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수요층 브랜드 아파트 좋아해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가 30대 

이상 남녀를 대상(500명)으로 지난달 20

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2015 주택브랜드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지명도 있는 브

랜드를 꾸준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입주민의 주거 만

족도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 상

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세상에서 브랜드만큼 소비자를 움

직이게 만드는 요소를 찾기 어렵듯이 아파

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다. 실제로 주택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주

택 브랜드 대상 추천 후보) 조사 결과, 대형 

건설사들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 래미

안, 대우건설 푸르지오, 대림산업 e편한세

상, GS건설 자이 등 전통의 강자들이 여전

히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SK건설 SK

뷰, 한화건설 꿈에 그린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중견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에선 

(주)한라의 한라비발디, KCC건설 스위첸 

등이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공기업 브랜드 

중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브랜

드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각 부

문별 수상 건설사도 뚜렷하게 갈렸다. 소

비자들은 품질부문에서는 삼성물산 래미

안(복수응답·217표)을 첫손으로 꼽았다. 

2위 GS 건설 자이(142표)와의 격차가 70

표 이상 벌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

었다. 고급스런 브랜드 이미지가 품질이라

는 아파트의 핵심부문까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안전부문에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89

표)가 1위를 차지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 

거의 매년 1위를 독식하고 있는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튼튼하다는 이미지도 함께 가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자인부분에

서는 대림산업 e편한세상(181표)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주택건설 강자로 오랜

동안 이름을 알려온 대림산업이 아파트 외

관이나 내부 디자인측면에서도 소비자들

에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GS건설 자이(192표)는 그린부문에서 가

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이 브랜드 초기

에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고급스런 이미지

가 각인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자연 친화적

인 아파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

이다. 혁신부문에서는 SK건설 SK뷰(152

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SK그룹 자체

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가 아파트 

브랜드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건설 꿈에그린(104표)는 신뢰부문

에서 최고득표를 했다. 역시 한화그룹 자

체의 이미지가 브랜드에 투영됐다는 시각

이 나온다. 이외에 주거성능부분에선 (주)

한라 한라비발디가, 품격부분에선 KCC건

설 스위첸이, 실용부분에선 공기업은 LH

의 LH브랜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설문은 전국 3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이뤄졌으며 총 500명이 참여했다. 설

문조사 참여자는 여성이 372명(74%)으로 

남성 128명(26%)보다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21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1명(34%), 50대 86

명(17%) 기타 31명(65)등의 순이었다. 거

주지역별 응답자는 서울이 214명(42%)으

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1명(22%), 인천 24

명(5%), 부산 21명(4%) 등으로 뒤를 이었

다.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245명(49%)

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전문직 78명(16%), 전업주부 

57명(11%), 판매영업 서비스직 42명(8%)

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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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의 전당

2015주택브랜드대상

주택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주택 브랜

드 대상 추천 후보) 조사 결과, 대형 건

설사들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 래미

안, 대우건설 푸르지오, 대림산업 e편한

세상, GS건설 자이 등 전통의 강자들이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SK건

설 SK뷰, 한화건설 꿈에 그린 등의 약진

이 눈에 띄었다. 중견건설사 아파트 브

랜드 선호도에선 (주)한라의 한라비발

디, KCC건설 스위첸 등이 두각을 나타

낸 가운데 공기업 브랜드 중에는 LH(한

국토지주택공사)의 LH브랜드가 압도적

인 지지를 얻었다.

주택 브랜드 선호도 결과

대형건설社 아파트 선호현상 뚜렷 

주거 만족+집값 상승 등 기대감 커

스위첸 등 일부 중견 브랜드 ‘약진’

 번호   기업명   추천수(1차)   추천수(2차)   계

 1   현대건설   8   7   15

 2   LH공사  20   18   38

 3   대림산업   22   21   43

 4   포스코건설   6   5   11

 5   대우건설  18   24   42

 6   GS건설   21   17   38

 7  롯데건설   3   2   5

 8  SK건설   13   15   28

 9   한화건설   12   15   27

 10   현대엔지니어링   12   15   27

 11   두산건설   4   2   6

 12   현대산업개발   3   2   5

 13   호반건설   2   1   3

 14   한라   10   14   24

 15   코오롱글로벌   3   0   3

 16   쌍용건설   1   0   1

 17   금호산업   2   0   2

 18   한양   2   1   3

 19   KCC건설   12   18   30

 20   서희건설   2   0   2

 21   우미건설   2   2   4

 22   반도건설   2   2   4

 23   삼성물산   22   27   49

 24   요진건설   1   1   2

 25   기타   7   5   12

 계   200   200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