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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Preview in DAEGU 2005>의 일환으로,
국내 소재 수출업체들에게 주요 해외 브랜드(바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향 후 수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매 회(월 1회) 20개 내외의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발송하고 있으며, 본 레포트는
지난 1월에 이어서 발송되는 2차 레포트 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구섬유국제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 2005
2005. 3. 16 – 18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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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아웃도어 캐주얼웨어

에디 바우어

Eddie Bauer, Inc.
진행 회사

주소: 15010 NE 36th St. Redmond, WA 98052
연락처: Phone: 425-755-6100

Fax: 425-755-7696

웹사이트

www.eddiebauer.com

시작 년도

1920 년 시애틀에서 첫 매장 오픈

브랜드 라인

Toll Free: 800-625-7935

남성, 여성, 아동 라인으로 구분된 스포츠웨어, 아웃웨어, 신발 + 가정용 가구용품
- 아웃도어 용품으로 시작한 브랜드로 현재는 모든 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브랜드 특징

컨셉으로 전환, 의류 판매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Ford 의 SUV 자동차, 선글라스, 자전거, 안경테, 유아용춤, 가구용품 등에도
라이선스로 브랜드 진행 중

브랜드 타겟

클래식한 감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매장 형태 및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425개의 매장 및 아울렛 매장 운영 중

매장 수
주요 경쟁 브랜드

카달로그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
Lands' End, L.L. Bean, North Face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59 ~ $ 208

바텀류(바지/스커트)

$ 34.50 ~ $ 54.50

이너류(니트)

$ 54.50 ~ $ 59.50

$ 34.50 ~ $ 44.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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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엘렌 트레이시
Liz Claiborne 의 자회사 – 2002 년 합병 됨
진행 회사

Ellen Tracy, Inc.
주소: 1441 Broadway, 10th Fl. New York, NY 10018
연락처: Phone: 212-944-6999 / Fax: 212-398-1678 / Toll Free: 800-925-7979

웹사이트

www.ellentracy.com

시작 년도

1949 년 블라우스 브랜드로 시작
비즈니스 수트, 드레스, 이브닝 웨어(드레스 중심), 캐주얼 웨어

브랜드 라인

LINDA ALLARD 라인: 디자인 디렉터의 이름을 딴 라인으로 핏팅을 강조
Company 라인: 좀 더 캐주얼 한 라인으로 스포티한 스타일을 포함

브랜드 특징
브랜드
브랜드 타겟
매장 전개 지역
주요 경쟁 브랜드

- 과하지 않은, 성공을 위한 패션을 제안
-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는 모던한 감각의 디자인
편안하지만, 보수적인 스타일을 지향하는 전문직 여성
미국, 캐나다
Ann Taylor, Bernard Chaus, Jones NY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398 ~ $ 498

바텀류(바지/스커트)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니트류

$ 258 ~ $ 298

드레스류

$ 198 ~ $ 258
$ 298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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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 전세계

구 분

유니섹스 & 토탈 캐주얼

에스프리

Esprit Europe AG
진행 회사

주소: Vogelsanger Weg 49 40470 Düsseldorf, Germany
연락처: Phone: +49-2102-1230

웹사이트

www.esprit.com
여성정장, 남성, 아동, 신발, 액세서리, 인테리어

브랜드 라인

(의류 : 정장, 캐주얼, 스포츠, 내의 및 잠옷…)
라이센스 브랜드로 진행하는 시계, 안경, 선글라스, 보석, 향수, 홈 라인
RED EARTH라는 브랜드로 진행하는 화장품 라인
- 홍콩에 헤드 오피스가 있으며, 유럽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전 세계 전체 매출의

브랜드 특징

70%를 차지
- 현재 우리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중적인 가격대의 질 좋은 제품 추구

브랜드 타겟
매장 수

나이에 상관없이 젊고 활동적인 마인드의 소비자
40여 개국에 120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2003년도
년도 매출액

$1,261.9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브랜드

Benetton, C&A, H&M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89 ~ $ 239

바텀류(바지/스커트)

$ 75 ~ $ 11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25 ~ $ 49

드레스류

$ 79 ~ $ 139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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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 중국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에탐

Etam Développement
주소: 57-59, rue Henri-Barbusse 92110 Clichy, France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33-1-55-90-70-70 / Fax: +33-1-55-90-70-01
회사 웹 사이트: www.etamdeveloppement.com
진행 브랜드: Etam, 1.2.3, Tammy

웹사이트

www.etam.com

시작 년도

1916 년 베를린에 첫 매장 오픈

브랜드 라인

Etam, etam weekend(etam 라인보다 좀 더 젊고 스포티브한 라인), 란제리, 잡화
Tammy (주니어 & 키즈 캐주얼)
-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

브랜드 특징

- 최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의 첫 단계로 중국 마켓 집중적으로 공략 중
( 현재. 중국 여성 영캐주얼 중 인지도 / 매출 1 위)

브랜드 타겟
매장 수

10대 후반 ~ 30대 초의 여성 소비자
Etam, 1.2.3(어덜트 여성 캐주얼), Tammy 포함 북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지
역에 약 1,400개 매장 운영 중

2003년도
년도 매출액

회사 전체 매출액: $1,343.1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Marks & Spencer, New Look, NEXT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39.90 ~ $ 69.90

바텀류(바지/스커트)

$ 19.90 ~ $ 39.90

드레스류

$ 29.90 ~ $ 49.90

$7.90 ~ $ 29.9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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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여성 남성 캐주얼

익스프레스
Limited Brands, Inc.의
의 자회사
진행 회사

Express, LLC
주소: 1 Limited Pkwy. Columbus, OH 43230
연락처: Phone: 614-415-4000 / Fax: 614-415-4200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expressfashion.com
여성, 남성 모두 정장라인과 캐주얼 라인으로 구분 전개 + 데님, 란제리 라인
-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제품을 추구

브랜드 특징

- 1980년 여성복 라인을 먼저 전개, 1987년 남성복 라인 전개 시작
- 2002년 남성복 라인에 Structure(이지/스트리트/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를
통합하여 익스프레스 남성복 라인을 재탄생 시킴.

매장 수

미국 전역에 여성복 매장 955개, 남성복 매장 290개, 토탈 매장 105개 전개 중

2003년도
년도 매출액

$2,073.0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Federated, Gap, Guess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158 ~ $ 178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니트, 탑)

$ 19.50 ~ $ 58

바텀류(바지/스커트)

$ 59.50 ~ $ 79.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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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구 분

유니섹스 영 캐주얼

프렌치 커넥션- FCUK라는 약자로 더 잘 알려짐

French Connection Group PLC
진행 회사

주소: 1 Old Burlington St. London W1S 3NL, United Kingdom
연락처: Phone: +44-20 7399 7000 / Fax: +44-20 7399 7001
진행 브랜드: French Connection, Nicole Farhi

웹사이트

www.frenchconnection.com

시작 년도

1972 년
가방, 향수, 모자 등의 액세서리 라인을 포함한 남성, 여성 라인

브랜드 라인

(사이즈별로 Mens(남성), Misses(미세스), Womens(여성), Junior(주니어) 구분)
화장품 라인 출시 예정 / 홈 컬렉션 2002년 출시
- 영국 영 캐주얼 마켓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

브랜드 특징

- 현대적인, 트렌디한 컨셉 지향
- 매 시즌마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광고가 특징적

매장 전개 지역 및
매장수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호주 지역에서 150여 개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486.6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Gap, H&M, Marks & Spencer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65 ~ 120 파운드

바텀류(바지/스커트)

50 ~ 75 파운드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20 ~ 50 파운드

드레스류

45 ~ 80 파운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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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지 역

미 주 / 전세계

구 분

유니섹스 / 토탈 캐주얼

갭

Gap Inc.
주소: 2 Folsom St.

San Francisco, CA 94105

회사 개요

연락처: Phone: 650-952-4400 / Fax: 415-427-2553 / Toll Free: 800-333-7899

Gap Inc.

진행 브랜드: GAP / BANANA REPUBLIC / OLD NAVY
35 세 이상 여성 대상의 신규 브랜드 런칭 계획 중
회사 웹사이트: www.gapinc.com

웹 사이트

www.gap.com
GAP Women/Men/Jeans/Athletics, GAP Kid(아동), baby GAP(영유아복), GAP

브랜드 라인

Body(속옷 & 잠옷), GAPMaternity(임부복), GAP Outletlabels(온라인쇼핑몰)
향수 라인과 일부 코스메틱 라인 , 액세서리 라인 진행 중

런칭 연도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 첫 매장 오픈)

브랜드 컨셉

베이직 & 캐주얼, 최근 트렌디 컨셉 강조

브랜드 타겟

남녀노소 누구나 / 다양한 라인

매장 수
주요 경쟁 브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지에 총 3000여 개의 매장
Abercrombie & Fitch / American Eagle Outfitters / Spiegel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68 ~ $ 118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셔츠/니트)

$ 38 ~ $ 58

바텀류(바지/스커트)

$ 44 ~ $ 54

제품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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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게리 웨버

Gerry Weber International AG
주소: Neulehenstrasse 8 D-33790 Halle/Westphalia, Germany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49-5201-185-0 / Fax: +49-201-10931
진행 브랜드: Gerry Weber, Taifun(세컨드 라인으로 게리웨버보다 젊고 트렌디한
컨셉과 스타일이 강점, 게리웨버보다 10~20% 저렴한 가격대), Samoon(빅 사이즈),
Gerry Yomanis (커리어 웨어), Court One (캐주얼 웨어)

웹사이트
시작 년도

브랜드 라인

www.gerryweber.de
1973 년 Hatex KG 설립, 여성용 바지 생산 판매를 시작으로 탄생.
Gerry Weber 라는 브랜드 네임은 1986 년부터 사용, 1989 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함.
Gerry weber(정장 위주), Gerry weber SPORT (스포츠웨어), Gerry weber EDITION(캐
주얼웨어) + 2005년 남성 라인 출시 예정
- 2003년 가을 시즌부터 향수, 바디케어 제품 출시, 점차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영역 확장 예정

브랜드 특징

- 독일 여성들이 가장 편안하고 활동적인 “바지” 브랜드로 인식
- 문화와 패션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둠
예) 게리웨버 스타디움을 건설, 매년 6월 게리웨버 오픈이라는 이름의 테니스 리
그를 개최, 다양한 스포츠 경기, 콘서트, 문화공연 등을 주최
유럽과 중동 지역에 500여 개의 숍인숍(shop-in-shops-게리웨버사의 브랜드가 2개

매장 수

이상 한 공간의 매장에 있는 형태, 매장 안의 매장) 형태의 매장과 25개의 House
of Gerry Weber 형태의 매장 운영 중
향후, 80~100여 개의 매장을 전 세계에 추가로 오픈 할 예정

2003년도
년도 매출액

$418.9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HUCKE, Hugo Boss, Marzotto, George Reh, MaxMara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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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 주

구 분

유 통

구디스

Goody's Family Clothing, Inc.
진행 회사

주소: 400 Goody's Ln. Knoxville, TN 37922
연락처: Phone: 865-966-2000 / Fax: 865-777-4220

웹사이트

www.goodysonline.com

시작 년도

1953 년

브랜드 라인

전 가족을 위한 의류, 신발, 액세서리, 선물용품 등
의류는 미시, 아동, 남성,라인으로 구분 전개
-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매장 전개
- Dockers, Levi's, NIKE, Reebok, Sag Harbor, Skechers 등 유명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 Goodclothes, Mountain Lake, Ivy Crew, Baby Crew 를 동시에 판매, 자사

브랜드 특징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
- 2004 년 20 개의 새로운 매장을 오픈 하였으며, 2005 년에는 35~40 여 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 할 예정.
- 2003 년 초 타미 힐피커가 구디스를 상대로 자사 제품과 유사한 티셔츠와
청바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구디스가 11 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한 바 있음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유명 브랜드를 사고 싶어하는 계획 구매자
미국 중서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개 주에 36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227.0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J. C. Penney, Target, TJX Companies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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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유럽 중심

구 분

유니섹스 영 캐주얼

에이치 앤 엠- Hennes & Mauritz의 약자

H&M Hennes & Mauritz AB
진행 회사

주소: Norrlandsgatan 15, Box 1421 SE-111 84 Stockholm, Sweden
연락처: Phone: +46-8 796 55 00 / Fax: +46-8 20 99 19

웹사이트

www.hm.com

시작 년도

남성, 여성, 아동, 속옷, 액세서리, 화장품
1947년 Mauritz Widforss라는 헌팅용품과 남성복을 판매하는 매장을 사들인 후, 여

브랜드 라인

기에 여성복 라인(이태리어로 hers-그녀의 것-라는 의미 Hennes)을 추가하여 H&M
이라는 매장을 첫 오픈

브랜드 컨셉
브랜드 타겟
브랜드 특징
매장 수

가격은 저렴하지만 현대적이고 가장 트렌디한 감각의 빠른 제품 변화 추구
단품 중심
18~45세의 남성 및 여성 소비자와 아동 소비자
2004년 가을 시즌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라인을 출시, 탑 디자이너와
맥 패션의 만남을 시도,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음
전세계 18개국의 엄격하게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945개의 매장 운영 중

2003년도
년도 매출액

$6,406.0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Gap, Zara, Topshop, Mango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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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 주

구 분

유니섹스 영 캐주얼

핫 토픽

Hot Topic, Inc.
주소: 18305 E. San Jos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626-839-4681 / Fax: 626-839-4686
진행 브랜드: Converse, Dickies, FineIllig, Lip Service, Lucky 13, Morbid Threads,
Playboy, Stiletto Killers, Tripp, T.U.K.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hottopic.com
남성복, 여성복, 신발, 액세서리 토탈 편집 브랜드
- 락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
- 자체 브랜드인 Morbid 로 화장품 라인까지 판매
- 핫 토픽의 판매사원 및 직원들은 MTV 와 나이트 클럽에서 최신 트렌드를

브랜드 특징

공부하며, 제품이 출시 되기 1~2 개월 전 몇몇의 매장에서 테스트 함.
- 매년 85 개의 새로운 매장을 오픈 중
- 2004 년 15~29 세의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들을 위한 Torrid 매장을 50 여 개
오픈

브랜드 타겟
매장 수

15~ 29세의 MTV 세대
미국 전역 553개의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572.0 million (어패럴 세일: 297.4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Gadzooks, Wet Seal

주요 아이템

드레스류

$ 29 ~ $ 5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24 ~ $ 32

바텀류(바지/스커트)

$ 32 ~ $ 46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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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유 럽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훅케 우먼스

Hucke Ag
주소: Ravensberger Str. 41 Lubbecke, Nordrhein-Westfalen 32312 Germany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49 57413640
진행 브랜드: Hucke Woman, Frank Eden Woman, Venice Beach, Bush, Frank Eden
Men, Whoopi, Steiff Kids Collection, More & More Kids & Teens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브랜드 특징
연간 매출액
주요 경쟁 브랜드

www.hucke.com
여성 정장, 캐주얼 웨어
- 게리웨버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중 하나
-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입을 수 있는 믹스 앤 매치 코디가 가능한 제품 구성
$187,955,245
Gerry weber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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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남성
여성 남성,
남성 토탈 캐주얼

제이크루

J. Crew Group, Inc.
진행 회사

주소: 770 Broadway New York, NY 10003
연락처: Phone: 212-209-2500 / Fax: 212-209-2666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jcrew.com
여성, 남성
- 남성&여성용 온/오프타임용 또는 주중/주말 모두 입을 수 있는 베이직 캐주얼

브랜드 특징

웨어를 중심으로 수영복, 다양한 액세서리, 신발 전개
- 제이크루 매출의 60%가 클래식한 스타일의 진, 카키 팬츠와 베이직한 아이템
- 아시아 지역에서 제품의 80%를 생산
카탈로그, 웹 사이트

매장 수

미국 전역에 200여 개의 소매점과 공장형 아울렛 매장 운영 중
일본에 이토추사와 합작으로 70여 개의 아울렛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688.3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Gap, Lands' End, L.L. Bean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88 ~ $ 500

바텀류(바지/스커트)

$ 54 ~ $ 128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16 ~ $ 35

드레스류

$ 88 ~ $ 5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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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존스 뉴욕

Jones Apparel Group, Inc.
주소: 250 Rittenhouse Circle Bristol, PA 19007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215-785-4000 / Fax: 215-785-1795
진행 브랜드: Jones New York, Evan-Picone, Norton McNaughton, Gloria Vanderbilt,
Erika, l.e.i., Energie, Nine West, Easy Spirit, Enzo Angiolini, Bandolino, Napier, Judith
Jack, Kasper, Anne Klein, Albert Nipon, Le Suit 등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jny.com
Suit(정장), signature(클린,트렌디), outwear(아우터), dress(드레스), sportswear(캐주
얼웨어)
- 앤 테일러, 리즈 클레이본과 함께 미국 여성복을 대표하는 브랜드

브랜드 특징

- 다양한 라인 전개로 어떤 상황에서든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
- 클래식,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는 스타일과 여성스러움의 조화

브랜드 타겟
주요 경쟁 브랜드

커리어 우먼
Liz Claiborne, Anne Taylor, Brown Shoe, Ellen Tracy, Talbots

주요 아이템

코트류

$ 249 ~ $ 274

바텀류(바지/스커트)

$ 99 ~ $ 12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자켓류

$ 199 ~ $ 219

니트류

$ 59 ~ $ 99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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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주시 꾸띄르

Jones Apparel Group, Inc.
주소: 250 Rittenhouse Circle Bristol, PA 19007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215-785-4000 / Fax: 215-785-1795
진행 브랜드: Jones New York, Evan-Picone, Norton McNaughton, Gloria Vanderbilt,
Erika, l.e.i., Energie, Nine West, Easy Spirit, Enzo Angiolini, Bandolino, Napier, Judith
Jack, Kasper, Anne Klein, Albert Nipon, Le Suit 등

웹사이트

www.juicecouture.com
Baby Apparel(유아복), Down Dog Couture Yoga(요가 라인), Sleepwear(잠옷),

브랜드 라인

Swim(수영복), Maternity(임부복), Outerwear(아우터), Denim(데님), Accessories(액세
서리류)
- 중가의 가격대, 섹시하고 고급스럽고 즐거운 느낌을 표현하는 제품 지향
- 면 저지류와 폴라폴리스 저지를 이용한 아이템이 주력 상품

브랜드 특징

:대표 아이템- 폴라폴리스 트레이닝 복 셋트
- 스타 마케팅으로 단 기간 내에 핫 브랜드로 자리 매김함.
- 최근 트레이닝 웨어의 히트로 브랜드 이름을 전세계에 알림

브랜드 타겟
매장 전개 형태

유행에 민감한 10대 후반 ~ 20대의 여성 소비자가 주요 타겟
고급 백화점, 전문 소매점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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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캐스퍼
Jones Apparel Group, Inc.의
의 자회사 (2003 년 Jones Apparel group 로 합병됨)
합병됨
Kasper A.S.L., Ltd.
주소: 77 Metro Way Secaucus, NJ 07094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201-864-0328 / Fax: 201-864-7768
Kasper 헤드 오피스: 141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18
Phone: 800.223.7698 Fax: 212.221.2708
진행 브랜드: Albert Nipon, Anne Klein New York, AK Anne Klein, Kasper, Le Suit.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kasper.com
일상용 커리어 정장, 오프 타임을 위한 캐주얼 웨어, 캐주얼 정장, 이브닝 웨어
- 제품의 질(소재, 디자인)과 몸에 잘 맞는 피트감을 중요시 여기는 20 년 전통의 여성
정장 캐주얼 브랜드
- 많은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브랜드 특징

- 2~3 벌의 수트와 한벌의 드레스만으로도 현대의 바쁜 여성들이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도록 제안
- 믹스&매치 단품 코디를 위한 스포츠 캐주얼 라인을 추가로 전개 중
- 디자이너 라벨보다는 낮지만 고가의 가격대 형성

브랜드 타겟
주요 경쟁 브랜드

전문직 여성, 직장과 특별한 때 자신감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
Ann Taylor, Donna Karan, Liz Claiborne, Jones New York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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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 전세계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쿠가이
VIVARTE 의 자회사
진행 회사

Adjustbetter Ltd
주소: 123d Kensington High St

London, London W8 5SF

England

연락처: Phone: +44 2079374411
웹사이트

www.kookai.com

시작 년도

1983 년

브랜드 라인
브랜드 특징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연간 매출액

여성, 여아(4세~16세), 란제리, 선글라스, 액세서리, 홈인테리어
- 트렌디 & 스피디
- 믹스 앤 매치,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대부분을 차지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여성 소비자
프랑스 지역에 128개 매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62,169,718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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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주 중심 / 전 세계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리즈 클레이본

Liz Claiborne, Inc. – 세계 최대의 의류 회사
주소: 1441 Broadway New York, NY 10018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212-354-4900 Fax: 212-626-3416
진행 브랜드: Ellen Tracy, Laundry, Liz Claiborne, Crazy Horse, and Dana
Buchman 외 59 개의 브랜드 전개 중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lizclaiborne.com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액세서리, 화장품 및 향수 라인
욕실용품, 홈, 속옷, 신발, 안경, 수영복 등 라이프 스타일 제품 라이선스 진행 중
- 미국 여성복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

브랜드 특징

- 디자이너 브랜드의 감성과 디자인 +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가격으로 미국 여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 라이센스로 진행하는 신발, 선글라스, 수영복, 가정용 소품

브랜드 컨셉
유통 형태 및 지역
주요 경쟁 브랜드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트렌디한 소재 및 스타일 가미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에서 백화점, 전문 소매점, 공장형 아울렛 등의
다양한 매장 형태로 진행 중
Ann Taylor, Jones NewYork, Ellen Tracy, J-crew, Banana Republic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89 ~ $ 349

바텀류(바지/스커트)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49 ~ $ 69

이너류(니트)

$ 45 ~ $ 109
$ 99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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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2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2.
지 역

미국,
미국 일본

구 분

아웃도어 캐주얼

엘엘 빈

L.L. Bean, Inc.
진행 회사

주소: 15 Casco St. Freeport, ME 04033
연락처: Phone: 207-865-4761 / Fax: 207-552-6821 / Toll Free: 800-221-4221

웹사이트

www.llbean.com

시작 년도

1912 년

브랜드 라인

의류: Outerwear(아우터), sportswear(캐주얼웨어)
기타: 가정용품, 신발, 캠핑&하이킹 도구, 낚시 도구, 사냥용 부츠 등
- 1911 년 방수가 되는 사냥용 부츠를 카탈로그 우편 판매가 시초가 됨

브랜드 특징

- 아웃도어용 아우터와 캐주얼 웨어 아이템이 의류 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함.
미국 내 4개의 소매상(대형 유통점)과 15개의 공장형 아울렛 운영

매장 수

일본에 9개의 매장 운영 중
영어-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는 웹 사이트 쇼핑몰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150.0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Bass Pro Shops, Lands' End, Spiegel, Edie Bauer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티셔츠)

$ 49 ~ $ 159

바텀류(바지/스커트)

$ 17.50 ~ $ 23.50

드레스류

$ 19.50 ~ $ 49
$ 34 ~ $ 44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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