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erican Fashion Industry in the Age of COVID-19

[동향 리포트]

코로나19 시대의
미국 패션산업
Christopher Park 저

[동향 리포트] 코로나19 시대의 미국 패션산업
The American Fashion Industry in the Age of COVID-1

CONTENTS

Ⅰ. 코로나19의 전반적 여파 ·········································································5
완화 조치(Mitigation Efforts) ·····················································································6
개요 ··································································································································6
비용 절감 및 현금 흐름 확보 ·······················································································7
장기 계획 ·························································································································8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 ·····································································································9
재고 수준 감소 ·············································································································10
리테일 파트너와의 협상 ·······························································································11
계산된 위험 감수 ··········································································································11
반품율 감소 ···················································································································12
불필요한 중복 감소 ······································································································12
대출 ································································································································13
직원 복지 및 생계 우선시 ···························································································13

Ⅱ. 경제적 여파 ····························································································14
거시적 차원의 손실 ······································································································14
경제적 타격에 대한 개별사례 연구 ············································································15
파산 ································································································································19
폐쇄 ································································································································20
미국 주요 리테일러의 분기별 손실 ············································································22

Ⅲ. 홀세일 시장 타격 ··················································································23
주문 취소 여파와 잠재적 해결책 ················································································23
소규모 브랜드의 생존 투쟁 ·························································································26
명확한 의사소통과 현실적 기대치 ··············································································26
앞으로 갈 길 ·················································································································27
휴직과 정리해고 ············································································································27
트레이드쇼 취소 ············································································································28

저자 : Christopher Park
• The Net-A-Porter - Associate Buyer of designer RTW
• Numéro Russia Magazine, New York, Styling Assistant
• Band of Outsiders, New York
•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T
• BVLGARI, New York – PR

Ⅳ. 향후 신규 홀세일 전략 ·········································································31
디지털 전환 ···················································································································31
개별화 및 맞춤화 서비스 ·····························································································32
최소 컬렉션으로 최대 집중 ·························································································33
업계 최전선의 테크 회사 ·····························································································34

Ⅴ. 멀티브랜드 리테일 전략의 변화와 리스크 ··········································38
소규모 레이블 비중 증가 ·····························································································38

Ⅵ. 뉴노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셋과 마케팅 전략 ·······40
소비자 활성화 ···············································································································40
적절한 메시지 전하기 ··································································································41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41
비디오 마케팅 ···············································································································42
소비자직접판매(D2C)에 투자 ······················································································43
온라인 쇼핑 도우미 ······································································································43
패션쇼의 미래 ···············································································································43
건강과 소비자 이해 ······································································································45

Ⅶ. 소비자 행동 변화 ··················································································46
가처분 소득 재할당 ······································································································46
오프라인 매장 vs. 온라인 e-커머스 ··········································································47
지난 해의 교훈 ·············································································································48

Ⅷ. e-커머스와 오프-프라이스의 부상 ·······················································48
참고자료 ········································································································51
[붙임] 2019 미국 패션마켓 및 주요 스토어 리서치 ······························53

Ⅰ. 코로나19의 전반적 여파

Ⅰ. 코로나19의 전반적 여파(Overall Impacts of COVID-19)
코로나19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의 패션 비즈니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미국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 3월 이래로, 코로나19가 패션 산업에 미친 여파는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패션
중심지 뉴욕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20년 7월 현재 현지의 패션 하우스, 패션 미디어
회사, 홍보 대행사 등의 직원들은 여전히 재택 근무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계속되고 있어,
광고 촬영이 연기되고, 언론 시사, 만찬, 업무 관련 출장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3월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파리 패션위크와 마켓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수많은
바이어들이 파리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럭셔리 부문 바잉과 셀링은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브랜드는 창의성을 발휘해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많은 브랜드들이 결국 PDF를
보내거나 주어(Joor)와 같은 온라인 오더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 방식을 디지털화 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경험이 있고 이미 잘 자리잡은 브랜드로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년 매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바이어들은
언제나 의류의 품질, 핏, 제작 상태를 직접 보고, 실제로 입어보거나 모델이 입은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파리 트레이드 쇼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디자이너와 브랜드 담당자들은 약속된 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많은 해외 바이어가 출장을 취소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나마 참석한 사람들 중 대다수도 코로나19가 비즈니스에 끼친 여파로 주문을
넣지 않았다.
예를 들어, 파리의 유명 패션 액세서리 박람회 프리미에르 클라쎄(Premiere Classe) 는 전체
방문객이 75% 이상 감소했으며, 아시아 클라이언트들의 여파가 가장 컸다. 파리 방문객 감소는
코로나19가 글로벌 패션 산업계 전반에 가져온 충격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1)
1) https://www.refinery29.com/en-us/2020/03/9538062/long-term-effects-coronavirus-fashion-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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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조치(Mitigation Efforts)
개요
팬데믹 이래로, 기업들은 이 사상 초유의 시기에 생존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매출 손실을 완화해야만 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고수익 제품에
주력하는 등 보다 날렵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 증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필수품 판매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엄청난 수요를 보이는 저비용 고이윤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갭(GAP)부터 네타포르테(Net-a-Porter)까지 많은 기업들이 본사와 매장 모두에서 정리 해고와
휴직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어떤 위기에서든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및
마케팅 비용 절감 조치들을 취했다.
디자이너들은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리스크를 줄여 핵심 제품에 집중했고, 창작 컬렉션 수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브랜드는 아이템 수가 적을수록 재고 관리가 더 수월하고, 이렇게 하면 샘플
제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판매 상품 재고는 패션 브랜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봉쇄조치 기간 동안 판매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대신 브랜드들은 컬렉션의 폭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예를 들어 정장 블라우스보다는
라운지웨어와 편안한 반바지와 같은 ‘봉쇄를 견딜 수 있는(lockdown proof)’ 스타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쇼핑객 42%가 2021년까지 재택 근무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캐주얼웨어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들은 또한 쥬얼리 및 모자, 스카프, 양말과 같은 패션잡화 등 마진율이 더 높은 카테고리를
주력으로 하고, 제조 비용 전반을 검토하여 어떤 소재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현재
공정에서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안책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어떻게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일례로
샤넬(Chanel)은 지난 5월, 인기있는 핸드백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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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랜드와 리테일러는 코로나 대유행에서 살아남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있다.

비용 절감 및 현금 흐름 확보(Cutting Costs and Reserving Cash Flow)
브랜드는 팬데믹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고, 수익에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없애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현금 준비금을 평가하고, 어떤 비용이
필수적이며 어떤 비용은 삭감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했다. 많은 기업들이 정리 해고와 휴직의
형태로 비용을 삭감했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직원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재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인원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며, “사람들에게 무급 휴가를
원하는지 우선 물어보거나, 고위급 임원의 임금을 15% 감축할 수 있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브랜드는 홀세일 파트너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근
시일내 트레이드쇼 참가도 포기했다. 그들은 특히 TV나 인쇄매체 같은 값비싼 마케팅 채널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위해 관리 행정 및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R&D를 필요로 하는 신상품
기획 포기함은 물론, 매장 리모델링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자본 지출은 모두 피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서서히 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엄격하게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셧다운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브랜드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임차인이 유리한 시장 상황에서 임대료 재협상을 진행했다. 생존을
유지할 충분한 자본을 갖춘 최대 규모 리테일러조차도 비용 경감 조치의 일환으로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브랜드가 임대료를 재협상하고 직원을 해고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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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채용, 마케팅 및 출장과 같은 사실상 모든 변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HSBC의 한
전문가가 말했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비축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이 부족할 때 버틸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한 재무 고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지금부터 한 달 후, 두 달 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수익 창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현금 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임대료 및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삭감해야 할 것이다. 손에 현금이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 바로 지금이 결단력 있게
창의력을 발휘할 때이고,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협상하는 임시 조치부터 시작할 때이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은 급여 및 상품 생산과 같은 필수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지난 3~6개월에 대한 유증부채(legacy debt)를 떠안게 될 것이다”.

장기 계획(Long Term Planning)
금융 전문가들은 적어도 9월까지 혹은 그보다 더 오래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상적 계획과 비상시의 계획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매출을
모델링하도록 조언했다.
연구자들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리테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1월부터 12주 동안 매장 내 매출이 50%에서 80%까지 감소했다. 리테일 매장들이
지난 3월 초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그 회복 속도는 더디다. 로이터 통신은 리테일
업계가 고객을 되찾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재무 모델링을 통해 상승, 하강, 기본 시나리오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별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이 수입이 3개월~6개월 동안 운영 유지에 지출되는 비용과 균형을
이루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투자은행 베어드(Baird)의 한 전문가는 하강 시나리오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최대한 보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기 단계에 당면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봉쇄조치이다.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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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해야 하고, 어디든지 이 상태가 3-6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매우 신중하게
매장 영업을 재개할 것이다. … 그 후에는 뉴노멀 시대가 온다” 라고 말했다.
기업은 또한 모든 기반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개입
또는 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각 시나리오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Preparation for Multiple Scenarios)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리테일러들은 재고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잠정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해도, 만일 판매량이 예상을 초과하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브랜드와 매장의 입장에서 매우 까다롭다.
기업은 각 시나리오 간의 유연성을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여러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 과잉이 심각한 경우, 기업은 남는 재고를 아울렛 채널이나
제 3자 유통 업체로도 분산해야 하고, 계속되는 마진 악화에 대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어떤 부분을 희생시킬지 파악해야 한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승 시나리오를 계획한다는 것은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품절된 상품을 빠르게 재 공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업에 대한 확신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수요가 과대 평가되면 더 높은 비율과 할인으로 마진이
악화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너무 조심스러워야 한다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브랜드들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으며, 원래대로 사업이 복구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투자은행 베어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향후 6개월~24개월 동안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여 올 가을 상당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열린 예측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언제든지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세번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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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수준 감소(Curbing Inventory Levels)
코로나19가 봄철 판매에 영향을 미치면서 브랜드와 리테일러들은 미판매 상품을 가득 떠안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온라인 할인을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손해를 상쇄하고 과잉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덜 해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오프 프라이스(Off-price)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많은 브랜드들이 재고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티제이맥스(T.J. Maxx), 더 아웃넷(The Outnet), 센츄리21(Century 21), 길트(Gilt),
루랄라(Ruelala) 및 노드스트롬 랙(Nordstrom Rack) 같은 저가 오프 프라이스 리테일러와
협업하여 재고 방지 게임에서 앞서 가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사라

윌러스도프(Sarah

Willersdorf)

파트너/전무이사는 “리테일러는 바로 할인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초과
재고분을 여러 시즌 동안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세 시즌 계획(a three-season plan)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매장 내 재고와 온라인 재고를 분리해 왔던 리테일러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 e-커머스로
이를 통합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간접비를 절약하기 위해 앞으로의
컬렉션 규모를 30% 이상 줄이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패션 캘린더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대신,
각자의 속도에 맞춰 더 적은 수의 컬렉션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거스 번슨(Odgers Berndtson) 컨설팅의 럭셔리 및 패션 부문 상무 캐서린 브룸(Catherine
Broome)에 따르면 2021 S/S 시즌은 없어졌고, 2021 F/W 시즌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트랜스
시즌 상품에 대한 SKU(Stock Keeping Unit, 재고관리의 단위)가 많아져서 더욱 작은 규모의
컬렉션을 선보일 것이고, 전반적으로 의류 범위 결정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즉, 스타일
샘플 수를 줄이고, 계절성이 높아 내재되어 있는 감가(inbuilt obsolescence) 영향을 받지 않을
의류에 중점을 둔다. 확장 가능한 상업성이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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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파트너와의 협상(Negotiating with Retail Partners)
이미 대부분의 브랜드가 셧다운 조치 이전에 공장 및 제조업체에 가을 상품을 발주한 상황에서,
여름 내내 수 개월 동안 리테일 업체가 판매부진을 겪으면서 브랜드들은 주문량을 다시 협상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더 나아가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업체는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부티크 도매상들이 아주 끔찍한 봄과 여름을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 9월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결제가 지연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브랜드들이 주문을 취소하려는 홀세일
파트너를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장에서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그럴 수 없다. 그냥
그럴 수 없다. 이미 돈도 지불했고, 다 제작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배송을 천천히 하겠다.
실제로 영업을 재개할 때를 대비해 주문을 진행하자’라고 말해야 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벤더, 매장 및 기타 외부 파트너와의 모든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매 계약 또는 지불 기한과 관련하여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같은
리테일 업체와 일해본 동료들과 이야기하여 과거에 이들이 브랜드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계약 조건 협상은 항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테일 업체가 주문량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 보통 가족 소유의 상점이 많으므로 개인적인 호소와
전화 통화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약간의 할인이나 배송 연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산된 위험 감수(Taking Calculated Risks)
일부 기업의 경우 코로나 이전 사업이 잘 풀릴 때만큼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회사는 현재 쓰는 소재보다 비용은 30% 높지만 탄소 발자국은 감소시키는 직물을 사용하기
위해 소싱 공급망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회사는
브랜드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재검토하고, 브랜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례는 브랜드가 위기 동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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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전적인 대량 수익 추구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이지만
타겟이 더 확실한 판매 모델에서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반품율 감소(Reduction of Returns Rates)
브랜드와 리테일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매장
판매에 비해 온라인 판매에서 훨씬 더 높은 반품률은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질의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업은 사이즈 안내와 정확한 의류 치수 측정에 투자하여 반송 품목 수를
줄일 수 있었다. 반품의 62%는 상품이 온라인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높은 반품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불필요한 중복 감소(Eliminating Redundancies)
회사는 급여를 절약하기 위해 새 직책에 신규 채용을 하는 대신 기존 직원들이 여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해 왔다. 이는 또한 직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교육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된다. 특정 인력의 중복을 제거하면 데이터 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가 수반될 수도 있다.
브랜드와 리테일러는 유휴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재고 시스템의 통합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점검하는 등 오래된 관행을 뒤엎고 새로운 관행을 시작하고 있다. 기업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익 창출을 원활하게
해줄 모델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실적이 저조한 도매 파트너를 끊어내고, 사내 전자 상거래 운영을 구축하며, 공급망의
일부를 개편하는 등 팬데믹 이전에도 필요했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타격입은 고객 케어(Catering to Financially Impacted Customers)
브랜드들은 더 많은 합리적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오래 입을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정신을 염두에 두고 신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고, 휴직, 급여 삭감 등을
겪으면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투자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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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면 브랜드는 더 높은 전환율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출(Loans)
미국 내 대부분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패션 브랜드와 리테일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지원 패키지에 의존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청 (SBA)을 통해 5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기업은 3.75
%의 이자율로 최대 200만 달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매출 감소량이 25 %이상인 직원 100명 미만 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기업은 2개월 동안 급여의 40%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최대 10,000 달러를 제공하는 구호 기금도
있다.2)

직원 복지 및 생계 우선시(Prioritization of Employees’ Health and Livelihoods)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직원을 케어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유통 파트너의 기대치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이다. 조직 내에서의 신뢰가 고객에게도 동일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열쇠였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사라 윌러스도프(Sarah Willersdorf)
파트너/전무이사는 “기업이 직원을 케어하는 것은 곧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여기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다. 고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professional/a-guide-to-protecting-your-business-during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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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적 여파(Financial Impacts)

거시적 차원의 손실(Losses on a Macro Level)
코로나19가 패션 산업에 끼친 재정적 피해는 막대하며 2020년 예상 매출이 3분의 1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를 수치로 환산해 약 6,4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3)
제조업체는 생산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 다른 일부는 일선 근로자, 환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을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다. 유통에서 매장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중하부도 멈췄다.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매출의 급격한 폭락으로 리테일러는 미판매 상품 상당량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억 3,6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영업 중단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중 2억 3,200만개가 도소매
부문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4월 미국 백화점 매출은 47%,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 매출은 무려 89% 감소했다. 휴직, 감원 및
비용 삭감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업 중 상당수가 단 몇 주 동안만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해
재평가가 필요했고, 현금 흐름 상태가 심각했다. WWD가 실시한 해당 적자 축소판 조사를 보면
11개의 미국 기업이 한 달 동안만 38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했다. 이번 분기 동안 수익을 기록한
유일한 회사는 월마트(Walmart) 및 아마존(Amazon)과 같은 필수 대기업이었다.4)

3) https://www.doxee.com/blog/digital-marketing/fashion-marketing-after-covid-19/
4)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232-million-retailers-wholesalers-imperiled-by-pandemic-ilo-says12036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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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체를 보면 매장 및 온라인을 포함한 미국 소매 판매는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전문가들은 소매 판매가 2019년 5.46조 달러에 비해 2020년에 2.8%
증가한 5.62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5) 하향 전망을 보면 미국 소매가 전체적으로
약 4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해, 5,735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10.5% 감소는 전체 소매 판매가 상대적으로 약 6.4% 감소한 2008년과 2009년 대위기의
최정점보다 더 심각하게 소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패션 마케팅은 약 6,4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6)
셧다운으로 인해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매장 판매 손해분 회수 측면에서는
심하게 역부족이었다. "온라인과 매장 간의 격차를 온라인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크다. 온라인
성장으로는 매장 손실분의 3분의 1만 회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과 브랜드 모두 사업
전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평생 이처럼 많은 매장이 폐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에도 매장은 문을
열었으며, 비즈니스가 줄었지만,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적 타격에 대한 개별사례 연구
(Individual Case Studies on Financial Lowlights)
메이시즈(Macy’s)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이시즈(Macy’s)는 책임, 관리직에서 3,90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는 전체 직원 123,000명의 3% 이상 규모이다. 이러한 감소에는 매장 직원,
공급망, 그리고 고객 지원 네트워크 축소도 포함되었다.

5)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decline-in-u-s-retail-this-year-set-to-far-outstrip-great-recession1203676047/
6)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decline-in-u-s-retail-this-year-set-to-far-outstrip-great-recession1203676047/

15

Ⅱ. 경제적 여파

이 정리해고의 결과로 백화점 체인은 2020 회계연도에 약 3억 6,500만 달러, 연간 약 6억 3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측된다.7)
메이시즈는 5월 예측치로 1분기에 약 1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예상했으며, 전국 셧다운 기간 동안
오프라인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 긴축을 목표로 삼았다. 매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매장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사업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8)
메이시즈의 회장이자 CEO인 제프 제네트(Jeff Gennette)는 회사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2년
동안 부채 만기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동성 요건에 집중하기
위해 재개장 및 판매 회복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메이시즈는 이 시나리오 중
일부에서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판매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또한 경쟁 환경에 따라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르고, 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시즈는 또한 향후 3년 동안 125개의 매장을 폐점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전국의 여러 사무실을 닫고, 고객 서비스센터를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맨해튼 지점만이 유일한 기업
본사가 될 것이다.

갭(Gap)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 기간 동안 메이시즈만큼 큰 타격을 받은 또 다른 리테일러는 갭(Gap)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미국 회사는 전년 동기 2억 2,700만 달러 이익 대비 한 분기에만
9억 3,2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글로벌 매장의 90%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계절 의류의 초과 재고분에 대해 2억
3,500만 달러를 상각해야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전부터 갭은 맨해튼의 헤럴드 스퀘어에
있는 플래그십을 폐점했다.
또한 갭 그룹은 올드네이비(Old Navy) 및 바나나리퍼블릭(Banana Republic) 브랜드를 소유하고
7)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news-analysis/macys-to-cut-3900-jobs-to-help-counter-covid19-losses
8)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covid-losses-fashion-retail-ecommerce-coronavirus-ralph-laruenvf-corp-macys-12036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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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특히 오피스룩 브랜드인 바나나리퍼블릭은 재택근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최소 2021년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브랜드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테일 업체는 또한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부
갭 및 바나나리퍼블릭 지점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은 4월, 폐쇄된 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비용 절감 및 현금 보존을 위해 공급업체에
결제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로 인해 대가를 치렀다.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사는 갭을 코로나 셧다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미지급한 이유로 고소했으며, 갭은 6,60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갭은 북미에서 2,800개의 운영 매장 대다수의 영업을 재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리테일 업체의 온라인 판매도 5월에 두 배로 증가하여
낙관적인 장기 성장이 예상된다. 갭은 또한 회사의 마진과 제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을 위해
재고의 대부분을 차년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스토리지에 비축해 둘 계획이다.

어반 아웃피터즈 주식회사(Urban Outfitters Inc.)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주요 리테일러는 1분기에 1억
3,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한 어반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 Inc.)다. 여기에는
안트로폴로지(Anthropologie), 프리피플(Free People), 터레인(Terrain) 및 비홀든(Bhldn)을
포함하는 같은 계열 브랜드에 적용되며, 렌탈 구독 서비스인 눌리(Nuuly) 및 식음료 사업도
포함된다.9)
CEO 리처드 헤인(Richard Hayne)은 애널리스트와의 전화 회의에서 “세상은 3월 이후 확실히
변했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패션 리테일러는 없다. 우리 회사는 세 브랜드 모두에서
매우 좋은 성적으로 분기에 진입했고, 분기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장이 문을 닫고
온라인 주문건에 대한 반품이 많아지면서, 호황으로 예상했던 분기가 빠르게 위기 대응 비상
전환기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9)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urban-outfitters-earnings-loss-138-million-120363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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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은 1분기 31.9% 감소한 5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억 4,600만 달러에서
감소했다. 1억 3,800만 달러의 적자는 작년의 3,250만 달러의 흑자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10)
안트로폴로지는 작년 3억 5,500백만 달러에 비해 올해 동 분기 2억 4,400만 달러의 매출로 가장
부진한 실적을 냈다. 회사의 가장 대규모 브랜드인 어반 아웃피터스의 매출은 3개월 동안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3억 1,600만 달러에서 감소했고, 프리피플의 매출은 1억
8,600만 달러에서 1억 700만 달러로 떨어졌다.11) 이 회사의 홀세일 부문 매출은 74% 감소한
반면,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희망의 끈은 온라인 거래에서 두 자릿수 초반의
성장으로 회사의 매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는 것이다.
어반 아웃피터스는 3월 둘째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매장 폐쇄를 발표한 최초의
리테일 업체 중 하나였으며, 이후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직원 휴직을
감행했다.
20년 7월 현재 150개 이상의 매장이 재오픈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장 내 쇼핑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주문을 매장에서 픽업하는 형태이다.
다시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번 분기에 실적이 6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반 아웃피터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프랭크 컨폴티(Frank Conforti)는 "2분기에는 기대할 것이
불확실성 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과 재고는 매장 폐쇄 및 프로모션 환경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330만 달러 증가했으며,
디지털 채널의 보급률이 높아져 배송 비용도 오르면서 회사의 재정적 손해가 더해졌다.12)
해당 회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정리하기 위해 전체 브랜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북미와 유럽 전역에 약 62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월에는 내년에 3개의 주요
브랜드에 걸쳐 약 36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장 중 상당수가
수익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2차 시장에서 열도록 계획되었으며, 경영진은 신흥 시장에서
개장하여 더 많은 방문자를 e-커머스로 유도하는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10)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urban-outfitters-earnings-loss-138-million-1203637418/
11)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urban-outfitters-earnings-loss-138-million-1203637418/
12)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urban-outfitters-earnings-loss-138-million-120363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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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반 아웃피터스보다 안트로폴로지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반
아웃피터스는 상당한 비용/자본 지출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상황에 어울리는 제품 구성에 집중해
코로나19의 이슈를 잘 해결했다고 믿는다. 견실한 대차 대조표가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약 40%,
그리고 전통적 쇼핑몰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반 아웃피터스의 경우, 중기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리테일 업체라고 생각한다"고 제프리(Jeffries)의 주식 분석가는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주요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타 주요 리테일 업체는
자라(Zara)와 노드스트롬(Nordstrom)이다. 지난 6월, 자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Inditex)는 향후
2년 동안 1,000~1,200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
노드스트롬은 16개의 백화점 매장 및 직영 제프리(Jeffrey) 디자이너 의류 매장 3곳 모두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프리는 디자이너 구성 측면에서 뉴욕시와 애틀랜타 지역의
스타와 패셔니스타의 상징적 장소였으며, 해당 장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고 했다.

파산(Bankruptcies)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리테일 업체 중 하나인 브룩스 브라더스 그룹(Brooks Brothers Group
Inc.)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이후 파산 신청을 했다. 그 이후로 회사는 8천만
달러의 대출을 통해 파산 상태에서 조직 개편에 자금을 쏟고 있다.13) 미국 파산 선고 판사는
회사에게 초기 6천만 달러 대출 허용 명령에 서명했으며, 나머지 2천만 달러는 향후 몇 주 동안
회사가 인수자를 찾는 동안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 미국 유명 패션 회사였던 브룩스 브라더스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또 다른 희생자이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J.C.페니(J.C. Penney)는 지난 5월 파산을
신청했고, 결국 846개 매장 중 약 30%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폐쇄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였다.

13)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news-analysis/brooks-brothers-gets-bankruptcy-loan-withzero-intere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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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Closures)
니드서플라이(Need Supply)와 토토카엘로(Totokaelo)의 사업 중단은 코로나19 시대 멀티브랜드
피해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모회사인 패션 그룹 NSTO는 뉴욕, 시애틀 및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멀티브랜드 패션 소매 리테일러가 앞으로 몇 달간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각각의 e-커머스도 이제 해당된다.
2018년 니드서플라이와 토토카엘로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졌던 NSTO의 폐쇄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멀티브랜드 패션 리테일러가 타격을 입은 첫 번째 대표적 피해 사례가 되었다.
당초 두 브랜드의 합병은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두 리테일 업체 간의 파트너십에서
시작되었다. 토토카엘로는 하이패션 아방가르드의 롤을 가지고 있었고,

니드서플라이는 보다

상업적이고 광범위한 고객을 기반으로 했다. 각 매장은 고유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파페치(Farfetch), 매치스패션(Matches Fashion) 및 네타포르테( Net-a-Porter)와 같은 대규모
업체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플랫폼들이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하려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NSTO는 두 브랜드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각자의 유니크한
관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확장성이 뛰어난 공동 플랫폼이 있었고, 이는
경쟁사들에 비해 그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었다.
이러한 확장성은 NSTO가 향후 니드서플라이의 브루클린 매장 오픈을 포함한 사업 확장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장 운영이 모두 중단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몇 달 동안 봄 시즌 재고가 쌓였고,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초기에 상당한 할인을 제공한 탓에 마진이
더욱 줄어들었다.
니드서플라이와 토토카엘로는 모두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니드서플라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대학가에서 처음 등장해 현대적인 패션을 제공하였고, 초기에 주목할 만한 e-커머스를 구축했다.
2009년 질 웽거(Jill Wenger)가 설립한 토토카엘로도 e-커머스 패션에 빨리 진입했다. 시애틀에서
설립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틈새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여 독특한 미래지향적 패션 취향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2015년이 되자 수익이 났고 1,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14) 같은 해
14)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professional/need-supply-totokaelo-to-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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웽거는 뉴욕으로 이사하여 맨해튼 크로스비 스트릿에 8,400평방 피트(약 240평)의 매장을 열었고,
뉴욕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이미 취약해진 패션 리테일 업계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NSTO가
어땠을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한 시즌을 힘들게 보내며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다.
니드서플라이와 토토카엘로는 각각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점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처할 충분한 자본이 없었다.
브랜드 중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뉴욕 디자이너 시스 마잔(Sie Marjan)은 사업 시작 5년 만에
문을 닫는다. 2015년에 브랜드를 설립한 샌더 라크(Sander Lak)는 밝은 색상의 작품으로 패션계에
뛰어들었을 당시, 위대한 차세대 미국 디자이너로 평가 받았다.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의 전 디자인 디렉터인 라크는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잘 알려진
패셔니스타들의 큰 사랑을 얻었다.
라크는 2018년 최고의 신인으로 CFDA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최고 편집자와 유명인이 모두 참석한
런웨이 쇼로 뉴욕 패션위크 캘린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작품은
상업성 결여로 리테일 판매로의 전환이 어려웠고 영업 마진도 극히 적었다. 결국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홀세일 오더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라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패션계에 있어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인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것은 격동의 시기에 암울한 경고와
같이 느껴진다. 유럽의 주요 브랜드는 규모가 엄청난 덕분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의 디자이너급 브랜드로 구성된 미국 시장의 중형 브랜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리테일 환경의 빠른 할인 주기와 빠른 컬렉션 속도는 이미 소규모 패션 하우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들 브랜드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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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리테일러의 분기별 손실
(Quarterly Losses in Numbers for Major American Retailers)
코로나19 셧다운은 패션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많은 회사가 잉여 재고로 추가 손실을 입었다.
다음은 지난분기 코로나19가 미국 최대 리테일 업체들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표] 미국 리테일 업체별 순손실 금액15)
회사명

분기 종료

순손실(백만 단위)*

Macy's

5월 2일

($1 ,000 .00 )

TJX Cos. Inc.

5월 2일

($8 87.5 0)

Kohl’s Corp.

5월 2일

($5 41)

Nordstrom Inc.

5월 2일

($5 21)

VF Corp.

3월 28일

($4 83.8 0)

Ross Stores Inc.

5월 2일

($3 05.8 0)

L Brands Inc.

5월 2일

($2 96.9 0)

Ralph Lauren Corp.

3월 28일

($2 49)

Abercrombie & Fitch Co.

5월 2일

($2 44.1 0)

Urban Outfitters Inc.

4월 30일

($1 38.4 0)

Ulta Beauty

5월 2일

($ 78.5 0)

The RealReal

3월 31일

($ 38.3 0)

15) https://wwd.com/business-news/financial/covid-losses-fashion-retail-ecommerce-coronavirus-ralphlaruen- vf-corp-macys-12036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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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홀세일 시장 타격(Wholesale Woes)

주문 취소 여파와 잠재적 해결책
(Canceled Orders, Effects and Potential Solutions)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리테일 업체는 주문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상품을 반품하며 특별
할인 수당을 얻기 위해 공급 업체와 다급하게 협력해 왔다. 이는 2008년 9월 중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져 주식과 소비자 지출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극단적이다.
브랜드 측에서는 리테일 업체가 봄 시즌의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과의 협상을 시도해야 했다. 브랜드가 이미 상품을 생산하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상점과의
협상을 통해 몇 주 동안 배송을 미루고 있었으나, 몇 달 동안 지속된 락다운으로 인해 대부분의
브랜드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3월까지 리테일러에게 배송되지 않은 재고는 대부분 취소되었으며 브랜드는 전례없이 기발한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해당 조치에는 소비자 직접판매(D2C) 플랫폼을 늘리고 제품을
독점적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주문을 취소하면 소규모 브랜드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고 공감하는 특정 리테일
업체들은 일부 소규모 브랜드에게 유예기한을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는 봄 시즌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었다.
브랜드들은 웹사이트의 봄 배송 상품으로 리테일러가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폭의 가격 인하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가을과 겨울
컬렉션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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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을 적게 생산하고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 유닛을 쪼개는 작업에
집중했으며, 스타일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약 20~30%를 줄였다. 또 이미 원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다시 대응할 수도 있다.
한 디자이너는 “우리 매장에서 영업이 잘되면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장점이 곧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다. 이 게임은 당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마치 롤러 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배짱이 좋아야 한다. 하루하루 버티기,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쥬시꾸뛰르(Juicy Couture), 스파이더(Spyder), 션존(Sean John), 존스뉴욕(Jones New York),
엘렌 트레이시(Ellen Tracy) 및 타하리(Tahari)를 소유한 글로벌 브랜드 그룹(Global Brands
Group)은 리테일 업체가 봄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CEO 릭 달링(Rick Darling)은 “우리의 리테일러 고객과 긴밀히 연락해 취소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매장이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봄/여름 주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은 이미 준비된 프로세스와 인프라가 있기에 예상치
못한 전염병 유행에 훨씬 더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 업체 파트너와 함께 봄 주문 취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가을 상품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봄/여름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을과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경우 주문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 대부분의 쇼룸은 개방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 유지를 위해 유연하게 리테일러와 임시 협력하고
있다. 취소 건에 대해서, 한 쇼룸 오너는 일부 상점에 봄 상품이 늦게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4월에 배송되는 상품이 6월에 배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상점들은 봄 시즌을
취소하고, 가을 시즌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주문서(P.O.)의 경우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도매 업체와 리테일러들은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
“취소하는 업체들은 바로 그냥 가을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힘든 것을 알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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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들지 않으며, 여전히 제품을 보낼 곳을 찾아야 한다”고 쇼룸 오너는 말했다.
신진 패션 및 액세서리 디자이너들의 럭셔리 쇼룸 인 하이 알케미(High Alchemy) 쇼룸 공동
설립자 수잔 소콜(Susan Sokol)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리테일러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20명의 디자이너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리테일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디자이너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문이 취소되면 이미 원자재와 노동력에 돈을 투자 한 소규모 디자이너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쇼룸은 늦봄과 한여름 배송을 통한 간절기 상품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 “5월/6월 배송 지연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가을 배송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많은 회사들이 해당 시즌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5월/6월 상품은 몇 주 밀려서 8월까지 갈 수 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간절기
옷을 작업하고 있다”
그녀는 "업계 리더들은 함께 모여 추후 리조트 시장을 갖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합의해야 한다"며
특히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조트 라인이 6월 초에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미팅과 스카이프 통화를 할 것이고, 디자이너에게 라인업을 줄이고 리조트 및
초봄 시즌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소콜은 말했다.
또한 "뉴욕을 선두로 한 미국의 패션 산업은 업계가 함께 일하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브랜드 엘린 피셔(Eileen Fisher)의 CEO는 “우리는 장기적, 또 새로 시작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즉각적인 요구와 미래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더 자주
연결하고 소통해 왔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브랜드는 리테일 업체가 여전히 가을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25

Ⅲ. 홀세일 시장 타격

소규모 브랜드의 생존 투쟁
(The Struggle for Survival for Small Brands)
한편,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 커서 탄력성이 더 높은 기존 브랜드 및 고급 브랜드에 비해 소규모 독립
브랜드의 생존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 쇼룸 오너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제품은 소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회사를 찾을 수 없는
소규모 브랜드”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업 생존을 위해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대량 주문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형 브랜드를 우선시할 것이다. 안타깝다. 많은 경우, 작고 독립적인 레이블이 더 큰
브랜드보다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즌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신생 브랜드가 나머지 리테일
업체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구매자를 직접 만날 수 없고 품질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또 다른 쇼룸 소유자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소매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도매 파트너 선별에 있어 더 신중한 판매전략과 더
강력하고 전략적인 브랜드 기반 캠페인을 통해 도매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독립 브랜드가 직면한 어려움은 가장 작은 유통업체에게 여파가 미치는 도미노 효과이다.
“많은 도매 및 유통 대행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브랜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지불을 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제조 회사 및 기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조 및 공급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고 신진 브랜드를 취급하는 한 쇼룸
오너가 말했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현실적 기대치(Clear Communications and
Realistic Expectations Between Parties)
도매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위기 동안 소통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자이너는 그 어느 때 보다 쇼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매 파트너는 윤리, 주문 준수, 지불
조건 논의 및 모든 사람의 현금 흐름 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각 시즌 초반에 [할인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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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리테일러는 우리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날짜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정하면 모든 사람이 계속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분들에 유연성을 좀 더 발휘하기를 바란다. 인보이스에 대해 50% 할인을 요청하는 고객은
잘못되었으며, 동시에 2020년 가을 컬렉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브랜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일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더 나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앞으로 갈 길(A Long Road Ahead)
콘핀더스트리아 모다(Confindustria Moda)의 클라우디오 마렌치(Claudio Marenzi) 사장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상했다. “지금의 둔화는 2021년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봄 시즌이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2020년 가을 시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안타깝게도 2021년 봄 시즌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진압할 수도 있지만, 2020년부터 매장에 미판매 상품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1년 매출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하면 이 위기는 2021년
6월까지 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리 S/S 마켓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아 통상 규모의 3분의 1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량의 브랜드에만 공급할 것이며, 수집품을 적시에 샘플링하고,
11월, 12월 배송 브랜드에만 보낼 것”이라고 런던, 파리, 뉴욕에서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웨이브(Rainbowwave) 창립 이사 마리아 레모스(Maria Lemos)는 말했다. 덧붙이며,
“또한 봄을 맞이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컬렉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수적이지만 흥미롭고 새로운
제품의 조합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봄 상품을 할인하지 않기로한 일부
브랜드는 리조트 판매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휴직과 정리해고(Furloughs and Layoffs)
기업들은 재정 위기와 현금 흐름의 문제의 정도에 따라 휴직과 정리 해고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기업의 최우선 순위가 직원 복지인 경우에도, 재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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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는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특히 홀세일 분야의 다른 회사들은 부서
전체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브랜드들이 소비자 직접판매에 집중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브랜드 레베카밍코프(Rebecca Minkoff)는 후자를 선택한 회사 중 하나였다. CEO인 유리
밍코프(Uri Minkoff)는 매장이 문을 닫고 제품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홀세일 및 고객
서비스직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언제든 확장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브랜드는 현재 D2C 회사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일정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홀세일 직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다.
매장 운영을 재개하면 다시 고용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60~90일 동안 직접 소비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팀을 적절하게, 또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디자인,
마케팅, 운영, 재무 및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어떤 매장을 오픈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팀도 있다.”

트레이드쇼 취소(Trade Show Cancellations)
격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 내 대규모 집회가 여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2021년 봄/여름
컬렉션을 위한 주요 패션 트레이드쇼가 취소되고 있다.
뉴욕의 코트리(COTERIE)와 라스베가스의 매직(MAGIC)은 모두 9월에 취소되었다. 인포마 마켓
패션(Informa Markets Fashion)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코트리가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페임(Fame), 모다(Moda),

솔레커머스(Sole Commerce) 및 이미 일정을 변경한 바 있는 프로젝트(Project) 및
칠드런스클럽(Children's Club) 등의 트레이드쇼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인포마 마켓 패션이
소유하고 있는 매직 쇼도 가능한 최대로 미루어 기존 일정(8월 17~19일)에서 9월 29일~10월
1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국제여행 제한 및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포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자사의
행사들을 모두 9월 1일~11월 1일 동안의 디지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했다.
코트리와 매직 쇼는 모두 브랜드와 리테일러를 가상 공간에서 통합하는 B2B 전자 상거래 플랫폼
뉴오더(NuOrder)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는 패션 홀세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물리적
및 가상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부이다. 인포마 마켓 패션의 낸시 월시(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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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sh) 사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업계 이해 관계자, 파트너 및 방문자와 논의하여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올해의 코트리를 취소하고 2021년에
다이나믹한 쇼로 복귀할 것이며, 이번 시즌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가 브랜드 파트너와 리테일 바이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열리는 쇼에서는 실제 대면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모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을 보다 매력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월시 사장은 또한 매직 쇼와 관련하여 “전국의 건강, 안전 및 여행 문제를 둘러싼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할 때 9월 말 라스베가스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우리 패션 커뮤니티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현재 환경과 별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하고, 재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항상 우리 회사 정신의 일부였다. 당사의 디지털 트레이드 쇼는 디지털 기회와
아울렛이 준비된 시기에 비즈니스를 혁신하는데 자연스럽고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매직 쇼의 사장 켈리 헬프만(Kelly Helfman)은 기존 8월 연기와 관련하여 출품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과반수가 가을까지 코로나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어 전시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바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해외 방문자가 2주 이상 격리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취소되었다. "우리는 참석자들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트리와 매직은 모두 뉴오더(NuOrder) 플랫폼과 협력하여 남성, 여성 및 아동 의류 및 풋웨어를
포함한 액세서리 잡화 부문 신규 및 재참가 브랜드들이 참가할 예정이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예정되어 있다. 인포마는 디지털 행사 개최 기간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리테일 업체가 “취향에 맞게
선별한 라운드업 및 리테일 검색 세션, 시기 적절한 업계 통찰력에 이르기까지 쇼핑 가능한
에디토리얼 및 매력적인 교육 콘텐츠의 전체 라이브러리를 여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참가 업체는 뉴오더와 협력하여 디지털 카탈로그, 라인 시트, 360도 이미지 및 쇼핑 가능한
핫스팟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수행할 것이다. 전시 업체들은 가상 쇼룸 세계를 가장 잘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주간 웨비나 세션을 통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9월부터는 모든 트레이드쇼를 위한 중앙 집중식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며, 해당 플랫폼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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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업체가 브랜드, 카테고리, 가격대, 배송 기간 및 기타 키워드와 같은 기능별로 검색할 수
있는 각 쇼의 마켓 플레이스가 있다. 한 가지 주요 장점은 바이어가 전통적으로 했던 것처럼 다른
위치와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물리적으로 찾아볼 필요없이 원하는 것과 유사한 브랜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쇼 참여는 리테일 업체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인포마는 전시를 위해 8주간의
구독권을 전시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한 디지털화는 일시적이며, 해외여행 및 격리 제한이 해제되고 코로나19가 관리하기
쉬운 수준에 도달하면 인포마는 다시 현실 대면 이벤트로 돌아갈 것이다. “행사의 디지털화는
고객에게 최대한 가까워지려는 노력이다. 대면 행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요소는 남아있을 것이다. 바이어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전에 행사를 찾고, 몇 주 동안 둘러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른 트레이드쇼들인
캡슐(Capsule), 카바나(Cabana) 및 리버티 페어(Liberty Fairs)도 행사 일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캡슐&리버티페어 공동 소유주 샤리파 머독(Sharifa Murdock)과 카바나의 공동 설립자
자넷 웡(Janet Wong)은 현재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어떤 쇼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리버티 페어, 캡슐, 카바나 트레이드쇼는 인포마 주최 행사에 비해 규모가 작다. 코트리 및
매직 쇼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으나,
주르(Joor)와 독점적으로 협력하여 트렌디한 모든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팀은
브랜드가 주르에 원활하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모든 브랜드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믿고 있다. 이는 오늘날 브랜드가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주르(Joor)는 144개 국가의 8,600개 이상의 브랜드, 200,000개 이상의 리테일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션 도매 업체와 리테일러를 연결하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마켓 플레이스 스타일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참가자는 360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가상 쇼룸을
통해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미팅을 예약하고 주문을 관리할 수 있다.16)
인포마가 운영하는 트레이드쇼와 마찬가지로 리버티 페어, 캡슐, 카바나의 경영진은 정상화 시
기존의 대면 형식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2021년 2월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
16) https://wwd.com/business-news/markets/coterie-cancels-september-show-12036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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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신규 홀세일 전략
(New Wholesale Strategies Going Forward)

디지털 전환(Going Digital)
팬데믹 이후, 쇼룸은 디지털 기술에 중점을 둔 판매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무조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 판매 및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는 비디오
및 3D 이미지와 같은 기술 도구가 없다면 개발자와 협력해서 전 세계 고객과 가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2월 파리 패션위크에서 이미 이런 방식을 활용했다.
쇼룸은 고객에게 디지털 시대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일부는
리테일러의 요구에 맞는 컬렉션의 주요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쇼룸에 전용 룸을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맞춤형 B2B 온라인 서비스 개발 사례이다.
컬렉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구매자와 파트너가 예약 및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캡처한 제품의 기술 데이터 시트, 사진 및 대화형 이미지를 쉽게 참조하고 볼 수
있도록 쇼룸이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에 기반을 둔 주요 쇼룸 레인보우웨이브(Rainbowwave)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했으며, 레인보우웨이브 고유의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조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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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및 맞춤화 서비스(Individualized and Customized Services)
레인보우웨이브(Rainbowwave)의 오너 마리아 레모스(Maria Lemos)는 "락다운 이후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모든 브랜드가 시장에서의 중요성, 차별점 및 실제 가치를 반영해야 할
때다. 우리는 전체 오퍼와 각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리조트룩은 확실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카테고리이며, 우리는 모든 리조트 브랜드를 다음
봄-여름에 한 차례만 쇼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 “활동적인 브랜드와 웰빙
브랜드는 캐주얼웨어, 홈웨어 및 뷰티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우 관련성이 높다. 파인 주얼리는 비교적
덜 판매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자리를 유지했다. 디자이너 브랜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락다운이 해제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다. 바이어는 쇼룸에서 각 컬렉션의 모든 제품을 탐색할
시간이나 물리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미팅 진행 시, 시장과 공급업체의 특정
요구에 대한 해당 지식을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포리 쇼룸(Fori Showroom)의 오너인 야코포 포티(Jacopo Foti)는 바이어가 다양한 디지털
도구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는 "고객에게 각 회사의 IT팀이 만든
다른 도구가 아닌, 이미 확립된 툴을 쇼룸이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다른
툴을 사용해 주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르(Joor)와
뉴오더(Nuorder)의 엄청난 성장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쇼룸은 디지털화의 새로운 표준을 신중하게 따르고 있다.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용하는 B2B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솔루션이라고 믿지 않는다.
럭셔리 제품 세일즈를 위해서는 고객과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많은 대형 쇼룸은 비디오를 통해 시장 미팅을 진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수백 명의 고객과 개인적인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대안이 패션 세일즈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쇼룸에는 현재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역량이 부재한 쇼룸의 경우 오너들은 리조트 2021에 대한 판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여름 시즌에 최소 6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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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쇼룸 오너는 “올 여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전에 이미 백화점이 하락세를 겪고 있던
미국에서 주문이 더 줄어들 것이다. 유통 기한이 매우 짧은 신제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북미
백화점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위기 이전에 이미 할인과 지불 유예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이미 병들어 있던 시스템을 공격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쇼룸 오너는 변화된 시장에서 보다 실용적인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테일 캘린더
관련 일정 변경을 예상했다. 그는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대표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맞서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사실은 다른 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이 핵심이다. 고객의 의견에 따르면
브랜드는 2021년 하반기까지 사회 생활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웨어,
그리고 특정 장소용이 아닌 룩 등 매우 현실적인 컬렉션에 집중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이 곧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고 더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것이다. 9월이 아닌 7월에 여자 봄 라인업을
선보이며 1년에 2개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소 컬렉션으로 최대 집중(Less Collections Will Lead to Greater Focus)
야코포 포티(Jacopo Foti)는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서기 위해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강력하고,
초점을 맞춘, 정밀한 컬렉션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창의성이 매우 과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영향을 끼친 바이러스로 인해 패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모든 해로운 관행이 드러났으며, 우리 모두가 관행, 컬렉션 접근 방식 및 판매
캠페인 일정을 수정해야 했다. 이번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이 없게 된 현재 시스템에
의문을 갖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컬렉션이 너무 많고, 디자이너는 집중력과 창의성을
잃었고, 바이어는 그레이 마켓(Gray Market)17)에서 매력적인 것만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1년에 두 번만 컬렉션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세인트 바스(Saint Barth) 또는 팜 비치(Palm Beach)와 같은 리조트 목적지에
매장이 있는 브랜드를 위한 메시지일 수 있다. 요즘에는 우리 쇼룸이 1년에 10개월씩 판매할 정도로
컬렉션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패션 브랜드로 하여금 덜 힘들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홀세일 업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향을
17) 합법적 시장과 암시장의 중간에 있는 시장을 일컬으며, 병행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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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너는 생각하고 창조할 시간이 없다. 새로운 제품의 지속적인 흐름을
공급 받아야 하는 시스템에 갇혀있는 것이 다이다. 이제 1년에 6번의 컬렉션을 해야 한다. 이상적인
환경은 컬렉션을 1.5개 진행하고, 소규모 독점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쇼룸 오너는
“금융업이 패션계 진입했을 때 전체 시스템이 망가졌다. 관리자는 인보이스를 조기에 현금화하고
더 큰 실적으로 회계 연도를 마감하기 위해 컬렉션 배송을 훨씬 일찍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보고 지금 구매하기(See Now, Buy Now), 즉, 시즌 제품 출시를 더 적절한 타이밍으로
늦추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 높은 전체 가격을 활용하여 제품 구성 개수를
줄이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뉴욕시에 본사를 둔 한 쇼룸 오너는 “현재 우리의 제품 40%가 단 10~12주 동안만 매장에 진열된
이후,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흔하다. 이제 더 적게 구매하고 더 좋은 물건을 구매할
시기이다. 왜 6월에 매장에서 코트를 들이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가? 코트는 11월 판매 예정인데도
말이다. 나는 모든 백화점과 일하지만, 지금 보고 지금 입기(See Now Wear Now)를 실천하는
유일한 기업은 노드스트롬(Nordstrom)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브랜드 세븐티(Seventy)의
경우 10월에 코트를, 5월에 린넨 제품을 제공한다. 이는 다른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기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계절 운영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계절에 소비자가 가장 많이 입어야
하는 의류 카테고리를 할인가로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브랜드에 더 적합하다.

업계 최전선의 테크 회사(Tech Companies on the Industry Forefront)
코로나19 이전 패션 산업은 변화하는 중이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담론을 반영하는데
중요해진 지속 가능성과 비용 절감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될 기술 부문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패션 산업은 여행(출장)
부문에 대해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가상 쇼룸과 B2B 홀세일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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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매거진 WWD에서는 “가상 현실은 공간, 구성, 계절별 커뮤니케이션 및 상당한 부대 비용의
일반적 제약을 극복하고 물리적 쇼룸 사용의 많은 한계점을 제거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이미 쇼핑
경험을 정의하고 있는 가상 쇼룸 및 라이브 스트리밍의 구현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 툴들은
디지털 판매에 대한 선제적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브랜드의 최신 뉴스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공급 업체와 리테일 업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인적 및 물리적
관계를 모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결성과 개인화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브랜드랩
패션즈(BrandLab Fashions)와 같은 회사는 해당 특수 틈새시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해당 격차를 메우려는 유사한 기술 플랫폼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랩은 가상
현실을 이용하여 브랜드 쇼룸을 재현하는 기술을 개발한 B2B 디지털 도매 플랫폼이다. 360도
쇼룸에서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컬렉션을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브랜드랩 패션즈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제니퍼 드루리(Jennifer Drury)는 “당사의 VR 쇼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처음 출시되었으며, 글로벌 B2B 백 오피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투자했다. 우리 플랫폼은 수백 개의 브랜드에 대한 효율성을 창출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르(Joor) 및 사내 플랫폼과 같은 사이트가 만연한 업계에서 이 브랜드랩의 기술은 구매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온라인 경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이 회사의
기술은 3D 디지털 형식으로 통합된 실시간 쇼룸을 만들어 제품 디렉토리 및 목록을 넘어
확장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브랜드 무결성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랩의
쇼룸은 모든 브랜드 제공 미디어 자산 및 제품 이미지를 통합할 수도 있다. 브랜드는 또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상 쇼룸을 맞춤 제작하도록 선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연속성을
제공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고객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눈 후 기존의 B2B 플랫폼 모델이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당사의 가상 쇼룸에서는 브랜드가 머천다이징 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 DNA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Drury는
WWD와의 대화에서 설명했다. 브랜드는 전 세계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여 세일즈
미팅을 잡고 호스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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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리는 회사의 목표에 대해 "브랜드가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판매 프로세스의 연장선이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브랜드랩의
통합 비디오 및 음성 채팅 기능은 실시간 세일즈 미팅을 지원하며 바이어는 출장 없이도 전체
쇼룸을 확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루리는 “가장 흥미로운 경험은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이루어 낸 많은 발전을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바이어가 쇼룸 공간을 돌아다니며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서 한계점을 제거했다.
우리는 리테일 업체가 기존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를 만들고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도입했다. 바이어가 예약 미팅 전후 모두 디지털 쇼룸에서 주문을 고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총 주문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다음 개발 단계로 쇼룸 내의 바이어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구매자는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레일로 품목을 드래그하여 주문을 만들고 상품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브랜드랩과 같은 몰입형 플랫폼의 도입은 전 세계 브랜드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비즈니스의 손실을 저렴한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완벽한 시기에
찾아왔다. 코로나19 이후 패션혁신기구(FIA)는 가상 의류, 가상 패션쇼 및 가상 쇼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요청으로 넘쳐났다.
패션혁신기구의 소장 매튜 드링크워터(Matthew Drinkwater)는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하고 패션 산업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진보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다.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먼저 창조하는 것이 임무인 패션과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우리는 업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링크워터는 평상시처럼 사업에 복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급망과 생산부터 전시 및 리테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디지털화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모든 브랜드는 이를 지원하는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의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더 페브리칸트(The Fabricant)와 같은 회사의 등장으로 디지털
쇼룸은 한 단계 더 발전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많은 브랜드가 더 페브리칸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리적 샘플 대신 디지털 샘플을 생성하여 섬유 낭비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온라인 콘텐츠를 생성한다. 더 페브리칸트의 설립자인 케리 머피(Kerry Murphy)는 특히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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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브랜드는 이미 자신의 문화와 운영을 보다
디지털화 된 마음가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해당 변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해 머피는 “소비자는 브랜드와 리테일러가 소비를
위해 선보이는 것에 반응할 것이고, 행동 변화는 브랜드가 채택한 디지털 패션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디지털 패션은 '착용'하지는 않더라도 인스타그램이나 주류 패션 업계를
통해 천천히 힘을 받고 있으며, 현재 베타 버전인 당사의 새로운 ‘릴라(LEELA)’ 플랫폼은 이를 향한
첫 번째 큰 발걸음이다"고 말했다.
패션 산업이 힘든 시기에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는 시각으로 브랜드를 탈바꿈하는데 있어 팬데믹
상황을 활용하는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긴 했으나,
결코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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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멀티브랜드 리테일 전략의 변화와 리스크
(Changes and Risks in Multibrand Retailers’ Strategies)

소규모 레이블 비중 증가(Growing Share of Smaller Labels)
리테일 업체는 매장 내 제품 범위를 다각화하고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신진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 시기에 새로운 세대의 쇼핑객을 유치, 신진
브랜드를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eyette)와 같은 백화점은 향후 몇 년 동안 소형 라벨의
점유율을 30%에서 40%로 늘릴 계획이다. 셀프리지(Selfridges) 및 브라운스패션(Browns
Fashion)과 같은 런던 기반 리테일 업체는 고객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디자이너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스타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어 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수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폭적인 구매 전략에 대한 높은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만큼 높은 대가가 따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라 함은, 매장 상품이
지나치게 틈새시장이 되는 지점에 이르를 정도로 과도하게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브랜드 디자이너는 종종 매장에서 주변 대형 브랜드의 후광 효과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간 외주 기반의 소매업에서 일해온 대형 디자이너 중 다수는 직접 소비자와 컨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도매를 중단하고 있다. 즉, 리테일 업체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남겨질 예산과 공간의 격차를 메울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브랜드가 계속해서 홀세일을 중단하면, 소규모 독립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있다"고 소매 컨설팅업체 세이지베리 컨설팅(SageBerry Consulting)의 창립자 겸 사장,
니먼 마커스(Neiman Marcus) 전 최고 전략 책임자인 스티브 데니스(Steve Dennis)가 말했다.
독립 레이블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 빨리 도입될 수 없었으며, 이 중 많은 레이블이 애초에
코로나19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또 “소규모 디자이너는 리테일 파트너 또는 더 나은
포지셔닝을 얻을 수 있으며, 큰 브랜드를 잃은 리테일러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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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테일러는 수익이 나는 브랜드와
인디 디자이너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브랜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층을 공략한 전략 덕분에 셀프리지와 갤러리 라파예트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니먼 마커스 및 메이시즈와 같은 미국 백화점은 전통적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매 패턴 때문에
실패했다.
보다 진보적인 유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 디자이너와 협력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왔고 더 넓은 매장 네트워크에서 펼칠 전략과 브랜드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결정의 경우, 시행 착오를 거친 후 매장이 적당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은 없다.
더 많은 노출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 디자이너에게 제품을 받으려는 대형 리테일러에게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 쇼핑객은 멀티 브랜드 리테일러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광범위한
큐레이션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쇼핑할 때 잘 알려진 명품 및 대중 브랜드를
보고 싶어한다. 큐레이팅 및 신규 브랜드는 리테일러를 리더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 있는 검증된 브랜드가 여전히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신규 브랜드는 고객 기반이
적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의 작은 비율만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리테일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브랜드 큐레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최선의 균형점(the sweet
spot)을 찾아 공격적으로 실험적인 사고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의 소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너무 갑작스럽게 변경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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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뉴노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셋과
마케팅 전략
(Adapting to the New Normal with Renewed
Business Mindsets and Marketing Strategies)
소비자 활성화(Reinvigorating the Consumer)
셧다운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패션 산업은 더욱 유연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계획 및 운영 모델 개발에 투자해야 했다. 새로운 한계점에
대처하고 바이러스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비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가치 사슬 전체에 혁신적인 도구를 도입하여 조직과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또
브랜드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적응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략을
재고해야 했다.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실행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이 다수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브랜드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침체에 적응하기 위해
브랜드의 목표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고객은 갈수록 검소해지고, 비용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순위로 작용할 것이다. 브랜드는 내러티브를 재정의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미션 재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바이러스 사태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깔려 있다. 브랜드는 이를 고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생각하여 진정성, 신뢰성,
공감 및 사회가 경험한 특수 상황에 대해 친밀감을 제공해야 한다. 바이러스 이후 브랜드는
사람들이 다시 구매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으나, 이를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듬어야 하며 희망을
주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신뢰를 재구축한다는 것은 모든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로열티를
재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조치를 만들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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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메시지 전하기(Sending the Right Messaging)
브랜드는 모두에게 끔찍한 시기를 지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향후 발전하는 이미지와 소비자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한 브랜딩 전문가는 “브랜딩은 문화를 배경으로 기업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는 모든 조직 활동의 총합을 반영한다. 브랜딩은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브랜딩은
변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디다스(Adidas)의 경우, 지난 3월 카스퍼 로스티드(Kasper Rorsted) 최고 경영자가 리테일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매월 청구서와 월급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인해 주요 브랜딩 문제를 일으켰다. 24시간 이내에 해당 결정은 취소되었고, 브랜드는
"그 무엇보다도 글로벌 커뮤니티의 건강"을 중요시한다고 선언하는 공개 성명이 뒤따랐다. 이러한
사례는 브랜딩이 회사의 정신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되고자 하는지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이키(Nike)에서는 "아디다스가 실수하기 전에 이미 매장을 폐쇄했으며,
신속하고 결정적인 매장 폐쇄와 일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브랜드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기업은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보여주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어떤 브랜드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세계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결정을
내린다. 최근 공장에서 주문한 의류 주문 건의 지불 계약을 지키지 않아 공장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진 브랜드들의 경우 이러한 경고에 유의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Digital Communications)
디지털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영업 중지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브랜드는 온라인 접점에서 신규 고객을 모으는 활동과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모두 힘써야
한다. 일, 사회 활동, 상품 소비 및 서비스 같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현재 대체되는 가상 도구의
사용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프로세스를 가속화 했다. 사회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기업은 디지털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탐색하는 마케팅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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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Lyst)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크리스 몰튼(Chris Morton)에 따르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유명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로열티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사람들이 브랜드 및 매장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업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디지털은 패션
하우스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커뮤니티의 핵심 요소이다. 새로운
시나리오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강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비디오 마케팅(Video Marketing)
방역

조치는

소비자가

2차원의

비몰입형

이미지를

선호하는

아이지티비(IGTV)

및

유튜브(Youtube)와 같은 비디오 형식의 승리를 불러왔다. 비디오는 두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더 많은 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이상적인 브랜딩이다.
두 경우 모두, 집에 머무르는 일반적인 경험을 참조하여 진정으로 공감하는 연결성과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거래형 비디오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인플루언서를 통해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있다.
이 비디오의 기능은 소비자가 마케팅 퍼널(funnel)을 따라 진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브랜딩
비디오는 브랜드에서 팔로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친밀감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다. 거래형 비디오에 비해 더 높은 예산의 콘텐츠와 보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브랜딩 비디오는 주로 시사 및 각 브랜드의 재디자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팬데믹은 패션 브랜드가 제작한 비디오에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이제 우리의 도전과제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사용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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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직접판매(D2C)에 투자(Investing in Direct to Consumer)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매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직접 판매의 중요성을 보였고,
가격, 이미지 및 재고에 대한 통제권을 원하는 브랜드에게 자사 소유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리테일러가 조기 프로모션과 높은 할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브랜드가 침식되고 과다 노출되는 것을 목격했다. 한 쇼룸
오너는 "판매 숫자는 적지만 마진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채널에 대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한 전문가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관계없이 온라인 트래픽을 유도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싶다. 또한 구글 및 미디어 제휴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도우미(Online Personal Shoppers)
전략에 투자하는 기업은 고객이 매장에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 가지 예시는 페이스타임(FaceTime) 또는 줌(Zoom)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룩을 보여주고, 다양한 행사에 입을 옷에 대한 조언 및 스타일링 팁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개인 쇼핑 도우미이다. 일부 회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개인 쇼핑 도우미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여 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패션쇼의 미래(The Future of Fashion Shows)
게스트 없이 런웨이 쇼를 스트리밍하는 개념은 리조트 쇼에서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 브랜드가
런웨이 위의 화면에 투영되는 가상 패션쇼가 온라인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또한 증강 현실
기능 정보 레이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여러 관점에서 뷰를 제공하고 총체적이고
및 역동적인 경험을 만들었다.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CNMI(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I)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밀라노 디지털 패션위크(Milano Fashion Week Digital)을 주최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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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소셜 미디어 패널, 가상 쇼룸 미팅, 라이브 디지털 런웨이 프레젠테이션(‘phygital’ :
물리적 쇼와 디지털 쇼를 결합)을 선보였다. CNMI 회장 카를로 카파사(Carlo Capasa)는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점은 디지털 세계인만큼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패션쇼에 관해서는, 브랜드에게 1분에서 15분 사이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부 디자이너는 단순한 ‘phygital’ 패션쇼를 넘어섰고, 그 중 다수는
실제적인 느낌을 더 주기 위해 소규모의 실제 게스트들 앞에서 열리기도 했으며, 역사적인 상황을
실제로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로 사용한 것이다.
다른 브랜드는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멈추고 리조트 및 봄 쇼를 2021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움직임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아직 메인스트림이나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바이-나우(Buy Now) 캘린더를 따를 것이다(전환 기간이
약 한 달이다). 일부 디자이너는 2021년 시즌에 구애받지 않는 컬렉션을 선보이고 전통적인 봄 또는
가을 표준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다른 브랜드는 상황이 조금 정상화되면 모임, 출장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성복과 여성복 쇼를 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유럽 패션 위크는 9월이
되었음에도 아직 개최 여부가 미확정이다. 6월 말, 파리 패션위크 조직위 FHCM(Fédération de
la Haute Couture et de la Mode)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평소처럼 기성복 패션위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보건 및 여행 제한에 대해 FHCM의
전무인 파스칼 모랑드(Pascal Morand)는 “현재 상황이 온라인 프로젝트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다고 해도 실제 이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파리 패션 하우스의 대부분은 올 9월에
적어도 일종의 현장 이벤트를 상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파리 패션위크의 선례를 따라 CNMI는 밀라노 패션위크를 위한 현장 패션쇼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CNMI 사장 카를로 카파사는 "[7월 디지털 패션위크]는 9월에
재개될 실제 패션 캘린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해당 캘린더는
9월에 재개될 것이며 이탈리아 제조 상품(Made in Italy)과 제조 능력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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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소비자 이해(Health and Customer Understanding)
기업은 계속해서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브랜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가까운 미래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변화된 고객의 욕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객의 지속적인 니즈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보다 친밀한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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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비자 행동 변화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가처분 소득 재할당(Reallocation of Dispensable Income)
코로나19는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방역 조치가 서서히 완화되고 국가적으로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의
패턴을 유지할 것이냐에 관해 소비자는 안전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사회가 다시 오픈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의구심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는 사람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결정하며, 얼마나 오프라인 매장이 회복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류는 항상 최고의 재량적 구매 품목 중 하나였으며 미용, 신발 및 액세서리 모두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구매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 3월 중순 격리 명령이 시행되었을 때 소매
판매(온라인 판매, 매장 내 구매 및 바/레스토랑 판매 포함)에 즉각적인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여
3월에 총 8.7%가 감소했다. 특히 의류 매출은 50.5% 감소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이번 감소 이전에 지금까지 소매 판매가 1개월 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2008년 가을 금융 위기
기간이라고 보도했다.18)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건강, 자기관리 및 식료품 품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패션은 미국인의 지출 막대 기둥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가전제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홈 오피스 등의 아이템 판매도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적응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증가했다. 또한 방역기간 동안 주택 개조, 인테리어 프로젝트 및 공예품과 같은
새로운 취미에 대한 지출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패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의류 판매가 감소한 데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데이트 및 휴가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옷을 구입하기 때문에,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많은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신규 아이템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18) https://www.today.com/style/how-coronavirus-could-alter-way-we-shop-clothes-now-t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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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휴직, 급여 삭감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새 옷은 많은 사람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다. 대신 사람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필수품을 비축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판매가 감소하는 시대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의류 카테고리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캐주얼 웨어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트레이닝 바지 (+235% YoY19)), 캐시미어 트레이닝 바지 (+340% YoY), 캐시미어 후드티
(+340% YoY)와 같은 아이템을 검색하고 있다. 쇼핑객은 전통적인 레이스업 스니커즈, 부츠,
힐보다는 편안한 노터치 옵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슬립온 슈즈 스타일과 같은 캐주얼 신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20)
4월에는 운동복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3월에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판매가 올라간 직후 증가했으며,
이는 사람들이 특정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열망하고 에너지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계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바이러스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티셔츠, 양말, 잠옷과 같은 기본 제품도 판매가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 vs. 온라인 e-커머스(Brick & Mortar vs. E-comm)
맥킨지 컴퍼니(McKinsey&Company)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따른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인식하기

위해

기업은

맥킨지와

엑센츄어(Accenture)에서 조사한 ‘중기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특정 트렌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매장 폐쇄 흐름은 분명히 소비자 지출을 줄였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필수재가 아닌
품목의 구매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더 많은 리테일러가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변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19) YoY(Year on Year) : 전년 대비 증감율
20) https://www.today.com/style/how-coronavirus-could-alter-way-we-shop-clothes-now-t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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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소매 판매에서 지속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가 총 판매
손실을 회수할 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항상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지만, 탐색하고, 물건을 만지고,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쇼핑은
많은 가치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더 후회를 더 많이 하며, 실제로 보고
쇼핑할 때 보다 반품률이 훨씬 높다. 반면에 일부 쇼핑객은 결국 온라인 쇼핑이 더 편리하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의 교훈(Bygones of Yesteryear)
상황이 안정되면, 낯선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꺼리는 시대가 되어 터치스크린이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매장 내 쇼핑이 영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면, 지난해 쇼핑 경험의 변동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다린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
소매 판매 감소로 리테일 매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할인을 제공했으며 이미 어려움을 오래
겪어온 회사의 경우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격리 조치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비주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패턴을 재평가하고 있다.

48

Ⅷ. e-커머스와 오프-프라이스의 부상

Ⅷ. e-커머스와 오프-프라이스의 부상
(The Rise of E-comm and Off-Price)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폐쇄되고 있다.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과
같은 백화점은 예약제 또는 픽업용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소비자 쇼핑 습관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감에 따라 e-커머스 공간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셧다운이

시행되자

기존

e-커머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노드스트롬(Nordstrom)과 같은 회사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
e-커머스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징적인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의 경우, 지난해 50억
달러의 e-커머스 사업과 노드스트롬 랙(Rack) 오프-프라이스 할인 사업으로 알려진 150억 달러의
매출 중 거의 60%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1)
CEO인 에릭 노드스트롬(Erik Nordstrom)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이 40% 감소했으나 온라인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매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 우리의 e-커머스 사업 부문
신규 고객이 50% 이상 성장했다. ... 오프-프라이스도 미래의 큰 먹거리다. 우리의 사업은 주로
쇼핑몰에 기반을 둔 사업에서 모바일 및 오프-프라이스 사업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오프-프라이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프-프라이스 브랜드의 강자인 마셜(Marshalls)와 T.J.맥스(T.J. Maxx)의 모회사인
TJX(TJX Cos. Inc.)는 오프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거의 8억 8,78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셧다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노드스트롬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하나로 간주된다.22)
“시장은 재고로 가득 차 있으며, 소비자가 당사에서 쇼핑할 때 원하는 카테고리 별로 고품질의
21)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decline-in-u-s-retail-this-year-set-to-far-outstrip-great-recession- 1203676047/

22)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decline-in-u-s-retail-this-year-set-to-far-outstrip-great-recession- 1203676047/

49

Ⅷ. e-커머스와 오프-프라이스의 부상

브랜드 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이어들은 위기 동안 본사의 수많은 공급
업체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시장과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TJX의 CEO 겸 회장인 에린
헤르만(Ernie Herrman)은 말했다.
기존 회사들은 이미 입증된 온라인 판매 채널과 기존 채널을 통해 초과 재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상의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두 가지
측면은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문이다.
추가 연구에서는 매장 픽업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이 지난해 15% 증가한 이후 2020년에는 18%
더 성장할 것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디지털 바이어 수와 바이어당 평균
지출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낸다.
방역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이었던 매장 픽업은 올해 60% 성장하여 소매 매출이
5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커머스는 65세 이상 쇼핑객 사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더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객 가운데 해당 연령대가 12.2%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오픈하였지만 새로 등장한 소비 행동 중 적어도 일부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 번째 파동이 특정 주를 강타하면서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쌓아온 최근 몇 주 동안 의류 매장의 방문수가 추가 2% 감소했다. 동기대비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52% 감소했다.
e-커머스의 성장은 아마존과 월마트와 같은 미국 최대 리테일러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몇 주 동안 주정부가 정한 폐쇄 매장에서 제외되었고,
미국은 격리 중 필수품을 이곳에서 구매하였다. 또한 2020년의 가장 큰 온라인 승자는 아마존일
것이다. 아마존은 올해 온라인 사업이 거의 22% 상승해 2,700억 달러, 월마트는 410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 이베이는 316억 달러, 애플은 248억 달러, 홈 디포는 134억 달러를 기록했다.23)
이와 같은 e-커머스의 성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한다.

23)

https://wwd.com/business-news/retail/decline-in-u-s-retail-this-year-set-to-far-outstrip-great-recession- 120367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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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서치 개요
뉴욕의 리테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탈바꿈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매장을 장기적으로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낡은 구식이다.
명품 고객, 특히 젊은 명품 고객은 쇼핑센터에서의 쇼핑을 줄이고 있다. 쇼핑 센터는 더
'커머셜한(대중적) 것'으로 간주되어, 이 고객들은 개별화되고 더 개인화된 경험을 원한다. 이들이
쇼핑하고 싶은 곳은 다운타운이 아니라 업타운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매장에 염증을
느끼며, 지루하고 노년층을 위하는 느낌의 업타운 매장에 공감하지 못한다. 현재 Madison 및
5번가의 명품 브랜드에는 '임대' 표지가 많이 붙어있다.
NYC 명품 브랜드의 주요 변화: 57번가의 Nordstrom의 여성복 매장 및 뉴욕 최초의 Neiman
Marcus 매장이 있는 Hudson Yards 개장
명품 리테일의 가장 큰 도전과 기회는 스트리트 웨어와 스트리트 라이프이다. 오늘날에는
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런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가 생각하고 운영해온 방식과 반대이다.
리테일 업체는 보다 혁신적이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고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타 업체와 더욱 차별화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신제품 쇼핑을 좋아하고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
(예시) 젠틀 몬스터의 매장은 미술관처럼 느껴지며, 안경은 그저 부차적인 것이다. 또 3주마다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는데, 마치 미술 전시회처럼 섬세하게 큐레이팅 된다. 이 브랜드는
이처럼 "이상한 미학"의 결과로 뛰어난 리테일 경험을 제공한다.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K팝과의 커넥션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왜냐하면 유명인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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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류 비즈니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포화 상태이다. 수천 개의 브랜드가 출시되어 시장에서
자리잡고자 하지만, 이 중 눈에 띄고 스스로 차별화를 하는 브랜드만이 성공한다. 일단 업계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이후에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것 또한 다시 새롭게 겪어야
하는 도전과제이다.

뉴욕의 리테일 업계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1인당 리테일 공간이 약 5배 크다. 세계적으로 온라인과 디지털
쇼핑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큰 쇼핑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

뉴욕의 리테일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부동산 회사인 Douglas Elliman은 맨해
튼 리테일 매장의 20%가 공실이라고 말했다.

•

이미 2019년에는 미국에서 7,20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

Amazon이 몸집을 키우고 쇼핑몰 방문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백화점 판매가 위축되었
다. 예시 1) Saks Fifth Avenue를 소유한 Hudson’s Bay는 작년 맨해튼에서 Lord &
Taylor 플래그십 매장을 철수했으며, 올해 추가로 10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예시
2)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Barneys NY는 작년에 문을 닫았으며, 매디슨 애비뉴
플래그십 매장의 일부 층은 사무실이나 아파트로 전환하여 크기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식음료는 뉴욕에서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리테일 임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다. 2012년 이후 외식 관련 지출은 특히 젊고, 부유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급
증했다. 레스토랑 지출은 2012년 이후 집에서 요리하는 음식에의 지출보다 두 배나 증
가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인은 이제 식비의 약 절반을 외식에 지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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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8/12/new-york-city-sho

ws-future-american-retail/5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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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혁신적인 리테일 트렌드
1. 디지털 태생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디지털 태생 브랜드(대부분 의류 – 예: Bonobos)는 향후 5년
내에 85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 것으로 예측되며 뉴욕이 가장 유력한 장소라고 말했다.

2.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쇼핑
•

리테일 업체는 AR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메꾸고 있다. (예:
Target, Lowes, Amazon)

3. 커스텀 상품
•

e-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 모두 모노그램, 자수, 고유한 컬러 구성 등 구매 상품을 맞
춤화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고 있다. (예: NIKEiD, Levis)

•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쇼핑객들은 자신들의 니즈와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팝업 매장
•

한 번도 못 본 제품에 대한 설렘과 경험을 제공해 쇼핑객들을 매장에 오게 하고 구매
로 이어지게 한다.

5. 당일 배송
•

온라인 쇼핑의 경우, 소비자는 배송이 더욱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51%의 e-커머스 리테일 업체는 당일배송을 제공했으며, 2019과 이후에는 더욱 표준
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6. SNS 쇼핑
•

e-커머스와 소셜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쇼핑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포스트
와 스토리는 특히 작년에 크게 성장해, 41%의 e-커머스 브랜드가 이 기능을 사용한
다.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 특히 인플루언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7.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
•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균형을 찾는 쇼핑객을 타겟으로 한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브랜드 제품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패션 업계에서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라벨이 없는 리테
일 업체의 경우에는 빠르게 뒤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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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기반 브랜드
•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기업의 철학에 대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브랜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올바르
게 수행할 경우,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STORE LISTING
Shop

Region

Tribeca / Financial District

Lower East Side

Noho / West Village

Downtown

Midtown

Uptown

Williamsbur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ven Alan
Otte
The Patron of the New
La Garconne
Saks Fifth Avenue – Men’s
10 Corso Como
American Two Shot
3NY
UNIS
Assembly NY
Frankie Shop
Maryan Nassir Zadeh
Theory of Gaia
Extra Butter
The Rising States NYC
Odin
Goop
Blue Cream
No.6 Store
C’H’C’M’
Hotoveli
Steven Alan
Otte
Orobo
Totokaelo
Opening Ceremony
Kirna Zabete
Joseph
Macys
Urban Outfitters
Intermix
Want Apothecary
Barney’s New York
Saks Fifth Avenue
Ludivine
Five Story NY
Shari’s Place
Bird
Sword & Smith
IDOL
KCDC
Land
Urban Outfitters
Kinfolk
Concrete + W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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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1) Chelsea Market Research
Neiman Marcus
- 20 Hudson Yards, Levels 5, 6, & 7, New York, NY 10001

 https://www.neimanmarcus.com
 @neimanmarcus
 First Neiman Marcus in NYC – spread out over three levels
 First level is cosmetics, handbags, shoes and accessories, second level is women’s
contemporary/menswear and men’s shoes, third level is women’s designer mostly
focusing on eveningwear and gowns (Carolina Herrera, Marc Jacobs, Burberry, The
Row, Oscar de la Renta, Brunello Cuccinelli, Stella McCartney)
 Not very fashion forward but catering to an older, conservative lady. Don’t carry
RTW from designers such as Prada, Givenchy, Comme des Garcons, Balenciaga
(only men’s), Gucci (only men’s). Range is very American (wealthy white women
in the suburbs who attend lots of charity events and galas)
 Contemporary floor has all well known brands (Alice & Olivia, Tibi etc) that are
found in every major department store in NYC such as Saks
 Menswear includes a lot of streetwear (Gucci & Balenciaga) as well as casual wear
 Not a fit with our brands – They do not have an emerging designer section at this
location and mainly carry brands that are already establishe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branding of Neiman Marcus and The Se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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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 Women’s Contemporary section on the 2nd Floor

- Men’s section on the 2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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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 Women’s Designer / Evening on the 3rd Floor

- Digital Styling Lounge:
Customers can connect with one of the retailer’s 50-plus stylists, who previously
were available only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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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 The Technology Behind Neiman Marcus’s New Retail Experience
 The fitting rooms in the contemporary and men’s areas are digitally-enabled
(powered by AlertTech), with interactive touchscreens that allow shoppers to get
help from associates and adjust the lighting to one of five settings
 Customers can also check out directly from the fitting rooms
 The employees are outfitted with a voice-controlled mobile app platform (from
Theatro) to optimize their time on the sales floor

FORTY FIVE TEN

 https://fortyfiveten.com/
 @fortyfiveten
 5 locations: Dallas, NY, Miami, Napa, Aspen
 Forty Five Ten occupies four storefronts on the fifth floor of Hudson Yards, opened
in March 2019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f clothing: Women’s Designer (Marni, Prada, Celine,
Jil Sander and Sies Marjan), Men’s Designer (Dries Van Noten, Thom Browne and
Rick Owens), Vintage, and a platform for emerging labels called 4510/SIX (Rachel
Comey, Sandy Liang and Batsheva)
 Stores are very conceptual – menswear store had many emerging but high end
designers that aren’t carried in any of the other majors in New York
 Don’t see any of our brands being picked up by this store. It is too focused on
being fashion forward and conceptual, aspects that our designers don’t currently
ex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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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 Women’s Designer

- 4510/SIX: Emerging labels &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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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 Men’s Designer

- Vintage
Products from the '70s to ‘90s (Only at the Hudson Yard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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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Jeffery
- 449 W 14th St, New York, NY 10014

 https://www.jeffreyusa.com
 @JeffreyStoresUSA
 3 locations: Atlanta, New York, and Palo Alto
 Men’s, Women’s, shoes, and accessories
 Brands: Ambush, Balenciaga, Burberry, Erdem, Fendi, Givenchy, Gucci, Marc
Jacobs, Miu Miu, Molly Goddard, Rick Owens, Sacai, Saint Laurent, Sies Marjan,
Simone Rocha, Undercover, Valentino…etc
 Designer brands make up about 95% of the brand matrix – probably one of the
highest end stores in New York in terms of price point – It will be difficult for our
designers to be picked up
 They replied to our market invite last season letting us know that they aren’t adding
any new brands to their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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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letter J
- 557 West 23rd Street New York, NY 10011

 http://www.letterjchelsea.com
 Men’s boutique in West Chelsea
 Brands: Boy London, Lightening Bolt, Vince, Belstaff, Stone Island, Herno, Herschel,
Maison Kitsune and Masons
 Aesthetic is very Californian – easy and soft graphic tees and LA casual brands
such as Free City. A lot of the these casual brands are marketed as fabrics sourced
locally and made in the USA
 Lots of t-shirts, shirts, knitwear and some blazers
 Our Men’s designers are not exactly aligned with the store vibe, but maybe BC by
beyond closet could have som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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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ea

MARCUS
- 402 W 13th St, New York, NY 10014

 https://shopmarcus.com/
 14 locations in CO, IL, FL, NY, MD, MA, CT
 Contemporary multi-label womenswear and lifestyle boutique
 Brands: ATM, Autumn Cashmere, Daydreamer, Frame, IRO, Love Shack Fancy,
Sundays, Suprema, Tara Jarmon…etc
 Very commercial and carries lots of lower price point brands – not very fashion
forward
 Could be a good fit for some of our brands – we will contact them for next market
 Since there are 14 locations, they should have high volume buy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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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2) Downtown Market Research
Tokokaelo
- 61 Crosby St, New York, NY 10012

 Soho and Seattle, WA locations – also e-commerce
 Brand matrix is largely designer driven with some advanced contemporary presence
 Currently location in Soho is temporary while main location is being renovated – the
space is quite small and there is not much floorspace. Thus the buys are quite
small and limited range of offerings, especially in the menswear department
 Range is very fashion forward – lots of investment in brands such as Raf Simons,
Margiela, Ann Demeulemeester, Comme des Garcons, Dries van Noten & Marni
 Hard to imagine any of our brands there. Totokaelo and Need Supply are under
the same umbrella (Totokaelo GMM came in for market) and NS is more in line in
terms of price points and aesthetic

66

[붙임] 2019 미국 패션마켓 및 주요 스토어 리서치

Downtown

Opening Ceremony
- 35 Howard St, New York, NY 10013

 5 locations: ACE hotel, Soho, LA, Tokyo and Online
 Visited Soho and Flatiron (Ace Hotel) locations
 Resonates with a younger and downtown customer – lots of streetwear and
emerging designers – they see themselves as edgy, fashion forward and alternative
 Key brands are Acne, Molly Goddard, Alexander Wang, Dries Van Noten, Craig
Green, Courreges, Telfar, Eckhaus Latta and Raf Simons
 A lot of collaborations, especially with athleticwear brands
 Good store to target for some of our brands as they seem to have a penchant for
young up and coming designers. However, they replied to our market invite last
season saying that they weren’t currently adding any new brands to their matrix.
 They used to carry KYE many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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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KIRNA ZABETE
- 477 Broome St, New York, NY 10013

 Designer driven iconic boutique and concept shop in Soho
 Target customer is high income & feminine woman
 More than 50% of their buy is dresses
 Main room carries designer brands such as Dior, Celine, Gucci, Saint Laurent, Alaia,
Fendi, Sacai & Monse
 Side room has contemporary brands such as Nili Lotan, Sandy Liang, R13, Rixo &
Lisa Marie Fernandez
 Highly edited and curated brand matrix and too ‘fashioney’ - definitely not a fit
for any of our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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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JOSEPH
- 76 Greene St, New York, NY 10012

 British based multibrand store with a focus on their namesake private label
 Soho location only sells womenswear with a focus on advanced contemporary and
designer labels
 Their buy was very minimal with neutral color palette
 Basement is mostly their private label
 Key brands are Jil Sander, Noir, Paco Rabanne, Rupert Sanderson & No. 21
 Most designer brands are only available in their flagship London locations and Paris
location
Store isn’t really in line with any of our brands in terms of the store’s aesthetic (too
formal and g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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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3) Lower East Side Market Research
Assembly New York
- 170 Ludlow St, New York, NY 10002

 Locations: New York, Los Angeles and online
 https://www.assemblynewyork.com/
 Carries vintage collections (50%), independent designers (15%) and their own
private label (35%)
 Women’s (60%), Men’s (30%) and Unisex (10%)
 The NY store merchandises vintage collections with emerging designers
 Brands: Assembly New York, Black Crane, Rains, LRS
 Unisex section in the back largely carrying private label hoodies and t-shirts – big
tie dye assortment
 They will be carrying The Centaur and Wnderkammer for FW19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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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Assembly New York
- 100 Stanton St, New York, NY 10002

 https://thefrankieshop.com/
 2 Locations: New York, Paris and online
 “Unfussy, minimal” styles with classic shapes and timeless touches
 Has their own private label – very low price point
 Brands: Frankie Shop, Nanushka, Rachel Comey, Ganni, Loulou Studio, Tibi
 Lots of Asian clientele
 The range was overall quite feminine – could potentially see Wnderkammer in the
store but store is very small so might be difficult. Will reach out next marke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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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MARYAM NASSIR ZADEH
- 123 Norfolk St, New York, NY 10002

 https://mnzstore.com/
 Minimalist, feminine and vintage
 Location: New York and online
 Store positions itself as quite fashion – don’t really see any of our designers fitting
in with their range as they aren’t fashion forward or doing anything groundbreaking
 Curates independent, global designers and well-known designers like Jacquemus
and Rachel Comey
 Brands: Maryam Nassir Zadeh, Jaquemus, Eckhaus Latta, Linda Farrow, Lemaire,
Dumitrascu, Bernhard Willhelm, Telfar, Tessa, Zucca…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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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theory of gaia
- 174 Ludlow St, New York, NY 10002

 Theory of Gaia is a curated collection of international fashion brands, formed to
compliment the lifestyle of the modern, independent woman
 Launched in 2015 - Very small and independent store
 https://www.theoryofgaia.com
 Offers unique and independent RTW(easy dresses/structured blouses) and accessories
 Met with the Owner/buyer Haamacha Donadi - She looks for pieces that are
well-made and reasonably priced
 Loves Korean fashion and often travels to Korea to curate brands – will visit us for
SS20 market
 If right, the owner would like to potentially collaborate with one of our designers
– would have to figure out in what sort of capacity this could happen
 Brands: Susanne New York, Scott Gibson, Sasai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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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EXTRA BUTTER
- 125 Orchard St, New York, NY 10002

 Founded in 2007, Extra Butter is a premiere New York boutique and independent
lifestyle label
 https://shop.extrabutterny.com/
 Location: New York and online
 Streetwear fashion for men and women, sneakers & accessories
 Brands: Nike, Converse, CDG Play, Adidas, GCDS, Stone Island, Stussy
 The store does not align with our designers.
‘hypebeast’ (which our brands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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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THE RISING STATES NYC
- 168 Ludlow St, New York, NY 10002

https://www.therisingstatesnyc.com/
Location: New York and online
Mix of independent contemporary brands and vintage
Their brick-and-mortar location is currently hosting a pop-up for NY-based
designer Nikki Chasin
 Brands: Loeffler Randall, Etienne Derouex, Gat Rimon, Samantha Pleet, Nikki
Chasin, Hannah Kristina Metz
 Store reads too feminine for our brands as what is mostly on offer are 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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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4) Midtown Market Research
macy’s

 641 locations in North America
 Founded in 1858 and became a division of the Cincinnati-based Federated
Department Stores in 1994, through which it is affiliated with the Bloomingdale's
department store chain
 “Story at Macys” is a concept shops at 36 of its U.S. locations: Theme is color and
the shops sell at least 70 vendors, primarily small ones, and display about 400
items for men, women and kids
 The pop up doesn’t have much clothing – instead there is much more of a focus
on cosmetics, stationary, gifts and kitchenware
 RTW was very rare and if so, was one or two pieces per brand. They were more
novelty items.
 Otherwise, store is very mas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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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URBAN OUTFITTERS

 Men’s, Women’s, home, beauty, lifestyle and music + tech collections
 245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Sweden, United Kingdom, Spain, Denmark,
France, Germany, Ireland, Belgium, Canada, Italy, the Netherlands, Israel and Pakistan
 Brands they carry: Adidas, Adorn, BDG, Champion, Converse, Dickies, Eva NYC,
Fila, Herschel Supply Co, Kangol, Kappa, Kopari, Levi’s, Lisa says Gah, Patagonia,
Sunday Riley etc.
 Private label is designed with latest trends kept in mind at an affordable price –
ie lots of printed shirts for men and floral dresses for women for SS19
 Big shopping destination for teenagers and generation Z customers
 Herald Square location is a flagship – they already carry Eyeye (as well as online)
and they have picked up Wnderkammer for FW19 for this location/online

- WOMEN’S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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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 BEAUTY

- MUSIC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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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 MEN’S FLOOR

- KYE: EYE EYE SS19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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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INTERMIX
- 125 5th Ave, New York, NY 10003

38 locations in North America
Founded in 1993 and acquired by Gap Inc. (NYSE: GPS) in 2012
Women’s RTW, shoes, bags and accessories
Brands they carry: Alberta Ferreti, Alexander McQueen, Anaak, Antolina, Balmain,
Derek Lam, Dolce & Gabbana, Diane Von Furstenberg, Frame, Ganni, Helmut Lang,
IRO, L’agence, Mackage, etc
 Flatiron location that we visited was quite a small space with a focus on
contemporary designers (this area is known for mostly high street shops such as
Zara, H&M, Banana Republic, Club Monaco, etc).
 Assortment was very feminine with a focus on Spring and Summer dresses (florals,
ruffles and broderie anglaise) as well as beachwear
 Intermix has come into see us for the past two market seasons. They were
interested in Lie but have passed twice now due to a lack of dresses. We will
have them come in again for S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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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wn

WANT APOTHECARY
- 1170 Broadway, New York, NY 10001

 Men’s, Women’s, beauty, home, shoes and accessories
 7 Locations: New York, Las Vegas, 2 Toronto, Vancouver, Montreal and Online
(originally from Canada)
 Women’s Brands: Acne Studios, Andersons, ASPESI, Cedric Charlier, Flake, Jil
Sander, Mackintosh, Marni, Sunnei, Totome
 Men’s Brands: Acne Studios, ALBAM, All Blues, CDG HP, Jil Sander, Mackintosh,
Marni, N/A, Still by Hand, Verso, WANT Les Essentials
 Overall level of the store is advanced contemporary with some designer brands
sprinkled in
 Aesthetic is quite minimal and polished – could be a potential good fit for a brand like
Nohant but the other brands they carry are quite established and well-known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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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5) Noho & West Village Market Research
ODIN
- 106 Greenwich Ave, New York, NY 10011

 https://odinnewyork.com/
 @odinnewyork
 Menswear boutique
 Used to have multiple locations in New York but the only one left is West Village
Greenwich Ave
 Brands: Odin, Common Projects, Acne Studios, Dickies Construct, Officine
Generale, Maison Margiela, Chapter, Makavelic, Acne Studios
 Lots of black, navy and grays – color palette is very dark overall, which is a point
of differentiation with many stores that read very colorful this Spring season
 Not much stock – don’t know if they have the floorspace to add any new designers
(the store is quite small – the Nolita one used to be a lot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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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goop
- 25 Bond St, New York, NY 10012

 https://shop.goop.com/
 @goop
 Brands: Chloe, Re/Done, Tabitha Simmons, Sea, Mother of Pearl, Tibi, Amo, Xirena,
Retrofete, Khaite
 Lifestyle and fashion boutique that carries jewelry, home goods, designer fashions
and health/wellness products
 Store is a curated fraction of what is available online
 The RTW was mostly summery dresses, vacation-wear and denim
 The Goop buyers came to see us during our first market (SS19) but didn’t respond
to our repeated efforts to invite them in to walk through FW19
 The range is very feminine and dress focused (resort and eveningwear) – it will be
a hard sell for our brands as these aren’t categories that they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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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BLUE CREAM
- 1 E 1st St, New York, NY 10003

 https://www.blueandcream.com/
 @blueandcream
 2 Locations: Bowery and East Hampton
 Brands: Golden Goose, Zimmerman, Love Shack Fancy, RTA, Re/Done, Cotton
Citizen, Frame, Blue & Cream, ALC, Stone Island, Wheelers V, IRO, Ksubi
 Contemporary boutique that first opened in the Hamptons
 Well-known for its celebrity clientele
 Also launched their private label design of t-shirts, dress shirts and denim
 Women’s range is very feminine – very commercial
 Men’s range is streetwear 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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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No.6 Store
- 8 Centre Market Pl, New York, NY 10013

 https://no6store.com/
 @no6store
 Womenswear, shoes, accessories and gifts
 Brands: No. 6, Regina Pyo, Belize, Marios, Rue Blanche, Paris Georgia, Aterlier
Delphine, Mijeong Park
 Launched in 2005 as an under-the-radar shop that carries curated vintage and
European designers
 They have their own private label which consists of boots, printed silk dresses,
denim, swimwear and most notably, their clogs
 Aesthetic is very feminine and girly – lots of color, prints and ruffles
 Will invite them in next market – could potentially see one or two of brands i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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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C’H’C’M
- 2 Bond St, New York, NY 10012












https://chcmshop.com/
@chcm_shop
Menswear store with shoes, accessories, home goods and gifts
Brands: Margaret Howell, Tomo & Co, Tarvas, Lunge, Look Sea, Nanamica, Norse
Projects, Obra, Orslow, Wild Bunch, Uniform Wares
Established in 2008 as a multibrand online store
Very minimal aesthetic with earthy tones– cream, navy, army green
They have their own private label
Carry some minimal Japanese brands
Lots of indigo dyed denim and linen pieces
Reached out last season with lookbooks but our brands aren’t classic or minimal
enough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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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 &
West
Village

HOTOVELI
- 271 West 4th Street, New York, NY 10014

 https://www.hotoveli.com/
 @hotoveli
 Men’s & Women’s
 Brands: Rick Owens, Guidi, Yohji Yamamoto, Haider Ackermann, Uma Wang, Stone
Island, Ann Demeulemeester. Also carries Korean designer Khanghyuk
 Very designer driven and black heavy – not much color and no bright colors
 Not a fit for our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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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ibeca/FiDi Market Research
Steven Alan
- 103 Franklin St, New York, NY 10013

 https://stevenalan.com/
 Brands: Steven Alan, Maison Louis Marie, Daughter of the Land, Alex Crane, Jerry
Grant, Domi
 Men’s and women’s contemporary RTW and accessories
 Private label makes up a big percentage of inventory
 Other brands include Stutterheim, Saint James and Alex Crane
 Aesthetic is classically American – minimal separates in muted pastel colors, Breton
stripes and overall a bit preppy
 Could have some potential for Hidden Forest Market or Wnderkammer – we will
reach out nex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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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OTTE
- 37 N Moore St, New York, NY 10013

 https://www.otteny.com/
 Three locations in Manhattan, New York (visited Tribeca location)
 Brands: Frame, Golden Goose, Ganni, Tibi, R13, Rachel Comey, Re/Done, Nili
Lotan, Ulla Johnson
 Very basic and girly aesthetic in line with how most girls dress in the East Coast
 Not very fashion forward and the buys are very safe, in line with what is ‘hot’ at
the moment
 Store doesn’t distinguish itself with any other higher end boutique in the NY
metropolitan area
 Could have some potential for Hidden Forest Market and Wnderk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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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PATRON OF THE NEW
- 151 Franklin St, New York, NY 10013

 https://patronofthenew.com/
 Mostly high-end luxury brands for men with some women’s
 Big section with men’s Dior RTW and accessories
 Other key brands are Off-White, Moschino, Palm Angels, Amiri and John Elliott –
they only carry established designers with a showy and somewhat gauche aesthetic
 Designer streetwear driven
 The racks are packed with tons of inventory – buys seem quite wide by designer
 Not a fit with our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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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LA GARCONNE
- 465 Greenwich St, New York, NY 10013

 https://lagarconne.com/
 Brands: Jil Sander, The Row, Maison Margiela, Marsell, Eckhaus Latta, Jacquemus
 Womenswear only
 Store has a very minimal aesthetic in neutral color palettes
 Designer driven brand matrix
 Store doesn’t have as much merchandise as the e-comm does
 Could potentially see a brand like Wnderkammer or Hidden Forest Market in the
store – however, since their focus is established designer, not sure of the feasibility
of them picking these br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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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saks fifth avenue
- 250 Vesey St, New York, NY 10281

 https://www.saksfifthavenue.com/
 Brookfield location was originally men’s and women’s but became a men’s only
store in 2019
 Mostly designer suiting brands
 They have a very limited selection of contemporary designers
 Brands: Theory, Isaia, Saint Laurent, Off-White, Canali, Brioni, Moncler, Canada
Goose, Orlebar Brown, Balmain
 Good mix of designer, swimwear & suiting
 Buys are catering to the moneyed Financial District and Tribeca customer – lots of
designer brands but the buys are safe and not fashion forward
 A large part of the floorspace is devoted to tailoring (brands such as Isaia)
 Don’t see any of our brands in the store (all the brands they carry are quit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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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10 corso como
- 1 Fulton St, New York, NY 10038

 http://www.10corsocomo.com/
 Locations in Milan, Seoul, Shanghai, Beijing and New York
 Brands: Rick Owens, Jacquemus, Prada, JW Anderson, Loewe, Burberry, Stella
McCartney, Comme des Garcons, Raf Simons, Balenciaga
 Most of the store is devoted to gifting, furniture, accessories and knick knacks –
there is also the restaurant as well as the art gallery (which currently has a focus
on photography)
 Fashion section of the store isn’t massive – the brand matrix is very designer driven
– this is in line with the feedback that the Buyer gave us during her walkthrough
for FW19 (that she likes our brands but they are too low price point for 10CC)
 The range and the merchandising aren’t as strong as other 10CC locations
 Buying team came to visit our showroom for both SS19 / FW19 market. They liked
Wnderkammer, but price points are too low for their store. They also commented
the quality of the products of our brands are not high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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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American Two Shot
- 135 Grand St, New York, NY 10013

 https://americantwoshot.com/
 Brands: Love Shack Fancy, Lazy Oaf, Stine Goya, Agolde, Nanushka, For Love &
Lemons, Alice McCall,Capulet
 80/20 menswear/womenswear as well as shoes and accessories
 Low to contemporary price points
 Will reach out to them during next market – could potentially be a good fit for a
number of our designers as price points are in line. They also carry quite a range
of brands that we haven’t heard of in the past or that other stores carry. This could
work towards our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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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ca/
FiDi

3NY
- 448 Broome St, New York, NY 10013

 https://3nyconcept.com/
 Eclectic concept store that mainly carries independent designers
 Very colorful range with lots of Korean designers – could be a good fit for some
of our brands
 Brands: Bestfxxk, Greedilous, MaxxiJ, Dry Clean Only
 Definitely a more unique boutique in New York City. The owner seems to resonate
with obscure Asian designers
 The range isn’t very elegant or chic but reads a bit more gimmicky – this could be
a plus for our designers
 They used to carry LIE a few years ago, and contacted The Centaur for last SS19
season but ended up not buying
 We will reach out to them for SS20 market

96

[붙임] 2019 미국 패션마켓 및 주요 스토어 리서치

Tribeca/
FiDi

UNIS
- 226 Elizabeth St, New York, NY 10012

 https://shop.unisnewyork.com/
 Brands: Unis, Common Projects, Jason Markk, Mikia, Makr, Fefo Studio, Industry of
All Nations
 Menswear store
 Mostly private label with a big range of Common Projects
 They had brands that use a lot of natural fabrics with neutral tones
 One section of the store is devoted to different brand pop ups – currently, it is a
California basics brand called Industry of All Nations which specializes in hand dyed
basics in high quality fabrics
 No floorspace to add any new designers
 The aesthetic of the store is not aligned with our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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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ptown Market Research
BARNEYS NEW YORK
- MADISON LOCATION: FLAGSHIP STORE

 13 locations across the U.S. including New York, Beverly Hills, Chicago, Boston,
Seattle, etc.
 Founded in 1923 as a discount clothing store for men, but started introducing
women’s and men’s designer clothing in the 60’s and 70’s
 Focuses on exclusivity and emerging high-end designers
 Carries a few Korean designers such as Besfxxk, Blindness, Vis a Vis, Marge
Sherwood, Boon the Shop
 Designers: Celine, The Row, Alaia, Balenciaga, Prada, Off-White, Isabel Marant,
Givenchy, Chloe, Ulla Johnson
 Women’s contemporary space is limited – not very diversified with brands as the
ones that they carry already have brand recognition. There is a big focus on denim
brands such as R13, Re/done, J Brand, Frame and rag & bone jean as well as
casual brands such as Nili Lotan
 Designer floors are where there is investment in emerging designers, not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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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

 Assistant fashion director was interested in Wnderkammer and Neul FW19
collection and will revisit nex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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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

FIFTH AVENUE
- FIFTH AVENUE LOCATION: FLAGSHIP STORE

 39 stores across 22 U.S. States including New York, California, Massachusetts,
Connecticut, Florida, etc. (Closing 10 stores this year 2019)
 Founded in 1902 as a destination for designer collections
 Acquired by HBC, the oldest corporation in North America
 Larger contemporary space than Barneys
 Contemporary floor is split between “The Advance”, “Workshop” & “The Collective”
 “The Advance” showcases visionary designers such as Comme des Garcons, Rick
Owens, Acne Studios, Unravel Project, Vetements, Monse and Simone Rocha
 “Workshop” contains brands like Ganni, Zimmerman, Jonathan Simkhai, Rachel
Comey and 3.1 Phillip Lim. Contemporary brands that are emerging or have a
slightly higher price point.
 “The Collective” has brands like Helmut Lang, Theory, Rebecca Taylor, Milly, and all
the denim brands. This is where the newer less expensive brands appear first on
the floor like I.AM.GIA, LTH JKT, Riley, FILA. Opening price points are usually
around ($50-$150)
 Best-selling contemporary brands are Theory and Alice + Olivia
 Carries Korean brands: The Volon (handbags), We11done (online)
 Designers: Gucci, Prada, Alice + Olivia, Theory, Rag & Bone, Moncler, Stella
McCartney, Valentino, Dolce & Gabanna, Fendi, Balenci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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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

ludwine
- 1216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8

 1 location: Upper East Side NYC
 Small, independent boutique that focuses on refined women’s French style
 Brands: Khaite, Gabriela Hearst, Sea, R13, Common Projects, Officine Generale,
Lisa Marie Fernandez, Maison Michel
 Spring range is very feminine – lots of floral dresses, ruffles, beachwear, etc.
 Buy seems opposite of what Buyer, Madison Dowd, described the store as which was
a bit more masculine with a focus on tailoring. Potentially changing direction for Fall?
 Buyer was interested in Nohant for FW19 collection and will revisit nex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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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

FIVESTORY NEW YORK
- 18 E 69th St, New York, NY 10065

 2 locations: New York and Online
 Townhouse-style store that carries women’s designer fashion and accessories,
shoes, beauty and home goods
 Designers: Alexander Wang, Balmain, Giambattista Valli, Rosie Assoulin, Proenza
Schouler, Alexander McQueen, Staud, Etro, Khaite, R13, Ganni, Loveshackfancy
 The buys seem to cater to a very uptown customer – the racks are very feminine,
with a lot of dresses, florals and ruffles
 Solid assortment of eveningwear as well
 Could potentially see LIE there, however floor and rack space are very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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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

SHARI’S
- 1054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1

 7 locations: New York (Greenvale, Lexington, South Hampton), Florida, Massachusetts
and online
 Opened in 1979 as a high-end women’s designer boutique in Long Island, NY that
focuses on personal styling
 Upper East Side location seems to cater to a more mature client
 Designers: Oscar de la Renta, Etro, Derek Lam, Carolina Herrera, Marni, Chloe,
Emilio Pucci, Prabal Gurung, Barbara Bui, Roland Mouret
 Very eveningwear driven – range is very uptown and not much that caters to a
younger audience
 Expensive but range isn’t fashion forward but safe
 Not in line with our brands in terms of style and pri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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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illiamsburg Market Research
Williamsburg, Brooklyn

Williamsburg Overview of Trends
Fashion retail in Williamsburg is generally very slow.
Many people will come to the neighborhood to go to brunch/go to bars/clubs but
it isn’t a shopping destination
This may have to do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neighborhood.

Most of

the stores now found in Williamsburg can also be found in Manhattan (J Crew,
North Face, Vans, Urban Outfitters, Apple, etc). – there isn’t much foot traffic in
the fashion retail stores
A high fashion crowd doesn’t exist in Williamsburg since its commercialization.
The ‘Williamsburg hipsters’ don’t wear designer and the rest of the inhabitants are
ex-Manhattanites (working corporate jobs and not into fashion)
Most of the fashion stores are contemporary driven and there isn’t much diversity.
The only stores that were somewhat directional and interesting were Idol and
Sword and Smith. The rest of the ‘cool’ stores that stocked unique product were
opening price point skater style brands with t-shirts and hoodies in the ($30 to
$200) range.

104

[붙임] 2019 미국 패션마켓 및 주요 스토어 리서치

Williamsburg

Meeting with IDOL
Alex (Buyer and Owner of Idol) told us that five years ago, the crowd in
Williamsburg was completely different. People would come into his store wearing
head-to-toe designer and buy Rick Owens at full retail.

Customers like this

never come in from the street anymore and most of his business is from private
clientele and somewhat online. The average foot traffic on the weekdays is 3 to
5 people.

He has been trying to leave his location for the past year but isn’t

sure where in New York to go next. He implied that LA is more of a directional
fashion city now. His slow business is in line with the slow retail trend in New
York in recent years.

This can also be since much more people are shopping

online, especially in New York where many online retailers offer same day/next
day shipping and free returns.

As the L train (the one subway line that goes

from Manhattan to North Williamsburg) is shutting down in April 2019 for 18
months, this will only get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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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 203 Grand St, Brooklyn, NY 11211

 Bird has been around since 1999
 Visited flagship store in Williamsburg
 6 locations: 4 in Brooklyn (Cobble Hill, Fort Greene, Park Slope, Williamsburg), 1 in
Los Angeles, and online
 Mainly Women’s RTW with a small selection of menswear, accessory, jewelry,
shoes, and home goods
 High contemporary to designer – Priory, Mansur, Gavriel, Tsumori Chisato, Sacai,
Dries Van Noten, Acne, Ilana Kohn, Black Crane, Kapital, Bam, Jesse Kamm, Apiece
apart, Pswl, Proenza Schouler, Jungmaven and their inhouse brand, Bird
 They carry large selection of Rachel Comey
 Men’s range has gotten smaller every season – the buy is the same season after
season (very safe and workwear inspired) Brands such as Dries van Noten, APC,
Acne, Our Legacy, Common Proje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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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S SMITH
- 8 South 4th St Brooklyn, NY 11249

 Location: Williamsburg and online
 Swords-Smith carries Women’s, Men’s, accessory, and jewelry. Mostly women’s
with a small selection of men’s
 Unique direction with an interesting buy. In addition to RTW, they sell home decor
and gifts from local Brooklyn artists
 Womenswear ranges from designer to contemporary including Issey Miyake, MM6
 Menswear ranges from Stutterheim, La Paz, Hope, Monitaly, Deveux, Gustav von
Aschenbach
 They have a large selection of Henrik Vis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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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rim
- 68 N 3 ST BROOKLYN, NY 11249

 Locations: Williamsburg, Hamptons, Tokyo and online
 Surf shop that carries men’s, women’s wear, surf gear and surf boards
 Mostly stocks own label with a small selection of other brands such as Amuse
Wetsuits, Andrew Kidman, Base Range, Basta Surf, Beams, Clyde, Patagonia,
Ozma, Mountain Ocean, Venus over Manhattan, Western Mountaineering
 Carries Japanese brands, especially in the Summer that carry a minimal aesthetic
– simple linen styles
 Could see Wnderkammer or Hidden Forest Market in th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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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
- 101 Metropolitan Ave Brooklyn, NY 11249

·

Curated edit of very high-end menswear – aesthetic is very fashion forward

·

Raf Simons, Koka Kostadinov, Acronym

·

Japanese brands such as Undercover, Takahiro Miyashita, Visvim, Cav Empt

·

Store not right for our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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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burg

KCDC
- 85 North 3rd Unit 118, Williamsburg Brooklyn

 Location: Williamsburg (opened in 2001) and online
 Skate shop with a selection of skater clothing
 KCDC is both refuge and a breeding ground for creative types- with no shortage
in Art shows, video premieres, fundraisers, autograph signings, parties, and other
events to help promote up-and-coming artists and companies in the skate
industry. These events cater to skateboarders of all ages, with all styles and
interests.
 Men’s RTW (mostly tees and hoodies with a selection of pants), shoes,
accessories, and skate gear
 Larges selection of RVCA
 Paterson, 5Boro, WESC, Nike, Huf, Vans, Levis, Roth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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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D

 Korea’s answer to Urban Outfitters
 Big space, two stories formerly occupied by American Apparel
 Customers were very hipster (along with Asians)
 Wide variety of aesthetics, ranging from faux shearling outerwear to normcore.
Some pieces were very nice and some were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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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burg

URBAN OUTFITTERS

 Urban Outfitters has 255 locations all over US
 Williamsburg location is known as Space Ninety8, it is more conceptual than normal
Urban Outfitters stores
 Space also has rooftop bar and pop-up restaurants
 Brands are all low price point and styles are all trend driven
 In addition to fashion, sells home décor, gifts and records
 Own brand, Fila, graphic 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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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FOLK
- 90 Wythe Ave Brooklyn, NY 11211

 Kinfolk was formed in 2008 by friends from New York, Los Angeles and Tokyo, Japan
 Just menswear including own label (tee shirts)
 Streetwear driven
 Japanese brands such as Wacko Maria and Nanamica
 Stone Island, La Paz, Stussy, Alpha Industries, Vans
 Could potentially see them carrying SWBD
 Kinkfolk brand also includes a bar and a club in Williamsburg and a bar in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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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WATER
- 485 Driggs Ave. Brooklyn, NY 11211

 Location: Williamsburg and online
 Womenswear with a couple racks of men’s, accessories and home goods
 All contemporary brands such as Ganni, Veda, YMC, SEA
 Also sells home decor and gifts (rugs and candles) as well as plants
 Could potentially see them carrying Wnderkammer, Hidden Forest Market and
No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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