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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usibility of Ship-repair industry brand in the global market.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dentity of compan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mark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uthors of this paper have considered that the brand is a 
solution for global ship-repair industry’s development in Busan region with focusing on the 5 elements 
(Salience, Imagery, Performance, Feeling, and Judgments) of Keller’s brand equity block except Resonance. 

As a result, we presented the roles of company for securing the brand equity in ship-repair industry 
comparing with the elements of Keller’s brand equity block. and implied the plausibility of global 
ship-repair industry’s development. Especially, Securing the licences and certifications related to ship-repair 
industry is very important thing about the br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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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선박수리업 분야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중

이다. 그 나마 해외수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 내실이 튼튼한 기업만이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해양산업 중에서도 선박수리 

업은 부산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

태 및 불황기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

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박수리업 분야의 전반적인 

활동이나 실적을 고려하고, 선박수리업관련 기업

들의 노하우를 더욱 더 발전시켜서 제 2의 성장

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Clackson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35년을 

기점으로 조선 산업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이 다

가온다고 지적하며, 선박 수리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선복량 

13억 CGT중 절반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 된 노

후 선박이기 때문에 노후선박 교체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2035년이 도래할 경우, 수

리 및 보수 대상의 노령화된 선박들이 더 많아진

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국내 선박 조선의 메이

저급 회사가 선박수리업으로 선회하여 매출을 올

리려는 노력을 지켜볼 수 있는데, 현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해법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거

시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해외 선박수리 시장을 

※ 개인정보 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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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

적인 시장을 고려할 때, 국내의 선박수리업은 그

리 밝은 편은 아니다. 실제로 타 국가보다 노동 

임금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수리업 선택

에 있어서 일순위에서 밀린지 오래이며, 기존의 

우수한 해외시장으로의 선주들의 선택에 따라 수

리할 선박을 확보하는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래도 최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브랜

드화라는 이름아래 치열한 국제적 환경을 미리 

대비하는 기업들을 살필 수 있는데, 이처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부산 선박수

리업의 현황과 브랜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

한다. 이어서 브랜드 자산을 이루는 여러 개념을 

중심으로 선박수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브랜드 

자산 구축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들을 제시하여 

선박수리업에서의 국제화를 대비한 브랜드의 중

요성과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박수리업의 현황과 문제점

선박수리업은 선박의 개조 보수 정비 등을 수

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

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전후방 산

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Shin, Young-Ran et al.,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선박수리업은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고용효

과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소에서 행하는 선박수리에는 해당 선박 및 

보트 등을 생산하므로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

리고 조선소 이외에서 행하는 선박의 정상적인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은 서비스업에 포함된

다. 따라서 선박수리업은 시행하는 작업의 성격

에 따라 제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업이기도 하

다. 선박수리의 경우,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전후

방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생산과정

에서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등과는 전방연

쇄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기계, 철강,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과는 후방연쇄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선박수리업은 여러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발전적 기여도가 높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물

동량 및 신조선 수주량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선

사들의 선박 수명을 연장하여 선박수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해상환경오염방지 

및 선박시설 안전 관련 규제도 선박수리 수요 확

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및 대기오염규제에 따른 설비 기준의 강화

에 따라 현존 선박들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

비를 탑재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

평형수협약(BWMC,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발효에 따른 선박평형수설비 장착을 

위한 선박개조 및 수리 증가, 저탄소 운항에 따

른 친환경 장비 탐재 등 다양한 선박 수리 수요

가 증가되고 있다. 현재 운항중인 전 세계 상선

은 평균 2.5년마다 도크에 올려 중간 또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Lee, Ki-Tae. 2016).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Clackson Research의 발표

에 따르면 2035년에 그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부가가치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

근 메이저급 해운사의 위기로 인해 연계되었던 

대부분의 산업들이 함께 무너지면서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문제

의 어려움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수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 발

전 가능성이 뚜렷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인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쉽게도 현존하는 선

박수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몇 개의 기업을 제

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관계로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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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인 운영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현안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고부가가

치의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

1) 브랜드의 개념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라는 단어는 고대 유럽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유

주가 자신의 가축을 분별하고 소유에 대한 표시

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브랜드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Developing New Brand)

의 저자인 스티븐 킹은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

지는 물건이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에 의해 구매

되는 어떤 것이며, 제품은 경쟁사가 복제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 하였다. 또한 제

품은 쉽사리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지만 성공적

인 브랜드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품이

나 기업에 대한 무형의 집합체라고 정의한 

Ogilvy(1985)의 브랜드는 복잡한 상징으로 한 제

품의 속성, 이름, 포장, 가격, 역사 그리고 광고 

방식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이외 비슷한 정의로 

미국마케팅협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브랜드란 판매자가 자신의 상

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이나 서비

스로부터 분명하게 구별 짓기 위한 이름이나 용

어, 디자인, 상징 또는 이외 다른 요소들을 말한

다고 정의하였다(Bennet, 1988). 그리고 Shin, 
Chul-Ho et al(2004)에 따르면, 한국의 상표법에는 

브랜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

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1
항 1호). 즉,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개념들을 고찰해 볼 때, 브랜드란 판매자

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경쟁자들과 구

분을 짓기 위한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로 정의

할 수 있다. 최근의 브랜드는 단지 타사의 상품

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

도를 증진시켜 매출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

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 이익 창출 수단을 

넘어서 상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자체로도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상징체계로 자리 잡

고 있다. 

2)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개념은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발

전되어 그 가치성을 반영한다.  
1980년대 들어서서 중요한 마케팅 개념으로 등

장한 것이 브랜드 자산이며 브랜드가 형성하는 

자산에 대한 연구 또한 다각도로 전개되었고 브

랜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

속되었다(Kim, Jun-ho, 2009). 특히 Keller(1993)의 

이론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통해 개념화되었는데, 특히 

Aaker(1991)가 '브랜드 자산관리'(Managing Brand 
Equity)라는 저서를 통해 브랜드 자산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였는데, 그

는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에 관

련된 자산과 부체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

한 브랜드 자산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러한 브랜드 자산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 측

면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Farquher(1989)는 브

랜드 자산을 특정 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증가되는 가치로서 긍정적인 브랜드 평가(positive 
brand evaluation),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 태도

(accessible brand attitude) 그리고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consistent brand image)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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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Keller(1993)를 통해서 마케팅 측면

에서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브랜드 자산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

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마케팅 효과로 정

의하였고,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 

창출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브랜드 자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상세히 살필 수 있는데, 
Lasser et al(1995)은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

산을 정의하면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첫째, 브랜드 자산 가치는 객관적인 평가가치가 

아닌 고객의 인식이라는 점, 둘째, 브랜드 자산 

가치는 브랜드와 관련된 전체적인 가치를 포괄한

다는 점, 셋째, 이러한 전체적인 가치는 브랜드의 

외재적인 속성 외에도 브랜드 본의 이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는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정의를 살필 수 있다. Ahn, Kwang-Ho·Han, 
Sang-Man(1999)은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이름 및 

상징과 관련하여 형성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브랜드 자산이 높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기업과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

시켜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Aaker(1991)는 브랜

드 자산에 부채를 포함시켰던 반면, Ahn, 
Kwang-Ho·Han, Sang-Man(1999)은 부채를 제하고 

본다는 사실이 큰 차이로 재조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 자산은 유

무형적인 성격 때문에 연구자들의 연구관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자산

은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일조한다는 

공통점을 결론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3. 국제화와 브랜드의 필요성

이처럼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는 시장 경쟁에서 

그 가치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와 함께 무한

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브랜

드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크다.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정 기업을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신뢰할 수는 방법

으로 브랜드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브랜드는 단순한 상표 표시를 넘어서 기

업의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을 

작용한다는 말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서는 브

랜드는 더욱 더 중시된다. 
국제화 시대에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연구는 다

양한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Han, 
Choong-Min(1996)에 따르면 고유브랜드 전략이 

기업이 수출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Cho, Won-Gil(2004)의 경우, 
브랜드 마케팅을 사용하는 수출기업의 특징으로 

기업이 독립적인 해외시장조사에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경쟁제품

에 비해 경쟁력 있는 품질 수준의 제품을 수출하

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국제화시대에서의 

시장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확

대로 인해 해외현지 소비자들에게 글로벌 제품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다

는 점을 반영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탐색

적 연구를 한 Song, Jae-Hun(2013)의 연구에서 언

급한 내용으로 중국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제 3
기 과정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G2로 부

상하면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M&A 방식

을 통해 외국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사들이는 방

식의 국제화를 실시했다고 한다. 중국기업은 현

지 기업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브랜

드의 가치를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

을 고찰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의 가치는 중소

기업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Park, Jae-Woo 
et al.(2015)는 중소기업 육성브랜드 지원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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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의 효과성이 존재한다고 증명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기업을 육성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글로벌 브랜드의 이점으로는 먼저, 글로벌 브

랜드가 조직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다(Aaker & Joachimsthaler, 2000)것이다. 둘째, 국

가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Holt, Quelch, & Taylor, 2004). 
마지막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품질, 지위, 명성의 이미지를 고취시켜 준다(Holt 
et al., 2004; Keller, 2003; Quelch, 1999; Steenkamp 
et al., 2003).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화 시대에서 

기업의 브랜드는 그 가치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선박수리업과 Keller의 브랜드 
자산 블록

현재까지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선박수리업

의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찾을 수 없었

다. 주로 부산항 선박수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Shin, Young-Ran et al., 2013)와 선박수리 시

장 한국무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칼

럼(Kim, Seung-Sub, 2014)을 통해서 선박수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로 인프라적인 

요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IT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도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최근 연구로는 Kwak, 
Choong-Gon et al,(2016)이 언급한 선박관리회사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관련 논문에서 선박

수리업을 선박관리회사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

문에 그나마 매우 본 연구의 방향성과 흡사한 내

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브랜드에 대

한 언급은 없으나 브랜드 요소에 대한 실증적 연

구로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리고 선박수리업과 연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브랜드자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

며(So, Won-Kun, Kim, Ha-Kyun, 2016), 동시에 해

양의료관광과 관련하여 방문 의도에 대한 추구편

익과 브랜드 자산 요인들의 영향 여부를 연구한 

사례를 살필 수 있다(Kim, Mincheol Boo, Chang-San, 
2015). 

그만큼 지금까지 선박수리업이 다른 타 산업과 

다른 속성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특히 브랜드는 소비자 측면에서 많이 거론되

는데, 선박수리업은 일반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산업 자체의 특성이 타 산업과 매우 

다르다. 다시 말해서, 선박수리업은 B2B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

을 언급하지 않아도 별 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래서인지 브랜드와 관

련된 연구는 주로 B2C 측면이나 소비재와 같은 

품목,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룬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서는 기업이 기

업을 판단하는 경우가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이

유인즉, 국제화 시대는 내수시장과 달리, 선택해

야 할 기업의 규모와 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이

다.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자사가 선택되기 위해

서는 결국 브랜드의 힘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 

본다. 게다가 선박수리업은 선박조선과 달리, 보

험을 비롯한 선용품 납품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

스업을 포함한다. 즉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당

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브랜드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선박수리업은 

B2B 특성뿐만 아니라, B2C 특성도 반영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브랜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산을 논해야만 한다. 단순히 

브랜드만 가지고 있다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는 않는다. 여러 가지 브랜드의 구성요소들을 바



선박수리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역할

- 163 -

[Fig. 1] Keller‘s Brand Equity Block

탕으로 브랜드 자산이 구축되고, 구축된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어 시장에서 

브랜드가 제대로 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Keller(2003)의 브랜드 자산의 블록을 

바탕으로 브랜드 구성요소별 선박수리업의 발전 

방안을 비교하고, 선박수리업의 브랜드화 가능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eller(2003)

의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자산 블럭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의 최정상에 있는 브랜드공명(brand 
resonance)을 이루는 요소에 충성도가 포함된다. 
그 전에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Salience, 
Performance, Imagery, Judgments, Feelings 와 같은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요 키워드마다 해

당되는 속성을 살필 수 있다. 
우선 Salience에는 Category Identification 과 

Needs Satisfied가 존재한다. 즉, 시장이 필요로 하

는 것에 만족시키는 제품 등을 가지고 기업의 정

체성을 노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선박수리

업의 경우에 빗대어보자면, 기업의 로고와 앰블

램, 그리고 기업의 주요 업무나 역할 등을 외부

로 소개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다음은 Performance와 Imagery블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먼저 Performance는 구체적인 제품의 성

능과 품질, 디자인, 가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Imagery의 경우 기업의 역사를 시작으로 기업 정

책, 구매방법, 사용방법, 사용대상자에 대한 인식, 
기업의 경험, 기업의 개별적인 내용들까지 기업

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

는 내용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들을 반영한다. 이 

또한 선박수리업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선박수

리업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품질 보

증, 수리 가격, 홈페이지나 팸플릿을 통한 기업 

홍보, 이력 등을 소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Judgments와 Feelings는 좀 더 소비자적 측면에

서 판단하는 요소로써 제품에 대한 느낌, 사용하

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선박수

리업에서는 Judgments와 Feelings에 대한 요소로 

제품의 완성도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친절함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 소비자와의 거래일 

경우는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고,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언어적 스킬도 필요할 것이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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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제공하는 따뜻함과 편

안함, 그리고 흥미로운 콘텐츠도 관련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기업의 성과물을 판단

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을 통해서 Judgments와 Feelings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Resonance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Keller의 브랜드 자산 블록들의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만족한다

면 다음에도 동일한 기업과 거래를 하고 나아가 

다른 소비자에게도 그 기업을 직접 소개하여 새

로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선박수리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지켜볼 수 있는 

데, 한번 거래한 곳과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앞

으로도 그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지

켜볼 수 있다.

Ⅳ. 선박수리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역할

지금까지 선박수리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의 가

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Keller의 브랜드 자산 블

록에 대한 내용을 선박수리업과 비교하여 개괄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브랜

드 공명(Brand Resonance)에 이르기 전까지의 요

소들을 중심으로 선박수리업이 브랜드 자산 확보

를 위한 역할들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브랜드 공명 이전의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브랜드 공명은 하부의 요소로 인해 성립

되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브

랜드 공명에 있어서도 기업의 노력은 꾸준히 발

휘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의 선박수리업의 현

황을 고려할 때 브랜드 공명 이전 단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브랜드 공명 전 단계

를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한 내용은 선박수리업을 운

영하는 기업인들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구성한 내

용이며, 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

제하고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아

마도 더 많은 역할들이 산재해 있겠지만,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

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다. 
총 5개 블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alience) 우선 기업(브랜드)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필요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일

에 대해 노출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업종 

분류를 비롯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제시가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는 웹사이트 홍보는 물론, 각종 

매체나 전시회를 통해 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군계일학과 같이 선별되려면 정확한 고객들의 요

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Imagery) 다음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또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고객

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홈페이지, 팸

플릿, 또는 이외의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의 이력

과 업무 분야, 그리고 기업의 정책과 철학에 대

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

제품 또는 제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고객을 배려

하는 설명서를 비롯한 보증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rformance) 성과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정보가 표준 가격화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 정확하고 고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작업

흐름에 대한 정보와 외국어 회화 능력을 통해 업

무에서의 효율성을 비롯하여 작업장 내의 공감도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고

객에게 기업의 업무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심지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작업복의 

통일성과 기업 CI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다음 단

계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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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s Brand Equity Block 
(except Brand Resonance) Roles of company

Judgments

Quality Perfect result, License, Certification

Credibility Perfect result, Kind Service, Communication
License, Certification

Consideration Communication, License, Certification

Superiority Perfect result, High quality and Perfect service
License, Certification

Feelings

Warmth Communication, Language skill

Fun Communication, Good hospitality, Language skill

Excitement Communication, Special sightseeing, Language skill

Security Confidentiality obligation for customers

Social Approval Approval by local government or by association
License, Certification

Self-Respect Quality guarantee support, Communication
License, Certification

Performance

Primary Characteristics 
  and Secondary Features

Introduction of main work and sub work
License, Certification

Product Reliability Perfect result, Quality guarantee support
License, Certification

Durability, 
  and Service ability High and exact process, Quality guarantee support

Service Effectiveness High service and exact service under the plan
License, Certification

Efficiency, and Empathy Systematic work flow process, language skill

Style and Design Work style and designs related to company

Price Standard price information

Imagery  

User Profiles Introduction of main user information(main customer)
Quality guarantee support, License, Certification

Purchase and Usage Introduction to purchasing and usage(contact)
Quality guarantee support, License, Certification

Situation Current situation of company, business results

Personality and Values
Introduction about the personality and values of a 

  company, Policy support, Business philosophy
License, Certification

History, Heritage, 
  and Experiences

Introduction about history, heritage(policy), and 
  experiences of company (business results) 

License, Certification

Salience
Category Identification Introduction of industry classification. 

Introduction of main business

Needs Satisfied Work introduction satisfying to customer needs

<Table 1> The elements of Keller’s brand equity block and The roles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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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ing) 다음은 감정과 판단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

로 기업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감정에서 따뜻함과 재미, 흥미로움, 보안, 사회적 

인정, 자부심 등의 요소를 살필 수 있는데,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고객들 간의 의사소통

을 시작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선박수리업에도 앞으로

는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

로 보인다. 외국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

는 가장 첫 걸음은 의사소통이다. 해당 고객의 

언어로 작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앞에

서 언급한 여러 감정들을 좋은 방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적 인정 부분

에 있어서 지역 정부나 관련 협회의 협력이 중요

하다고 본다. 흔히 기업은 그 지역(국가)의 특색

을 반영하는 경우, 그 정체성을 더 인정받는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작지만 강한 선박

조선 및 선박수리업이 그 증거이다. 이들은 국제

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와 함께 인정받는 킬위

크 요트 축제(Kiel Week-Kieler Woche)를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데 꾸준한 정부의 노력과 협력업체

와 협회의 노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그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선의적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udgment) 또한 판단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기업을 판단케 하려면, 이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

이 필요하며,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완벽한 결과

를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높은 품질을 위해서

는 완벽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고, 신

뢰성과 배려성을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포함한 

친절한 서비스와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우월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질의 서비스

와 완벽한 결과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고객의 판단

을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

할 수 있는 각종 라이센스는 물론 기업과 관련된 

꼭 필요한 증명서 보유도 필요하다. 특히 각종 

라이센스를 비롯한 증명서는 <Table 1>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다. 즉, 라이센스와 해당 업

무에 관련된 다양한 증명서가 브랜드 자산 구축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와 증명서가 기업의 

기술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기업 브

랜드 자산의 형성은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들이며, 모두 

연계되어야만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자사의 업무 성과를 통해서 고객

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실

적을 바탕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해외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사 기업의 지속적인 성

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분명 현시대는 

국제화를 논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은 그러

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운

영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의 이점을 추구하

면서 어느 정도 미래 지향적 관점아래, 변화를 

주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Table 1>에서 언급한 기업의 역할은 본 연구

에서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를 

각 기업마다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자

산 구축에 적용한다면 분명 유용할 것이라 본다. 
어쩌면 브랜드라는 개념은 거창하지가 않다. 

오래 전부터 알고 활용해 온 개념이다. 하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시키려면 기업의 꾸

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

히 기업명과 로고만 만들었다고 브랜드가 성장하

거나 발전되지 않는다.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종

업원이 기업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브랜드화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활발해지는 해외시장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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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 영토

가 매우 크게 확장됨을 뜻한다. 이 경우 흔히 해

외시장을 염두 하여 해당 산업의 시장이 확장되

어 기회가 더 많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기업

의 존재가 더 흐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

하는 선박수리업에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의 특성을 바

탕으로 해외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운영 

방식을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에 맞

추어 운영한다면 분명 기업의 명확성과 정체성을 

더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선박수리업은 정말 열심히 기

업을 운영해 오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 이제 

그 노력에 브랜드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

다.

(1) 기업의 정체성 확립

먼저 자사 기업을 면밀히 고찰하여 국제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콘텐츠로 구성해야할 지를 고

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목표

로 한다면 기업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자사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존의 기업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여 

효율성 면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해외 수요자들

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에 대

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선박수리

업 전문 통역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 수도 있다. 

(3) 우수한 품질 유지

다음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화 및 국제화 기준에 맞추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ISO9001과 같은 보장성이 개인

적인 친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4) 기업 내 의사소통의 일체성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 확보를 통한 기업 성

장을 위해서는 기업인과 종사자들이 공동의 목표

에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힘을 

판단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 된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보다 브랜드 확립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선박수리업은 분명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산

업이다. 현재는 가격 경쟁에 밀려서 열위에 있다

고 판단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결국 안전하고 

품질 중심의 선박수리를 위해서는 기술력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 핵심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해

외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 운영 방식과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가 구축된다면 기

업의 성장은 보장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브랜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좀 더 구체

적인 실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

를 시작으로 선박수리업에 대한 브랜드 연구가 

좀 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주요 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

점으로는 침체 위기에 있는 산업에 대한 발전성

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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