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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업계, 원피스 제품 여름 효자 아이템
-

지난해에는 다소 부진했던 원피스 제품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여성복 브랜드의 여름 매출을
견인하고 있음

-

아이올리의 ‘플라스틱아일랜드’는 예년과 비슷한 물량이 출시됐는데 전년 동기갂 대비 8% 높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잘 팔릮 제품인 ‘프릯 장식 원피스’는 6차 리오더까지 진행되었으며,
판매율 89%를 기록하였음

-

아이디조이의 ‘레코브’는 작년보다 수량을 6.5% 증가시켰으며, 전년 동기갂 대비 5% 빠른 판매
반응을 얻고 있음. 작년에는 화려한 프릮트물의 원피스가 인기였으나, 올해에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솔리드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음

-

동광인터내셔날의 ‘숲’은 전년대비 여름시즌 물량을 수량기준 20%, 금액기준 20억원 늘렸고, 7월
16일 기준으로 53%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이앤씨월드의 ‘이앤씨 스튜디오스’ 역시 물량을 전년대비 2배 늘렸으며, 전년 동기갂 대비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판매 베스트에 오른 쉬폮 원피스는 4차 리오더까지 진행되었으며, 750장이
판매되었고, 판매율 80%를 기록함

-

렙쇼메이의 ‘르피타’는 올여름 릮넨 기획물량을 전년대비 15%늘렸으며, 특히 셔츠형의 릮넨 원피스
아이템은 기획 수량 600장 중 판매율 77%를 기록하고 있음

-

세정그룹의 대표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의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는 출시 한 달만에 초도
물량의 약 60%가 판매되며, 현재 2000장 리오더에 들어갔음

(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 (우)렙쇼메이의 ‘르피타’ (출처: 뉴데일리경제, 한국섬유신문)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 사업규모 대폭 확대
-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세확장에 나서고 있음

-

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진출은 2~3년 전부터 진행 중이며, 해외사업이나 싞규 브랜드,
카테고리 롞칭도 활발한 상황임

-

로아앤제인은 아동복 브랜드 ‘로아앤제인’의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이어 지난달 키즈 코스메틱
브랜드 ‘로로제제’를 롞칭하였고, 1개월 만에 수분로션 쿠션 등 일부 상품을 리오더할 정도로 초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키즈 코스메틱 외에도 계속해서 싞규 카테고리를 개발, 선보일 예정임

-

에스엠어패럴은 주니어 스포츠 아동복 브랜드 ‘키스포’의 중국 사업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롞칭한
여아 주니어 아동복 ‘쥬니블리’는 스타일 수 확장과 리딩 아이템 개발을 통해, 시장 안착에 집중할
예정임

-

쌍방울은 오는 7월 말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 ‘뿌생’을 롞칭할 예정이며, 뿌생은 쌍방울 최초의
온라인 전용브랜드로 아동 토털 홈웨어를 제안함

-

더캐리의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는 오프라인 매장 수가 70개에 달하며, 중국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도 1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주니어 아동복 브랜드 ‘아이스비스킷’의
미국 공식 웹 스토어를 오픈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음

-

케이브랜즈에 인수된 아동복 ‘리틀스텔라’는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계획 중이며, 하반기 중
20개 매장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0~5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임

-

CMI파트너스의 중국 내 자사 아동복 ‘리틀클로젯’은 17개 매장을 전개 중이며, 계속해서 추가
오픈을 계획하고 있음

쌍방울의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 ‘뿌생’ (출처: 패션비즈)

한국형 스타일테크 산업을 위해 힘쓴다
-

스타일테크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으며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스타일테크란
패션, 뷰티, 리빙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AI, IoT, 3D프릮팅 등)을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뜻함

-

패션영역과 밀접한 스타일테크 기업은 AR기술을 활용해 주얼리 가상 피팅서비스를 선보이는
로로젬, 발 사이즈 측정어플 ‘슈픽’을 전개하는 디파인드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의류생산

시범매장인 ‘위드인24’ 매장에는 에프엑스기어의 가상피팅 솔루션 ‘에프엑스미러’가 활용되었는데,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피팅 기술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9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스파크플러스에서
‘스타일테크 디케이웍스 개소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한국형 스타일테크 산업 성장 잠재력에
공감하고 활성화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음

-

크로키닷컴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서비스로, 현재 약 3,500개가
넘는 쇼핑몰이 입점해 있는 지그재그는 원하는 옷을 찾으려고 여러 쇼핑몰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과 품목별 순위를 한눈에 비교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음

-

미미박스는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한 자체 브랜드(PB)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월정액 2만원대
서비스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화장품 상자를 보내주던 화장품 정기 구독으로 시작해 소비 패턴
데이터를 끌어모았음

-

패브릭타임은 국내 동대문 원단을 해외 52개국 패션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원단 거래 플랫폼
‘스와치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와치온은 17만개 원단 정보를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로 등록,
인공지능(AI)으로 필요한 원단을 찾아주는 서비스임

(좌) 디케이웍스 개소식 모습, (우) 지그재그의 누적거래액 (출처: 조선일보, 플래텀)
[출처] 어패럴뉴스, 한국섬유신문, 뉴데일리경제, 패션비즈,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플래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