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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cutely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for bridge line imported handbag brands in order to succeed in launch and

establishment in local market. Based on the successful bridge line imported

handbag brands status in local market, this selected the brands, LeSprotsac ,ꡒ ꡓ ꡒ
Longchamp , Sequoia that execute brand strategy including positioningꡓꡒ ꡓ
strategies such as basic concept, prices, materials, promotion, distributions in order

to succeed in local launching. For corroborate analysis, three staffs in each

brands, consecutive in-person interviews and continuous telephone interviews, mail

survey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ifferentiate

brand positioning strategy that has considered accurate analysis of niche market

and domestic market environment when brand launch effects on brand value

enhancement. Second, marketing mix activity based on positioning strategy effects

on establishing brand image and spreading brand awareness. Third, marketing

activity based on positioning strategy should be executed based on consistent

brand strategy.

Key words : 포지셔닝 전략 브랜드 이미지positioning strategy( ), brand image( ),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활동brand awareness( ), marketing activity( ),

브랜드 전략brand strategy( )



/張志惠 曺圭和․ 브랜드 포지셔닝 에 한戰略 關 事例 硏究

97

서 론I.

최근 의 기사에서 테리 에Wall Street Journal

이긴스 는 의상은 잊어라 패션 경(Teri Agins) " -

향이 구두와 백 중심으로 바뀐다 (Forget the

clothes Fashion. Fortunes Turn on Heels and

라고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상이 캐Purses)"

주얼해지면서 오히려 액세서리가 주인공이 되었

다고 한다.1)

액세서리가 의상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은 년대 하반부터 깨지기 시작했다1990 .2) 현

대 생활이 다양화 개성화 됨에 따라 패션에 있어,

서 의류 뿐 만이 아니라 핸드백 구두 메이크업, , , ,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의 전체적인 조화, (jewelry)

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패션의식이 고조됨으로 인한 토탈

패션의 추구는 패션 산업에 대해 토탈 패션 상품

의 활발한 전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패,

션잡화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내 의류 시장은 다양화 되고 성숙해지고 있

는 반면 국내 핸드백 시장은 수입 자율화로 명품,

브랜드들이 진출하기 이전 라이센스 피혁 대, 4

브랜드인 메트로시티 닥‘MCM', ' (METROCITY)’, ‘

스 루이까또즈 국(DAKS)’, ‘ (LOUIS QUATORZE)’,

내 대표 잡화 브랜드 에스콰이어 금강 엘칸‘ ’, ‘ ’, ‘

토 등의 대형 업체와 국내 캐주얼 핸드백인 쌈’ ‘

지 빈치스 벤치 더블엠 톰보이 등이 핸드백’, ‘ ’, ‘ ’, ‘ ’

마켓을 리드해 왔다.3) 그러나 명품 브랜드에 대

한 수요의 급증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시장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

어나 핸드백 시장은 캐주얼한 디자인의 중가 브,

랜드는 줄어들고 명품 브랜드와 라이센스 브랜,

드로 대표하게 되었다.4)

이상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고가의 명품 브랜,

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라이센스 핸드백 브랜드에

만족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명품 브랜드를 대체

하여 패션의 캐주얼화와 개성화에 맞는 코디네이

션을 위한 신선하고 실용적인 브릿지 라인5) 핸드

백 브랜드의 도입은 의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핸드백 브랜드 시장의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육

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패션잡화의 대표적인 품목인 구두

와 핸드백에 대한 선행연구는 디자인 백현주( ,

홍은희 마케팅 조은애 박상1997; , 2002), ( , 2000;

호 라이프 스타일 이순모 등과 관, 2000), ( , 1997)

련되어 이루어졌으나 핸드백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브릿지 라인 수입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

략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이고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성

공적으로 신장시킨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 브

랜드의 포지셔닝 전략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성공요인과 함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 브랜드의 성공적인 국내 진출 및 정착을

위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적용이 가능한 목표

고객에 대한 컨셉 및 가격 유통 전략 그리고 포, ,

지셔닝 전략 등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이론적 배경II.

브랜드의 개념 및 정의1.

브랜드의 어원은 노르웨이의 에서 유“brandr"

래되어 지진다 화인 하다 는 뜻으로 유럽, ‘ ’, ‘ ( ) ’火印

에서 소 말 등의 가축에 불로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 출처를 표시한데서 유래한다 또한 세기. 16

초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위스키에 이름들 찍어

값이 싼 타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한 것이 브랜드의 본격적인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6)

브랜드는 처음에는 제품과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교적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

된 것이지만 브랜드의 홍수시대라고까지 일컬어,

지는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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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표출하고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

로서 심리적 만족감과 신뢰를 제공해 주는 자산

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최근 브랜드를 단순한 명.

칭이나 디자인의 표현으로 정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업의 철학과 소비자의

심리적인 신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브랜드의

무형적 자산가치를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는 브

랜드의 정의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포지셔닝 전략의 개념 및 의의2.

포지셔닝이란 기업이 의도하는 제품 개념과 포

지션을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포지셔닝 전략이란 이러한 포지셔닝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마케팅 믹스 활동을

의미한다.7)

마케팅믹스 란 표적시장(marketing mix : 4P's)

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들의 조합을 말한다 마케팅믹스는 크게 제품.

가격 유통 촉진(Product), (Price), (Place),

등의 라고 부르는 요소로 구성되(Promotion) 4P

는데 이 요소들을 조합해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마케팅믹스의 핵심이다.

패션 브랜드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포지셔닝

방법에는 브랜드 제품 포지셔닝 가격 포지셔닝( ) , ,

브 랜 드 지 식

브 랜 드 연 상 호 감 도

브 랜 드 연 상 유 형

브 랜 드 회 상

브 랜 드 재 인

브 랜 드 인 지

브 랜 드 연 상 강 도

브 랜 드 이 미 지

그림 의 모델< 1> K.L.Keller

촉진 포지셔닝 유통 포지셔닝 등이 있다 포지, .

셔닝 전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포지

셔닝 맵 이다 포지셔닝 맵은 여(positioning map) .

러 개의 경쟁 브랜드를 동일 공간에 위치시켜 봄

으로서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매

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략적 도구로 활

용 될 수 있다.

브랜드 자산3.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이로 인한 브랜드 자

산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에 대한 호의

적 태도 연상 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 .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해 브랜드 도입 전에 브랜

드 아이덴티티(identity)8)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려

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브랜드 도입 후 지속적이

면서 일관성 있는 마케팅 노력을 통해 고객의 마

음속에 자사 브랜드와 관련하여 호의적이면서 강

력하고 독특한 연상들 즉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는 브랜드 자산이란 어떤 제품이나Keller(1993)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바람직

한 마케팅효과 가령 높은 브랜드 충성도 시장점( , ,

유율 또는 수익 로 정의하고 브랜드 자산은 소비) ,

자의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 창출되며 이는 고객,

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하고 호의적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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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이미지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

는 브랜드 인지란 소비자가 갖고 있는 브랜드와

관련한 다양한 연상들로 보았으며 브랜드 이미,

지는 각 브랜드의 종류에 따른 속성 효익 태도, ,

와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갖고 있는 호감도 강,

점 독창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개의 하위 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 차원들이 소비자

가 기각하는 브랜드 자산 구축의 형성에 관여한

다고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패션과 브랜드4.

브랜드 전문가 는 넘쳐나Scott Bedbury(1998)

는 제품과 다양한 고객의 선택 거대시장에서 벌,

어지는 일들로 가득 찬 오늘날 브랜드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고 하였다 브랜드는.

공장도 아니고 기계나 물품명세서도 아니며 기, ,

술이나 지적재산권 또는 슬로건도 아니다 또한, .

제품 자체도 브랜드가 아니다 특히 패션에 있어.

서 브랜드는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정체.

성이란 우리 모두가 갖고자 하는 것 또는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 브랜.

드는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름표와 같다 특.

히 브랜드 중에서 패션 브랜드는 사회지위를 더

욱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징 그 이상이

다 따라서 브랜드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그 자. ,

체보다는 브랜드가 의미하는 가치를 소비하는 것

을 의미하며 브랜드 이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가,

에 대한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9)

문화변화에 대한 태도의 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의 사람들이 브랜드의 상징성에 의해 제품을 구

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대된 자아 인성 모델

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일단 브랜드에 의미를 부.

여하고 나면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

에 브랜드가 처음 도입될 때의 마켓의 포지셔닝

전략은 중요하다.

연구 방법III.

연구 방법 및 절차1.

본 연구는 브랜드 성공 요인에 대한 많은 문헌

과 연구가 있었으나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의,

정착 시기는 매우 짧기 때문에 성공적인 포지셔

닝 전략을 전개한 몇몇 브랜드 사례를 통한 성공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추진 배경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브랜드는 브릿지 라인 수입 핸

드백 중 세 브랜드 레스포색 롱샴, (LeSportsac),

세코야 로 선정하였다(Longchamp), (Sequoia) .

조사 대상자는 레스포색 롱샴 세코야 브랜‘ ’, ‘ ’, ‘ ’

드에서 실제로 마케팅 상품기획과 영업관리 업,

무를 진행했던 전직 현직 직원 명씩을 대상으, 3

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 직원들은 실제 고객 접점.

에서 레스포색 롱샴 세코야 브랜드의 전략‘ ’, ‘ ’, ‘ ’

방안을 실행한 실무자로서 관련업무 경험과 이해

도를 갖춘 자 그리고 실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여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중간 관리자급 이상

의 직원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 과 같다< 1> .

연구의 진행 방법은 각 브랜드의 실무자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차례에 걸친2004 12 2005 4 3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서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충 자료를 취합하여 재정리 성공요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 결과의 원천 자료로 활용

하였다 사례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

뷰에 응했던 실무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가감

없이 따옴표로 처리해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미.

흡한 내용은 언론 매체 및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을 살피기 위한 조사 문항내용은 각 브랜드

의 현황 및 브랜드 컨셉에 관한 문항 가격 포지,

셔닝에 관한 문항 유통 전략에 관한 문항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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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전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0)

표 조사대상자 인적 사항< 1>

브랜드명 해당 업무 직위 근무기간 나이

1 레스포색 A 마케팅 이사 년10 세40

B 영업본부장 부장 년8 세36

C 머천다이저 과장 년6 세32

2 롱샴 D 마케팅 이사 년12 세42

E 영업 부장 년8 세38

F 머천다이저 과장 년7 세33

3 세코야 G 마케팅 이사 년12 세42

H 영업관리 팀장 년8 세35

I 머천다이저 과장 년5 세30

대상 브랜드의 선정2.

본 연구를 위해 국내에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

여 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는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 브랜드 중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사례연구의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기준을 매출 성장률과 업계에서 분류하는

브릿지 라인의 가격대 디자인 수입 원천으로 삼, ,

아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매출 성장률은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국

내 정착에 성공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이미지 구축의 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함을 목적으

로 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매출 신장율을 보인,

브랜드의 선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레스포색은 핸드백 시장의 니치마켓을 정1)

확히 공략하여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

브릿지 라인 수입 브랜드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표 와 같이 갤러리. < 2>

아 백화점 개의 유통망을 가지고 억이 채 안되1 3

는 매출을 년만에 억이 넘는 매출 수준으로4 150

끌어올림으로써 라이센스 대 핸드백 브랜드의4

인지도를 능가하는 명품 수입 브랜드로서의 이미

지를 구축한 브랜드이다.11)

롱샴은 사에서 면세점을 중심으로 유통망2) K

전개를 확대하다가 년 롱샴 본사에서 한국, 2002

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한 후 롱샴코리아를

설립하여 로컬 마켓에 공격적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명품의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유지하.

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명품의 가치와 실용적이라는 새로운 강점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며 현지 정착화에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매출 또한 표 와 같이. < 2>

년 억에서 년만에 억이 넘는 수준으2001 25 4 100

로 성장하고 있다.12)

세코야는 년 전개사가 교체되면서 상3) 2004

품 가격 유통 및 판촉의 포지셔닝 전략을 새롭, ,

게 전개 레스포색과 롱샴을 모델로 포지셔닝 전,

략에 근거한 마케팅 전개로 유통망 및 매출에 있

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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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레스포색 롱샴 매출 현황< 2> ․

 High End

Classic

LouisVuitton, Chanel,
    Gucci, Prada, CD
    Ferragamo, Celine, Fendi

Furla, Coach, Kate Spade

    LeSportsac, Longchamp, Sequoia

   Billy bag, Anna Sui , ChiChi NYMCM, Louis Quatorz

    Metrocity, Daks

Moderate Trendy

Budget

그림 포지셔닝 맵< 2>

브릿지 라인 수입 브랜드의 기준은 업계에서 분류하는 그림 의 포지셔닝 맵에 근거를 두었< 2>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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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사 선정< 3> 3

브랜드명 런칭년도 회사명 교체사( ) 연간매출

1 레스포색 년2001 스타룩스 억150

2 롱샴 년2002 롱샴코리아 억100

3 세코야 년2004 R2R 억10

런칭시기는 년 전후를 기준으로 하였다2000 .

가격대는 만원에서 만원대의 고가와 중가에10 30

포지셔닝되고 디자인은 캐주얼과 정장 스타일에,

세련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였다 수입원천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국과.

창조성과 합리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프랑스로 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표 과 같이 레스< 3> ‘

포색 롱샴 세코야 를 선정하였다’, ‘ ’, ‘ ’ .

연구 결과IV.

레스포색의 브랜드 포지셔닝1.

레스포색의 현황 및 특성1)

년 낙하산에 이용되는 립스탑 나일론1974

으로 만든 핸드백과 여행용 가방(RipStop nylon)

을 작은 파우치에 넣을 수 있게 제작한 클래식

컬렉션을 소개함으로써 가방 산업에 혁명을 일으

킨 브랜드다 년이 지난 현재. 30 , “LeSportsac.

라는 컨셉으로 실용적인 기All you need to go"

능성과 패션요소가 조화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특

히 아시아에서 사랑 받는 클래식 브랜드로 성장

하고 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새롭게 조명된 인테리어 컨

셉 기본적인 스타일의 핸드백에 각 스타일별, 50

가지 이상의 칼라와 자수 장식적인 디테일들50 ,

을 갖춘 스타일의 다양성이 서로 어우러져 각 패

션리더 패션 에디터 모델 연예인들의 사랑을, , ,

받고 있으며 이것이 레스포색의 빠른 성장의 숨

은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레스포색은 국내 런칭시에 다른 수입 브랜드와

같이 명품 바로 아래의 프레스티지 라인에 포지

셔닝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라이센스 핸드백 시,

장군에 포지셔닝하여 차별화함으로써 수입 브랜,

드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다양한 소비자층에

어필하여 마켓 쉐어를 넓히는데 성공하였다.

스타룩스는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의 년 이1999

후 여성층의 캐주얼 의류 소비가 매년 이상10%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과,15)AMA (American

의 발표자료에 따르면Management Association)

여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증가율이 매년 3

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분석을 통해 레,

스포색의 타겟층을 핵심 고객 타켓으로 좁히고,

레스포색의 강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표 와 같이 타겟 연령. < 4>

을 대 후반에서 대 초반 여성으로 좁히고10 20 ,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로 정리하여 핵심5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을 근거로

한 마케팅 믹스활동을 전개하였다.

포지셔닝 전략2)

상품 전략①

레스포색은 기존 국내 핸드백 브랜드와는 달리

가죽 제품이 없다는 차별화로서 소재의 특성인

나일론이 가지는 가벼움 파우치 내장 물세탁 가, ,

능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살려 캐주얼과 스포츠

웨어에 자신의 개성과 실용성을 살려주는 새로

운 핸드백 컨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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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핵심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 4>

10대후반 ~ 20대초반여성Age target

라이프스타일
유행에가장민감하고자기자신에게아낌없이투자한다

자유로운삶을중시한다

새로운제품을먼저구매하는신제품선호도가높다

패션에관한기사나잡지를즐겨본다

가격이비싸더라도유명브랜드제품을 구매한다

표 레스포색의 프로모션 전략< 5>

타겟 마케팅

콘서트 , 연극 스폰서

패션 , 명품 잡지명품 패션

스타 마케팅

문화 마케팅

매스 (mass) 마케팅

PPL

스포츠 마케팅

제품 라인은 핸드백을 비롯하여 여행용 가방,

토트백 메신저백 스쿨백 배낭 스포츠 전용백, , , ,

등의 가방류와 파우치 지갑과 같은 액세서리류,

의 다양한 상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행용 가방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

지 않고 지퍼달린 아웃포켓의 실용성과 많은 물

건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어

필하였다 그러나 점차 가죽 핸드백의 무거움 비. ,

실용성 캐주얼 웨어에 세련된 코디네이션이 되,

지 않는데 식상한 고객들이 핸드백으로서 레스포

색 나일론 백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나일론이.

라는소재에 비해 만원이 넘는 고10 가였지만 강남

권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각 매장에서 억원이 넘1 는

매출을 올리면서 핵심 고객층에 레스포색을 알

리는 역할을 했다.

프로모션 전략②

레스포색은 자회사인 전문 패션 홍보 대행사를

통해 공격적인 브랜드 홍보 전략 기획을 세워 전

개하였다 여행용 가방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미국 수입 브랜드로서 시크한 뉴욕감각의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대의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10~20

위한 방안으로 런칭시 표 의 프로모션 기본< 5>

전략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을 추진Co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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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통 전략③

수입 브랜드의 경우 핵심 상권의 유통망 확보

없이 진행되는 홍보나 광고는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레스포색은 주요 강남 상

권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첫해 개 차년도에5 , 2 8

개 차년도에 개 차년도에 개의 오픈으로, 3 8 , 4 5

지속적인 매장 확대를 통해 전개했다 이러한 매.

장 오픈은 표 의 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했< 6>

다.

또한 디스플레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매VMD(Visual Merchandising)

장 내의 고객점유율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고객의 재방문 및 재구

매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

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되었다.

가격 전략④

레스포색은 소재의 특성에 비해 다소 가격이

높은 고가 정책을 추진하였다 나일론이라는 싼.

소재에 집중하기 보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핸

드백이라는 기능성과 고급스러운 해외 브랜드라

는 이미지로 포지셔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였다 소비자들에게 싼 재료의 나일론 소재.

라는 인식시키기에 전에 세탁에 민감한 한국 소

비자의 심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물세탁이 가능하

표 레스포색의 유통망 전략< 6>

1st Year

(02 S/S~F/W)

2nd Year

(03 S/S~F/W)

3rd Year

(04 S/S~F/W)

4th Year

(05 S/S~F/W)

5th Year

(06 S/S~F/W)

개5

갤러리아

현대압구정

롯데잠실

삼성플라자

개8

3 Retail Stores

+

6 shop in shop

개8

3 Retail Stores

+

5 shop in shop

개5

2 Retail Stores

+

3 shop in shop

개3

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명품이라는 홍보전략을 전개함으로써 가격에 대

한 저항력을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의 고급스러움

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롱샴의 브랜드 포지셔닝2.

롱샴의 현황 및 특성1)

말과 기수의 모습이 유연하고 날렵한 곡선으로

처리된 심벌 로고의 롱샴 년에 롱샴에서 독. 1975

점적으로 개발한 엠보싱 모양의 송아지 가죽 제

품인 라는 여성 핸드백을 최초로‘Veau Foulonne’

시판하면서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시즌마

다 새로운 히트 상품을 내놓으며 역사를 이어오

고 있다.

국내에는 년대 후반 면세점 중심의 유통을1990

전개하던 사라는 수입업체를 통해서 소개되었K

다 명품 브랜드와 국내 라이센스 브랜드 사이의.

니치 마켓을 포지셔닝 하였지만 보수적인 국내,

유통망 전개에서 고전을 겪다가 년 롱샴 본2002

사에서 국내 자회사를 설립 공격적이고 글로벌,

한 마케팅 전개로 국내에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되었다.

롱샴은 접근 가능한 명품 브랜드라는 브랜드‘ ’

포지셔닝을 위해 무리한 유통망 확대보다는 핵심

타겟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신세계 강남점에

호 매장을 오픈하여 이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1 ,

프로모션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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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핵심 타겟을 표 과 같이 대중반 중심. < 8> 20

의 품질을 중시하는 가치중심형 마인드를 가진

표 레스포색의 마케팅 포지셔닝 전략< 7>

브랜드

이미지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상품 전략

Made in USA

Washable

Pouchable

Lightweight

패션 , fun 컨셉의 인테리어

프린트 중심의 VMD

백화점 중심

10만원 ~ 20만원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표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한 마인드 타겟< 8>

20대 중후반 커리어 우먼

품질을 중시하는 가치중심형 마인드를 가진 여성
Age target

라이프 스타일
독립적이며, 적극적이고 자신있는 커리어 우먼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여성

패션에 관한 기사나 잡지를 즐겨본다

패션을 추구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는 여성

직장여성에 집중하여 롱샴의 명품의 가치와 합리

적인 가격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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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전략2)

상품 전략①

국내 핸드백 시장에서의 롱샴 브랜드를 전략적

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롱샴은 다양한 소재와 디

자인이라는 장점을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상품 플리아제 에 집중하는 전략을 전개하, ‘ ’

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폴딩백 이라는 이름으로‘ ’

바꾸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나일론.

소재와 소가죽의 핸들로 엘레강스함을 가미시킨

이 제품은 펼쳤을 때는 사이즈가 거뜬히 들어A4

갈 정도의 크기가 되고 가로 세로로 접어 스냅을,

잠그면 지페 한 장의 크기로 작아져 여성스러움

과 캐주얼함 실용적인 멋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

들의 니즈를 골고루 충족시켜주는 디자인이다.

현재 매출의 이상을 폴딩백이 차지하고90%

있으며 분기마다 새로운 컬러를 출시하고 투톤, ,

라인을 선보이면서 시크함과 모던한(Two tone)

트렌드를 강조하여 고객들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상품 전략은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표 롱샴의 프로모션 전략< 9>

T V  /  C a b l e  T V  연 예 인 스 폰 서

잡 지 를 통 한 광 고

패 션 ,  명 품 잡 지

미 디 어 플 랜

광 고 플 랜

스 타 마 케 팅

인 터 넷 패 션 전 문 채 널 의 광 고

프로모션 전략②

롱샴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롱샴의

장점인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장 소비자에게 쉽게 인지되고 강력한 제,

품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품 즉 폴딩백 으로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 공, “ ” ,

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현대인들의 캐주얼.

한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폴딩백은 명품이라

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표<

와 같이 무가지9> (Noblesse, Haute, Neighbor,

중심으로 기사와 상품Luxury, Travel & Culture)

협찬을 전개함으로서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실용적이며 신선한 디,

자인의 강점을 어필하였다.

유통 전략③

롱샴은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부

틱샵을 운영하지 않고 백화점 중심의 영업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강남권 중심의 백화점에서 단.

독샵이 아닌 아일랜드샵으로 전개함으로써 소비

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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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 마켓에 적중하는 브랜드 포지셔닝 후 매

출이 매년 이상 신장하면서 전략의 성공을80%

확인할 수 있었다.

롱샴은 현재 국내 라이센스 브랜드와 비교하여

수준의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20~30% 10 ,

앞으로도 매장 수를 무리하게 확대보다는 수도권

을 중심으로 차별화 및 고급화된 컨셉으로 매장

을 운영함으로써 매장당 고객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격 전략④

롱샴은 폴딩백 라인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폴딩백의,

경우 세계 어느나라 면세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표 롱샴의 포지셔닝 전략< 10>

브랜드

이미지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상품 전략

Made in France

가죽 라인

폴딩백

카타로그 . 사은품

Star Marketing

백화점 중심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폴딩백 : 세계동일가격

7만원 ~ 9만원대

가죽라인 : 40만원 이상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한 가격을 제

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

였다.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 상품전략 가격전략 유, ,

통전략 프로모션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수입 브랜드의 경우 현지 마켓을 객관적으로 파

악 분석하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롱샴은 표 의 포지셔닝 전략에 따른 브랜드< 10>

전개로 짧은 시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성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코야의 브랜드 포지셔닝3.

세코야의 현황 및 특성1)

세코야는 년 로레알 그룹의 마케팅 전문가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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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다니엘 시소 와 파리 소재(Daniel Sisso)

고등응용예술학교 교수이자(ESSAD) , ‘Christina

의 디자이너 출신이며 현Dior', 'Balenciaga' ,

의 슈즈 및 액세서리 디자이너이면서''Hermes'

세코야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피에르 아

르디 가 기존의 가죽 중심의 핸드(Pierre Hardy)

백 시장에 일대 혁신을 일으켜 액세서리와 같이

자유롭게 코디할 수 있는 핸드백을 만들기 위해

서 설립되었다.

현재 세코야는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 프렝,

탕 르 봉 마르쉐 영국의 펜윅 뉴욕의 칼립소에, , ,

서 도쿄의 긴자 이세탄까지 세계 각국에서 독특,

하며 실용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인지

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에는 년 사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브2002 B

랜드 전개 실패후 년 이 독점 판매권을, 2004 R2R

계약하여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과 프로모션 전략

을 핵심으로 압구정 로데오 직영점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백화점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세코야는 명품과 포멀하며 클래식한 라이센스

브랜드 사이에 트렌디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품

질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매스티지 브랜드로서 포지

셔닝 전략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타겟이 아닌

표 과 같이 핵심 타겟을 에서 세의 오< 11> 20 25

표 핵심 고객 타겟층의 라이프 스타일< 11>

20~25세의 오피스 레이디 (Office Ladies)Age target

라이프 스타일

감각적이고 개성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커리어 우먼

높은 생활 수준의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여성

패션을 추구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는 여성

피스 레이디로 좁히고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여

집중 커뮤니케이션함으로서 기존 가죽 중심의 핸

드백 시장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포지셔닝 전략2)

상품 전략①

세코야는 을 상품Fashion, Feminine, Function

의 핵심 키워드로 하여 액세서리와 같이 자유롭

게 코디할 수 있는 디자인 추구라는 브랜드 컨셉

으로 니치마켓을 공략하였다 세코야는 시즌마다.

개 라인의 개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을 표19 200 <

와 같이 소재에 따라 패브릭 가죽과 패브릭12> ,

의 콤비네이션 가죽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 .

히 가죽과 패브릭 의 조화를 통한 여성적(fabric)

이며 트렌디한 스타일은 캐주얼과 정장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토털 코디네이션을 가능하

게 함으로서 시크하며 스타일리쉬한 새로운 개념

의 핸드백 컨셉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자

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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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코야 상품의 차별화 전략< 12>

단순함과 가벼운 소재에 바탕을 둔 스타일리쉬한 패션 라인Fabric bags

Leather + Fabric bags 심플하며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 핸드백 라인

모던하며 실용적인 고가의 가죽 핸드백 라인Good Leather bags

표 세코야의 프로모션 전략< 13>

SURVEY

Private Party

패션, 명품 잡지

미디어 플랜

스타 마케팅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등 인기 연예인 중심의 협찬

Pictorial & Editoria

Direct Promotion

세코야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파티 진행

GWP

데이터 베이스 구축, 1년에 4차례 DM 발송

시즌별로 특정 기간동안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 전략②

세코야는 소수를 위한 명품에서 대중적인 명품

신명품의 이미지로 포(Luxury for the Masses),

지셔닝하며 고급스러운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대,

로 다양하고 모순적인 소비자들의 감성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 의 프로모션 기본< 13> 전략

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스폰서쉽(sponsorship) 을

추진하였다.

세코야는 유통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잡지를

통한 광고는 고비용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패션잡지의 기사나 코디 제안 협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코디안에서의 세코야의 다양

한 상품력에 집중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 나

갔다 또한 패션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스타마케팅을 통하여 연예인중 세코

야의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탑 트렌드세터를 통

해 을 진행함으로써 고품격과 대중적이라는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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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효과를 거두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성과를 얻고

있다.

유통 전략③

세코야는 에서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Off Line

의 한 쇼핑몰에 입점하여 브랜드를 알리On Line

기 시작했다 은 지역 한계점을 뛰어넘어. On Line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하나의 유통망이라고 평

가하고 있다.

세코야는 브릿지 수입 핸드백 브랜드가 백화점

에 입점함으로써 처음부터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

자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백화점 입,

점에 앞서 청담동에 직영점 샵 을 오픈, (Flagship )

하였다 프랑스 본사의 매장 매뉴얼에 충실하되. ,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급스럽고 신

선한 분위기로 현지화하여 매장 컨셉을 운영함으

로써 세련되고 감각적인 믹스 앤 매치(mix and

에 매료된 고객층은 세코야의 브랜드 이미match)

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있다.

그 결과 런칭한 지 개월만에 배의 매출 신, 6 2

장율을 보여 포지셔닝 전략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 전략④

브릿지 수입 브랜드들은 거의 합리적인 가격대

를 표방하며 런칭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브랜드의 입장.

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

려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싸야지만 소.

비자들은 명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만 브랜드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비싸다는,

것은 명품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비슷한 가격이,

면 조금 더 보태서 누구나가 알아주는 명품 브랜

드 핸드백을 사게 만드는 핵심 요인 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코야는 가격전략을 단계인 저가 중가 고가3 , ,

16)로 나누어 한국 마켓에서는 캐주얼하고 컬러풀

한 실용적인 라인을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상품

전략에 맞추어 중가 가격 전략에 집중 전개하고

있다.

명품 핸드백 브랜드와 국내 라이센스 브랜드

사이의 니치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 표 와< 14>

같이 수립된 포지셔닝 전략은 중심의 마케팅4P

활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핵심 타겟,

층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른 시간내에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 론V.

본 연구는 브릿지 라인 수입 핸드백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과 함께 추

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혀 브릿

지 수입 핸드백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차별화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전개함

으로써 보수적인 국내 핸드백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레스포색 롱샴“ ”, “ ”,

세코야 브랜드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

여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이미지 구축의 성공요

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내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전략에서 레스포색은 나일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움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전

개하면서 캐주얼과 스포츠 트렌드에 자연스러운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상품으로 레스포색만이 가

지는 소재의 특성으로서 이미지를 강화시켰고,

핵심 고객층에서 레스포색 브랜드를 강하게 어필

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이 되었다.

롱샴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보다는 실용성과

소재의 믹스로 세련된 디자인의 폴딩백 에 집중“ ”

공략함으로써 폴딩백 롱샴 이라는 브랜드 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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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코야의 런칭시 포지셔닝 전략에 근거한 브랜드 전략< 14>

브랜드

이미지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상품 전략

Good Leather bags

Fabric bags

Leather + Fabric bags

Direct Marketing

Star Marketing

On-Line : Wizwid.com

Off-Line : Flagshipshop

백화점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Reasonable price : 10~20만원대

Made in France

도를 확산시켰다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는데 가장 성공한 요소로 간주되는 상품을 브랜

드화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즉 폴딩백 롱샴 이. , “ = ”

라는 핸드백 마켓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전략인

상품을 브랜드와 동일시 만듦으로서 브랜드 로열

티를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코야는 독특하며 미래적인 소재와 유행을 창

조하는 컬러풀한 디자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춤

으로서 스타일리쉬한 코디네이션을 완성하는 액

세서리로서의 핸드백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도출

해 내면서 자유롭고 세련된 이미지로 어필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프로모션 전략에서 레스포색은 대, 10~20

의 핵심 타겟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여러 장TV

르를 통한 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라이센PPL

스 잡지와 무가지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킴

으로서 명품이미지와 대중성의 이중 효과를 보면

서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시켰다.

롱샴은 대 중후반의 커리어 우먼을 핵심 타20

겟으로 잡지 중에서도 무가지에 집중하여 기사

및 상품협찬을 전개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캐주얼

한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폴딩백은 명품이라

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세코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충실하게 반영

하여 스타 마케팅에 있어 이미 유명해진 스타보

다는 세련되며 도시적인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연예인에

스폰서 함으로써 세의 오피스 레이디의 핵20~25

심 고객층으로부터 브랜드 선호도 및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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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통전략에 있어서 레스포색은 핵심 고객,

의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압구정 명동 등 주요, ,

상권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심플하고 깔끔한 컨셉

의 매장에 매달 새로운 상품의 디스플레이로 레

스포색의 인지도는 물론 고객의 로열티 향상에,

효과를 거두었다.

롱샴은 런칭시 강남의 주요 백화점에만 매장을

오픈하여 글로벌한 인테리어 매뉴얼을 그대로 적

용시킴으로써 수입 브랜드로서의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고 브랜드 선호도를

빠른 시간내에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코야는 에 전개하기 전에Off-Line On-Line

에 입점하여 브랜드 인지도 확산의 툴 로 사(tool)

용하였다 또한 백화점 매장 오픈 전에 브랜드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어필

하기위하여 핵심 고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청담동

에 을 오픈하였다 상품의 차별성Flagship shop .

인 소재와 디자인의 다양성을 믹스 앤 매치로 매

장 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세코야 인지도는VMD

물론 고객의 브랜드 로열티 향상에 효과를 거두,

었다 이를 바탕으로 백화점 유통망 확대를 전개.

하고 있다.

넷째 가격전략에 있어 레스포색은 소재에 비해,

다소 고가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함으로써 레스포

색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스러운 수입 명품으로

인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롱샴은 폴딩백의 가격정책을 세계 어느나라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시함으로서

글로벌한 해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신뢰

감을 주는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세코야는 브랜드 입장에서의 합리적 가격대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가격대를 중심으

로 전개하여 가치 추구형의 신명품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이미지

를 매스티지 브랜드로 인지시키는데 효과를 거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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