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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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과 2월에 이어서 발송되는 마지막 레포트 입니다.

대구섬유국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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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주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리미티드 투

Too, Inc.
주소: 8323 Walton Pkwy. New Albany, OH 43054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614-775-3500 / Fax: 614-775-3938
진행 브랜드: Limited Too, Justice
회사 웹 사이트: www.tooinc.com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limitedtoo.com
의류, 수영복, 잠옷, 속옷, 신발류, 생활용품
- 트윈세대(7~14세)의 감성에 맞는 홍보 전략

브랜드 특징

예) 십대 잡지 광고, catazines(단순한 카탈로그가 아닌 잡지 형태의 카탈로그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하면서 동시에 쇼핑몰 운영)

브랜드 타겟
매장 수

- 활동적이고 패션을 지향하는 트윈 세대 소녀들 (7~14세)
- 엄마가 사주는 옷보다 자기 스스로 쇼핑을 즐기는 트윈 세대 소녀
미국 내 46개 주에 575개의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675.8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Abercrombie & Fitch, dELiA*s, Wet Seal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44.50

바텀류(바지/스커트)

$ 28.50 ~ $ 39.50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 14.50 ~ $ 28.50

드레스류

$ 39.50 ~ $ 49.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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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 전세계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망고 – MNG

MANGO Punto Fa, S.L.
진행 회사

주소: Mercaders 9-11, P.I. Riera de Caldes

Apartado de Correos 280

08184 Palau-Solità i Plegamans Barcelona Spain
연락처: Tel. (+34) 938 602 222

웹사이트
시작 년도
브랜드 라인

www.mango.com
인터넷 쇼핑몰: www.mangoshop.com
1984 년 바로셀로나에 첫 매장 오픈
MNG, MNG jeans, MNG sports, m by Mango, MNG night, MNG genuine, MNG tricot…
- 고유의 컨셉, 팀워크, 물류 시스템 3가지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스페인을 대
표하는 여성 영 캐주얼 브랜드 (ZARA 와 함께)

브랜드 특징

- 현대적인 디자인, 신선하고 젊은 감각의 스타일을 내세움.
- “저가이지만 감각 있고, 컨셉 있는 브랜드”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최근, 한 시즌 입고 버리는 “맥 패션(Mc Fashion)” 경향과 맞물려 더욱 성장 지속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주요 경쟁 브랜드

젊고 현대적이며 도시적인 감각으로 옷을 입는 여성 소비자
전세계 73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Zara, Kookai, H&M, Miss Selfridges, Oasis, Mexx…

주요 아이템

코트류

약 60 ~ 110 euro

바텀류(바지/스커트)

30 ~ 40 euro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7.99 ~ 25 euro

드레스류

20 ~ 37 euro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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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 럽

구 분

여성&남성
여성 남성 캐주얼

마씨모 두띠
모 기업:
기업 Industria de Diseño Textil, S.A. (INDITEX)
주소: Edificio Inditex, Avenida de la Diputación 15142 Arteixo, La Coruña, Spain
연락처: Phone: +34-981-18-54-00 / Fax: +34-981-18-55-44
웹 사이트: www.inditex.com
진행 회사

진행 브랜드: Zara, Oysho, Massimo Dutti, Pull & Bear, Bershka, Stradivarius, Zara
Home, Kiddy's Class
Grupo Massimo Dutti, S.A. : INDITEX 의 자회사
주소: Av. Montserrat S/N Tordera, Barcelona 08490 Spain
연락처: Phone: +34 937667699

웹사이트

www.massimodutti.com

시작 년도

1985 년

브랜드 라인

남성&여성: 컬렉션 라인(정장), 캐주얼 라인 / 유니섹스 주니어&아동 라인
- 패셔너블한 남성복 라인으로 시작, 여성복, 주니어 라인으로 까지 확장함

브랜드 특징

-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것이 성공 요인
- 정장, 캐주얼, 수영복, 잠옷 등 모든 시간대 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
구성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연간 매출액
주요 경쟁 브랜드

패셔너블한 남성, 여성 소비자
25개국에 35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281,653,095
MNG, Max & Co, Mexx…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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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 전세계

구 분

토탈

맥스

Liz Claiborne, Inc. – 세계 최대의 의류 회사:
회사 2003 년 인수 합병됨
주소: 1441 Broadway New York, NY 10018
연락처: Phone: 212-354-4900 Fax: 212-626-3416
진행 회사

진행 브랜드: Ellen Tracy, Laundry, Liz Claiborne, Crazy Horse, and Dana
Buchman 외 59 개의 브랜드 전개 중

Mexx Group B.V.
주소: Leidseweg 219 Voorschoten, Zuid-Holland 2253 AE Netherlands
연락처: Phone: +31 715797111
웹사이트

www.mexx.com
Women(여성), Men(남성), Kids(아동), Junior(주니어), Boy(소년),

브랜드 라인

xx by mexx(18~25세의 좀 더 젊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
는 라인), mexxsport(스포츠웨어), 액세서리, 화장품&향수 라인, 속옷 및 비치웨어
(수영복), 홈컬렉션
- 모던한 감각의 유니섹스 영 캐주얼 브랜드로 2003 년 세계 최대의 의류 기업 Liz

브랜드 특징

Claiborne 사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유럽 중심으로 전개되던 마켓이 미주 지역을
포함, 전 세계로 확장되는 추세임.

브랜드 타겟
매장 전개 지역
주요 경쟁 브랜드

자유로운 감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소비자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지역
Esprit, GAP, MNG, Tom Taylor…

주요 아이템

코트류

99.95 Euro

바텀류(바지/스커트)

55 ~ 65 Euro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티셔츠)류

15.95~34.95 Euro

드레스류

79.95 Euro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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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영국 중심 / 유럽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미스 셀프리지

Zoom.co.uk - Arcadia Group 이 1999 년 새로 설립한 온라인 벤처 회사
주소: The Maltings, Charlton RoadShepton Mallet, Somerset BA4 5QE, UK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44-1845-333-3371
진행 브랜드:

Topshop, Topman, Dorothy Perkins, Principles, Evans, Warehouse,

Miss Selfridge, Burton
웹사이트

www.missselfridge.co.uk

시작 년도

1966 년

브랜드 라인

컬렉션 라인
리미티드에디션- 온라인쇼핑몰과 옥스포드 스트리트 매장에만 독점 공급하는 라인
- 영국의 트렌디한 여성 영 캐주얼 마켓을 리드하는 브랜드

브랜드 특징

- 여성 영 캐주얼 패션 리더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중저가의 가격대이지만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인기가 높음

브랜드 타겟

패셔너블하고 트렌드를 추종하는 여성 영 소비자

매장 수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80여 개 매장 운영 중

주요 경쟁 브랜드

Mango, Zara, H&M, oasis, Dorothy Perkins…

주요 아이템

코트류

40 ~ 70 파운드

바텀류(바지/스커트)

22 ~ 32 파운드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6 ~ 28 파운드

드레스류

30 ~ 55 파운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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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전세계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미스 식스티

Miss Sixty Corp
진행 회사

주소: 435 Hudson Street, New York, NY 10014 USA
연락처: phone 212-575-0315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misssixty.com
주니어, 여성, 남성 라인 (데님 컬렉션, 캐주얼웨어, 신발류, 스트리트 웨어로 전개)
Miss sixty…(60년대를 그리워하며…)
아메리카, 유럽의 60년대를 그리워하며, 패션을 통해 그 시대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함.

브랜드 컨셉

60년대의 복고풍, 글래머, 아이러니, 위트가 주요 컨셉 키워드임.
감성적인 섹시함에 약간의 장난기를 믹스하여 미스 식스티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함.
빈티지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합한 스타일이 특징적
- 섹시한 아웃핏을 강조하는 데님이 주력 아이템

브랜드 특징

- 시즌마다 트렌드를 가미한 데님 컬렉션 전개
- 미국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이 즐겨 입는 진 브랜드로 소개되면서 세븐진, 얼진
등과 함께 섹시한 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주요 경쟁 브랜드

Seven Jean, Earl Jean, Fornarina, Diesel

주요 아이템

청바지

$ 129 ~ $ 159

니트 가디건

$ 14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미니 스커트

$ 139

면 모터 자켓

$329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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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영국 중심 / 유 럽

구 분

토탈 유통

넥스트

NEXT plc
진행 회사

주소: Desford Road, Enderby Leicester LE19 4AT, United Kingdom
연락처: Phone: +44-845-456-7777 / Fax: +44-116-284-8998

웹사이트

www.next.co.uk

시작 년도

1982 년 여성복 라인으로 첫 매장 오픈

브랜드 라인

의류- 남성, 여성, 아동복 라인 / 토탈 잡화
기타- 가정용품, 가구류
- 여성복 라인으로 시작하여, 남성복, 홈, 아동복 라인으로 확장. \

브랜드 특징

현재는 토털 유통 매장으로 저가이지만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과 매장 인테리어
로 인기가 높음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스타일 있는, 하지만 적정한 가격의 의류를 찾는 20~30
대의 소비자
영국 내 350여 개 매장과 해외에 50여 개의 프렌차이즈 매장 운영 중
2005년 여름 최대 규모의 매장 오픈 계획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4,569.8 million GBP

주요 경쟁 브랜드

Arcadia, Debenhams, Marks & Spencer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약 69.99 파운드

바텀류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탑

7.99 ~ 34.99 파운드

드레스류

24.99 ~34.99 파운드
약 69.99 파운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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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 럽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오아시스
Mosaic Fashions Ltd
진행 회사

진행 브랜드: Oasis, Coast, Karen Millen, Whistles
2004 년 Oasis 를 소유한 Mosaic Fashions Ltd 가 Karen Millen, Whistles 두
브랜드를 사들임으로써 여성복 시장을 주도

웹사이트

www.oasis-stores.com

시작 년도

1991 년
여성을 위한 의류 – 정장류, 캐주얼, 속옷, 잠옷, 데님, 단품

브랜드 라인

New Vintage, Odille, Love Rosa
기타 - 액세서리, 신발류, 보석, 생활용품
- 밝은 컬러와 재미를 추구하는 이미지의 제품이 특징적인 브랜드
- 오아시스 브랜드의 장기 전략으로 최근 New Vintage, Odille, Love Rosa라는 서브
라인을 런칭 함
New Vintage : 빈티지 감성과 모던함이 믹스되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제품 라인

브랜드 특징

Odille : 오아시스 란제리(속옷)라인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디테일이
특징적
Love Rosa : 독특한 분위기로 믹스 매치 할 수 있는 단품 라인
- 매장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써서 각 각의 매장이 서로 다른 독특한 분위기로
꾸며진 것이 특징적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주요 경쟁 브랜드

유행에 민감하며, 독립적인 20대 여성 소비자
12개국에 218개의 매장 운영 중
Top Shop, Miss Selfridges, MNG, Kookai, Warehouse…

주요 아이템

자켓류

110 ~ 150 파운드

바텀류(바지/스커트)

약 85 피운드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류

30 ~ 65 파운드

드레스류

약 150 파운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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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패밀리 캐주얼

올드 네이비
GAP Inc.의
의 자회사
진행 회사

Old Navy, Inc.
주소: 1 Harrison St. San Francisco, CA 94105-1602
연락처: Phone: 650-952-4400 / Fax: 415-427-2553 / Toll Free: 800-333-7899

웹사이트

www.oldnavy.com

시작 년도

1994 년

브랜드 라인

남성, 여성, 주니어, 아동복, 여성 플러스 사이즈, 임부복, 액세서리, 최근 애완견
옷도 전개
- 대중적이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과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브랜드 특징

- 갭 사의 브랜드(갭,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 네이비) 중 가장 저가격대의 대중적인
패밀리 캐주얼 브랜드
- 2004 년 여성 플러스 사이즈 라인 추가로 전개 시작함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편안함과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
미국에 764개, 캐나다에 33개, 아울렛 매장 42개로 총 84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주요 경쟁 브랜드

Target, Jc Penny…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19.50 ~ $ 58.00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 8.50 ~ $ 19.50

바텀류(바지/스커트)

$ 26.50 ~ $ 36.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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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유니섹스 영 캐주얼

퍼시픽 썬웨어 오브 캘리포니아

Pacific Sunwear of California, Inc.
진행 회사

주소: 3450 E. Miraloma Ave. Anaheim, CA 92806-2101
연락처: Phone: 714-414-4000 / Fax: 714-414-4251 / l Free: 800-444-6770

웹사이트

www.pacsun.com
여성, 남성, 액세서리, 신발류

브랜드 라인

Burton, Dickies, Fossil, O'Neill, Paul Frank, Puma, Quiksilver, Roxy 등 10~20대가
좋아하는 캐주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소매점 브랜드
- Pacific Sunwear (PacSun), Pacific Sunwear (PacSun) Outlet, d.e.m.o. PacSun 의 3
가지 매장 형태 운영

브랜드 특징

- Pacific Sunwear (PacSun) Outlet : 스케이트 보딩 스타일의 캐주얼 웨어, 신발, 관
련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
- d.e.m.o. PaxSun: 힙합 스타일의 캐주얼웨어와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
- 웹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티 구성, 정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함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활동적인 10대와 그들의 마인드를 가진 성인 소비자
743개의 PacSun stores, 84 개의 PacSun Outlet, 162개의 d.e.m.o. stores
총 50개 주에 989개의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040.3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Abercrombie & Fitch, Gadzooks, Hot Topic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브랜드 마다 가격 차가 있으며, 이너(니트/티셔츠) 의 경우 대략 $19.50 ~ $32.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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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주 중심 / 전세계

구 분

토탈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

Polo Ralph Lauren Corporation
650 Madison Ave. New York, NY 10022
Phone: 212-318-7000 / Fax: 212-888-5780
<진행 브랜드>
진행 회사

여성라인- Lauren, Polo Jeans Co., Pink Pony, Ralph Lauren golf, Black Label, Blue
Label
남성라인- Polo Ralph Lauren, Purple Label, RLX, Big&Tall, Polo golf
아동복, 신발, 향수, 홈 라인
Chaps, Club Monaco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polo.com
캐주얼 정장, 캐주얼 단품, 잠옷, 속옷, 신발, 향수, 수영복
- 클래식 남성 캐주얼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브랜드

브랜드 특징

- 클래식한 남성 캐주얼 브랜드로 “폴로 셔츠”라고 불리는 피케 티셔츠가 대표적인
아이템

브랜드 타겟
매장 수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미국 내 275개의 매장 운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라이센스 매장
진행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2,649.7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Gap, Tommy Hilfiger

주요 아이템

셔츠류

$79.50 ~ $ 89.50

바텀류

$ 85.00 ~ $ 250.00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티셔츠류

$ 65.00 ~ $ 85.00

아우터류

$ 89.50 ~ $ 265.0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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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주 중심 / 전세계

구 분

유니섹스 스포츠 캐주얼

퀵 실버 , 락시

Quiksilver, Inc.
진행 회사

주소: 15202 Graham St. Huntington Beach, CA 92649
연락처: Phone: 714-889-2200 / Fax: 714-889-2315
회사 웹 사이트: www.quiksilver.com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quiksilver.com
www.roxy.com
- Quiksilver
- Roxy, Roxy girls, Roxy teenie wahine
- Quiksilver: 젊은 감각의 서핑, 스노우보딩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를

브랜드 특징

대상으로 기능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스포츠 캐주얼웨어 브랜드

및

- Roxy: 1990년 런칭한 Quiksilver사의 주니어 소녀들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로 활

타겟

동적이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베이직
한 서핑웨어, 빈티지 감성의 스포츠 캐주얼 웨어 브랜드

주요 경쟁 브랜드

Billabong, NIKE, Fat Boy, Mambo…

주요 아이템

Quiksilver 청바지

$ 36.00

Roxy 캐주얼 바지

$ 37.95 ~ $ 66.95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Quiksilver 티셔츠

$ 21.95

Roxy 캐주얼 탑

$ 18.00 ~ $ 38.0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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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주 중심 / 전세계

구 분

여성&남성
여성 남성&아동
남성 아동 캐주얼

샌 존

Sean John Clothing, Inc.
진행 회사

주소: 1710 Broadway New York, NY 10019
연락처: Phone: 212-500-2200 / Fax: 212-500-2201

웹사이트

www.seanjohn.com

시작 년도

1998 년

브랜드 라인

컬렉션 라인(남성, 여성), 남성 캐주얼 라인, 남자 아동 라인(SJ Boys)
- 미국의 유명 흑인 래퍼인 P. Diddy에 의해 런칭 된 브랜드로 음악 속의 “나쁜 남
자(Bad boy)” 이미지를 패션에 접목

브랜드 특징

- 스스로 입고 출연하여 스타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단기간에 유명 브랜
드로 자리매김함
- 2004년 의류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품에 라이센스 브랜드 진행 시작.
-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Estée Lauder)에서 Sean John 향수 진행

브랜드 타겟

최신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12세 ~ 45세의 남성 소비자
섹시하고 배드걸 이미지로 개성을 표현하는 여성 소비자

2004년도
년도 매출액

$ 2.8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Karl Kani Infinity, Phat, Rocawear

주요 아이템

컬렉션 라인 바지

& 135.00 ~ $ 150.00

운동복 상/하 세트

$ 192.00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셔츠류

$ 74.00 ~ $ 80.00

청바지

$ 34.00 ~ $ 78.0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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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 전세계

구 분

여성 어덜트 캐주얼

스테일만

Klaus Steilmann GmbH & Co. KG
진행 회사

주소: Feldstraße 4

44867 Bochum

연락처: Tel. +49–(0)2327–940-0
웹사이트

www.steilmann.de

시작 년도

1958 년

브랜드 라인

Gigi(Large 사이즈), 정장, 캐주얼, 스포츠, 스페셜 드레스…
- 독일 여성 어덜트 캐주얼 브랜드로 유럽을 중심으로 14개국에 자회사를 설립,

브랜드 특징

전 세계적으로 전개 중
- 골격이 비교적 큰 독일, 동부 유럽 등의 나라에서 인기
- 과학적인 패턴 메이킹을 통한 편안한 피팅감으로 유명

브랜드 타겟
연간 매출액
주요 경쟁 브랜드

보수적인 도시 어덜트 여성
30대~40대가 중심을 이룸
206 Million EUR (그룹 : 376 Million EUR)
Gerry Weber, SAMOON, Cavita, Weil, HUCKE…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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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주 중심 / 유럽 일부

구 분

토털 캐주얼

탈봇

The Talbots, Inc.
진행 회사

1 Talbots Dr. Hingham, MA 02043
Phone: 781-749-7600 / Fax: 781-741-7734 / Toll Free: 800-825-2687

웹사이트

www.talbots.com

시작 년도

1947 년

브랜드 라인

여성, 남성, 유아동복
- 일본 도쿄의 AEON사가 브랜드 지분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클래식, 보수적인 스타일의 의류, 액세서리, 신발류와 쁘띠 라인, 플러스 사이즈
라인, 유아동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자 대상을 위한 제품 전개

브랜드 특징

- 최근 보수적인 이미지 깨고, 영 & 트렌디 라인 런칭 중
- 2002년 10월 남성복 라인 출시
- 카탈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도 동시에 실시
- 2004년 미국 탑 100 스페셜 소매회사 중 랭킹 41위.
(참고, 1위~5위 : Best Buy – Gap – Staple - Office Depot - Toys "r" Us…)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미시 여성 소비자, 남성, 아동
미국, 캐나다, 영국에 총 977개 매장을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624.3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AnnTaylor, Federated, May, Liz Claiborne, Ellen Tracy…

주요 아이템

자켓류

$ 78 ~ $ 188

바텀류(바지/스커트)

$ 58 ~ $ 118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 24 ~ $ 48

드레스류

$ 158 ~ $ 248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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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유럽 중심

구 분

유니섹스 캐주얼&아동
캐주얼 아동

테드 베이커

Ted Baker plc
진행 회사

주소: The Ugly Brown Building, 6A St. Pancras Way London NW1 0TB, United
Kingdom
연락처: Phone: +44-20-7255-4800 / Fax: +44-20-7255-4962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tedbaker.co.uk
Ted Baker(남성, 여성), Teddy(아동복)
화장품, 향수, 선글라스, 시계 등 액세서리 라인과 홈 라인
- 가늘고 스타일리쉬하며 매력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영국의 가볍고 비치는 소재
를 주로 사용하는 영국의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로 최근 아동복 라인을 따로 분

브랜드 특징

리 단독 매장을 오픈함.
- 남성복 라인 : 주름방지 수트, 항 박테리아 수트, 콘돔 주머니가 부착된 의류 등
독특한 기능과 아이디어가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함.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트렌디 & 자유, 반항, 디자이너 감각의 스트리트 캐주얼 웨어
영국 내 21개의 매장을 비롯하여, 10여 개국 약 600여 개의 편집 매장에서 테드
베이커 브랜드의 옷을 판매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61.4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French Connection, Paul & Joe, All Saint, DIESEL, Lamberette, Hope Gloy…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115 ~ 140 파운드

바텀류(바지/스커트)

70 ~ 85 파운드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35 ~ 65 파운드

드레스류

85 ~ 100 파운드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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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3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3.
지 역

미주 중심 / 전세계

구 분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더 노스 페이스

The North Face, Inc. : VF Corp. (Lee Jeans, Jansport backpacks)의 자회사로
2000 년도에 합병됨

진행 회사

2013 Farallon Dr. San Leandro, CA 94577
Phone: 510-618-3500 / Fax: 510-618-3531

웹사이트

www.thenorthface.com

시작 년도

1966 년
하이테크 아웃도어 장비: 배낭, 슬리핑백, 텐트 등

브랜드
브랜드 라인

신발류: 등산화, 트래킹 신발 등
아웃웨어: 바디수트, 파카류, 스웨터셔츠, 스키복 등
- 기능적인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에서 점차 캐주얼 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

브랜드 특징

으로까지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추세
- “나일론 패딩 점퍼”가 대표적인 아이템

브랜드 타겟

익스트림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며 기능적인 옷을 찾는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
미국 내 7개의 전문 매장을 운영 중

매장 전개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 운영 중

주요 경쟁 브랜드

K2, L.L. Bean, Patagonia

주요 아이템

점퍼류

$ 165 ~ $ 29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스웨터셔츠류

$ 34 ~ $ 80

바텀류(바지/스커트)

$ 12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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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3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3.
지 역

미주 중심 / 유럽 일부

구 분

여성&남성
여성 남성 캐주얼

씨어리

Theory
진행 회사

주소: 129 East 9th Street, USA
연락처: phone 213-489-8333 / fax 213-489-8337
진행 브랜드: Theory, Kulson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theory.com
여성, 남성
- 브랜드 컨셉과 철학, 심미주의가 제품과 스타일에 베어있는 패션을 추구
- 뛰어난 착용감의 바지가 인기 아이템

브랜드 특징

- 착용감과 소재 선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섹시하고, 고급스러우며, 단순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의
제품 라인을 추구, 최근 인기 상승중

브랜드 타겟
주요 경쟁 브랜드

몸매가 가늘고 섹시하며 현대적인 여성&남성 소비자
DKNY, Liu Jo…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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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3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3.
지 역

미주 중심 / 전세계

구 분

토털 브랜드

타미 힐 피거

Tommy Hilfiger Corporation
진행 회사

주소: 9/F Novel Industrial Building 850-870 Lai Chi Kok Rd., Cheung Sha Wan
Kowloon, Hong Kong
연락처: Phone: +852-2216-0668 / Fax: +852-2312-1368

웹사이트

www.tommy.com
H Hilfiger 컬렉션 라인: 30~45세 남성&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고급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럭셔리 라인 (정장 중심)
Tommy Hilfiger: 남성, 여성, 주니어, 아동 등 모든 대상을 타겟의 캐주얼 라인

브랜드 라인

Tommy Hilfiger 스포츠웨어&액티브웨어 라인: 25~45세의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스
포츠 캐주얼 라인
Tommy 라인: 15~22세의 트렌드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타겟, 진 중심
기타 라이센스 진행: 액세서리, 향수, 신발류, 홈 가구용품 등 40개의 라인

브랜드 특징

폴로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라벨의 클래식 캐주얼 브랜드

브랜드 타겟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매장 수

미국 내 165개의 전문 매장 및 아울렛 뿐만 아니라 고급 백화점과 지정 판매점에
서도 전개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직영 또는 라이센스 방식으로 브랜드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1,875,797

주요 경쟁 브랜드

Calvin Klein, Gap, Polo Ralph Lauren

주요 아이템

셔츠류

$ 59 ~ $ 69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 45 ~ $ 70

바텀류(바지/스커트)

$ 49 ~ $ 65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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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미 주

구 분

여성 영 캐주얼

웻 실

The Wet Seal, Inc.
주소: 26972 Burbank Foothill Ranch, CA 92610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949-583-9029 / Fax: 949-583-0715
회사 웹 사이트: www.wetsealinc.com
진행 브랜드: Aden b., Wet seal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wetseal.com
캐주얼 웨어, 액세서리, 화장품
- 적절한 중간 가격대의 제품 구성
- 대부분의 몰 형태의 매장으로, Contempo Casuals 또는 Wet Seal 이라는
이름으로 주니어 여성들을 위한 제품 제공

브랜드 특징

- 미국 내 강력한 소비층인 트윈세대(7 세~14 세)를 잡기 위해 Gymboree 사의
Zutopia 체인 매장과 손을 잡고 제품을 전개했으나, 3 년이 지나지 않아 접음.
-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의류와 액세서리로 항상 새로운 상품 진열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 캐주얼에서 펑키, 글래머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 구비

매장 수

미국 내 560여 개의 매장 운영 중

2004년도
년도 매출액

$517.6 million

주요 경쟁 브랜드

Forever 21, Gadzooks, Gap, Abercrombie & Fitch, dELiA*s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 12.50 ~ $ 59.50

바텀류(바지/스커트)

$ 12.50 ~ $ 39.50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이너(니트/티셔츠)

$ 7.50 ~ $ 24.50

데님 진

$ 19.50 ~ $ 55.50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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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2005 Monthly Report 3 – 해외 주요 브랜드 정보 2005. 3.
지 역

유럽 / 전세계

구 분

토털 브랜드

자라
Zara International, Inc. : Industria de Diseño Textil, S.A. (INDITEX)의 자회사
주소: Edificio Inditex, Avenida de la Diputación 15142 Arteixo, La Coruña, Spain
진행 회사

연락처: Phone: +34-981-18-54-00 / Fax: +34-981-18-55-44
웹 사이트: www.inditex.com
진행 브랜드: Zara, Oysho(란제리), Massimo Dutti, Pull & Bear, Bershka, Stradivarius,
Zara Home and Kiddy's Class

웹사이트
브랜드 라인

www.zara.com
여성, 남성, 아동, 속옷, 향수 & 코스메틱, 잡화 & 액세서리, 스포츠, 홈
- Mango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성 영 캐주얼 브랜드
- 최신 트렌드, 하이 퀄리티, 적정한 가격대의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브랜드

브랜드 특징

: 모든 지역에 있어서, 시즌 의류 구매를 위한 첫번쨰 고려 브랜드
- 2004년 홈 라인 전개로 토털 브랜드로 확장 중
- 망고, H&M 등과 함께 맥 패션을 주도하는 브랜드 중 하나
- 전세계 SPA의 샘플 케이스

브랜드
브랜드 타겟
매장 수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줄 아는 소비자
30 개국 500 여 개의 매장 운영 중
최근, 동유럽 국가에 중점적으로 매장 오픈, 확장 추세

2003년도
년도 매출액

3,150.3 million EUR

주요 경쟁 브랜드

DKNY, Theory, kookai, MNG, Gap, H&M… 모든 시티 캐주얼 브랜드의 모델 케이스

주요 아이템

아우터류

65.90 ~ 95.90 Euro

바텀류(바지/스커트)

24.90 ~ 49.90 Euro

가격대(S/S시즌
시즌)
가격대
시즌

블라우스류

24.90 ~ 39.90 Euro

드레스류

29.90 ~ 39.90 Euro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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