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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highly market sharing young casual brands, to compare
their trends of concept and competition, and to propose orientation of brand concept repositioning and
marketing strategies on Department stores.

Reference searching method and field searching method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brands which covered more than 50% market share included <96NY> <EnC> <Nice Clap>

<System><On & On> <abf.z> <CC Club> <Zooc> <Tomboy> <A6> <SJ> <Benetton> <EL Soprts>
<Ozoc> <Aenok> <X/X> <VoV> <Olive des Olive> <Si> <Koogi>.

2. Price range of these brands was from 130,000 to 220,000 won. The brands of upper-moderate price
zone included <abf.z> <EnC> <96NY> <X/X> and they were very competitive each other.

The brands of moderate price zone included <Nice Clap> <System> <On & On> <CC Club> <Zooc>
<Tomboy> <A6> <Benetton> <EL Soprts> <Ozoc> <Aenok> <VoV> <Olive des Olive> and they were
also very competitive between them.

However, the brands of lower-moderate price zone had lower competition. This price zone might be a
good point to launch new brands.

3. The main target-age of young casual zone was from 17 to 30 years.
The most of brands focused on 21-25 years old, which were higher age targeted before.
4. The main concepts of these brands were ‘luxury, girlish, sexy’ and ‘Sportism, lifestyle’ were sub-

concepts.

Key words: young casual( 캐주얼), Brand marketing strategy(브랜드마케팅전략), price range(가격
대), target-age(타겟연령), main concepts(메인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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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70년대 베이붐 세대의 커리어우먼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캐주얼웨어(casual wear) 선호현상은 여성복

브랜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여성 정장(formal wear) 시장

을 불안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레저(leisure)문화의 발전과 휴식에 대한 갈망이 신체

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독특함을 강조하려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일치하면서 캐주얼웨어의 시장 점

유율이 점차 높아졌다(Teri Agins, 2001). 과거 캐

주얼 시장의 주 타겟(target)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 캐주얼(young casual)의 본질적 의미와 타겟 연

령대가 점차 퇴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실에서 캐주얼 브랜드의 동질화 현상을 극복하

고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브랜드(brand)전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캐주얼웨어에 관한 연구는 김용선(1994),

이현희(1996), 나 원(1998), 오미경(1999) 등을 들 수

있으며, 백화점의 패션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이건철

(1994),정민진(1996), 서세웅(1998), 유지헌(2001) 등이

있다. 이들은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의 특징 연구, 국내

여성 캐주얼 브랜드의 생산·판매 구성비 조사 분

석,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의 상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

자 평가, 특정 캐주얼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요

인 분석, 그리고 특정 백화점의 촉진 전략, 지역별 백

화점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행태 연구, 우리 나라 백화

점의 상품구성과 배치에 관한 연구, 국내 백화점의 패

션매장 구성과 전개 브랜드 현황 분석 등의 연구를 집

중 다루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백화점내의 캐주얼

브랜드의 현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러한 현실에서 백화점의 패션죤(fashion zone) 현황

을 분석하고,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그들

의 위치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며, 결국 이러한

연구는 유통업체의 캐주얼죤 변동 추이의 시계열별,

지역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사 및 차기 마케팅 전략의 기초 자료에 유용하리라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백화점 캐주얼죤의 유형을 분류하

고, 이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에 관하여 L-백화점 지점별 전개현황 및 각 브

랜드의 위치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캐주얼 브랜

드 및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장실사 조

사법를 병행하 으며, 연구범위는 L-백화점 6개 지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캐주얼죤의 브

랜드만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 다. 연구절차로는 먼

저, 캐주얼웨어의 개념 및 시장의 변천, 선행연구 고

찰, 패션시장 세분화 기준 및 포지셔닝(positioning)

유형을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고, 다음으로 L-백화점의

캐주얼 브랜드를 선정하여 백화점 지점별로 입점현

황을 비교하고, 셋째로 브랜드의 가격 및 타겟연령 그

리고 컨셉을 분석하여 포지셔닝맵(positioning map)

을 작성한 후 각 경쟁 요인에 의한 향후 캐주얼브랜드

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L-백화점을 연구

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979년도에 설립된 이후

2002년도 현재 전국 규모 13개로 확대되었으며, 서울

에만도 6개의 백화점을 운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의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II.

1. 캐주얼웨어의 개념

캐주얼은‘우연의, 임시의, 약식의’라는 사전적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캐주얼웨어는‘경쾌하게 입을 수

있는 의복, 마음 편히 약식으로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옷차림, 간편하고 편안하며 활동적인 의복의 총칭으로

뚜렷한 의복규범에 따르지 않고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

며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편안하게 입혀질 수 있는 옷

(조규화·구인숙·금기숙, 1995), 대다수의 사람이 공

통적으로 빈번히 필요로하는 의류(다에코 사쿠라이,

1996)를 일컫는다.

1930년대 관람자용 스포츠웨어(sports wear)로 시

작되어 1960년대는 낮이나 저녁에 바지를 착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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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드레스(business dress)도 포함되었다. 그

러나 현대에는 비즈니스 정장에서 진(jean)의류에 이

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박광희, 김

정원, 유화숙, 2000), 연령별 세분화 보다는 라이프스

타일(lifestyle)별로 세분화하는 추세이다.

2. 한국 캐주얼웨어 시장의 변천현황

우리 나라의 캐주얼웨어는 1960-70년대 미국의

P.X.(Post Exchange)로부터 유통된 <리바이스> <리>

<랭 러>와 같은 진 의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년에 반도패션의 <조다쉬>를 시작으로

삼성물산의 <뉴망>, 한주통산의 <리바이스>, 삼도물산의

<써지오 바렌테>, 뱅뱅의 <뱅뱅>, 쌍방울의 <리> <핀토

스> <하운드> 등과 일경물산의 <게스>, 설아패션의 <캘

빈클라인>, 금경의 <마리떼 프랑스아 저버> 등이 교복

자율화 정책과 더불어 캐주얼 의류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 말에 <이랜드> <헌트> <메이폴> <카운트다운>

<유니온베이> <옴파로스> <체이스컬트> <카스피> <티피

코시> <브이네스> 등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을 타겟으

로 중저가 캐주얼 시장에 진입하 다. 1990년대 초에

<폴로> <빈폴> <올젠> <라인앤스코트>와 같은 브랜드들

이 스포츠웨어와 정장의 혼합 이미지로 20-35세 이상

을 타겟으로 공략함으로서 캐주얼웨어의 소비자 연령

층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90년대 중반 X세

대 소비자군인 10-20대 초반을 타겟으로 <게스> <닉스

> <스톰> <보이런던> <야> <캘빈클라인> 등의 진 브랜드

가 의류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캐주얼웨어 시장이 진

의류 시장으로 대표되는 시기가 있었다. 90년대 말에

는 다양한 제품군이 등장하여 시장의 다양화를 이루었

다. 즉 96년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하는 유니섹스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인 <보브>

<96NY> <X/X> <이기> 등이 새로이 출범되었다. 그리고

97년 경제불황 기에 소비자의 가격심리를 이용하여 출

범된 <TBJ> <잠뱅이> <옹골진> <케션> <클라이드> <아

이젯> <유빅스> <나크나인> <씨씨클럽> <쿠바> <CF라인

> <지피지기> 등 재래시장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

다. 이후 2000년대에는 브랜드 전략을 편 <지오다

노>의 출시와 더불어 <티> <마루> <니> <1492마일즈> <

그림> <블랙힐> 등이 이지캐주얼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

하 다(박광희·김정원·유화숙, 2000). 이와같이 캐

주얼웨어 시장은 90년대 말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면

서 치열한 경쟁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시 여기는 경향은

스포츠 캐주얼웨어를 더욱 세분화 시켰다. 즉 <스포트

리플레이> <후부> <루츠> <MF> 등과 같은 힙합스포츠

캐주얼, <난다> <디펄스> <스푼> <이기스포트> 등과 같

은 어반스포츠캐주얼, <MLB> <NBA> <NHL> <NFL> <

에어워크> 등과 같은 아스레틱 스포츠캐주얼, <지오다

노> <티> <마루> 등과 같은 이지스포츠캐주얼, <프라다

스포츠> <질샌더>와 같은 디자이너스포츠캐주얼, 그리

고 <HARVARD> <CAMBRIDGE> <NYU>와 같은 스쿨

캐릭터스포츠캐주얼로 세분화 되었다(섬유저널. 1999).

이상을 정리해 보면 국내 캐주얼웨어는 초·중·고

교생을 타겟으로 시작된 진 캐주얼 시대 10대와 20대

초반의 중저가 캐주얼 시대 20-3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포멀이미지의 캐주얼 시대 내셔널 진의

류와 캐릭터 캐주얼 시대 연령의 제한이 없는 이지 캐

주얼과 캐주얼 시대 캐주얼죤의 세분화 붕괴 시대

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캐주얼 존의 재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3. 캐주얼웨어 및 백화점의 패션브랜드 관련
선행연구

김용선(1994)은 <캘빈 클라인> <랄프로렌> <앤클라

인> <도나카란> 브랜드를 중심으로한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새로운 브랜드 출범

의 기초자료와 유럽 캐주얼 웨어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이현희(1996)는 국내 숙녀

캐주얼 브랜드죤을 트랜디 캐주얼, 베이직 캐주

얼, 캐릭터 캐주얼, 커리어 캐릭터 캐주얼, 디

자이너 캐릭터 캐주얼 등 5개 죤으로 분류하고 이 들

캐주얼 죤을 대표하는 4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각 브랜

드의 생산 및 판매 구성비를 조사 분석하 다. 나 원

(1998)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인식하

는 제품속성을 파악하고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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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측정하여 중저가 캐주

얼 브랜드의 매출 신장을 위한 전략의 유용한 실천도

구로서 소비자의 인식차원을 지각도로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포지셔닝 전략을 제안 하 다.

이외에도 오미경(1999)은 대표적인 캐주얼 브랜드인

<지오다노>의 마케팅전략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요

인을 분석하여 중저가 캐주얼 의류업체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

백화점의 패션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이건철(1994),

정민진(1996), 서세웅(1998), 유지헌(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건철은 현대백화점의 촉진전략에 대하여 연구

하 으며, 정민진은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을

조사하고 각 지역별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비교분석하

다. 서세웅은 우리 나라 백화점의 상품구성과 배치

에 관한 총괄적인 조사를 하 다. 유지헌은 서울시내

빅 3 백화점 15개점의 패션관련 매장 배치도 및 전개

브랜드를 조사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L-백화점,

H-백화점, S-백화점 중에서 패션 죤을 가장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는 백화점은 L-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났

다. L-백화점의 패션죤은 캐주얼이 캐릭터, , 베

이직, 커리어, 타운 진, 시티로 세분화 되어있었으며,

그 외에 월드죤, 수입 부틱죤, 마담, 디자이너죤, 인

텔리젼스죤, 유니섹스죤, 숙녀정장, 시즌어블, 퍼멀, 미

시 커리어 등으로 타 백화점에 비해서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캐주얼 웨어의 죤 분류

와 마케팅 전략의 성공요인은 본 연구인 캐주얼 브

랜드의 패션죤 분류 및 경쟁 요인 분석에 기초가 되리

라 본다.

4. 패션시장 세분화 기준 및 포지셔닝 유형

패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션시장을 크게 패션

의 종류별, 용도별, 소매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이

를 다시 연령, 라이프스테이지(lifestage)별, 연출 분위

기별, 감각별, 라이프스타일별, 가격별로 세분화 하고

있다(이호정, 1994). 실례로써 중·고생, 대학생, O.L,

커리어 우먼, 미세스, 실버 등과 같이 라이프스테이지

별로 분류하 다. 연출 분위기별 세분화 사례로는‘여

성다운 분위기, 소녀스러운 분위기, 클래식(classic)한

분위기, 스포티(sporty)한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감

각별 세분화에는 보통 컨템포러리(contemporary), 컨

저버티브(conservative), 아방가르드(avant-garde)

등이 포함된다. 라이프스타일별 세분화는 보통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과 패션 이미지

(feminin, classic, sporty 또는 european, italian,

american, japanese, 또는 sophisticated, country,

elegance, active, romantic, mannish, ethnic,

modern)별로 또는 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세분화하기

도 한다.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2001)은 브랜드 컨셉을 제품

속성별, 사용상황별, 제품군별, 제품 사용자별, 경쟁별

로 포지셔닝 할 것을 제안하 다. 여기서 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브랜드 컨셉을 제품의 중요 속성이나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상황에 의

한 포지셔닝은 제품이 사용되는 특정상황과 관련시켜

서 포지셔닝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

닝은 브랜드를 대체성이 있는 다른 제품군과 관련시켜

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전환을 유도 시킬 때 유용

한 포지셔닝전략이다.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브랜드를 사용자나 사용자 계층과 연계시켜 포지셔닝

하는 전략이다. 경쟁적 포지셔닝은 경쟁제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포지셔닝 하는 전략

을 일컫는다.

이상의 세분시장 분류 기준 및 포지셔닝 전략은 본

연구에서 캐주얼 브랜드의 분석에 기준변수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III.

1. 주요백화점의 캐주얼죤 세분화와 브랜드
별 점유현황 분석

서울지역 4대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의 캐주얼죤을 진(jean), X, 아웃도어(ort door), 어덜

트(adult), (young), 베이직(young basic),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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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young adult), 미시(missy), 캐릭터(character), 

캐릭터(young character), 캐릭터어덜트(character

adult), 커리어(career), 트랜드(trend), 트래디셔널

(traditional), 캐주얼뷰티(casual beauty), 엘레강스

(elegance), 유니섹스(unisex), 시티(city), 스포티

(soprty), 이지(easy) 등 20개 죤으로 유형화 할 수 있

었다. 이중에서 L-백화점의 캐주얼 죤 분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로부터 L-백화점은 캐주얼죤을 진, , 캐릭

터, 트랜드, 유니섹스, 이지캐주얼, 커리어, 트래디셔널,

시티캐주얼 등 10개 세분죤으로 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캐주얼죤은 L-백화점 6개점 모두

에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중점 분석 대상으

로 설정하 다.

다음은 L-백화점 6개 지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캐주

얼죤의 유형 및 세분죤별 입점브랜드에 관한 분석이

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은 유통업체의 캐주얼죤 변동

추이의 시계열별, 지역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비자 조사 및 차기 마케팅 전략에 기초 자료가 되리

라 본다.

1) 본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예년에 비해 2002년도에는 캐릭터캐주얼과 월드

에 각각 2개 브랜드와 트랜드캐주얼에 4개 브랜드만

이 줄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캐주얼죤

은 13개브랜드가 줄었으며, 커리어와 타운캐주얼죤은

소멸된 것으로 미루어 본점에서 캐주얼죤의 대폭적인

축소현상을 볼 수 있다. 본점의 캐주얼죤 유형과 각

캐주얼죤에 속하는 브랜드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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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캐주얼죤의 세분화와 L-백화점의 운 현황

캐주얼 진 X 아웃 어덜 미 캐 캐릭 커 트 트래 캐 엘 유 시 스

분류 도어 트 베 어 시 릭 캐 터어 리 랜 디셔 주 레 니 티 포

이 덜 터 릭 덜트 어 드 널 얼 강 섹 티

백화점명 직 트 터 뷰티 스 스

본점 ● ● ●

강남점 ● ● ● ●

L백화점
관악점 ● ●

등포점 ● ● ●

잠실점 ● ● ●

청량리점 ● ● ● ● ● ● ●

자료원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2002)

캐주얼 아
어 캐 캐릭 커 트 트래

캐 엘 유
스

이

분류
진 X

웃
덜

베 어 미
릭

캐
터어 리 랜 디셔

주 레 니 시
포

지

도
트

이 덜 시
터

릭
덜트 어 드 널

얼 강 섹 티
티백화점명 어 직 트 터 뷰티 스 스

이

지

●

<표 2>  본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캐릭터 캐주얼 월드 캐주얼 트랜드캐주얼

입점

브랜드

갯수 16개 15개 10개 10개

분류 캐릭터 캐주얼 월드 캐주얼 트랜드캐주얼

미샤, 아니베F, 크림, 아나카

프리, 마인, 지고트, 유팸므,

텔레그라프, 율미아서텝, 오

브제, 지센, 에꼴드빠리,

YK038, 모리스커밍홈, 시세

도, 데무

쌈지, 빈치스벤치, 아이삭, 이

작, 더블엠, 바나바나, NOM,

A/X, 엘르스포츠, A6, 시스

템, 쿠기, 롤롤, 굳럭

에녹, 오조크, 시스템, 온앤

온, ENC, CC클럽, 톰보이,

나이스클랍, 쥬크, 96NY 

데코, 신시아로리, 솔로, 레노

마, 파코라반, 이닌, 모조, 리

씨, 미니멈, 레니본

10개



2) 강남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강남점은 진, 유니섹스캐주얼죤의 브랜드 수를 감소

시킨 반면, 이지캐주얼죤과 트랜디죤을 새로이 확장하

으며, 캐주얼은 지난시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남

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소속 브랜드명은 다음 <표 3>

과 같다.

3) 관악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관악점은 캐주얼죤에 4개 브랜드를, 그리고 트랜

드캐주얼에는 1개의 브랜드를 각각 증가시켜 캐주얼

죤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관악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명은 다음 <표 4>와 같다.

4) 청량리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청량리점은 예년에 비해 캐주얼죤의 브랜드 수를

줄이고 유니섹스, 캐릭터, 진, 커리어, 트래디셔널, 시

티캐주얼죤을 오픈하여 캐주얼죤의 세분화를 보이고

있었다.

청량리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소속 브랜드명은 다음

<표 5>와 같다.

5) 등포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등포점은 캐릭터캐주얼과 캐주얼죤의 브랜드

수에 약간의 증감이 있었을 뿐 예년과 비슷한 MD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유니섹스죤을 따로 분류하

다. 등포점의 캐주얼죤 유형 및 소속 브랜드명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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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남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이지캐주얼 진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트랜디캐주얼 캐주얼

입점

브랜드

갯수 7개 5개 10개 1개

분류 이지캐주얼 진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트랜디캐주얼 캐주얼

NII, 쏘베이직, 마루,

TBJ, 지오다노, 클라

이드, JNB

폴로진, 리바이

스, 게스, 닉스,

GV2

GIA, 노튼, 후부, 퀵실버,

MF, 루츠, 써스데이아일

랜드, 빔스, 쌈지스포츠,

클럽모나코

로질리

나이스클랍, 쥬크, EnC, 96NY, 온

앤온, VOV, A6, abf.z, 시스템, 톰

보이, XIX, 오즈세컨, 엘르스포츠,

베네통, 시슬리, SJ, 올리브데 올

리브

17개

<표 4>  관악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캐주얼 트랜드캐주얼

입점
닉스, 폴로진, 후부, MLB, 클럽모나코, 게스, 리바이스, MF,

브랜드
쌈지스포츠, T.I, 빔스, 라디오가든, 클라이드, 라인, NII, 마루,

데코, 샤틴, 지고트, 미시, 아니베F, 미니멈, YK038, 오브제

갯수 24개

분류 캐주얼 트랜드캐주얼

96NY, 온앤온, SYSTEM, CC클럽, 베네통, 씨,SJ, EnC, 예

스비, 쥬크, 톰보이, abf.z, 에녹, 나이스클랍, 오조크, 엘르

스포츠, 쏘베이직, TBJ, 쿠기, 지오다노

20개

<표 5>  청량리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캐주얼 유니섹스 캐릭터/진 커리어 트래디셔널 시티

후부, 쌈지
미끄마끄, 기비, 아이잗바

랄프로렌, 빈폴

입점 스포츠, 써스데이
미샤, 엘꼴드빠리, 바, 쏠레지아, 베스띠벨리,

레이디스, 비꼴 닥스, 파비

브랜드 아일랜드, 스포트
인터솔로, 게스, 벨라디터치, 엠씨, 앤클라

리그, 키이스, 안느, 윤모드

리플레이, 루츠
리바이스 인, 엘르, 비아트, 데코,

BCBG
안지크

갯수 5개 5개 12개 5개 3개

분류 캐주얼 유니섹스 캐릭터/진 커리어 트래디셔널 시티

시스템, 에녹, EnC, ON&

ON, 쿠기, 씨씨클럽,

abf.z, 쥬크, 쎄뚜, 나이스

클랍, 보브, A6, 96NY,

엘르스포츠, 베네통

15개



음 <표 6>과 같다.

6) 잠실점의 캐주얼죤 분류 유형 및 입점브랜드

잠실점은 유니섹스캐주얼죤만을 새로이 분류하여 6

개 브랜드를 더 전개한 것 이외에는 거의 예년의 MD

수준을 고수하고 있었다. 잠실점의 캐주얼죤 유형 및

소속 브랜드명은 다음 <표 7>과 같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L-백화점 6개점의 캐주

얼죤 볼륨은 캐주얼 > 캐릭터/유니섹스 캐주얼 > 진

/ 트랜드 캐주얼 > 이지캐주얼 > 커리어캐주얼 순으로

캐주얼의 점유가 축소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

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패션죤 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캐주얼죤은 본점, 청량리점에서 각각 43%,

37% 축소되었고, 등포점만이 약간의 브랜드 확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지점은 예년과 같았다. 그러나 이러

한 축소현상은 또 다른 새로운 패션죤으로의 분리 탄

생으로 이어지리라 본다. 캐릭터캐주얼죤은 청량리점

에서만 약간의 브랜드 수의 확대가 있었을 뿐 대부분

의 지점에서 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유니섹스죤

은 강남점에서만 약간의 축소현상을 보 을 뿐 대부분

의 지점에서 조금씩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2. L-백화점의 캐주얼죤 운 현황 분석

1) L-백화점 각 지점의 캐주얼 브랜드 비교

다음의 <표 8>은 2002년도에 L-백화점 6개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를 지점별로 구분한 것

이다.

캐주얼 브랜드를 가장 많이 전개하고 있는 지점은

잠실점이었으며, 그다음은 관악점, 등포점, 강남점

그리고 본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브랜드의 백화점 점유율을 파악하기 위하

여 6개 지점의 공통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6개점에

공통적으로 입점해있는 브랜드는‘96NY’, ‘EnC’, ‘나

이스클랍’, ‘시스템’, ‘온앤온’등 5개 브랜드 으며,

5개점에 공통적으로 입점해있는 브랜드는‘abf.z’,

‘CC클럽’, ‘쥬크’, ‘톰보이’등 4개 브랜드 다. 4개

점에 공통적으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는‘A6’, ‘SJ’,

‘베네통’, ‘엘르스포츠’, ‘오조크’, ‘에녹’등 6개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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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등포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캐릭터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캐주얼

입점 A/X, 클럽모나코, MF, 디펄스,

브랜드 스푼, T.I

갯수 23개 6개

분류 캐릭터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캐주얼

마인, 지센, 모리스커밍홈, YK038, 아니베

F, 미샤, 모조, 리씨, 에꼴드빠리, 데무, 아

나카프리, 텔레그라프, 오브제, 인터솔로,

지코트, 이닌, 샤틴, 레니본, 로질리, 아르

테, 린, 레노마, 미니멈

200C, 96NY, A6, abf.z, CC클럽, EnC,

SJ, VOV, XinX, 나이스크랍, 베네통, 시스

템, 씨, 오조크, 온앤온, 올리브데올리브, 키

라라, 톰보이,

18개

<표 7>  잠실점의 캐주얼죤 분류 및 브랜드

분류 캐릭터캐주얼 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입점

브랜드

갯수 15개 26개 15개

분류 캐릭터캐주얼 유니섹스캐주얼 캐주얼

텔레그라프, 모리스커밍홈, 레니본, 로

질리, 솔로, 모조, 린, 지센, 크림, 데무,

에꼴드빠리, 사틴, YK038, 아니베F,

오브제

MF, NII, 빔스, 스포츠리플레이, 지오다

노, SO BASIC, 쌈지스포츠, 챔피온,

퀵실버, 디펄스, 루츠, 스푼, 후부,

UCLA, T.I

96NY, A6, abf.z, CC클럽, EnC,

i.n.v.u, SJ, XinX, 나이스클랍, 바닐라

B, 비키, 스테파넬, 시스템, 시슬리, 씨,

에고이스트, 에녹, 엘르스포츠, 오조크,

오즈세컨, 올리브데올리브, 온앤온, 쥬

크, 쿠기, 키라라, 톰보이

26개



드 으며, 3개점에 공통적으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는

‘XinX’, ‘VOV’, ‘올리브데올리브’, ‘씨’, ‘쿠기’등 5

개 브랜드 다. 그밖에‘시슬리’, ‘오즈세컨’, ‘키라라’

등이 2개점에 전개되어 있었으며, 단독 브랜드로는

‘TBJ’, ‘쏘베이직’, ‘예스비’, ‘지오다노’, ‘200C’,

‘i.n.v.u’, ‘바닐라B’, ‘비키’, ‘스테파넬’, ‘에고이스

트’, ‘쎄뚜’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3개 이상의 지점에서 공통으로 전개되

고 있는 브랜드들은 백화점 운 에 공헌도가 높은 브

랜드로써 인지도 및 매출이 우수한 브랜드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들 브랜드를 기초로 유통업체의 패션

죤 분류 기준 요인인 브랜드의 컨셉, 목표고객, 가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캐주얼브랜드의 위치상황 분석

다음은 서울 소재 6개 L-백화점 중 3개 지점 이상

에서 공통으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추출한 후 이들

브랜드들의 컨셉, 목표고객 그리고 가격대를 조사한

것이다.

<표 9>는 6개점에 공통으로 전개되고 있는 백화점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들이다. 가격대는‘EnC’가

22만 3천원대로 가장 높으며, ‘96NY’가 21만원대,

‘시스템’이 19만원대, ‘온앤온’이 18만원대 그리고

‘나이스클랍’이 17만원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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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백화점 6개점의 캐주얼 브랜드

지역점 강남점 관악점 본점 등포점 잠실점 청량리점

입점

브랜드

갯수
17개 20개 10개 18개 26개 15개

38개의 브랜드 → 107개로 중복 전개

지역점 강남점 관악점 본점 등포점 잠실점 청량리점

96NY, A6,

abf.z, EnC, SJ,

VOV, XIX, 나이

스클랍, 베네통,

시스템, 시슬리,

엘르스포츠, 오

즈세컨, 온앤온,

올리브데올리브,

쥬크, 톰보이

96NY, abf.z,

CC클럽, EnC,

SJ, TBJ, 나이스

클랍, 오조크, 베

네통, 시스템, 쏘

베이직, 씨, 에

녹, 엘르스포츠,

예스비, 온앤온,

쥬크, 지오다노,

쿠기, 톰보이

200C, 96NY,

A6, abf.z, CC

클럽, EnC, SJ,

VOV, XinX, 나

이스크랍, 베네

통, 시스템, 씨,

오조크, 온앤온,

올리브데올리브,

키라라, 톰보이,

96NY, A6,

abf.z, CC클럽,

EnC, VOV, 나

이스클랍, 베네

통, 시스템, 쎄

뚜, 에녹, 엘르스

포츠, 온앤온, 쥬

크, 쿠기

96NY, A6, abf.z, CC클럽, EnC,

i.n.v.u, SJ, XinX, 나이스클랍, 바

닐라B, 비키, 스테파넬, 시스템, 시

슬리, 씨, 에고이스트, 에녹, 엘르

스포츠, 오조크, 오즈세컨, 올리브

데올리브, 온앤온, 쥬크, 쿠기, 키

라라, 톰보이

96NY, CC

클럽, EnC,

나이스클랍,

시스템, 에

녹, 오조크,

온앤온, 쥬

크, 톰보이

<표 9>  6개 지점의 공통브랜드의 위치상황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자켓기준/ 원)

96NY Modern, Faminine, Luxury.
메인 : 23세

218.000
서브 : 21 - 27세

EnC Luxury, Feminine.
메인 : 21세

198.000-248.000
서브 : 22세 - 25세

나이스클랍 트렌드,에 민감,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 추구. 메인 : 21 - 23세 168.000-188.000

시스템 젊은 여성, 자유분방한 life style, Trend 지향.
20대, 대학생 혹은

145.000-251.000
마인드의 자유직 여성

온앤온 밝고, 행복, 긍정적.
메인 : 22세 - 26세

178.000-198.000
서브 : 18세 - 30세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자켓기준/ 원)



‘EnC’와‘96NY’는 럭셔리와 페미닌을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나이스크랍’은 모던함을, 그리고‘시스

템’과‘온앤온’은 라이프스타일 추구를 컨셉으로 제안

하고 있었다.

이 중‘시스템’이 타겟 고객층이 가장 넓었으며,

‘나이스클랍’의 메인 타겟 연령대 및 컨셉은 앞의

‘EnC’와‘96NY’와 비슷하게 설정되었으나 중저가

전략으로 차별화를 주고 있었다.

<표 10>은 5개 지점에 공통으로 전개되고 있는 브랜

드들 이다. 이 중‘abf.z’가 가장 낮은 연령대를 타겟

으로 하고 있었으며, 가격대는 21만 5천원대인 중고가

를 지향하고 있었다. ‘쥬크’는 18만원대, ‘톰보이’와

‘CC클럽’은 각각 16만원대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CC클럽’은 타겟 연령층이 폭 넓게 확장된 것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들 브랜드

들의 공통컨셉은‘모던쉬크’로 요약할 수 있었다.

<표 11>은 4개 지점에 전개되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가격대는‘SJ’가 21만5천원대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엘르스포츠’와‘A6’가 18만원대를, ‘오조크’와

‘에녹이’각가 17만원대 그리고‘베네통’이 16만원대

를 이루고 있었다.

‘에녹’을 중심축으로‘SJ, A6, 오조크’등은 저 연

령대의‘발랄하면서 소녀 스러움’을 컨셉으로 내세워

캐릭터성을 보이며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엘

르스포츠와 베네통’은 20대 중·후반을 타겟으로 하

고 있어 캐주얼죤의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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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5개 지점의 공통브랜드의 위치상황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자켓기준/ 원)

abf.z 모던, 심플, 소프트, 트렌드.
메인 : 20대

120.000-310.000
서브 : 19 - 25세

CC클럽 라이프스타일, 유행감각, 심플함. 20대의 여대생과 직장여성 148.000-178.000

쥬크 개성, 모던, 쉬크.
메인 : 21 - 23세,

168.000-198.000
서브 : 18 - 28세

톰보이 Life Style Look, American Casual Brand.
메인 : 21 - 23

154.000-176.000
서브 : 20대 여성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자켓기준/ 원)

<표 11>  4개 지점의 공통브랜드의 위치상황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대(자켓기준/ 원)

A6, Modern, simple, spoty함, 편안, 활동적.
메인 : 20 - 22세

180,000
서브 : 20 - 30대 초반

메인: 21 - 23세의 대학생

SJ, 소녀적인 꿈, 여성스러움, 발랄한. 서브: 귀엽고 사랑스러운 145.000-285.000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

베네통, 개성, 자유로움
메인 : 25 - 30세

159.000-179.000
서브 : 20 - 35세

엘르
Upgrade된 여성, 건강, 고급스러운 Life Style.

메인 : 25 - 29세
189.000

스포츠, 서브 : 10대후반~30대중반

오조크, 고감도 ,패션, 문화, 트렌드 추구.
메인 : 18 - 22세

169.000-189.000
서브 : 16 - 26세

에녹 페미닌, 스포츠 감성, 소녀, 소프트.
메인 : 23 - 24세

158.000-188.000
서브 : 19 - 30세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대(자켓기준/ 원)



랜드라고 볼 수 있었다.

<표 12>는 3개점에서 공통으로 전개되고 있는 5개

의 브랜드들 이다. 이 중‘X/X와 쿠기’가 각각 21만원

대로 중고가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VOV’가

19만원대를‘올리브데 올리브’가 18만원대를 차지하고

있고‘씨’가 13만원대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었다.

타겟 연령의 폭은‘쿠기’가 가장 넓었으며, 다음에

‘X/X’가 뒤를 잇고 있으나 그 외의 브랜드들은 과거

의 20대 초반을 여전히 타겟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컨셉에서는‘X/X와 VOV’그리고‘씨’가 도발적 섹

시함을 추구하며, ‘올리브데 올리브’는 귀엽고 발랄한

소녀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상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가격과 연령 축의 포지셔

닝 맵을 작성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자켓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비교 해 볼

때, ‘EnC’, ‘X/X’, ‘쿠기’, ‘96NY’, ‘abf.z’, ‘SJ’등

이 상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씨’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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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개 지점의 공통브랜드의 위치상황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대(자켓기준/ 원)

X / X 도발적인, 섹시함, 화려함,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20대 219.000

VOV, 도전적인 마인드, 섹시한 여성스러움, 모더니티.
메인 : 21 - 23세

198.000
서브 : 19 - 27세

올리브데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 couture casual.

메인 : 21 - 24세
158.000~218.000

올리브 서브 : 18 - 27세

씨, 긍정적, 적극적인, 신세대 여성, 꾸밈없는 매력.
메인 : 22 - 25세

108.000~158.000
서브 : 20 - 27세

쿠기
자유롭고, 미래 지향적, “leisure culture”, 20대 ~ 30대의

178.000~258.000
활동적, 창조적인“leisure casual wear” 대학생, 직장인 패션피플

브랜드명 컨셉 목표고객 가격대(자켓기준/ 원)

<그림 1>  포지셔닝 맵



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 가격 경쟁도는 낮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가격죤은 향후 브랜드

런칭 시 고려해 볼만한 가격죤이라 본다. 그외에‘시

스템’, ‘VOV’, ‘엘르스포츠’, ‘A6’, ‘올리브데 올리

브’, ‘쥬크’, ‘온앤온’, ‘나이스크랍’, ‘오조크’, ‘에녹’,

‘CC클럽’, ‘베네통’과 같은 브랜드들은 중중가 전략

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존이라 할 수 있다.

이 존의 브랜드들은 가격 이외의 요소로 차별화를 꾀

하여야 할 것이다.

메인타겟이 20대초반을 중심으로하는 경쟁 브랜드

로는‘EnC’, ‘96NY’, ‘SJ’, ‘VOV’, ‘A6’, ‘올리브데

올리브’, ‘쥬크’, ‘나이스크랍’, ‘에녹’, ‘톰보이’, ‘CC

클럽’등이며, 20대 후반의 경쟁 브랜드로는‘엘르스

포츠’, ‘베네통’등을 들 수 있다. ‘X/X’, ‘쿠기’, ‘시

스템’등은 메인타겟 연령층을 폭넓게 확대 하고 있어

캐주얼로 분류하기가 모호할 정도라 본다. 이들 19

개 브랜드의 대부분은 목표고객 분류기준을 연령에 의

존하고 있었으나‘시스템’, ‘CC클럽’, ‘SJ’, ‘쿠기’

등은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연출 분위기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유통업체에서 캐주얼 브랜드로 분류하고 있는 브

랜드들의 컨셉의 경향 및 생산업체에서의 패션죤 분류

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위의 <그림 1>과 <표 13>을 종합해 볼 때‘섹시함’을

컨셉으로 추구하는 브랜드는‘96NY’, ‘X/X’, ‘VOV’

인데 이 중‘96NY’와‘X/X’는 가격, 타겟 연령대 까

지도 유사하여 경쟁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럭셔리

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로는‘나이스크랍’과‘EnC’가

있으나 이 들 두 브랜드는 가격대로 차별화를 추구하

고 있으므로 경쟁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모던함’을 제안하는 브랜드로는‘abf.z’와‘A6’그

리고‘CC클럽’과‘쥬크’를 들 수 있다. 이 들 4개 브

랜드 중‘A6’와‘쥬크’는 가격대 및 타겟 연령대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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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브랜드의 컨셉 및 패션죤 분류

컨셉 브랜드명 패션존 분류 브랜드 수(개)

생산업체 유통업체

모던 96NY 캐릭터캐주얼

섹시
도전적/도발적

X/X 캐릭터캐주얼 3

VOV 캐릭터캐주얼

럭서리
모던 나이스크랍 캐주얼

2
페미닌 EnC 캐주얼

모던
심플 스포티 abf.z A6 캐릭터

3
쉬크/ 패셔너블 CC클럽, 쥬크

SJ 캐

소녀스러움/발랄 에녹 캐
캐주얼

3

올리브데올리브

쿠기 레저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 추구 시스템

(자유분방함, 미래지향적, 온앤온 캐릭터

트렌드 지향, 톰보이
8

긍정적·적극적 사고, 베네통

행복·개성추구, 건강, 엘르 스포츠

고급스러움, 문화추구) 오조크 캐릭터

씨

컨 셉 브랜드명
패션존 분류

브랜드 수(개)
생산업체 유통업체



슷하여 경쟁의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녀스러

움’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로는‘SJ’, ‘에녹’,

‘올리브 데 올리브’를 들 수 있다. 이 들 브랜드의 타겟

연령은 중복되고 있으나 가격대에서 각기 차이를 두고

있어 나름대로 바람직한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로는

‘쿠기’, ‘시스템’, ‘온앤온’, ‘톰보이’, ‘베네통’, ‘엘르

스포츠’, ‘오조크’, ‘씨’등을 들 수 있었다. 이 들 브랜

드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은‘자유분방함, 미

래 지향적, 트렌드 지향, 긍정적·적극적 사고, 행복추

구, 개성추구, 건강, 고급스러움, 문화추구로써 기존의

포지셔닝 분류기준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오조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들

이 20대 중·후반을 메인타겟으로 하고 중가를 지향하

고 있어 가격기준 경쟁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19개 브랜드가 백화점에서는 캐주얼죤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 중‘96NY’, ‘X/X’, ‘VOV’,

‘A6’, ‘SJ’, ‘온앤온’, ‘오조크’등은 생산업체에서는

캐릭터‘캐주얼죤’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쿠기’는‘레

저캐주얼죤’으로 분류하고 있어 향후 유통업체의 패션

죤 분류상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본 연구는 국내 백화점 캐주얼죤의 유형을 분석하

고, 이중 L-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의 지점별 전개현황 및 각 브랜

드의 위치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통업체 및

캐주얼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주요 백화점의 캐주얼 죤을 진(jean), X, 아

웃도어(out door), 어덜트(adult), (young), 베이직

(young basic), 어덜트(young adult), 미시(missy),

캐릭터(character), 캐릭터(young character), 캐릭

터어덜트(character adult), 커리어(career), 트랜드

(trend), 트래디셔널(traditional), 캐주얼뷰티(casual

beauty), 엘레강스(elegance), 유니섹스(unisex), 시

티(city), 스포티(soprty), 이지(easy) 등 20개 죤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의 역으로 설정

한 L-백화점의 캐주얼 죤은 진, , 캐릭터, 트랜드,

유니섹스, 이지캐주얼, 커리어, 트래디셔널, 시티캐주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L-백화점 6개점의 캐주얼죤 볼륨은 캐주얼 >

캐릭터·유니섹스 캐주얼 > 진·트랜드 캐주얼 > 이지

캐주얼 > 커리어캐주얼 순으로, 캐주얼죤의 강세를

볼 수 있었다.

3. L-백화점 6개점에 입점된 19개 캐주얼 브랜드

의 위치상황을 가격, 타겟연령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캐주얼 브랜드의 가격대는 16만원-22만원

대에 몰려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런칭할 브랜드들은

10만-15만원대 또는 23만원 이상의 틈새가격대로 접

근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캐주얼 브랜드들이 19세-29세를

타겟연령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연령대를 피

한 시장 공략이 요구된다.

4. 2002년도 캐주얼 브랜드의 컨셉은 크게 섹시,

럭셔리, 모던, 소녀스러움, 라이프스타일 추구로 분류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섹시(모던, 도전적), 럭셔

리(모던, 페미닌), 모던(심플, 스포치, 쉬크, 패셔너블),

소녀스러움, 라이프스타일추구(자유분방, 미래지향적,

트렌드 지향, 긍정적·적극적 사고, 행복·개성·건강

추구, 고급스러움 추구, 문화추구)로 세분화할 수 있었

다. 이 중 모던 컨셉은 섹시, 럭셔리 컨셉과 연계를 보

이고 있었으며, 섹시는 다시 도발적컨셉으로, 럭셔리컨

셉은 다시 페미닌 컨셉으로 확장되어 가장 큰 볼륨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라이프스타일 컨셉은 모던컨셉의

뒤를 이어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캐주얼 브랜드의

메인 컨셉으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할만하다고 본다.

5. 본 연구를 통해 유통업체의 패션죤 분류상의 문

제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유통업체가 분류한

패션죤이 브랜드에서 제시한 죤과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점별로 브랜

드의 패션죤 분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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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에게 패션 브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재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통업체의 캐주얼죤 변동 추이의 시계열

별, 지역별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캐주얼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및 유통업체의 MD개편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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