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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rearranged by Global SPA brands (like ZARA and H&M), which are

powerful retailers that integrate the value chain ranging from manufacturing to sales. SPA brands can offer

good quality of clothing at a reasonable price by cutting the margin between the supply chain. They are also

called fast fashions since they make expedited efforts to respond to market trends and consumers. Despite

the slow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in Korea, as global SPA brands rapidly expand market share, tradi-

tional fashion companies have launched several SPA brands such as MIXXO and SPAO (E-LAND), 8SE-

CONDS (CHEIL INDUSTRIES). The few academic studies on this subject ar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such as news and books. The current research is qualitative and empirical attempts to ex-

plore the success factor of SPA brands with analysis of 1:1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o have worked

for global SPAs such as Uniqlo, H&M, and ZARA,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main phenomenon

was shown to be that global SPA brands were popular since they offer a variety of products with a large

assortment at reasonable and cheap prices in a large scale and multifunctional retail store. Most of them

displayed main phenomena that can be realized due to the purchasing cycle of clothing that is shorter with

consumers' regarding clothing as consumables. Global SPA brands had three types of marketing strategy:

sellable product, sales strategy according to consumer response, and multifunctional stores. Each global SPA

brand developed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core competency and national conditions. The three success

factors shorten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clothing. This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of SPA brands bor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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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적으로 패션산업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유통

업(retailer)이 중심이 되어 상품기획에서 제조, 유통, 마

케팅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

을 통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업태인 SPA(Specialty Ret-

ail stores of Private Label Apparel)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1986년 미국의 갭(GAP)

의 도널드 피셔(Donald Fisher) 회장의 ‘SPA 선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ZA-

RA), 일본의 유니클로(Uniqlo) 등 다양한 국가적 배경을

기반으로 진화 성장하여 글로벌 상위 4개 브랜드 연 매

출 규모가 6백 80억 달러에 달한다(H&M, 2013; Inditex,

2013).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평가사인 인터브랜드

(Interbrand Inc.)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H&M과

ZARA가 각각 21위, 36위로 평가되며 루이비통(17위),

구치(38위) 등 명품 브랜드 수준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Interbrand, 2013).

2005년 가까운 일본의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국내 패션

시장에도 SPA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패션시장 성

장률이 3.8%에 불과했던 2012년, 글로벌 SPA 브랜드를

포함한 SPA 시장은 58%의 기하학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SPA 브랜드 [Rapid growth]”, 2013). 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들도 SPA 시장

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랜드는 2009년과 2010년 각

각 여성 타깃의 미쏘(MIXXO)와 스파오(SPAO)를 런칭

했고, 제일모직은 2012년 8세컨즈(8SECONDS)를 런칭

했다. 그 외에도 신성통상의 탑텐(TOP10) 등이 SPA를

지향하며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5천

억 규모로 성장했다(“‘뉴웨이 SPA’ [‘New way SPA’]”,

2013). 그러나 전체 시장에서 소수의 선진 글로벌 브랜

드의 비중이 42%에 달해 다수의 로컬 SPA 브랜드가 상

대적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 분석

과 이해는 국내 산업의 실무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정보

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이나 사

업모델을 분석한 자료들은 대개 개개 브랜드에 집중하

여 분석되어 있거나(e.g., Byun, 2013), 공급망 체계, 생산

, 유통 등 단기적으로 모방이 어려운 국가적 기반과 연

결된 경우가 대다수로(e.g., Cachon & Swinney, 2011;

Sheridan et al., 2006) 실무자에게 거시적인 시사점을 주

기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방법이 개별 브

랜드에 대한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례조사방식에

국한되어(e.g., Byun, 2013; Kang & Sung, 2010; Kim,

2007), 국내 소비자를 매료시킨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

리하여 인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SPA

에 대한 선행연구가 특정 브랜드의 특성화된 역량에 집

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과 관련

된 다양한 개념을 탐색하고자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글로벌 SPA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은 SPA 브랜드의 성공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소비자를

매료시킨 마케팅 관점에서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SPA 시장을 선

도하는 선진 SPA 3사인 유니클로, 자라, H&M의 국내

지사의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인터

뷰를 분석하여 상품(product), 가격(price), 장소(place, 매

장), 그리고 촉진(promotion)의 4P 마케팅 믹스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원인

과 결과를 포함한 SPA 브랜드 성공의 개념적 틀(con-

ceptual framework)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SPA 브랜드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SPA는 유통을 보유한 브랜드에 의한 의류 제조 직매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발전과정 상 유통이 선진화되

어 가치사슬 내 유통업자의 힘이 강력한 미국, 유럽, 일

본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다(Lee & Jung, 2010). 다

수의 유통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업자가 상품기획, 생산

혹은 아웃소싱(outsourcing), 진열(visual merchandizing)

및 판매를 수직 통합하여 원단수주에서 물류, 판매까지

전과정을 수직 통합하여 중간 마진을 제거함으로써 저

가 전략을 구사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이는 국내 소비

자들이 SPA 브랜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합리적

가격이 제시된 것과 일맥상통한다(“SPA 브랜드 [Survey

on the customer]”, 2012). 가격경쟁력과 빠른 속도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해 가치사슬 내 모든 참여자를 연결하는

정보 시스템과 효율적인 공급관리사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SCM

을 통해서 SPA 브랜드는 시장의 니즈에 맞게 생산수량

을 조절하는 반응생산을 실시하여 재고수준을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몇몇 브랜드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제안할 수 있었다(Lee et al., 2011). 이것

이 바로, SPA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뜻의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불릴 수 있게 된 의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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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글로벌 SPA 브랜드 수준의

SCM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통네트워크

보유가 선행 혹은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

한 가치사슬 내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여야 급속한 발전

속도를 낼 수 있다. 글로벌 최상위 SPA 브랜드인 자라

의 사례를 보더라도 1975년에 1호점 런칭 20년 이후 13억

불(1997년)에 도달한 반면, 그 이후 10년만인 2007년에

140억 불, 2011년 180억 불로 그 성장에 가속도가 생긴

것을 인지할 수 있다(Inditex, 2012). <Table 1>에서 보여

지듯이, ZARA와 H&M과 같은 선진 글로벌 SPA 브랜

드는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한 반면, 국내 SPA 브랜드

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장수도 수

십 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선진 SPA 브랜드들의 최

근 전략은 대개 초대량생산을 기본으로 가정하는 것으

로 아직은 발전단계가 미비하여 상품당 생산량이 극소

한 국내 신생 SPA 브랜드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기 어렵

다는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선진 SPA 브랜드들의 마케

팅적 관점의 공통적 성공요인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기 3개의 선진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전략을 분석하고

자 한다.

SPA 브랜드의 발전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SPA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3개의 선진 브랜드들의 공통적 성공요

인을 도출하고자 시도한 학문적 연구가 희소하며, 대개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각각의 SPA 브랜드들의 전략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예로, 글로벌 SPA

브랜드가 추진하는 전략을 정리하거나(e.g., Byun, 2013;

Kang & Sung, 2010; Kim, 2007), 특정 SPA 브랜드의 전

략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거나(e.g., Yang & Kwak,

2010), 정보 시스템 활용이나 프로세스 혁신 등의 측면

을 정리하기도 했다(e.g., Sheridan et al., 2006). Byun

(2013)은 자라와 유니클로의 글로벌 마케팅 성공전략을

분석하면서, 자라는 최신 디자인을 반영한 트렌디 상품,

다품종 소량생산방식, 대규모 자체 공장운영, 고급스러

운 매장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유니클로는 베이

직 상품, 소품종 대량생산방식, 아웃소싱에 의존하기 때

문에 두 브랜드 간에 전략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2007)도 2차 자료분석을 통해 마케팅의 주요 개념

인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을 포함한 4P 믹스 관점에

서 SPA 브랜드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Jang(2007) 또한

2차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기획, 생산, 유통의 합리화에

근본정신을 두고 비용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하며 중

간 유통을 배제시킴으로써 다른 점포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포인트라고 했다.

Cachon and Swinney(2011)는 SPA 브랜드 시스템과 전

통적인 의류 생산 시스템의 비교를 통해 SPA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신속한 생산성(rapid production)과

디자인 유행성(enhanced design)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특징이 바로 SPA만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몇몇 실증연

구는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 중 매장과 서비스 품질(e.g.,

Chae & Kim, 2013), 상품(e.g., Shin, 2011) 등 개별 요인

에 집중하였다. Chae and Kim(2013)은 매장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Shin(2011)은 신속한 생산성과 디자인 유행성이 몰

입과 재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공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구

사하는 마케팅 관점의 성공요인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

SPA 브랜드가 구사한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2. 근거이론의 활용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공통

된 마케팅 전략과 그 결과에 대한 통합적 시선을 제공

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전

Table 1. Current situation of global/domestic SPA brands

SPA brand

(Company)

H&M

(H&M)

ZARA

(Inditex)

UNIQLO

(Fast Retailing)

SPAO

(E-LAND)

8SECONDS

(CHEIL

INDUSTRIES)

TOP10

(SHINSUNG

TONGSANG)

Number of

stores
2,036 1,991 1299 46 25 65

Number of

countries entered 
53 87 14 2 1 1

Based in H&M (2013), Inditex.com (2014), and Fast Retail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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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타당한 방법론이

라고 판단하였다(Marshall & Rossman, 2011). 일대일 심

층인터뷰 결과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

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론

(Glaser, 1978)으로 최근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Go-

ulding, 2005). 관련 연구가 희귀하거나 새로운 산업 내

환경이 조성되어 선행적 접근이 필요할 때, 근거이론은

연구방법론으로 유용하다. 사례로 Palka et al.(2009)은

모바일 환경으로 인한 입소문 효과와 관련된 개념적 틀

마련을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였고, 국내에서는 Hwang

and Yeo(2014)가 소비자 중심경영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개념적 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

로 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한 바 있다.

근거이론의 절차는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개

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

lective coding)하는 3단계 절차로 분석된다.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해체하여 개념을 발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관련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분석과정으로 인과적 조

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한다

(Corbin & Strauss, 1990).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 요

소 중 중심현상(main phenomenon)이란 근거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일련의 관계작용에 의해 조

절된 중심생각을 의미한다. 인과적 조건(causal condi-

tions)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

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

ditions)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이끌어 내는 힘

을 의미한다. 작용/반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y)이란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개적 조건(inter-

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을 조장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는 중심현상

이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을 거쳐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Corbin and Strauss(1990)이 제안한 이

러한 패러다임 모형은 <Fig.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은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범

주를 도출하기 위해 범주들을 연결해 서술적인 이야기

를 구성하는 분석으로, 이를 통해 연구주제를 잘 설명하

는 이론이 만들어지거나 현상들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

하는 모델이 발견될 수 있다(Glaser, 1978; Glaser & Stra-

uss, 1967; Cobin & Strauss, 1990). 본 연구는 근거이론

의 절차에 따라, 유니클로, H&M, 자라 등 선진 SPA 브

랜드 3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진 SPA 브랜드 3사

의 성공요인을 4P 믹스라는 마케팅 관점으로 분석(개방

코딩과 축코딩)하고 이를 둘러싼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

다(선택코딩).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대상은 국내에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둔 글로벌

SPA 브랜드 상위 3개(유니클로, 자라, H&M)에 국한하

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양한 SPA에 종사하는 몇몇 전

문가를 섭외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하도

록 하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

집되었다.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론 포화 상태 즉, 인

터뷰가 계속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각각의 인터뷰 대

상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없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Table

2>에서 보여지듯이 1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지사 근무자는 실질

적인 상품기획보다는 판매, 전략적 전시(VMD), 재고관

리 등 마케팅과 직결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본 연구의

Fig. 1. Paradigm analysis of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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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각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

의 하에 녹음하여 전문을 녹취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모든 인터뷰에 참여하고 인터뷰 내용을 계속적으로 토

론하면서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인터뷰 결과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도, 두 명의 연구자가 계속적인 논의와

비교를 통해 발견된 개념과 범주를 수정하면서 연구결

과 해석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했다. 두 연구자 간 개념

과 범주에 대한 신뢰도는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개념 찾기에 집중하였다. 개념이란 현상

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의미 있

다고 발견한 맥락,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복해

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 등을 고려

하여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하였다(Patton, 2001). 이후,

자료의 원천인 텍스트를 분해해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

사하거나 의미 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묶어

하위 범주를 도출하고, 다시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Ca-

rey, 1994; Cobin & Strauss, 1990). 인터뷰 자료를 분석

한 결과 5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은 10개의 범

주로 통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중심현상: 기존 의류 브랜드와의 근본적 차이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SPA 전문가들은 글로벌

SPA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국내 패션산업의 주류인

내셔널 브랜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 인식은 4P

믹스 중 가격에 해당하는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상품

에 해당하는 신선하게 유지되는 방대한 상품구색, 그리

고 마지막으로 장소에 해당하는 다기능 대형 매장의

하위범주로 설명된다.

1)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현장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글로벌 SPA 브랜드만의

특징으로 합리적 가격에 입을 모았다. 기존 국내 브랜

드와는 수준이 다른 저가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는 그저 싸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

고, 품질과 연동되는 저가 전략을 의미하여 ‘합리적으

로 낮은 가격’이라 재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존 의

류 산업 내의 저가 브랜드 혹은 보세 상품들은 싸지만

품질도 낮아서 일반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낮아 저항이

컸던 반면에, 글로벌 SPA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적절하

거나 혹은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에 쉽게 수긍

하여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품질은 소재나

봉제 등 좁은 의미가 아니라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지

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품의 디자인까지도 포함하는 개

념으로 나타났다.

“유니클로는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유사한 상품

을 매년 내놓지만, 그 품질은 분명히 개선되어서 소비자의 믿음을

쌓아 재구매로 연계된다” (면담자 G)

“H&M은 솔직히 상품의 질이 뛰어나지 않은 상품도 많죠. 하지

만 그 가격은 항상 품질 대비 더욱 낮게 책정되어 있다. 품질이 낮

다면 디자인이 트렌디하고 가격이 싸거나, 혹은 디자인이 단순한 베

이직 제품은 품질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다. 무조건 가격보다는 좋

은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다” (면담자 D)

전문가들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저가에 높은 품

질과 유행 반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생산과 유통의 수직 통합이 외부 생산처와 판매처

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SPA 기업 스

스로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있다

고 강조한다. 특히, 전세계 대규모 유통망을 지닌 선진

SPA 브랜드들은 1개 모델당 생산량이 초대규모로 생산

처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지니게 되고, 이는 생산 및

원가효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SPA의

주요 속성인 ‘저가’는 전세계 다수의 매장을 지닌 선진

SPA 브랜드의 대량생산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연계되어 ‘합리적 가격’으로 인지되면서 성공할 수 있

Table 2. Profile of interviewees

Function in the company Number of interviewees

Sales & Management (A-F) 6

MD/VMD (G, H) 2

Design (I, J) 2

Store (K-N) 4

Sourcing/Inventory (O, P) 2

Tota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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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예전에도 싼 옷들은 많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이

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싼 옷이기 때문에 품

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감이 드는 것이다” (면담자 C)

“SPA는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과학적인 통합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공급사슬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상

품을 싸게 제공할 수 있다” (면담자 O)

“자체 공장이나 특정 공장에 생산을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을 관리할 수 있고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저가 책정이 가능

하다” (면담자 P)

2) 신선하게 유지되는 방대한 상품구색

1차적으로 SPA의 상품구색이 방대하다는 것은 순간적

으로 대형 매장을 채우는 상품의 수 즉 SKU(Stock Kee-

ping Unit)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SPA

전문가들이 글로벌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

은 순간적으로 매장 내 존재하는 상품의 수가 많다는 것

을 넘어서, 그 상품의 종류가 변화되는 상품회전율이 매

우 높다는 것이다. SPA 브랜드들은 빠른 주기로 신상품

을 출시하여 진열 상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

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로 소

비자가 매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동

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라 매장 내 진열을 수

시로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진열 상품이 달라지는 효과를 주어 신선함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빨리 상품을 바꿔 새로움을 보여준다. 잘 나간다고 2~3주 끌고

가기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한다” (면담자 H)

“매장 내에서도 판매속도와 신상품 출시에 따라 상품위치를

바꾸는 등 전략적으로 변화를 주어 신선하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면담자 G)

“매장에 활력이 있어야지 정체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백화점처럼 한 시즌 내내 같은 옷이 있어서는 안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을 줘야 한다” (면담자 C)

장기적으로 유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관

된 브랜드 컨셉트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패션브랜드와

달리, SPA 브랜드는 유행 변화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컨

셉트를 제안하여 지루함을 없애고 신선함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성공적

전략으로 꼽혔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컨셉트를 제안

하는 전략은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

나 자신의 취향대로 부담 없이 매치해 입을 수 있는 다

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내셔널 브랜드는 고정된 브랜드 컨셉트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지만, SPA는 한 시즌에도 밀리터리, 에스닉, 엘레강스 등 다양

한 브랜드 컨셉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면담자 J)

3) 판매에서 인력 양성까지 다기능 대형 매장

SPA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것 중 하나는 대

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에 의하면 SPA 브랜드의 소비자와의 최종 접점인 매장

은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동시에 시장조사,

수요예측,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 그리고 인력 양성 등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의 대형매

장은 판매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스스로 쇼

핑하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존재한다. 좁은 매

장에 다양한 물건을 압축 진열하는 대신 판매직원들이

직접 대응하여 매출을 올리는 전통적인 패션브랜드와는

달리, SPA 브랜드는 판매직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

신 넓은 매장에 상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여 소비자 스

스로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다. 대신 최소 규모로 유지되는 매장직원은 고객대응

및 상품설명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기보다는 상품검수와

정리 및 진열 등의 매장관리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 SPA 브랜드 본사는 전세계 매장의 상품진열방식

이나 상품소개, 가격, 할인 등을 고지하는 방식을 표준화

하고 매뉴얼화하여 인력의 최적화된 운영과 상품진열

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한다. 이는 상대적 고비용인 판매

유능인력의 양성 및 유지 비용을 제거하고 매장별 판매

역량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다수인 전매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품설명, 테마주장이 (직원의 설명 없이)매장을 통해 구현되

어야 한다” (면담자 C)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은 매장에서 상품으로 하면 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매장 자체가 브랜드 콘셉트를 극대화해야 한다” (면

담자 D)

“고객에게 명확한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장 내

벽장, 마네킹 하나하나가 목적 있는 쇼핑을 위해 소비자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기 어필해야 한다. 무엇을 팔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면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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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보여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신경 써

야 한다. 고객유입부터 동선 등을 모두 고려한다. 고객편의 중시,

공간을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

록” (면담자 N)

“고객 스스로 상품 찾고,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디

스플레이 최적화, 시스템이 중요하다” (면담자 G)

대면판매기능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매장직원들은

시장조사, 수요예측, 재고관리 그리고 인력 양성 등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앞에 방대한 상품구색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장 변화나 유행에 따라 상품 진

열위치, 수량, 그리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SPA 브랜드의 성공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매장직원들

은 매장 안팎의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여 상품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견하거나 차기 제품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시장조사를 하고 본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한다. 실제로, SPA 브랜드는 글로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과 매장직원들과의 소통이 매주 간

격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 증언이다.

“매장 내에서 상품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검수에 인력을 쓰

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매장 내에서 검수프로세스가 아예 없

다” (면담자 A)

“매장에서 고객에게 질문을 받으면 왜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할

까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를 고민한다” (면담자 M)

“자라의 점장일 때,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한국을 담당하는

본사 커머셜(머천다이저의 일종)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화하

는 일이었습니다. 상품반응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고 영어로 의

사소통합니다” (면담자 K)

“자라는 매장 주변 인근 경쟁 브랜드의 상품특성, 가격, 반응

등을 조사해서 본사에 보낸다.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 본사에 전달

하고 상품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면담자 K)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SPA 매장은 모두 직영으로 운

영되므로 직원들도 모두 본사 소속의 정직원으로 채용

된다. 기존의 패션브랜드 매장의 경우 대리점은 물론

이고 직영점의 경우도 점주제 즉 정직원이 아닌 매출과

연동된 인센티브로 급여하는 제도이므로 직원 교육과

본사의 장악력이 낮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SPA

는 모두 정직원으로 신입 매장직원을 채용하므로, 매장

에서 교육과 성과관리가 모두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 중 매장에서 관리직원으로 신입 채용되

었다가 경력이 길어지자, 일본 본사 소속 머천다이저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글로벌 SPA 매장은 인력

양성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유니클로 한국 지사는 월요일마다 일본 본사와 한국 지사의

영업결과를 비교하는 주간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본 본사

MD와 공유합니다” (면담자 G)

“점장의 가장 큰 역할은 20~30명의 정직원들의 커리어를 관리

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교육자료 및 커리어 플랜이 정

식으로 존재한다” (면담자 L)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SPA 매장이 시내 중심가, 주요

쇼핑 명소, 역사적인 장소에 대형의 단일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이런 단일 매장 자체가 브랜드 노출이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크

고 매력적인 매장 자체를 브랜드 홍보의 수단이자 광고

를 대신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라는 특별히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고 매장만 마케팅 도

구로 활용한다. 유니클로는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 상품이 단조

롭기 때문에 특별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매장은 광고가 제공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 진열방식, 가격고지 등에서 상품을 자세

히 설명해주는 대형 광고판이 바로 매장이다” (면담자 E)

2. 인과적 조건: 의류를 소모품으로 인지하는 소

비자 의식 변화

SPA 현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소비자들을 직접 경험

한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SPA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로 최근 소비자들의 의류에 대한 의

식 변화를 꼽았다. 요즘 소비자들은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유

행의 옷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입기를 선호한다고 전한

다. 많은 소비자가 패션성이 두드러지고 유행 주기가 짧

아진 의류를 쉽게 사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취향을 적극 수용하여 글로

벌 SPA 브랜드는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빠

르게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성공한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의류를 소모품으로 인지하고 자주 구

매하게 됨으로써 SPA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 주로 모여

있는 대형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주요 여가활동처로 개

발되었다. 최근, 쇼핑몰에서 여가를 보내는 몰링(mall-

ing)족의 급증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들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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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판 뿐 아니라, 교외까지 확대되며, SPA의 대형 쇼

핑몰의 입점 가능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 번 입고 버리더라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남보다 앞서서 먼저

입고 싶어한다” (면담자 P)

“소비자는 한 시즌 빨리 입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한다” (면담자 J)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자, 1년을 입어도 2년을 입어도 같은

핏... 소비자는 이런 것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나만의 스타

일링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예쁜 옷을 싸게 사고, 너무 심각하

게 생각하지 않는다” (면담자 K)

3. 맥락적 조건: 태생적 역량에 집중한 브랜드 정

체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글로벌 SPA 3개사는 스페

인 속옷공장에서 시작한 자라(인디텍스), 스웨덴 캐주

얼 소매점에서 시작한 H&M, 그리고 일본의 남성복점

에서 시작한 유니클로 등 상이한 태생적 역량을 보유하

고 있다. 각사가 태생적으로 보유한 핵심역량을 기반으

로 각기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것이 각 SPA 브랜드가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도록 중재하

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SPA

형태를 갖더라도 각 기업은 자사가 태생적으로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한

것이다. 자라가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으로 차별화

를 시도하는 상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태생적으

로 제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자체 보유 공장

에서 시장 반응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유니클

로와 H&M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베이직 상품 중심

으로 저가 전략에 주력하는 것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남성복점에서 시작된 유니클로는 일본이 강력한 기능

성 소재와 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초대형 아웃소싱으로

일상용품수준으로 단순한 베이직 디자인에 집중하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

립하였다.

“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각기 잘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브랜드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자신의 특징에 따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면담자 A)

“유행에 민감한 상품비중이 높은 자라는 자체 보유 공장이나

유럽과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면담자 O)

“H&M이나 유니클로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품보다는

베이직 상품이 많다” (면담자 I)

“유니클로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짧고 슬림한 옷맵시를 유지하

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도 일본풍이 뚜렷한 캐릭터나 디자

이너와 협업한다” (면담자 I)

“유니클로는 가격 소구 위주, 파워 아이템 위주, 자라는 패션성

위주로 디스플레이한다” (면담자 G)

또한, SPA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진행

하면서도 상품의 종류와 구색의 깊이 ·넓이를 차별화

하고 이에 맞게 전체적인 색조 디자인, 사이즈, 매장인

테리어, 상품전시 등에 일관된 상품 및 매장 전략을 구

사하여 자사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라는 고급 브랜드의 신상품

을 누구보다 빠르게 모방한 신제품을 소량 자체 생산하

여 빠르게 매장에 선보이고 이를 SPA 중 고가에 팔기

위해, 명품 매장과 같이 검은색 톤의 고급스러운 매장

을 연출하고자 한다. 상품 위주의 광고는 지양하고 오직

회전율이 빠른 신상품 출시 전략과 고급 매장 유치 전략

으로 브랜드 명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한다. 반면, 유니

클로는 일상용품에 가까운 베이직 상품을 가격 대비 고

품질로 초대량생산하여 매장 내 창고형으로 진열하고

유명모델을 활용한 상품광고에 집중하고 매장 내에서

도 상품소개자료를 초대형으로 장착하여 소비자 집중

도를 제고한다. 이처럼 각 기업은 자신이 추구하는 기

업철학이나 조직문화에 따라 시스템과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이 세부적인 마케팅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라는 최신 명품을 빠르게 모방하는 트렌디 상품으로 승부

하기 때문에 매장 자체를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면서 구

매유도를 위한 POP는 최대한 자제하고 매장 안팎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지한다” (면담자 J)

“유니클로는 기능성을 강조한 베이직한 아이템이 많기 때문

에 상품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나 소재특성을 섬세하

게 알리는 포장을 하고, 할인정보 등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한

설명을 고지하는 POP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면담자 I)

4. 작용/상호작용 전략: 소비자 밀착대응

중심현상은 소비자 밀착대응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

– 197 –



3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2, 2015

략을 이끌어냈다. 소비자 밀착대응은 디자이너 역량보

다는 소비자 니즈에 의존하는 팔릴만한 상품과 시장 및

판매에 즉각적인 반응성 재고관리 전략이라는 하위범

주로 나타나고 있다.

1)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팔릴만한 상품

자료분석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반영하

면서도 SPA 브랜드 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

품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션

브랜드가 디자이너의 안목과 브랜드 컨셉에 의존하여

디자인이 좋은 옷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과는 매우 다

르게 보인다. 본 연구의 인터뷰 분석결과에 따르면, SPA

는 최소 6개월 이상 미리 계획하고 생산하는 ‘메인기획

(Main)’에서 판매 중에 소비자 반응에 따라 수정하고 보

완하는 ‘근접기획(Proximity)’, 시즌 중에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3~4주 만에 기획해 생산해내는 ‘스팟기획(Spot)’

에 이르기까지 상품기획 종류가 다양하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따라, 상품의 출시시기와 생산량을 정교

하게 조절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이다. 많은 인터뷰 대상

자가 강조한 것처럼, 빈번하고 빠르게 신상품이 나온다

고 하여 스팟기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인기획으로 생산된 제품이 시장 트렌드 예측에 실패

할 경우, 이를 미세조정하기 위해서 근접과 스팟기획을

준비해 둔 것이라는 뜻이다.

“자라나 H&M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있다. 회사

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 (면담자 B)

“저렴하고 빠른 건 예전부터 다 있었다. 문제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빠르게 제시하는 능력이다” (면담

자 B)

“과거에 패션은 디자인, 제조 중심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소비

자 중심마인드이다. 모든 게 소비자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디자

인도 가격할인도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기호에 집중

한다” (면담자 C)

“상품기획이 중요하다. 개별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소비

자 입장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면담자 C)

또한, SPA 브랜드들은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에

따라 메인기획, 근접기획, 스팟기획의 황금비율을 추구

하고 이것이 상품 전략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자사 보

유 생산처를 가진 자라는 근접과 스팟기획 비중을 높여

트렌드 반영성을 높이고, 의류 소재력이 강한 일본 태

생의 유니클로는 도레이 등 소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메인기획 위주의 베이직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끝난 상품의 생산수량, 구색,

생산처,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시장에서 팔릴만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머천다이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

문가들은 말한다.

“유니클로의 베스트 셀러인 히트텍, 후리스는 머천다이저가

기획한 것이다. 자라는 디자인 커머셜이라는 직책의 머천다이저

가 디자이너와 팀을 짜서 상품을 기획한다” (면담자 H)

“그때 그때 진행하는 스팟기획만이 SPA의 유일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메인기획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를 더 만족스

럽게 충족시키는 보조수단으로 스팟기획이 활용된다” (면담자 P)

2) 판매반응성 재고관리 전략

자료분석 결과, 소비자 반응이 모든 판매 전략 수립

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 브랜드는 매장의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의 중요성이나, 상권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장에 배분하려는 상품물량을 과

학적으로 설정한다. 이후 상품의 판매속도나 매출추이

를 계속 지켜보면서 물량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지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실

제 매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수시로 점검하고 본사와 소

통하여 물량배분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과정이 차기 년도 상품계획에도 반영되어 과

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배당된 상품을 모

두 판매한다는 기본 원칙이 기간한정세일이나 시즌오

프세일과 같은 각 SPA 브랜드마다 자사에 최적화된 독

특한 가격할인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물량배분으로 매장 내 상

품재고를 최소화하여 가격할인분량을 적게 만드는 판

매전략이 SPA 브랜드의 영업이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별로 다음 물량에 완벽히

대응한다” (면담자 P)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매장에서의 프로모션, 신

상품 등을 소비자가 인지해서 매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면

담자 K)

“자라에는 DT(Direction de Tidenda)라는 직책과 H&M의 AM

(Area Manager)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와 재고수준을 확인

하고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한다” (면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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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적 조건: 정보 기술의 활용

소비자 밀착대응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재적 조건은 정보 기술의 활용이

었다. 전통적인 패션산업에서는 원사, 직물, 의류, 유통

등 가치사슬 내 참여자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자신이 수

주하는 주문량에 의존하여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SPA 브랜드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가치사

슬 내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과학적으로

생산물량과 배송물량을 결정하고 할인율을 설정하는 등

상품기획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

정에 판매현장에서 획득한 소비자 반응과 정보, 판매 데

이터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SPA 브랜드는 모든 소

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정보를 네트워

크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IT 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을 갖

추고 디자인, 생산, 유통 및 판매 전반에 즉각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소

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게 된 것이다.

“H&M은 매장 내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판매된

수량이 물류센터에 자동으로 보고되어 판매수량만큼 계속적으

로 보충되는 콜오프 시스템을 운영한다” (면담자 P)

“자라는 IT 전문가를 영입해 자라만의 주문용 PDA와 자체 프

로그램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관리 시스

템을 개발하려고 계획중이다” (면담자 O)

“할인율은 과거 데이터와 목표 수익성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결정한다” (면담자 D)

6. 결과: 빠른 상품회전율로 인한 소비자 구매의

사결정과정 단축이라는 선순환 구축

SPA 브랜드는 전통적인 의류 브랜드와 근본적으로 다

른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밀착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

을 구사하는데, 이런 전략은 소비자 구매욕구 자극이라

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SPA 브랜드는 판매현장에

서 획득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반응을 예

측해 생산량, 배송물량, 판매가격, 할인방법 등을 결정

하여 디자인, 가격 등에서 소비자에게 팔릴만한 상품을

만든다. 매장에서 팔릴 만큼의 수량만 생산, 배송하는

SPA의 이런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에게 ‘지금 사지 않으

면 다시는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즉각적인 상품구매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회전하는 상품구색으로 소비자

가 느끼는 상품의 희소성이 소비자의 주의와 흥미를 끌

어 상품구매에 이르게 하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걸리

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다.

“매장에 올 때마다 상품이 새로우니까 손님은 이번에 사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면담자 E)

“자라는 상품이 한 달 정도 팔 물량만 들어오니까, 다음에 고

객이 오면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면담자 L)

“유니클로는 매장에서 얼마짜리 상품이 어디에 있다는 식으로

자세히 알려주는 그리팅(greeting)을 하니까 소비자는 그 상품이

어디에 있지?하고 관심을 갖고 유니클로에 들어서면 하나라도 사

게 된다” (면담자 G)

“가격이 싸거나 신제품이 빠르게 나오는 것은 동대문에도 있

다. 소비자 마음을 먼저 읽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소비

자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자 M)

7. SPA 브랜드들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패러다

임 모델 개발

핵심범주는 SPA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과 관련된 모

든 범주를 통합하는 중심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 반응성 밀착대응’으로 핵심범주를 상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서술적

이야기 형태로 구성했다(Fig. 2).

분석결과에 따르면, SPA 브랜드 성공의 중심현상은

기존 의류 브랜드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되면서 시

작된다.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price), 신선하게 유지되는

방대한 구색(product), 그리고 다기능 대형 매장(place)

은 글로벌 SPA 브랜드를 특징짓는 가장 주요한 마케팅

믹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도록 SPA

브랜드는 소비자 반응에 밀착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한

다. 즉, 팔릴만한 상품을 기획하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SPA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요인은 의류 상품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다. SPA 브랜드가 성행하

게 된 데에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속도의 둔화에 따른

소비자 의류 구매행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유행의 옷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입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수직 통합

을 통해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빨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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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SPA가 소비자의 취향

을 적극 수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원가 및 유통마진,

재고위험 감축을 통해 성공 기회를 찾으려 했던 산업

내 필요가 소비자의 변화욕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SPA

브랜드의 성공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는 위의 공통적 마케팅 전략을 구

사하고 있지만, 각 기업의 핵심역량과 태생적 기반에 맞

게 세부적 운영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다. 합리적 가격

전략을 모두 구사하지만, 자라는 자사 공장을 보유하여

유행 반영을 위한 스팟기획이 용이하기 때문에 품질과

유행 반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

고가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반면, 외부 공장운영을 통한

아웃소싱에 100% 의존하는 H&M과 유니클로는 품질

관리를 통한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이 글

로벌 SPA 브랜드의 발전을 촉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

든 브랜드의 공급사슬관리망과 재고 및 판매관리 기반

은 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SPA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

었던 이유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단축한 데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면서도

그 구색, 즉, 상품의 선택범위가 매우 넓어 구매의사결정

이 쉽게 일어나며, 상품회전이 빨라 매장에 자주 가도 지

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빈도

까지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SPA 브랜드의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했던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글로벌 SPA 브랜드

의 성공요인을 마케팅 관점에서 탐색하여 로컬 의류 산

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러 석학

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도로 진

입하면서(Cowen, 2011), 대중 소비자들은 점차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 실속형 가치소비 경향이 심화되면서,

낮은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의류

소비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Oh, 2010). 본 연구결과

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인해 합

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상품을 고급스러운 대형 매장에

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SPA 브랜드 전략이 시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 태생의 몇몇 중저가 의류 브랜드가 SPA를

지향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상품의 수를 늘려 매장을 크

게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성공하는 SPA 브랜드의 근본적 마케팅 전략의

변화에 따른 주요 현상일 뿐, 그것 자체가 마케팅 전략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저가 전략은 소비자가 살만 한 상품, 즉, ‘팔

Fig. 2. Paradigm analysis for marketing of SPA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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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만한 상품’을 기획하기 위한 기획 자세 및 생산 전략

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단지 원가 대비 마

진(margin)의 비중을 낮춘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

게 되고, 마진을 위해 품질을 낮추면 시장의 외면을 받

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글로벌 SPA 브랜드는 비단 싼 제

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격 대

비 훌륭한 품질을 제안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

인 가치사슬의 재구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

여줌으로써 Jang(2008)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두 번째로, 겉보기엔 다양한 제품의 제안이 SPA 브랜

드의 마케팅 성공 전략으로 보이나, 소비자 반응에 기

반한 판매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방대한 상품구색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구색을 늘려 다양한 제품

을 제안하는 것이 판매와 연동되지 않을 때 재고의 위험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라처럼 소비자 반응에 맞춰 상

품회전을 높이거나, 유니클로나 H&M처럼 생산된 제품

을 판매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충 혹은 할인하여 적

정 수준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성공 전략이었던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라는 기존 연구(Jeong, 2010; Kim et al.,

2010)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Lee

(2010)는 판매율에 따라 생산량을 지속 조절하는 SPA 브

랜드는 시장수요예측에 실패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즉

각 생산을 정지하여 재고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의 판매율에 즉각적

으로 반응하기 위해 매장은 본사의 촉수처럼 소비자 반

응을 전달하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SPA 브랜드의 대형 매장은 기존

의 판매의 역할 뿐 아니라, 브랜드 홍보기능 그리고 시

장수요예측, 트렌드 조사, 그리고 인력 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SPA 브랜드는 매장 자체가 광고의

기능을 하여 광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시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시(VMD)한다

고 강조했던 Jang(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판매

와 홍보에서부터 시장조사, 수요예측까지 다기능을 수

행하지 않는다면, 규모만 큰 대형 매장은 인력 관리가

어렵고 분실 및 도난 등 위험이 존재하는 데다 고정된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수익성 저하의 최대 요인

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SPA 브랜드는 각자 처한 국가적 환경과

자사의 핵심역량 그리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생각하

며 브랜드 성격을 차별화 해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자라와 H&M은 패션과 트렌드를 중심에 둔 2세대

유럽형 SPA 형태이며, 유니클로는 그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품질에 중심을 둔 저가 베이직 캐주얼군에 집중한

3세대 일본형 SPA라고 볼 수 있다(Hirosi, 2006/2010). 국

내 SPA 브랜드는 이러한 글로벌 SPA 브랜드의 공통점

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즉

각 생산체계나 고급 생산인력 확보 등 핵심역량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라 자사만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을 많은 부분에서 지

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신문기사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SPA 브랜드의 성공요인 찾기에만 집

중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가 성공요인으로 언급한

낮은 가격, 다양한 상품구성, 빠르고 유행을 반영하는

디자인 등은 근거이론의 분석틀에 의하면 중심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이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특

정 SPA 개별 브랜드의 성공요인에 집중하고 있거나, 각

각의 브랜드마다 지니는 맥락적 특성이 해당 브랜드의

성공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

고 있기도 하다. 반면, 본 연구는 현재 성공가도를 달리

고 있는 다양한 SPA 브랜드가 어떤 맥락적이고 인과적

인 조건 하에서, 중심현상을 발생시켰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빈번하게 눈에 띄는 중심현상에 대응하

기 위해 SPA 브랜드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

지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를 밝혀내었다. 이렇게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함으

로써 그 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SPA에 대한 인식

과 사실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겠

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국내 SPA 브랜

드 관리자들에게 해당 브랜드의 태생적 역량은 무엇인

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것인지, 소비자 니즈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

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혁신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제

기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념적 성공적 요인

들은 정성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므로 소비자 반응데이

터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검증할 후속연구들을 기대

하는 바이다.

– 201 –



42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2, 2015

References

Byun, J. W. (2013). A study of SPA brands ZARA's success-

ful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Business Management

Review, 46(1), 229−248.

Cachon, G. P., & Swinney, R. (2011). The value of fast fash-

ion: Quick response, enhanced design and strategic consu-

mer behavior. Management Science, 57(4), 778−795.

Carey, M. A. (1994). The group effect in focus groups: Plan-

ning, implementing and interpreting focus group research.

In J. M.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

earch methods (pp. 225−241). London: Sage.

Chae, M. S., & Kim, M. J. (2013). The effect of service qual-

ity on consumer's emotional response and impulse buying

in the fast fashion stores.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

ing, 18(3), 29−54.

Corbin, J. M., & Strauss, A.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

ciology, 13(1), 3−21.

Cowen, T. (2011). The great stagnation: How America ate all

the low-hanging fruit of modern history, got sick, and will

(eventually) feel better. New York, NY: Dutton.

Fast Retailing. (2013). Annual Report 2014. Tokyo: Fast Reta-

iling Co. LTD.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

unded theory. Chicago, IL: Aldine de Gruyter.

Goulding, C. (2005). Grounded theory, ethnography and phe-

nomen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qualitative

strategies for marketing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Mar-

keting, 39(3/4), 294−308.

H&M. (2013). H&M annual report 2012. Stockholm: H&M

Hennes & Mauritz AB.

Hirosi, C. (2010). A win 9 losses Uniqlo vs. 9 wins 1 loss Si-

mamura (Y. C. Yang, Trans.). Seoul: Moneyplus. (Origi-

nal work published 2006)

Hwang, J. J., & Yeo, J. S. (2014). A study on consumer cent-

ered management: A grounded theory approach. Consu-

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0(1), 47−81.

Inditex. (2012). Inditex annual report 2011. Arteixo: Inditex

S.A.

Inditex. (2013). Inditex annual report 2012. Arteixo: Inditex

S.A.

Inditex. (2014). Inditex annual report 2013. Arteixo: Inditex

S.A.

Interbrand. (2013). Best global brands 2013. Interbrand. Ret-

rieved April 21, 2014, from http://www.interbrand.com/

en/best-global-brands/2013/Best-Global-Brands-2013-Bran

d-View.aspx

Jang, A. R. (2007). Development of Korean style SPA of fast

fashion for consumer need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5), 997−1006.

Jang, E. Y. (2008). Fashion retail & marketing. Seoul: Kyo-

haksa.

Jeong, Y. W. (2010). 생존 그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기업의 성

장과제 [Korean companies' growth issues preparing for

the subsequent survival]. Seoul: 21
st
 Century Books.

Kang, J. H., & Sung, Y. Y. (2010).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process innovation and competitive-

ness in the fashion industry-Case study of fast fashion:

ZA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 1−13.

Kim, M. J., Kim, J. W., Lee, J. A., & Lee, J. K. (2010). 2011

트렌트 키워드 [2011 trend keyword]. Seoul: Future Win-

dow.

Kim, S. H. (2007). A study on the fast fashion(Part I)-Focus-

ing on marketing strateg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5(5), 875−887.

Lee, H. J., & Jung, S. H. (2010). New fashion merchandising.

Seoul: Kyohaksa.

Lee. H. J., & Kang. K. Y. (2004). Fashion retailing. Seoul:

Kyomunsa.

Lee. J. H. (2010). 한국경제,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Korean

industry, where are opportunities?]. Seoul: Bookforce.

Lee, J. H., Ahn, S. H., Ha, S., & Hong, S. Y. (2011, April 6).

‘패스트 패션’에서 배우는 逆발상의 지혜 [Wisdom with

inverse concept learned from ‘fast fashion’]. CEO Infor-

mation, 798, 1−20.

Marshall, C., & Rossman, G. B. (2011).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5
th

 ed.). Newbury Park, CA: Sage.

Oh, H. J. (201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hop-

ping style and consumption value of apparel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

(1), 27−40.

Palka, W., Pousttchi, K., & Wiedemann, D. G. (2009). Mobile

word-of-mouth-A grounded theory of mobile viral marke-

ting.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4(2), 172−185.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

thods (3
rd

 ed.). Newbury Park, CA: Sage.

Sheridan, M., Moore, C., & Nobbs, K. (2006). Fast fashion re-

quires fast marketing: The role of category management in

fast fashion positioning.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0(3), 301−315.

Shin, M. H. (2011). The influence of fast fashion value on com-

mitment and repurchase intentions. Korea Journal of Busi-

ness Administration, 24(6), 3505−3523.

Yang, J. S., & Kwak, H. W. (2010). A study on fabric pattern

– 202 –



SPA 브랜드의 마케팅 성공요인 탐색-근거이론을 중심으로- 43

design of fast fashion-Focusing on the case of FOREVER

21 br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

ture, 16(2), 347−355.

‘뉴웨이 SPA’ 3조 시대, 현주소는?『자라』부터『랩』까지 [‘New

way SPA’ 90 million era, Where we are? From『ZARA』to

『LAP』]. (2013, May 1). Fashionbiz. Retrieved April 21,

2014, from http://www.fashionbiz.co.kr/PE/main.asp?cate=

2&idx=133056

해외 SPA 브랜드 ‘폭풍성장’…빅3 매출 60% 증가 [‘Rapid

growth’ of global SPA brands…Big 3 sales increased 60%].

(2013, May 8). Yonhap News. Retrieved April 17, 2014,

from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5/07/

0325000000AKR20130507207000008.HTML

SPA 브랜드 소비자 선호도 조사 [Survey on the customer pre-

ference of SPA brands]. (2012, October 15).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Retrieved April 21,

2014, from 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2012

1015095058_1.pdf

– 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