 통합공사로 출범한 LH공사의 아파트브랜드인 주공, 그린빌, 뜨란

채, 휴먼시아, LH는 임대․분양주택의 구분, 특정 신도시를 특징짓기 위한 도시브랜드, 

공사의 이름 홍보를 위해 변경․사용되어 왔고, 현재까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해당 

브랜드를 모두 LH공사 아파트브랜드로 설정하여 분석

2.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1개의 아파트브랜드를 구성한 단지 및 시행사와 

시공사의 브랜드가 같이 사용된 단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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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LH공사와 소비자선호도 상위 10위 민간건설사의

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브랜드

의 가격영향력을 아파트 매매가격이라는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

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각 연도별 3.3㎡당 아파트가격이며, 시간

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산출하는 계산식

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연도별 가격변동률

= (당해 연도 3.3㎡당 단가 - 직전 연도 3.3㎡당 단가) / 직전 연도

3.3㎡당 단가 × 100

상기 종속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 분양가격과 연도별 매

매가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별 분양가격은 분양시점이 너무 오래 경

과되어 실제 분양가격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였고, 연도별 매매가격을 실

제 거래가격으로 수집하기도 매우 까다로워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최

초 시세가격과 각 연도별 12월 시세가격을 원용하였는데, 이는 타부동산

사이트에 비해 시계열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입주시점과 최초 시세가격의 시점이 상이한 자료가 상당부분 있

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LH공사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경

우 5년간의 임대 후 분양전환 된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거 1년～6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해당기간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셋째, KB부동산이 시세가격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04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세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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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헤도닉 가격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사회과

학의 전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재화를 구성하는 속성들이 재화의 가치를 구성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모델이다. 즉, 어떤 상품그룹의 품질(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이 n개

존재할 때, 이 상품그룹 내 임의의 상품에 대해서도 n개의 특성으로 구

성된 특성치에 의해 그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치특성이론’

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어떤 상품이 n개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상

품의 특성백터는 Z = Z(Z1, Z2, ......... Zn)로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상품

을 아파트로 가정하고, 특성Zi는 아파트를 구성하는 특성이라고 간주한다.

이때 아파트의 가격은 여러 가지 아파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음

과 같이 아파트의 가격을 나타내는 헤도닉 가격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P(Z) = P(Z1, Z2, ......... Zn)

이와 같이 헤도닉 가격함수를 설정한 후, 주택시장의 관찰을 통해 각

아파트가 갖는 특성과 시장 거래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헤도닉 가격모

형은 주택시장에서 관찰된 가격과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Rosen(1974)은 소

비자와 생산자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행동이 어떻게 헤도닉 가격함

수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헤도닉 가격함수를 통한 수요함수의 도

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브랜드는 명시적 시장이 없고 브랜드 그 자체로 가

격이 매겨지거나 거래되지도 않지만, 브랜드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가

존재하고 브랜드마케팅에 필사적인 건설사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브랜

드는 분명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가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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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변동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의 가치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보는 원리에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브랜드와 아파트 가격은 단순함수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

파트가격을 형성하는 잠재요인이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

문에 아파트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거나 밝혀진 변수들을 종합하여 재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측정과 연구대상 기간의 가격

변화율에 대응하는 브랜드 가치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바, 종속변

수를 각 연도별 아파트 가격으로 설정하였다.

헤도닉 가격기법은 여러 연구에서 특정요소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

하는데 있어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 통계분석 패키지 중 하나인 SPSS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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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1 절 연구대상의 현황분석

1. 브랜드 분포현황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의 11개 브랜드의 분포현황을 조사해 본 바, 각 시별로 최소 6개에서 최

대 11개의 브랜드가 분포되어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11개 브랜드가 모두

분포되어 있어 표본수는 74개 단지 321개로 조사되었고, 용인시는 10개

브랜드에 표본수는 59개 단지 182개가 분포되어 있었다.

[표 8] 지역별 브랜드 분포현황

도시명 면적 인구수
분석대상
브랜드수

분석대상 
단지수

분석표본수

화성 689km²  649,646명 9 27 96 (11.3%)

용인  591km²  1,008,858명 10 59 182 (21.5%)

고양  268km²  1,036,621명 9 34 137 (16.2%)

부천  53km²  868,342명 6 30 111 (13.1%)

인천  1,046km²  2,925,815명 11 74 321 (37.9%)

또한 각 도시의 브랜드 분포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높은 브랜드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LH공사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이가 10%, 푸르지오가 9%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10위 브랜드아파트의 비중이 LH공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첫째, 임대주택(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33 -

포함) 의무건설 비율이 있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공사 아파트의 건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둘째,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제로 매각하기 때

문에 전국에 등록된 1만개 이상의 건설업체 중 어떤 브랜드라도 건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위 브랜드가 건설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표 9] 연구대상 도시의 11개 브랜드아파트 분포현황

브랜드 단지수 비율 세대수 표본수

래미안 10 4% 8,043 38 (4%)

힐스테이트 18 8% 13,350 52 (6%)

e편한세상 18 8% 6,124 65 (8%)

푸르지오 20 9% 11,777 71 (8%)

아이파크 19 8% 11,385 77 (9%)

더샵 14 6% 9,013 73 (9%)

자이 23 10% 19,252 100 (12%)

롯데캐슬 8 4% 8,965 33 (4%)

SK VIEW 7 3% 4,343 25 (3%)

꿈에그린 15 7% 12,182 66 (8%)

LH 72 32% 56,144 247 (29%)

[표 10] 연구대상 도시의 민간 vs. LH 아파트 분포현황

도시명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 LH공사 브랜드아파트

단지수 비율 세대수* 단지수 비율 세대수*

화성 179 10% 88,205 30 13% 24,660

용인 492 27% 193,304 44 19% 17,685

고양 306 17% 184,203 48 20% 45,072

부천 145 8% 84,696 28 12% 22,796

인천 671 37% 414,308 86 36% 85,743

 1) 주상복합, 임대주택을 포함한 법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현황

각 도시별 아파트 노후정도를 살펴보면 6년 이상 14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반해, 인천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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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1개 브랜드아파트 노후현황

노후년수 3~5년 6~8년 9~11년 12~14년

총 단지수 37 (17%) 58 (26%) 57 (25%) 72 (32%)

화성      - ( 0%) 2 ( 3%) 12 (21%) 13 (18%)

용인 9 (24%) 12 (21%) 16 (28%) 22 (31%)

고양 6 (16%) 11 (19%) 9 (16%) 8 (11%)

부천 1 ( 3%) 5 ( 9%) 9 (16%) 15 (21%)

인천 21 (57%) 28 (48%) 11 (19%) 14 (19%)

2. 기초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은 37㎡에서 167㎡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값은 96㎡였으며, 분양면적은 52㎡에서 198㎡까지 분

포되어 있으며 평균값은 124㎡였다. 난방방식은 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

고 있으며, 난방연료는 대부분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최고층수는 최소 4층부터 최대 50층이며 평균 23층으로 고층 단지가

많았다. 노후년수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4년이고 평균값이 8.97년으로 입

주 후 9년이상 된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해당 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상당히 성숙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 세대수는 최저 79세대에서 최대 3,384세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

균값이 811세대로 전반적으로 단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세대당 최소 0.7대에서 최대 2.4대이며 평균1.4대로 조사되

었고, 총 동수는 최소 1동에서 최대 38동이며 평균 10개 동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까지 도보시간은 도보로 20분이상이 넘

으면 걸어갈 수 없다고 보고 조사한 결과 지하철 미인접률이 51.4%로

조사대상 단지의 절반가량이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지하철과 인접한 단지는 도보로 평균 6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세는 2004년 1월 3.3㎡당 최저 590만원에서 최대 1,316만

원이며 평균 888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최저 817만원에서 최대 2,740

만원에 평균 1,406만원으로 13년간 평균 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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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용면적 847 37.0 167.0 96.224 26.0317

분양면적 847 52.0 198.0 124.420 31.0916

난방방식 847 0.0 1.0 .651 .4771

난방연료 847 0.0 1.0 .651 .4771

최고층수 847 4.0 50.0 23.089 7.2592

노후년수 847 3 14 8.97 2.997

총 세대수 847 79.0 3384.0 810.974 563.0561

세대당 주차대수 847 .7268 2.4449 1.414770 .3893061

총 동수 847 1.0 38.0 10.713 6.4443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847 0.0 20.0 6.215 7.2855

지하철 유무 847 0.0 1.0 0.486 0.5001

2016년 3.3㎡당 가격 833 817.0 2740.0 1406.490 293.1020

2015년 3.3㎡당 가격 833 817.0 2670.0 1375.493 285.1212

2014년 3.3㎡당 가격 816 810.0 2433.0 1303.447 266.1396

2013년 3.3㎡당 가격 708 795.0 2298.0 1250.379 245.9564

2012년 3.3㎡당 가격 645 832.0 2357.0 1283.198 262.2813

2011년 3.3㎡당 가격 575 825.0 2268.0 1297.077 243.0741

2010년 3.3㎡당 가격 524 749.0 2475.0 1287.931 246.9739

2009년 3.3㎡당 가격 466 695.0 2526.0 1312.758 270.0770

2008년 3.3㎡당 가격 285 653.0 2835.0 1311.274 315.0366

2007년 3.3㎡당 가격 239 773.0 2835.0 1371.908 417.3174

2006년 3.3㎡당 가격 223 699.0 2835.0 1373.982 467.5873

2005년 3.3㎡당 가격 190 605.0 2526.0 1111.237 364.5886

2004년 3.3㎡당 가격 159 605.0 1547.0 898.491 175.5061

2004년 1월 3.3㎡당 가격 138 590.0 1316.0 888.594 164.6214

2016년 가격변동율 828 -9.1 20.5 2.281 3.6296

2015년 가격변동율 808 -22.3 26.2 4.970 4.7732

2014년 가격변동율 700 -22.4 17.6 1.921 4.3190

2013년 가격변동율 641 -33.0 12.1 -3.544 5.5895

2012년 가격변동율 575 -19.8 44.4 -3.715 5.5373

2011년 가격변동율 524 -20.7 18.0 .108 4.0631

[표 12] 변수별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단위 : ㎡, 층, 세대, 대, 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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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격변동율 466 -15.0 34.2 -1.531 5.7465

2009년 가격변동율 285 -10.9 14.1 -.239 4.3783

2008년 가격변동율 239 -27.4 31.4 -.234 11.1199

2007년 가격변동율 223 -18.4 21.8 1.260 6.1340

2006년 가격변동율 190 -3.0 65.3 24.396 16.0290

2005년 가격변동율 159 -6.1 68.3 19.449 19.5537

2004년 가격변동율 138 -10.2 19.6 1.652 5.2530

유효한 N(목록별) 130 　 　 　 　

3. 독립변수별 평균비교

기술통계 분석에 이어 LH공사와 민간건설사 아파트간의 독립변수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변수별 평균비교 분석

결과는 지하철까지 도보시간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모두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총 세대수에 있어 LH공사 아파트는 평균 861세대이고 민간건설사 아

파트는 평균 790세대로 LH공사의 1개 단지당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세

대당 주차대수는 민간건설사가 평균 1.55대로 LH공사의 1.08대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주차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노후정도는 LH공사와 민간건설사 아파트가 각각 9.5

년과 8.7년으로 유사했으며, 난방방식은 LH공사가 0.74, 민간건설사가

0.61로 LH공사가 지역난방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어 난방비 절감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고층수는 LH공사 20층, 민간건설사 24층으로

민간건설사 아파트가 평균 층수가 더 높았으며, 지하철까지 보도시간은

LH공사와 민간건설사 모두 약 6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효하지 않는 값으로 분석의 의미가 없다. 전용면적은 LH공사가 평균

79㎡, 민간건설사가 103㎡로 아파트 규모는 민간건설사가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가 LH공사는 17㎡, 민간건설사는 25㎡로 LH공사

는 주로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민간은 소형에서 대형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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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독립변수별 평균비교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총 세대수
LH 247 861.22 561.86

1.668 .096
민간 600 790.29 562.71

주차대수
LH 247 1.08 0.20

-18.962 .000
민간 600 1.55 0.37

노후년수
LH 247 9.53 3.06

3.534 .000
민간 600 8.74 2.94

난방방식
LH 247 0.74 0.44

3.723 .000
민간 600 0.61 0.49

최고층수
LH 247 20.09 4.18

-7.998 .000
민간 600 24.32 7.88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LH 247 6.32 7.32
.259 .796

민간 600 6.17 7.28

전용면적
LH 247 79.13 17.14

-13.511 .000
민간 600 103.26 25.81

4.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3.3㎡당 아파트 가격 비교

LH공사와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3.3㎡당 가격의 차이는 조사

된 표본자료의 거의 모든 연도에서 민간건설사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브랜드에 따른 3.3㎡당 가격의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t-test는 두 집

단의 평균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하나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LH공사와 민간건설사 아파트로 분류하여 연도별 평

균 3.3㎡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3개년도 모두 민간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이 모두 높았으며, 유의수준도 모두 0.05보다 작아 평균 3.3

㎡당 가격차이는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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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N
평균3.3㎡당
가격(만원)

표준편차 t 유의수준

2004. 1월
LH 35 838.60 161.366

-2.672 .009
민간 90 923.42 158.618

2004년
LH 35 843.69 153.755

-2.535 .012
민간 106 930.24 181.515

2005년
LH 35 980.34 261.595

-2.736 .007
민간 133 1169.24 385.365

2006년
LH 37 1193.14 361.279

-2.972 .003
민간 157 1444.30 482.807

2007년
LH 41 1235.66 338.927

-2.541 .012
민간 163 1423.00 439.993

2008년
LH 52 1171.50 303.662

-3.836 .000
민간 189 1362.78 322.342

2009년
LH 93 1175.57 273.428

-5.999 .000
민간 276 1368.83 267.103

2010년
LH 120 1173.21 235.480

-6.373 .000
민간 293 1343.32 250.573

2011년
LH 131 1186.46 219.853

-6.793 .000
민간 323 1353.79 244.695

2012년
LH 147 1163.12 194.048

-7.363 .000
민간 370 1348.91 280.311

2013년
LH 154 1145.76 181.805

-7.122 .000
민간 421 1308.36 261.032

2014년
LH 170 1193.96 180.309

-7.147 .000
민간 505 1361.22 286.582

2015년
LH 170 1276.52 204.750

-5.921 .000
민간 525 1425.49 306.586

2016년
LH 170 1320.16 230.990

-5.070 .000
민간 525 1452.46 313.741

[표 14] 연도별 LH vs. 민간의 3.3㎡당 가격 비교

2004년에서 2016년까지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6년까지는 LH공

사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오히려 LH

공사의 가격상승률이 민간건설사에 보다 더 높았다. 이후 두 그룹 모두 유사

한 가격상승률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LH공사가 더 높은 가

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4년에서 2016년까지 13년간의 가격상승률

은 LH공사와 민간건설사 모두 동일하게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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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LH vs. 민간의 3.3㎡당 가격상승률 비교

년도 구분
평균3.3㎡당
가격(만원)

가격차이
연도별 

가격상승률
2004년~2016년

가격상승률

2004. 1월
LH 838.60

-84.822 　

LH : 57%

민간 : 57%

민간 923.42

2004년
LH 843.69

-86.550
1%

민간 930.24 1%

2005년
LH 980.34

-188.898
16%

민간 1169.24 26%

2006년
LH 1193.14

-251.164
22%

민간 1444.30 24%

2007년
LH 1235.66

-187.341
4%

민간 1423.00 -1%

2008년
LH 1171.50

-191.283
-5%

민간 1362.78 -4%

2009년
LH 1175.57

-193.260
0%

민간 1368.83 0%

2010년
LH 1173.21

-170.109
0%

민간 1343.32 -2%

2011년
LH 1186.46

-167.328
1%

민간 1353.79 1%

2012년
LH 1163.12

-185.783
-2%

민간 1348.91 0%

2013년
LH 1145.76

-162.599
-1%

민간 1308.36 -3%

2014년
LH 1193.96

-167.263
4%

민간 1361.22 4%

2015년
LH 1276.52

-148.968
7%

민간 1425.49 5%

2016년
LH 1320.16

-132.304
3%

민간 1452.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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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브랜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

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계라고 한다.13). 상관관계 분석은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

면 회귀식은 유의성이 있어도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없게 될 수 있는

데, 이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

하게 되면 특정변수의 순수한 효과는 매우 작아져 특정변수의 유의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표 16]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단위 : ㎡, 층, 세대, 대, 분, 만원]

　 총세대수
세대당 

주차대수
총 동수

노후
년도

난방
방식

난방
연료

최고
층수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지하철 
유무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총세대수 1 -.074 .880** -.017 .107** .107** .404** .020 .065 -.025 -.047

세대당 
주차대수

　 1 -.057 -.397** .284** .284** .344** -.132** -.183** .676** .660**

빌딩수 　 　 1 -.026 .149** .149** .182** -.033 .034 .010 -.009

노후년도 　 　 　 1 -.240** -.240** -.436** -.085* .011 -.221** -.168**

난방방식 　 　 　 　 1 1.000** .352** -.034 -.121** .187** .156**

난방연료 　 　 　 　 　 1 .352** -.034 -.121** .187** .156**

최고층수 　 　 　 　 　 　 1 .108** .036 .199** .142**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1 .868** -.071 -.072

지하철 
유무

　 　 　 　 　 　 　 　 1 -.088* -.082*

분양면적 　 　 　 　 　 　 　 　 　 1 .990**

전용면적 　 　 　 　 　 　 　 　 　 　 1

1) * p<0.05, ** p<0.01 

13)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p.122

14) 김렬, 성도경, 이환범, 이수창(2008),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대명 :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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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동수와 총 세대

수, 난방방식과 난방연료, 지하철까지 도보시간과 지하철 유무, 전용면적

과 분양면적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8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제 2 절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1.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 영향분석

종속변수를 2004년 1월부터 2016년까지의 3.3㎡당 가격으로 두고 회귀

분석한 결과 F값은 175.658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회귀모형은 적합

하며, R
2
은 0.492로 49.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특성변수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가격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브랜드변수도 꿈의그린 1개 브랜드를 제외하

고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아

파트 가격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난방방식, 세대당 주차대

수,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최고층수 순이었으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전용면적, 노후년수, 총 세대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난방방식, 세대당 주차대

수, 지하철까지 도보시간인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거주의 쾌적성과 편리

성, 비용의 합리성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고층

수도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조망권과 일조권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전용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낮을 것이

라는 예상과 동일하게 두 변수는 가격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단지 아파트가 가격상승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총 세대수는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가격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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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3.3㎡당 220만원이 증가하며, 난방

방식에 따라 206만원이 증가하고 최고층수가 1층 올라갈수록, 지하철과의

도보시간이 1분 줄어들수록 평균 5만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방방식은 더미변수로 1단위 밖에 변화하지 않으며, 지역난방인지 개별

난방인 양자택일의 형태임으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볼 때 신중해야 한

다. 가격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매우 작

아 노후년수는 1년 증가할수록 3.3㎡당 매매가격이 11만원이 감소하고 총

세대수와 전용면적은 그 보다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영향력 분석

모형적합도　
R R 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추정값오류

.702 .492 .489 223.448

분산분석 F 175.658 유의수준 .000

변수명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66.526 27.335 　 39.016 .000
총 세대수 -.036 .006 -.073 -5.631 .000

세대당 주차대수 220.207 13.361 .262 16.482 .000
노후년수 -11.414 1.380 -.105 -8.272 .000
난방방식 206.657 7.472 .325 27.656 .000
최고층수 5.562 .667 .119 8.338 .000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5.458 .465 .121 11.746 .000
전용면적 -2.665 .160 -.223 -16.661 .000
SK VIEW 137.737 18.389 .082 7.490 .000
꿈에그린 -18.328 14.012 -.015 -1.308 .191

더샵 263.618 16.051 .196 16.423 .000
래미안 301.897 16.442 .197 18.361 .000

아이파크 155.551 13.287 .138 11.707 .000
롯데캐슬 95.008 18.845 .059 5.042 .000

자이 222.864 12.168 .239 18.315 .000
푸르지오 190.629 12.441 .179 15.322 .000

e-편한세상 83.270 12.088 .087 6.889 .000
힐스테이트 178.019 14.579 .143 12.211 .000

1) 브랜드 더미변수는 LH를 기준으로 분석

2) 시간의 변화는 연도별 더미변수로 통제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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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브랜드에 따른 가격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LH공사를 기준으로 브랜드별로 3.3㎡당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 보

았다. 민간건설사 브랜드아파트의 3.3㎡당 가격은 LH공사 아파트 보다

최저 83만원(e-편한세상)에서 최대 301만원(래미안) 더 높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꿈에그린은 LH공사 아파트에 비해 18만원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에 대한 브랜드별 영향력 분석에 이어 LH공사와 민간건설사로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브랜드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F값은 204.830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

R
2
은 0.441로 4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브랜드별 분석과 동일하게

난방방식,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최고층수 순으로 양의

영향력을 가지며,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전용면적, 노후년수, 총

세대수의 순이었다. LH공사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아파트에 비해 3.3㎡당

145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민간 vs. LH의 브랜드영향력 분석

모형적합도
R R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추정값오류

.664 .441 .439 234.188

분산분석 F 204.830 유의수준 .000

변수명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01.795 30.538 　 39.354 .000

총 세대수 -.030 .006 -.060 -4.862 .000

세대당 주차대수 259.315 13.743 .309 18.869 .000

노후년수 -12.417 1.424 -.114 -8.718 .000

난방방식 213.726 7.478 .336 28.579 .000

최고층수 4.632 .646 .099 7.171 .000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4.477 .470 .099 9.525 .000

전용면적 -2.684 .166 -.224 -16.167 .000

LH -145.764 8.929 -.203 -16.324 .000

1)브랜드 더미변수는 민간건설사를 기준으로 분석 
2)시간의 변화는 연도별 더미변수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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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랜드아파트의 연도별 3.3㎡당 가격변화

2. 가격변화율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 영향분석

종속변수를 2004년 1월부터 2016년까지의 가격변화율로 두고 회귀분

석한 결과 F값은 150.571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함

을 알 수 있으며, R2은 0.480로 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특성변수 중 유의수준 0.1이하에서 가격변화율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전용면적, 노후년수, 최고층수 3가지였으며, 세 변수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년수와 전용면적은

아파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

고층수는 아파트가격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가격변

화율에 있어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총 세대수, 주차대수, 난방방식, 지하철까지 도보시간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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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가격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브랜드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을 살

펴보면, 가격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는 래미안, 아이

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이며, 더샵, SK VIEW, 자이, 푸르지오, 힐스

테이트는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꿈에그린은 두 분

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브랜드 영향력에 대한 가격변동률 회귀분석

모형적합도
R R 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추정값오류

.693 .480 .477 6.671

분산분석 F 150.571 유의수준 .000

변수명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633 .883 10.911 .000

총 세대수 .000 .000 .018 1.290 .197

세대당 주차대수 -.489 .429 -.020 -1.139 .255

노후년수 -.101 .046 -.031 -2.216 .027

난방방식 .066 .239 .004 .275 .783

최고층수 -.041 .022 -.029 -1.892 .059

지하철까지 보도시간 .005 .015 .004 .363 .717

전용면적 -.049 .005 -.139 -9.599 .000

브랜드
더미

SK VIEW .028 .584 .001 .048 .962

꿈에그린 -.379 .447 -.011 -.848 .397

더샵 .404 .532 .010 .759 .448

래미안 -1.620 .532 -.035 -3.047 .002

아이파크 -.741 .425 -.022 -1.742 .082

롯데캐슬 -1.203 .605 -.025 -1.988 .047

자이 -.636 .388 -.023 -1.641 .101

푸르지오 .261 .398 .008 .656 .512

e-편한세상 -.735 .383 -.026 -1.922 .055

힐스테이트 .030 .466 .001 .065 .948

 1)브랜드 더미변수는 LH를 기준으로 분석, 2)시간의 변화는 연도별 더미변수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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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4개 브랜드도 연도별 가격변

화율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전문

포털회사인 부동산114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보고서에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대형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아파트

는 여타 아파트보다 매매시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결정했거나 구입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에 역행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분석결과로 인해 이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건설사 10개 브랜드를 더미변수로 두고

가격변화율에 대해 LH공사를 기준으로 민간건설사 브랜드의 가격변화율

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0] LH vs. 민간의 브랜드 영향력에 대한 가격변동률 회귀분석

모형적합도
R R 제곱 조정된 R제곱 표준추정값오류

.691 .478 .476 6.679

분산분석　 F 216.729 유의수준 .000

변수명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635 .863 11.164 .000

총 세대수 0.000095 .000 .007 .512 .609

세대당 주차대수 -.408 .422 -.016 -.965 .335

노후년수 -.109 .045 -.033 -2.433 .015

난방방식 -.070 .228 -.004 -.309 .757

최고층수 -.028 .020 -.020 -1.418 .156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011 .015 .008 .735 .462

전용면적 -.050 .005 -.141 -9.797 .000

브랜드더미 민간 -.525 .271 -025 -1.935 .053

 1)브랜드 더미변수는 LH를 기준으로 분석, 2)시간의 변화는 연도별 더미변수로 통제

분석결과 F값은 216.729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함

을 알 수 있으며, R2은 0.478로 47.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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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대한 브랜드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노후년수와 전용면적은 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층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미변수로 둔 민간건설사 브랜드는

아파트 가격변화율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브

랜드로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선호도가 높은 민간건설사 브랜드가 매

매가격의 상승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

버리는 예상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예상외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

된 종속변수가 2004년에서 20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집된 것이기 때

문에 예상치 못하게 통제되지 않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

수를 재설정하여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3. 최근 3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 영향분석

재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역사요인, 성숙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2014년

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아파트가격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는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전용면적 59㎡, 84㎡, 130㎡를 소형, 중형, 대형주택의 표본

으로 하고, 아파트 브랜드주가지수에 의한 순위를 기준으로 1～3위를 상위,

4～7위를 중위, 8～10위를 하위브랜드로 설정하였다.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평균 3.3㎡당 가격이 LH공사는

2014년 1,221만원에서 2016년 1,394만원으로 14% 상승하였고, 상위브랜드도

2014년 1,392만원에서 2016년 1,587만원으로 LH공사와 동일하게 14% 상승

하였다. 중위브랜드는 2014년 1,597만원에서 2016년 1,850만원으로 16%,

하위브랜드는 2014년 1,410만원에서 2016년 1,580만원으로 12% 상승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연도별 가격변화도 하위

브랜드만 2016년 3%로 저조할 뿐 LH공사, 상위, 중위브랜드 모두 유사

한 가격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형주택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살펴보면 상․중․하



- 48 -

위 및 LH공사 모두 2015년에는 5～7%, 2016년에는 3%로 변화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4년～2016년 3년간 가격변화도 8～10%를 유지하고

있어, 특이하게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는 브랜드는 없었다.

대형주택인 전용면적 130㎡ 아파트는 2015년에는 중․하위브랜드만

5%, 2%로 소폭 상승하였고 LH공사와 상위브랜드는 가격의 변화가 없었

다. 2016년에는 LH공사와 중위브랜드가 가격의 변화가 없었고 상․하위

브랜드는 오히려 1%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4년～

2016년까지 3년간 동안 상위브랜드의 가격은 1% 하락하였고 중위브랜드

만 가격이 5% 상승하였다.

본 분석은 앞서 실시한 브랜드가 아파트가격과 가격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일반적 통념을 뒤집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종속변수로 2004년에서 2016년까지 13년간의

아파트가격을 사용함으로써 통제되지 못한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변수를 최근 3년간의 가격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독립변수는 주택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민간건설사

10개 브랜드는 브랜드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브랜드 및 LH

공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변수를 재설정하여 브랜드가 아파트가격

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앞서 실시한 분석

의 결과와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형성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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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변화율 비교      [단위 : 만원]

주택규모 : 59㎡ 구분 N 평균 3.3㎡당 가격 변화율 ‘14~16년 가격변화율　

2016년

LH 37 1,394 5%

LH : 14%

상위 : 14%

중위 : 16%

하위 : 12%

상위 11 1,587 6%
중위 18 1,850 7%
하위 6 1,580 3%

2015년

LH 37 1,326 9%
상위 11 1,504 8%
중위 18 1,736 9%
하위 6 1,533 9%

2014년

LH 36 1,221 　
상위 11 1,392 　
중위 17 1,597 　
하위 6 1,410 　

주택규모 : 84㎡ 구분 N 평균 3.3㎡당 가격 변화율 ‘14~16년 가격변화율　

2016년

LH 124 1,301 3%

LH : 10%

상위 : 9%

중위 : 10%

하위 : 8%

　

상위 49 1,486 3%
중위 80 1,585 3%
하위 47 1,430 3%

2015년

LH 124 1,270 7%
상위 49 1,445 6%
중위 80 1,539 7%
하위 47 1,385 5%

2014년

LH 126 1,187 　
상위 47 1,366 　
중위 79 1,442 　
하위 45 1,323 　

주택규모 : 130㎡ 구분 N 평균 3.3㎡당 가격 변화율 ‘14~16년 가격변화율

2016년

LH 5 1,341 0%

LH : 0%

상위 : -1%

중위 : 5%

하위 : 0%

상위 9 1,303 -1%
중위 26 1,345 0%
하위 5 1,133 -1%

2015년

LH 5 1,345 0%
상위 9 1,318 0%
중위 26 1,340 5%
하위 5 1,148 2%

2014년

LH 5 1,341 　
상위 9 1,322 　
중위 28 1,281 　
하위 5 1,130 　

1) 브랜드 상·중·하위 구분은 브랜드스탁 2016년 11월 1일자 아파트 브랜드주가
지수에 의한 순위에 따름 (본 논문 p.23 참조)

  * 상위(래미안,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중위(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자이)
    하위(롯데캐슬, SK VIEW, 꿈에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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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변화율 비교

주택규모 가격변화율 그래프

59㎡

8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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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선분양, 후시공하는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성상 소비자로부터

‘안정성’이라는 신뢰와 ‘수익성’이라는 호감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수요창

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그들이 건

설한 아파트 이름에 타건설사와는 차별되는 ‘브랜드명’를 붙이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브

랜드이미지 광고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구

매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나 병원, 마트, 공원, 대중교통에의 접근성과 같

은 거주의 안락함이나 생활편의를 위한 여건 뿐 아니라 브랜드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여타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특정 브랜드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은

한 부동산 전문포털회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매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경향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설사들의

교묘한 브랜드마케팅 전략 속에서 선호도가 높은 특정 브랜드아파트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저렴한 가격과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높은 청약률을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아파트단지의 위상

저하와 매매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선호도는 낮은 LH공사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에 앞서 t-test를 통해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3.3㎡당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3.3㎡당 가격은

2004년에서 2016년까지 13년간 모두 민간건설사가 더 높았으나, 가격의

차이는 13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가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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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 비교에 있어서도 2006년까지는 LH공사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저조

하였으나 2007년에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서 현재까지 민간

건설사보다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에서 2016년까지 전체 가격상승률에 있어서는 LH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동일하게 57%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종속변수를 2004년 1월부터 2016년까지의 3.3㎡당 가격으로

두고 분석한 결과 R2은 0.492로 49.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아파

트 특성변수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난방방식,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철까지 도보시간, 최고층수 순이었고, 음의 영향력

을 가지는 것은 전용면적, 노후년수, 총 세대수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H공사 브랜드를 기준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LH공사와 민간건설사

로 나누어 3.3㎡당 가격을 비교한 t-test 결과와 동일하게 민간건설사 브

랜드아파트가 3.3㎡당 최저 83만원(e-편한세상)에서 최대 301만원(래미안)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H공사 아파트보다 18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꿈에그린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10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1개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재분석해 본 결과도 LH공사는

민간건설사에 비해 145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2004년 1월부터 2016년까지의 가격변화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
2
은 0.480로 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

며,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아파트 특성변수는 전용

면적, 노후년수, 최고층수이며 총 세대수, 주차대수, 난방방식, 지하철까

지 도보시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화율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 분석에 있어서는 래미안, 아이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샵,

SK VIEW,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꿈에그린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로

재분류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민간건설사 브랜드는 가격변화율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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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여타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민간건설사 브랜드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격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통념을 뒤집는 결과

로 인해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 전, 해당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수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검증을 위해 종속변수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평균 3.3㎡당 가격

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주택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59㎡, 84㎡, 130㎡

로 분류하고 민간건설사 10개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 순위를 기준으로

상·중·하위 브랜드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규모에 따른 상·중·하

위 브랜드 및 LH공사 아파트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브랜드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 분석대상 브랜드 모두 3년간 유사한 가격상승률을 유지되었으며

심지어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LH공사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더 높은 가

격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브랜드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모든 브랜드아파트가 유사한 가격상승률을 보이는 바, 이는 아파트 가격형

성에 있어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의 이미지

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매매시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는 건설사들의 전략적인 브랜드이미지 광고와 마케팅활동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결과는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브랜드가 가격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기대

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수요창출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건설사의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믿고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한

소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브랜

드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소비자의 이런 행동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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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선호도의 순위에 따라 매매에 따른 수익률이나 가

격의 상승률이 차별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나, 여러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소비자선호도에 따른 순위와 가격의 상승률은 연관성이 없으며,

심지어 브랜드 선호도가 낮은 LH공사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민간건설사

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력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브랜드

범위를 민간건설사 브랜드에 국한하고 있거나, 브랜드의 영향력을 브랜드

지수의 크기로만 분석하고 있어 브랜드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가격으

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선호도

가 높은 상위 10개 민간건설사와 LH공사 아파트브랜드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종속변수인 아파트 가격과 가격변화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브

랜드별로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공급자인 LH공사의 아파트브랜드를 민간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분석하여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민간건설사 브랜드와 소비자선호도가 낮은 LH공사

브랜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

다. 첫째,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아파트 가

격이 요동치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 정책

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

포털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세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실제 아파트 매매는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부터 분양권

상태로 거래되기 시작하나, 해당 거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정보를 얻거나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반영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형성에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력을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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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Brand Effect

on Apartment Price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brand effect

of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Kim, Hyeli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rand image in housing market has emerged one of the major

factors in apartment purchasing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propensity of such consumers can be confirmed annually from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one of real estate portal

companies. Also, such a tendency may be found that apartments of

some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with high consumer preferences

recorded higher contract rates and sold out despite expensive prices

with expectation of high profit. Some consumers of LH demand to

use brands of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buil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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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s instead of LH on their apartment names, because they

believe that LH's brand power is too weak to make good returns

even if the conditions of living convenience such as transportation,

school, hospital, supermarket and etc. are similar.

This study analysed the brand effect on the apartment prices with

thirteen year time series data of newly built apartments since 2003 on

6 cities around the metropolitan areas. With the hedonic price

function, the brand factor was estimated by annually and thirteen

year fluctuation rate. With thirteen year fluctuation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brand had negative or no effect on price increase

rate. This result was interesting because it was contrary to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socially accepted idea. That's why this

study reanalysed recently three year fluctuation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was confirmed that brand doesn't have any

impact on apartment prices. It means great faith for brand effects of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brand in residential construction

industry has caused by strategically calculated brand marketing of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keywords : brand, apartment price, brand effect, bran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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