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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strategy of fast fashion through Zara, a successful fashion brand from

Inditex Spain. An in-depth case approach is adopted based on extensive secondary research that includes

literature and press releases published in Korean as well as Englis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demon-

strate a speedy and flexible process occurring in the supply chain of its fast fashion business and the coo-

peration between the company's headquarters and international subsidiaries. Zara's headquarters executes

four representative strategies: competitive market research, an integr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small quan-

tity batch production, and a specialized distribution system. Zara's international subsidiaries execute their

own four representative strategies: differentiated international expansion, independent human resource man-

agement, small but fundamental IT, and maximization of store resources. These two core parts intimately

work together to satisfy target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by bringing competitive advantages to the fash-

ion business and represent a key concept of Zara's business strategy. The main drawbacks of case studies

are limited validity and representativeness restraining the potential for making generalizations. However

this case is considered sufficient to provide valuable insight an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operation

strategy in fast fashion.

Key words: Fast fashion, Business strategy, Zara, Case study, Competitive advantage; 패스트 패션, 비즈

니스 전략, 자라, 사례 연구, 경쟁 우위점

I. 서 론

가격 경쟁력이 극도로 치열해진 글로벌한 패션 시장

상황에서 소매 업자들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

한 하나의 전략으로 경제적인 가격의 최신 유행 패션을

빠르게 소비하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구매 패턴의 변

화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의 세계 경제 위기는 저가 의류 시장에 힘을 실어주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레티치아 스페인 여왕

은 Zara를, 미쉘 오바마 미국 영부인은 J. Crew를 입고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등 과거에 비해 권위가 쇠퇴하고,

밸류 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모든 계층에서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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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경제적인 의류의 소비가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프로슈머(prosumer)의 개념이 새

로이 등장하였고,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시장 지향

성(market orientation)과 풀 전략(pull strategy)을 극대로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와 매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패스

트 패션은 빠르고 유연하게 고객 수요에 반응하면서 확

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구체적인 패스트 패

션의 사례 연구(Caro et al., 2010; Fraiman et al., 2002;

Ghemawat & Nueno, 2003; Mazaira et al., 2003; Tokatli,

2008)가 이루어졌으며, 섬유 파이프 라인의 반응 시간

개선으로 등장한 QR(Quick Response: 신속대응) 시스

템(Hunter, 1990)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

급 사슬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

내에서는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자사 라벨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 전문점)를 중

심으로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Kim, 2012; Kim & Lee,

2009; Kim, 2004; J. H. Lee, 2001; Yun, 2006), 소비자

행동(Jung, 2002; S. A. Lee, 2001; Suh & Lee, 2011;

Wang & Lee, 2012), VM(Visual Merchandising: 비주얼

머천다이징)(Jung & Choi, 2011; H. J. Kim, 2011; Kim,

2002)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SPA 산업을 규정하고 주

요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나, 패스트 패션 모델

의 본사와 매장 운영의 실질적인 전략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패스트 패션의 특성

들을 이론적으로 통합 고찰하고 패스트 패션의 대표적

인 브랜드라 할 수 있는 Zara의 사례를 통해 패스트 패

션의 사업 전략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를 위해, Zara 스

페인 본사의 전략을 분석하여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

델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고, Zara 해외 지사의 매장

운영 전략을 통해 본사 전략의 구체적인 현장 구현법을

분석한다. 특히 매장 운영 전략은 패스트 패션 소매 업자

들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의류 산

업의 실무자들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를 위해, 해외의 사례 연

구, 국내외 패스트 패션 연구, 국내 SPA 연구, 국내외 신

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이 이용되었으며, 2차 자료를 이

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Zara 미국 뉴욕 매장과 한국

코엑스 매장에서 세일즈 및 스토어 매니저로서 근무한

저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스트 패션

Hines(2007)는 ‘패스트 패션’이 1990년대 중반 의류

리테일러들, 공급 업체들 그리고 논평가들에 의해 공통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리테일 고객 수를 만들

어내는 마케팅 도구’라 정의하였다. Fernie and McKin-

non(2003)은 패스트 패션이 상품 구성에 있어서 새로이

출현하는 트렌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한 일종의 사업 전략이라 하였으며, Bruce and Daly

(2006)는 패스트 패션이 가능한한 최소의 시간 안에 매

장에 옷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즌 수

가 증가되고 공급 업자로부터의 빠른 운송 시간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하였다. Birtwistle and Moore(2007)는

패스트 패션 업자들이 10번 미만으로 입혀지는 옷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을 공급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창출한다 하였고,

Cheng et al.(2008)은 패스트 패션을 공급 체인의 시간

압축과 잦은 상품 보충을 통한 소비자 선택의 증가로

특징지었다.

SPA와 패스트 패션의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완전하게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Barnes & Lea-Greenwood, 2006). SPA는 자사 브랜

드 컨셉을 기획, 통제, 강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제조사 상표 브랜드와 소매 업태의 범주(Chun & Noh,

2007)에서 논의되는 반면, 패스트 패션은 신속한 판매를

통해 리테일 고객 수, 즉 수요 창출을 핵심 목적으로 한

다. 전자가 QR과 SCM에 긴밀한 관련성을 띄고 공급자

측면에서 제기된 논리임에 반해, 후자는 보다 발전된 복

잡하고 새로운 형태로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Deschamps, 2012; Kim, 2007; Mazaira et

al., 2003)이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은 이제 소매 업태의

범주를 넘어서서 오뜨쿠튀르나 프레타포르테/레디투웨

어와 함께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Dunford, 2006; Reinach, 2005).

국내의 패스트 패션 연구는 그동안 SPA의 범주 안에

서 논의되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독립적인 주제로 다

루어졌다. Jang(2007)과 Kim(2007)은 패스트 패션 브랜

드 간의 비교 연구, Lim et al.(2008)과 Kang and Sung

(2010)은 패스트 패션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Han

and Cho(2010)은 마케팅 믹스에 기초하여 디자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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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Ro and Kim(2009)은 패스트 패션을 새

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미적 특성을 고찰

하였으며, Park and Park(2010, 2011)은 패스트 패션의

IT 시스템을 소개하고, 기획부터 분배까지 프로세스 정

립 및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Park and Lee(2011)는 향후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채널 확장을 위한 전략적

모색을 연구하였고, Lee and Kim(2012)은 패스트 패션

판매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패스트 패션 매장이 가

지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소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2. 패스트 패션의 성장

패스트 패션은 북미 유럽의 시장 포화 및 장기 불황,

지역별 신생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출현, 온라인 경

쟁사들의 급격한 성장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1세기 주요 성장 타깃으로 아시아를 택하였다(“Brief-

ing”, 2009; Lee, 2009).

Zara가 1988년 Tokyo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Indi-

tex는 300개 이상의 매장을 아시아의 주요 도시, 쇼핑몰,

번화가에 입점시키며 성장해왔다(Inditex, 2012). 프랜차

이즈로 아시아 시장에 도전했던 Gap은 최근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유통망은 현지 업체를 이용할지라도 매장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Cho, 2009).

H&M은 2007년 비교적 늦게 아시아에 진입하여 매장 수

에 있어 열세에 있으며, Marks & Spencer의 경우 6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가격, 디자인, 다양성 면

에서 경쟁력이 다소 낮은 편이다. Uniqlo의 해외 매출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일본 매장 800여 개, 해외 매

장 140여 개), 본사가 일본이라는 아시아 시장 경쟁 우위

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 시장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Kaw-

ashima, 2009/2010; “Uniqlo”, 2010). 주요 경쟁 업체들

과 비교할 때 Zara는 적시에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장에

매진하여 시장을 선점하였고, 자체적으로 시장성을 확

인한 Inditex 보유의 여타 브랜드들을 연이어 진출시키

는 등,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이루어냈다(Baigorri, 2009;

Hansen, 2012; Keeley & Clark, 2008).

국내 의류 업자들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패스트 패

션의 기획 및 생산 컨셉을 지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표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왔다. 패스트

패션이 국내에서 매장과 소비자의 구조적 변화를 총체

적으로 이끌어내며 본격화된 것은 2005년 Uniqlo를 시

작으로 해외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대거 국내

유입부터이다(J. H. Kim, 2011). 글로벌 브랜드들의 연

이은 매장 오픈으로 명동 상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

였고, 한동안 침체되었던 거리 상권과 직영점이 활성화

되면서 백화점에 집중되었던 유통 구조가 부분적으로

전환되었다(An, 2009; Kim, 2010).

Zara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2008년 이후, 국내 패션

업계의 매출 성장은 4.7%에 머무른데 반해, 글로벌 패

스트 패션 브랜드인 Uniqlo, Zara, H&M 3사의 매출 성

장은 77%에 달했으며(Hwang, 2011), 이에 거대 자본과

유통 구조, 생산 라인까지 겸비한 국내 패션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패스트 패션 사업을 본격적

으로 전개하였다(2009년 이랜드 Spao, 2010년 이랜드 Mi-

xxo, 2012년 제일모직 개미플러스 8Seconds, 2012년 신

성통상 Topten10). 한편, 스페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Mango는 2001년 한국 런칭 이후 벌써 세 번이나 사업 파

트너(제일모직)를 변경하였고, 미국의 American apparel

과 호주의 Valley girl은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계적인 브랜드라 할 지라도 한국 패션 시장의 높은 벽

과 한국 소비자의 세련된 취향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

는 실정이다(Kim & Lee, 2009).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스트 패션의 비즈니스 전략을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해 단일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

행하였다. 비즈니스 전략의 복잡성, 다양성 및 독자성

을 보다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해서(Yin, 2009), 양적 연

구를 통한 대상의 일반화보다 연구대상에 개방성을 부

여하면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질적 연구(Flick, 2009)

가 독자적 유용성을 도출해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단일 사례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 Zara를 채택하였으

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Zara는 해외 생산의

가격 경쟁력과 자국 생산의 상품 경쟁력의 균형을 확보

한 시장 지향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Maz-

aira et al., 2003; Rohwedder & Johnson, 2008) 기존의 패

스트 패션 브랜드들과 차별된다.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

는 모든 가치 사슬의 유기성과 유연성(Deschamps, 2012;

Han & Cho, 2010)은 패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있어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Zara는 유행을 선도하는 성공

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이다(Hansen, 2012; Ruddick,

2013).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중 아시아 시장에 가장 성

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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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있다(Baigorri, 2009; Berton, 2009). 셋째,

Zara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서 국내 패션 시장에 끼치

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국내 시장 진입 후 매년 20%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였으며(2008년 343억 원, 2009년

799억 원, 2010년 1338억 원, 2011년 1673억 원, 2012년

2038억 원의 매출), Zara의 등장은 국내 패스트 패션 산

업 및 가두 상권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Cho, 2010; Lee,

2013; Lee, 2011; Yoon, 2010).

연구는 방대한 문헌자료의 고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패스트 패션과 Zara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자료는 2009년부

터 2013년까지 국내외의 서적, 연구논문, 학위논문, 매

체자료에 기초하였다. 학술자료는 Hines(2007)의 학술

서적과 Zara의 사례 연구(Caro et al., 2010; Fraiman et

al., 2002; Ghemawat & Nueno, 2003; Tokatli, 2008), 패

스트 패션 관련 연구(Bonache & Cervino, 1997; Hayes

& Jones, 2006; Kim, 2007; Mazaira et al., 2003; Sull &

Turcorni, 2008) 등에 기초하였다. 매체자료는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Guardian’,

‘The Telegraph’, ‘Fashionbiz’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문

헌자료 고찰을 통해 ‘차별적인 시장 조사법, 조직 구조

의 효율성, 상품 및 디자인 경쟁력, 배송 우위점, 공격적

해외확장, 매장 전문가 활용, 간소한 IT, 탁월한 매장 관

리’의 8가지 핵심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비즈니스 전

략 실행의 주체에 따라 본사와 해외 지사의 두 그룹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Zara의 비즈니스 전략

Zara의 비즈니스 전략은 구현의 주체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스페인 본사(headquater:

HQ)는 상품 기획 및 글로벌 소매 체인의 총 관리를 맡

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의 20%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8.5%를 뺀 나머지 디자인, 물류, 배

송 및 경영지원 부서가 본사 전략 구현의 중추이다(Fra-

iman et al., 2002; Ghemawat & Nueno, 2003). 둘째, 자

회사들(subsidiaries: SD)은 전세계에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의 80%가 여

기에 해당한다(Caro et al., 2010; Tokatli, 2008). 이 두

주체가 소비자라는 지향점을 향해 유기적으로 얽혀 시

장의 요구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Zara 비

즈니스 전략의 핵심이다.

1. 스페인 본사의 전략

스페인 북부 항구 마을 La Coruna에 위치한 Zara 본

사는 소재 구입과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분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부서의 밸류 체인을 엄격하게 통

제한다(Strategic Direction, 2003). 이러한 중앙 집권적 밸

류 체인의 관리는 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Zara는 패스트 패션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질인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

고, 예측 불가능한 패션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만족과 매출을 극대화한다(Sull & Turconi, 2008).

Zara 본사의 핵심 전략은 <Table 1>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키워드로 분류된다. 첫째, 예측하기보다 신속하

게 반응하는 시장 조사 차별화 전략, 둘째, 수직/수평의

통합된 조직 구조에 기반한 빠르고 유연한 의사 결정

과 짧은 리드 타임, 셋째, 세계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상품 전략, 그리고 넷째, 매

주 두 번 본사에서 매장으로 신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특화된 분배 시스템이다.

Table 1. Zara's Spain headquarters business strategy

Strategies Spain headquarters

HQ1: Competitive market research

- Design research by the design team

- Market research from all stores

- Textile research by Comditel

HQ2: Integr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 Horizaontal integration for Creative team

- Vertical integration of own factories and nearby sewing co-operatives

HQ3: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 Variety in product assortment

- Variety in fashion sensitivity

HQ4: Specialized distribution system
- Replenishment twice per week by air/truck

- Order adjusted by the produ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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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있는 시장 조사

Zara의 시장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는 푸쉬 전략(push strategy)으로 의류 회사에서 전형적

으로 진행하는 생산 지향(production orientation)적 시장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디자인 팀은 트렌드 리더로서 매

시즌의 시작마다 제품 출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

한다. 이를 위해 패션쇼나 전시회 관람, 패션 정보 및 매

체의 활용, 경쟁사 제품의 파악, 전세계 스트리트 패션

분석, 클럽이나 대학가 패션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소

스를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상품화한

다(Kim, 2007).

특히, 더 자주 더 많이 쇼핑하면서 패션에 민감하고

연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패션 혁신가들(fashion in-

novators)’을 만족시키는 ‘패드(fad)’를 발견해 상품화하

는 것은 매출로 이어진다. 초기 마켓 테스트를 거쳐 검

증된 아이템들은 ‘패션 추종자들(fashion followers)’이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로 발전하여 더 큰 매출 기

회를 선점한다(Birtwistle & Moore, 2007; Han & Cho,

2010).

두 번째는 풀 전략으로 전세계의 소매 체인, 즉 매장의

구매 정보에 반응하는 시장 지향적 조사이다(Mazaira et

al., 2003). 일반적인 패션 회사는 지난 해의 판매를 분

석하여 상품 기획 및 시장 예측의 일환으로 삼는다. 그

러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대 패션 시장에서 1년 전

의 매출 정보는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

다. 패션 트렌드를 예측 생산할 경우 높으면 50%의 실

패율을, 반응 생산할 경우 최소 8%에서 보통 20%의 실

패율을 보인다(Hines, 2007). Zara는 전세계 매장의 판

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매일(특히 배송일과 신

상품 출고일), 매주(주중과 주말), 매달(정상가와 세일

가), 매년(신규 매장과 기존 매장) 분석하여 상품 기획

에 적극 활용한다.

세 번째, Zara는 디자인 트렌드 조사와는 별도로 원단

시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본사 소유의 텍스타일 공

장인 Comditel을 통해 시즌에 앞서 소재 트렌드를 파악

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저렴한 원단과 원자재들을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다. 트렌드가 바뀐다 할지라도 보

유한 원단을 직접 염색 또는 가공하여 내놓음으로써

Zara 스타일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경감한

다(Fraiman et al., 2002; Ghemawat & Nueno, 2003; Stra-

tegic Direction, 2005). 이렇게 소재에서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시장 조사와 상품 유연성을 갖추

는 것은 Zara 패션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2) 통합된 조직 구조

Zara의 조직 구조에서 핵심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상

품 개발부와 생산부는 각각 수평 그리고 수직으로 통합,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짧은 리드

타임을 가능하게 한다.

상품 개발부는 중앙 사령부인 ‘The Cube’에 위치하

며, 상품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운영 체계를 본사 아래

두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구조를 유지한

다. 디자이너, 소싱 전문가, 마케팅/상품 매니저로 구성

된 Creative team(또는 Commercial team)은 한 공간에 위

치하여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하고 컬렉션을 창출

한다(Sull & Turconi, 2008).

마케팅/상품 매니저가 컴퓨터로 매출 현황을 모니터

링하여 옆 자리의 디자이너에게 알려주면, 디자이너는

상품 성공률을 감안하여 스케치를 진행한다. 소싱 전문

가는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보유한 원단 정보,

생산 단가, 샘플 진행 등을 점검하고, 팀 회의를 통해 생

산성과 판매율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은 후 디자인을

확정한다. 이 모든 과정이 빠르면 2~3일 안에 진행된다

(Strategic Direction, 2005). 최종적으로 디자이너가 CAD

로 디자인의 세부 디테일을 완성한 후 인트라넷을 통해

생산 라인에 전송하면 견본 작업과 초두 물량 생산이 진

행된다. 이렇게 각 전문가들의 재빠른 협업을 통해 스피

드와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수평적 조직 문화 속에서 디

자인 창의성이 발현되면서 Zara 상품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한편, 상품 생산부는 가치 사슬을 수직 통합(vertical in-

tegration)한 중앙 집권적 조직 구조를 가진다. 본사는 소

재 공장, 물류 센터, 생산 공장을 수직 통합한 생산 라인

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여 상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철저

하게 관리한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 특성 및 시장성에

따라 본사 및 인근 공장에서 자본집약적 생산을 진행할

것인지, 인근 및 해외 하청 공장을 통한 노동집약적 생

산을 진행할 것인지를 진두 지휘한다(Caro et al., 2010;

Deschamps, 2012).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의류를 생산하는 H&M, Uniqlo,

Gap 등의 패스트 패션 경쟁 업체들과 달리, Inditex는 스

페인과 근처 포르투갈, 모로코, 터키의 생산 라인을 60~

70%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Rohwedder & John-

son, 2008). Hines(2007)는 Iceberg Theory를 통해 해외

생산의 수많은 추가 비용들(조달, 정보, 소싱, 관리, 통

역, 배송 지연, 환율, 세금, 의무, 규제, 가격 인하, 디자

인 수정 등)을 상쇄할 수 있다면, 자국에서의 생산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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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고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 하였

다. Zara 본사는 상품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생산 계획

을 진행함으로써 상품 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한

컬렉션이 성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시

켜 다음 컬렉션을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Hayes

& Jones, 2006).

Inditex는 본사 인근에 20여 개의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생산 라인은 신발, 액세서리, 가죽, 아동 의류

등으로 특화되어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다. 대표적인 예로 신발 공장인 Tempe는 컬렉션 의상

컨셉에 맞춰 디자인을 진행함으로써 시중의 여느 신발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되면서 Zara의 의상 스타일과 잘 어

울리는 토탈 코디네이션을 가능케 한다.

또한, 패션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1990년 Lean think-

ing으로 대표되는 Toyota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JIT(Just

In Time: 적시 공급 생산) 시스템을 도입(Bruce & Daly,

2006; Christopher et al., 2004), 채찍 효과로 인한 생산

계획의 오류와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Levy & Weitz,

2011). Comditel이 확보한 원단은 공장으로 옮겨져 재단

되고 상품으로 만들어져 검수, 다림질, 가격 택 작업 후

접거나 걸려 자동화된 지하터널을 통해 인접한 물류 센

터로 옮겨진다(Caro et al., 2010).

새로운 트렌드가 포착되어 상품 기획, 디자인, 생산,

품질 통제, 물류, 보관, 그리고 운반에 이르기까지, 최종

상품이 소비자를 만나기까지 Zara는 최소 2~3주의 시

간만을 소요한다. 가치 사슬의 통합과 혁신으로 얻어진

스피드는 Zara가 타 패스트 패션 업체와 뚜렷이 구분되

는 경쟁 우위점이다.

3) 다품종소량생산 상품 전략

Zara는 세계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

품종소량생산(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을 통해

브랜드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보한다. 상품 구색에 있어

경쟁 업체들이 매년 2,000~4,000개의 디자인을 상품화하

는 것과 비교하면, Zara는 1년에 30,000개 이상의 디자

인을 개발하고, 이 중 1/3인 약 12,000개의 디자인을 상품

화한다. 결과적으로 색상과 사이즈 안에서 약 1,000,000개

이상의 SKU가 구현된다(Caro et al., 2010; Ghemawat

& Nueno, 2003; Kim, 2007). 소비자 특성을 감안하여

각 매장의 상품 배분에 차이를 두겠지만, 본사에서는

월 평균 1,00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스타일을 꾸준히 출

시하는 셈이다.

신상품은 세계 주요 도시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테

스트되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전

매장을 위한 물량의 생산 여부가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시즌 또는 계절적 범주 안에서 판매되던 패션 상품의

유통 기한을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해 3~4주로 줄여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며 판매하는 것이 Zara 상품 전략의 핵

심이다(Bruce & Daly, 2006; Hansen, 2012).

Zara의 상품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으로 나누어지

며, 각 섹션 안에서 다양한 라인과 라벨 구성을 보여준

다(Table 2).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

성복이 중심이 되어 남성복과 함께 매장을 구성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Strategic Direction, 2003). 여성복 라인

은 크게 Woman, Basic, TRF, Accessory & Shoes로 구분

할 수 있다. Woman 라벨은 가장 고가로 세련된 디자이

너 룩을 표방하며 30~50대 직장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다. TRF 라벨은 ‘Trafaluc’의 줄임말로 젊은 10~20대를

타깃으로 발랄하고 트렌디한 진과 티셔츠 중심의 저렴

한 캐주얼 유행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이 두 라인 사이

에 포지셔닝된 Basic 라벨은 적정 가격대의 비교적 보편

적인 룩을 추구하며 세 라인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편

이다. 도심의 경우 Woman 매출이 높고 교외에서는 TRF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동일 국가 안에서도 소

비자 기호 및 상권 특성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Roh-

wedder & Johnson, 2008; Yoon, 2010). 남성복은 Moda

Vistir, Moda, Joven, Basic 라벨로 구성되고, 아동복은

Girl, Boy, Baby 라벨에서 다시 Soft와 Casual로 나뉘어

진다. 액세서리와 신발은 Inditex 산하의 공장 Tempe에

서 Zara의 의상 컬렉션과 토탈 코디네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상품들을 출시한다(Inditex, 2012).

Zara의 컬렉션은 여느 패션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크

게 S/S와 F/W로 시즌 구별을 하고 있다. S/S에는 가볍고

시원한 소재와 흰색, 밝은 색상, 샌들에 집중하고, F/W

는 따뜻한 겨울 소재와 검정, 어두운 색상, 부츠에 집중

하는 상품 구성을 가진다. 시즌 초 진행되는 1차 컬렉션

의 판매율을 바탕으로 2차, 3차 컬렉션이 이어지며, 이

후 매장의 신선도를 위한 간절기 상품이나 상품력 테스

Table 2. Zara's distinctive product category label

Product

category
Label

Women Women, Basic, TRF, Accessory & Shoes

Men
Moda Vistir, Moda, Joven, Basic,

Accessory & Shoes

Kids Girl, Boy, Baby, Accessory &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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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위한 특별 컬렉션이 추가된다. 정기 세일은 1년에

2번, S/S와 F/W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Dec-

hamps, 2012; Hansen, 2012). 세일 중에도 신상품은 계

속해서 소개되며 매장은 점진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

할 수 있다.

Zara는 매장에서 원스탑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패

션 상품과 베이직 상품을 모두 구비한다. 패션 상품은

유행의 일각을 다투는 상품으로 복잡하고 트렌디하며

소비자 가격이 높은 편이다. 유통 기한이 짧고 실패율

또한 높아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만, 브랜드 이미

지를 유지하고 고객을 매장으로 유혹하는 유인 상품으

로서 필수적이다(Hayes & Jones, 2006). 다소 실험적이

라 하더라도 모든 패드를 놓치지 않고 매출로 연결시키

고, 더 나아가 패드가 대중적 성공으로 이어질 때 우선

시장 선점의 혜택(first-mover advantage)을 크게 누릴 수

있다. Zara의 패션 상품은 스페인 본사 및 인근 국가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여 빠르게 반응 생산한다. 상품 단가

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지만, 최신 유행 상품의 재빠른

출시는 매출로 이어진다(Hines, 2007; Rohwedder & Jo-

hnson, 2008).

반면, 베이직 상품은 면바지, 검정색 정장, 셔츠, 티셔

츠, 니트 웨어 등과 같이 형태적으로 단순하고 유행을

크게 따르지 않는 기본 아이템으로 장기간 지속해서 판

매가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측을 통

한 계획적인 대량생산이 보다 용이하고 회사의 안정적

인 수익 기반이 된다(Bruce & Daly, 2006; Hayes & Jo-

nes, 2006). Zara의 베이직 상품은 주로 아시아의 공장

에서 대량으로 예측 생산되며 매력적인 가격으로 소비

자에게 선보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

보한다. 자국 생산과 해외 생산의 비율은 대략 60:40이

나(Fraiman et al., 2002; Ghemawat & Nueno, 2003; Roh-

wedder & Johnson, 2008), 패션 트렌드의 변화나 지역

환경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 주기를 유동적으로 조

절하면서 상품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4) 차별화된 분배 시스템

Zara는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의 물류 센터

를 통해 상품을 일주일에 두 번, 전세계의 매장으로 배

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의 배송은 각각 주말

전 판매를 지원하는 성격과 주말 후 재고를 보충하는 성

격을 가진다. Zara의 물류 센터는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

라기보다,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3일 이내로 상품이 잠

시 머무르는 장소로 사용된다(Tokatli, 2008).

Zara의 물류 센터는 오전 중 비행기로 미국, 중동, 아

시아 매장에 보낼 물량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트럭으로

유럽 매장에 보낼 물량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한 시간에 45,000여 개의 폴딩

(folding) 상품을 운반하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바코

드에 따라 행잉(hanging) 상품의 지역을 구분하여 선적하

는 모바일 트래킹 시스템 등 완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Ghemawat & Nueno, 2003; Hayes & Jones, 2006).

유럽 매장에는 배송 24~36시간 후, 유럽을 제외한 세계

의 모든 매장에는 배송 24~48시간 후 신상품이 도착한

다. 신상품을 받아보는데 유럽과 불과 12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전세계의 소비자를 매료시킨다(Caro et al.,

2010).

게다가, 물류 센터에서 출발하여 각 소매점으로 이동

하는 모든 유통 경로에서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극대

화된다(Levy & Weitz, 2011). 대표적인 예로 Spain의 물

류 창고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중동 매장을 위한 상품들

을 Bahrain에 내려놓고, 아시아로 날아가서 아시아 매장

을 위한 상품들을 내려놓고, 아시아의 저렴한 원자재와

의뢰한 옷들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온다(Rohwed-

der & Johnson, 2008).

본사의 상품 매니저는 매주 두 번, 상품 코드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the offer’라 부르는 디지털 주문폼

을 전세계의 매장으로 전송한다. 이 주문서는 매장의 판

매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플래그쉽이나 매

출이 뛰어난 특정 매장에게만 상위 레벨의 상품이 확인

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Caro et al., 2010; Des-

champs, 2012; Sull & Turconi, 2008).

또한, 주문서는 상품의 총 재고나 타 매장의 재고 정보

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매장 매니저들이 자신이 관리

하는 매장 역량에 집중하여 주문을 진행하게끔 유도하

고, 베스트 셀러 상품의 재고를 섣불리 축적하려는 성향

을 경감시킨다. 매장 매니저들의 주문 요청은 본사에서

합산되고 상품 매니저에 의해 조정되어 배송으로 실현

된다. 동시에 매장의 주문서는 소비자 수요 정보로 분

석되어 상품의 색상, 사이즈, 생산량, 배송량의 기준 정

보를 제공한다(Hansen, 2012; Sull & Turconi, 2008).

2. 해외 지사의 전략

Zara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지사(in-

ternational subsidiary: IS)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견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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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패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해외 지사는 경영지원

팀과 매장운영팀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경영지원팀은 스페인 본사와 협업하면서 해외 지사

의 전반적인 관리 및 매장 지원 업무를 맡는다. 매장운

영팀은 상품, 매장, 고객, 판매에 집중하여 매출을 극대

화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는 매

장은 고객 접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매장 매니

저와 판매원은 본사의 전략을 구현하면서 매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다(Caro et al., 2010; Mazaira et al., 2003;

Tokatli, 2008). 이렇게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득화되는

Zara의 매장 역량은 경쟁 패션 업체들이 쉽사리 벤치마

킹하기 어려운 핵심 경쟁 우위점(core competitive advan-

tage)이다.

Zara 해외 지사의 핵심 전략은 <Table 3>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분류된다. 첫째, 차별화된 해외 확장,

둘째, 매장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셋째, 간소하지만

핵심적인 IT, 그리고 넷째, 매장 활용의 극대화이다.

1) 차별화된 해외 확장 전략

Zara의 사업 확장은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해외 진

출 형태를 따르며, 직진출(direct investment), 프랜차이

징(franchising),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된다(Lopez & Fan, 2009).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직진출 형태를 가장 선호

하지만, 지역적 민감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프랜차

이징이나 조인트 벤처를 택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Bonache & Cervino, 1997).

시장의 파이가 작으면서 경제적 및 정치적 위험도가

높고, 문화적 차이가 커서 관리와 투자에 어려움이 많은

국가에서는 시장 참여를 북돋기 위해 프랜차이즈로 진

출한다. Zara의 첫 프랜차이징은 1996년 키프로스에서

시작되었고, 안도라, 아이슬란드, 폴란드에 이어 주요 중

동국가들에 적용되었다(Ghemawat & Nueno, 2003).

시장의 파이가 크고 향후 성장에 중요한 시장이면서,

부동산이나 유통 규제가 까다로워 도시 중심의 최고의

위치(prime location)에 소매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경우 조인트 벤처를 채택한다. 독일의 대표 소

매 회사 Otto Versand, 일본의 대표 패션 기업 Bigi, 캐

나다 의류 업체인 Reitmans Limited와의 파트너쉽이 대

표적인 예이다(Lopez & Fan, 2009).

진출 국가의 역량 있는 유통 업체와의 효과적인 파트

너쉽을 통해 Zara는 현지의 유통 규제 및 매장 입지 문

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

었다. 최근 아시아 시장 진입에서 채택한 방법 또한 조

인트 벤처이며, 인도의 Tata 그룹, 한국의 Lotte 그룹과

의 합작 투자가 대표적인 예이다(Baigorri, 2009). 한편,

나누어진 오너쉽으로 인한 매니지먼트의 복잡성, 수익

문제 등의 이유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인디텍스가 점차

적으로 파트너의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여 현재

100% 인디텍스 소유로 바뀌었다(Lopez & Fan, 2009).

Zara는 해외 지사의 운영에 있어 지역 문화의 수용과

국제적 브랜드의 통합이라는 두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면서도 회사의 주요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

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1988년, 포르투갈에 첫 해외 매

장을 개점하며 세계화를 추진한 Zara는 스페인 운영 간

부를 진출 국가로 파견시키고, 스페인 매장에서의 운영

원칙을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시켰다(Bonache &

Table 3. Zara's international subsidiary business strategy

Strategies international subsidiary

IS1: Differentiated international expansion

- Direct investment for analogous markets

- Franchising for undeveloped market

- Joint venture for developed markets

IS2: Working with store professionals
- Core head office professionals

- Outstanding store operation professionals

IS3: Small but fundamental IT
- Order with PDA twice per weak

- Small but fundamental IT

IS4: Maximization of store resources

- Prime location

- Luxurious window display

- Fresh and unified product coordination

- Word-of-mouth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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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no, 1997). 이러한 민족 중심적 접근은 기술적 적합

성의 문제를 떠나서 진출 국가의 문화적 특이점으로 인

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환기시켰다.

진출 국가의 고유한 문화가 소매업의 인적 자원 운용

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한 Zara는 이후 해외 지사의

매장 운영과 매니지먼트 사이의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요소들을 분권화하게 된다(Bonache & Cervino, 1997).

또한, 이후의 해외 매장 확장은 스페인과 지리상 근접

하고 문화적 유사점이 많아 관리상의 제약이 비교적 적

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Ghemawat &

Nueno, 2003). 결과적으로 Zara는 자회사들에 대한 중

앙 집권적 조직 문화를 견고히 하면서도 매장의 자율권

은 최대한 허용하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Zara 해외 지사의 운영 첫 단계는 본사에서 파견된 매

니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의 목표는 두 가지로, 하나

는 매장을 안정적으로 오픈하고 운영하는 것, 다른 하나

는 향후 지역 매장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운영과 책임을

도맡을 지역의 매니저들을 발굴해 견고한 매니저 팀을

구성하는 일이다(Bonache & Cervino, 1997). 지역 매니

저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관점

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일 것, 둘

째,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개인적 역량을 발휘해

Zara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탁월한

패션 비즈니스 전문가여야 한다(Sull & Turconi, 2008).

파견 매니저들에게 주어지는 평균 기간은 보통 3~6개

월 정도이나, 진출 국가의 시장 특수성에 따라 1년 이상

으로 연장될 수 있다. 파견 매니저들은 자회사가 Zara

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회화의 모든 과정을 관할한다.

해외 매장의 안정화는 본사의 숙련도를 세계적 환경에

서 구현하고 확립시키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며, Zara의

경험과 노하우는 점진적으로 수용되어 시간을 더할수

록 정착되고 발전한다. 이러한 숙련도는 매뉴얼로 성문

화 될 수 없고,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도 존재할 수 없는

Zara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점이다.

2) 매장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Zara의 자회사는 재경, 인사, 법무, 제너럴 서비스, IT,

홍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관리 부서인 경영지원

팀과 커머셜 디렉터, 스토어 매니저, 코디네이터, 세일

즈, 캐쉬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매장운영팀으로

나눠진다(Table 4).

경영지원팀의 모든 직원들은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매

장에서 기본적인 SA(Sales Associate: 판매 사원) 트레이

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야 팀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직원들은 업무 진행에 있어 매

장 상황의 이해가 빠르고, 매장 지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Sull & Turconi, 2008).

매장운영팀은 소비자와 만나 매출이 발생하는 핵심 전

략 공간인 매장에 집중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 상황

의 변화를 현장에서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유연한 사업

결정을 내린다. 특히 매장의 SM(Store Manager: 스토어

매니저)은 SA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품관리, 판매

분석, 구매, 코디네이션, 인사, 직원 교육, 시장 조사를 진

행하는 회사 소속의 멀티 플레이어로, 이들의 업무는 기

존 패션 브랜드의 샵 매니저와 기능적으로 다르기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Barnes & Lea-Greenwood, 2010; Lee

& Kim, 2012).

Zara의 SM은 자신이 맡은 매장의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매주 두 번의 상품 주문 즉, 구매 업무를

진행한다. 스페인 본사로부터 신상품 초두 물량이 배송

되면 SM은 고객 반응 및 판매를 분석하고, PDA로 주

문서를 다운받아 아이템 하나하나의 모든 사이즈마다

주문 수량을 입력하고, DT(Direccion de Tienda)의 승인

을 받아 완성된 주문서 데이터를 본사로 전송한다. 이

과정이 매주 2회 진행되기에 Zara 매장에서는 고객들

사이로 PDA를 들고 다니며 분주히 진열대를 확인하고

상품을 주문하는 SM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Mazaira

et al., 2003; Yoon, 2010).

주문은 상대적으로 매장이 덜 바쁜 주중에 이루어지

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주

말 판매를 준비하는 주문과 주말 이후 빠진 재고를 보

충하는 주문의 두 가지 성격을 띤다. 이는 방대한 SKU

를 가지는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한 번에 과도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송량을 분

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복되는 주문을 통해 SM들은

수많은 신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입고일, 판매율, 보

유 재고 정보 등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학습하고 훈련

한다(Sull & Turconi, 2008).

Table 4. Zara international subsidiary professionals

Division Professionals

Management

team

CEO, financial services, legal department,

human resources, general service,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relation

Store

operation

Commercial Director (DT: direccion de

tienda), Store Manager (SM), Coordinator

(CD), Sales Associate (SA), Cashier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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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에는 본사의 재고와 타 매장의 재고에 대한 정

보가 없으며, 해당 지점의 SM은 철저히 자신의 매장 재

고와 판매율에 기반하여 주문을 진행한다. 판매가 둔화

되어 주문을 종결하거나 세일 전 재고 수위를 조절하는

등 상황에 따라 주문은 0(zero)가 될 수 있다(Caro et al.,

2010). 베스트 셀러를 확보하려는 SM들의 본능적인 노

력은 주문을 통해 데이터화되고, 자동 판매 트래킹 시

스템이 간과하는 현장의 고객 수요는 즉각적으로 구체

화되고 상품 개발에 반영되어 Zara의 풀 전략을 공고히

한다(Mazaira et al., 2003).

Zara의 SM은 CD(Coordinator: 코디네이터)와 협업하

여 매장 코디네이션 업무를 총괄한다. SM은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코디네이션 이미지와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매장 재고와 판매율을 고려

한 유연성 있는 코디네이션을 실행한다. 대규모 코디네

이션 변화는 일주일에 두 번, Camion(캐미온)이라 불리

는 배송일에 이루어진다(Deschamps, 2012; Yoon, 2010).

SM과 CD는 배송 리스트에서 신상품 및 보충 상품을 미

리 확인한 후, 코디네이션 계획을 세우고 DT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주로 새벽에 배송이 이루어지기에 신상품들을 매장

오픈 시간 전까지 빠르고 계획적으로 전시하여 고객에

게 선보이는 것이 Camion 코디네이션의 핵심이다. 신

상품들은 종종 박스에서 바로 꺼내 전시되기도 하는데,

나무 옷걸이가 아닌 플라스틱 옷걸이라던가 비닐에 씌

어져 있는 경우 갓 배송된 신상품임을 의미한다(Hansen,

2012; Rohwedder & Johnson, 2008).

꼭 배송일이 아니어도 판매 촉진을 위한 소규모 코디

네이션 변화는 매일 또는 매시간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주요 사이즈(S, M)의 완판으로 규모 파괴(breaking size)

가 일어난 경우, 점간 이동으로 추가된 물량이 새로운

코디네이션 구성을 가능케 할 경우, 베스트 셀러나 워

스트 셀러가 바뀐 경우, 프로모션 상품이 출현한 경우,

지역의 시장 상황이나 날씨 또는 트렌드의 변화 등은

코디네이션 변화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컬렉션,

집기, 구역에 따른 매출은 주말, 주간, 월간 분석되어 코

디네이션에 반영되고, Zara 매장은 언제나 최상의 신선

도를 유지한다(Barnes & Lea-Greenwood, 2010; Caro et

al., 2010).

Zara의 SM은 경영지원팀의 인사부와 긴밀하게 협업

하여 매장의 인사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높은 직

원 회전율(employee turnover)을 가지는 소매업에서 매

니저의 인사 관리 및 팀 워크 능력은 성공적인 매장 운

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Levy & Weitz, 2011). 한 매장

안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의 섹션 매니저가 존재하며,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여성복 섹션의 매니저가 SM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Strategic Direction, 2003). SM

은 시간 및 요일별 매출에 기반한 생산성(productivity)를

고려하여 전 직원들의 스케줄을 짠다. 매장의 위치, 규

모,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서 각기 다른 능력과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직원들을 적시적소에 배치시켜 피크 타임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직원 고용은 섹션 매니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SM

과 상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해외 진

출 초기 단계에서 매장이 안정되고 SM들이 인사 업무

에 능숙해질 때까지 인사부가 도맡아 주도적으로 진행

하기도 한다. 직원들의 교육은 SM과 섹션 매니저가 주

로 담당하며, 본사의 트레이닝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매장(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

된다. SA 교육의 핵심 목적은 2주라는 단시간 안에 Zara

의 매장 운영, 회사 정책, 패션 상품을 이해하고,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판매원을 육성하는 것이다(Cheng et al.,

2008; Lim et al., 2008). SM은 해박한 상품 지식과 판매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SA이자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직

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경험적 지식을 전수한다. 교

육이 끝난 직원의 직무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매뉴

얼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이는 채용 및 인사고과에 반영

된다(Lee & Kim, 2012).

DT라 불리는 커머셜 디렉터는 해외 자회사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두 지휘하는 Zara 매장 운영의 총

책임자이다(Yoon, 2010). SM이 자신이 담당하는 매장

하나에 집중한다면, DT는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7~8개

매장의 매출, 재고, 코디네이션 감도를 동시에 관리한

다. 또한, 지역의 유행 상품, 트렌드, 경쟁 업체, 상권 조

사를 진행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해외 지사의 매출 목

표 및 매장 오픈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DT는 각

매장의 매니저들을 통제, 관리, 감독하면서 동시에 여

러 매장의 매출, 주문, 재고, 운영 전략에 깊이 관여하기

에 SM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야 가능한 직무이다.

Zara는 현장 전문가들의 감각적인 접근이 패션 비즈

니스에 있어 빠른 결정력과 탁월한 성과로 이어져온 성

공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매장 운영은 SM과 DT의

통제 및 관리 하에서 직원들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시장에 대처한다. 경영

지원부는 DT와 협력하여 각 SM들이 소규모 자영업을 운

영하는 느낌을 갖고 책임감 있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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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개발되고 축적되는 특별한 Zara

의 경험과 직관은 인적 자원 안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

에 시장 환경에서 쉽게 습득할 수 없는 Zara의 핵심 경쟁

력을 구성한다(Bonache & Cervino, 1997; Cheng et al.,

2008; Mazaira et al., 2003).

3) 핵심적인 IT

Zara가 전세계에 매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복잡하고 값비싼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Zara는 작은 IT 부서와 최

소한의 기술만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단

순화시켰고, 이것이 오히려 변덕스러운 패션 시장에 대

응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해왔다.

Zara의 IT 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거나 신

기술로 어떤 혜택을 얻을지 설명하는 등 매장의 업무에

앞장서거나 현장을 진두 지휘하려 하지 않는다. 매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장의 문제와 필요에서 출발하고,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후 그 해

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발전을 꾀한다(Lohr, 2010;

Sull & Turconi, 2008).

SM이 주문 업무에 사용하는 PDA는 현장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다. 1994년, Inditex는 전세계의 매장에 주

문 양식을 팩스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많

은 비용이 사용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치나 기구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

다. 이후 1995년 PDA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IT 기술 발

전에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웹을 통해 PDA로 주문

데이터를 내려받고 완성하여 재전송하는데 불과 몇 시

간이 걸리지 않는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주문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Cassiopeia(카시오피아)라 불리는 이 PDA

는 모든 Zara 매장의 매니저들이 성공적인 주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으며, 마감 시간 전까지

주문을 완료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불

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IT가 이를 지원하고 있

다(Caro et al., 2010; McAfee, 2004).

Zara 매장은 자체 개발한 DOS 운용 시스템과 POS 응

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매를 기록한다. 매니저들은

필요 시 POS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섹션별 또는 시간

대별 판매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CA(Cashier: 캐쉬어)

는 영업이 끝나는 매일 밤 각각의 till(단말기)로부터 플

로피 디스크를 모뎀으로 가져와 당일 매출을 본사로 전

송한다(McAfee, 2004). 21세기 현재 기술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복잡한 최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 간 단 두 장의 플로피 디스

크를 각각의 POS 터미널에 끼워넣음으로서 매장 오픈

을 준비할 수 있었다.

수많은 IT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더 뛰어난 SCM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작고 행동하

는 IT 부서를 유지하는 Zara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컴

퓨터와 기술은 직원들이 최고의 수준에서 일하며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정작 핵

심적인 결정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제안될 수

도 없기 때문이다(Caro et al., 2010; Hansen, 2012).

Zara는 최종 의사 결정을 컴퓨터가 아닌 현장의 직원

들에게 맡겼으며, Inditex 전체에 상대적인 컴퓨터의 부

재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매장에 PC가 놓이기 시작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Zara의 IT 시스템은 최

소한의 기능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Lohr, 2010). 북미 패션 소매 업체들의 IT 인력이 평

균적으로 전체 근무자의 2.4%인데 반해, Zara의 IT 인

력은 전체 근무자의 0.5%에 불과하다(Ghemawat & Nu-

eno, 2003). 전세계의 매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상품을 판매하지만, Zara의 비즈니스는 매일의 매출을

전송하고, 주문하고, 분배하고, 판매하는 비교적 단순하

고도 규격화된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Zara의 IT는

이 과정을 쉽고도 효율적으로 지속하는데 집중하고 있

다.

4) 매장 활용의 극대화

Zara는 일찍이 소비자와 만나는 고객 접점으로서 매

장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매장 요소 전반을 관리하여

브랜드 매출 및 이미지 상승을 꾀하고 있다.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입지 조건과 윈도우 디스플레이, 매출

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매장 코디네이션, 그리고 고객

을 응대하는 판매원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의 전략

적 운영은 타 브랜드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

쟁력을 구축한다(Barnes & Lea-Greenwood, 2010; Kim,

2012).

Zara의 매장은 뉴욕의 5
th
 Avenue, 런던의 Regent St-

reet, 도쿄의 Sibuya처럼 전세계에서 언제나 최고로 번

잡한 쇼핑 스트리트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다. 도

심의 주요 상업 지역에 위치하여 매장 자체의 광고 효

과를 극대화하고, 방대한 유동 인구를 자연스럽게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는 우수한 입지 조건(prime location)을

갖춘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진출 국가의 패

션 시장 성숙도, 유통 구조, 거리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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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전 면밀하게 검토된다(Fraiman et al., 2002).

Zara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경제적 가격대의 패스

트 패션 상품을 럭셔리 패션 이미지로 구현하여 브랜드

세련미를 강화하고 거리 유동 인구를 매장으로 유인한

다.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컬렉션 진행에 따

라 시즌에 3번, 즉 1년에 6번 바뀐다. 전세계적으로 통

일성 있는 매장 이미지 구현은 Zara의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윈도우 디스플레이어들은 스페인 본

사 소속하에 해외 지사 모든 매장의 윈도우를 책임진

다. 또한, 이들은 DT와 SM과 긴밀히 소통하여 매장 특

성 및 고객의 취향을 유연하게 윈도우에 반영한다(Roh-

wedder & Johnson, 2008). 세일이 시작되면 별도의 윈

도우 디스플레이는 전개되지 않으며, ‘SALE’ 문구 하

나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Zara와 같이 매주 방대한 SKU의 신상품과 추가 물량

을 배송 받는 패스트 패션 시스템에서, 코디네이션이

매장의 감도와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매장

코디네이션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모든 아이템을 자유

롭게 믹스매치하여 스타일링하고, 이에 어울리는 신발

과 스카프, 벨트와 가방을 쉽게 찾아 원스탑 다중판매

로 연결시키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구현이다(Lusch et

al., 2011). 입고된 상품을 재빨리 매장에 전시하여 고객

에게 선보이고, 매장을 언제나 세련되고 신선하게 유지

하는 코디네이션 역량은 Zara의 핵심 경쟁력이다.

스페인 본사 지하에는 실제 쇼핑 거리처럼 꾸며진 매

장과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도구들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스타일리스트들은 시즌 계획과 판매 전략을 감

안하여 코디네이션 전반을 기획하고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상품 특성에 따른 페이스 아웃(face out),

슬리브 아웃(sleeve out), 폴딩(folding), 행잉(hanging) 기

준과 함께, 매장 주요 공간의 전시법, 선반 및 소도구 배

치와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코디네이션 매뉴

얼로 제작되어 전세계 매장으로 전송된다(Strategic Di-

rection, 2005; Sull & Turconi, 2008).

SM과 CD는 본사가 제안한 코디네이션 매뉴얼을 준

수하면서, 판매율과 매장 재고를 반영하여 변화 무쌍한

코디네이션을 만들어낸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

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 매장 방문 고객의 취향과 소

비 수준을 차별적으로 구현하여 자기잠식효과(canniba-

lization)를 상쇄하는데 기여한다. 일본의 긴자, 신주쿠, 시

부야 등 대형 쇼핑 상권에는 Zara 매장이 중복으로 전

개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매장 감도는 크게

다르다. 한국의 명동 상권에 위치한 3개의 Zara 매장 또

한 미묘하게 다른 코디네이션이 전개되고 있다. 롯데 영

플라자점은 20대와 40대를 타깃으로 하는 베이직 상품

군, 눈스퀘어점은 고가의 컬렉션 라인, 엠플라자점은 거

리 상권에 위치하여 트렌디한 아이템이 주류를 이룬다

(Baigorri, 2009; Yoon, 2010).

잦은 코디네이션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매장이 실시간

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하게 하며(Sull & Turconi, 2008), 신

상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장을 더욱 자주 방문하

게 한다.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Zara 매장을 1년에 17번,

경쟁 브랜드를 1년에 3번 방문한다(Strategic Direction,

2005). 소량으로 입고되는 신상품의 완판은 매우 빈번하

게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제한적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서둘러 구매를 결

행한다. 판매원들은 완판 제품의 재입고를 문의하는 소

비자들에게 재고 확인이 불가능한 대신 신상품 입고일

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며, 배송일에는 제품 확인을 위해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로 주중 오전부터 붐비기 시작

한다.

매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과 직접 그리고 더

자주 소통하면서 Zara의 매장은 별도의 광고가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소매 업자들이 미디어

광고에 전체 예산의 약 3~4%를 투자하는데 반해, Zara

는 약 0.3%만을 쓰고 있다(Ghemawat & Nueno, 2003).

한국의 경우 진출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경쟁사 H&M과 다르게

Zara는 ‘세일’ 시즌이 시작됨을 알리는 광고만을 진행하

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 광고 이미지로 인해 소비자층이

제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Cheng et al., 2008).

미디어 광고 지출의 절감은 신상품 개발 투자로 이어지

고, 이로써 얻어진 Zara의 독자적인 상품력은 소비자층

을 더욱 매료시킨다. 이는 입소문(Word-of-mouth) 마케

팅으로 확산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Zara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Fraiman et al., 2002).

한편, 미디어 광고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현저히 적

은 PR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영지원팀의 PR 부서

는 패션 매체와 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촬영 컨셉을 제

안하는 등 Zara 상품의 매체 노출에 적극 관여한다. PR

을 위한 쇼룸이 따로 있지 않기에 매장에서 직접 상품

을 대여하며, 이 때 DT와 SM은 베스트 셀러나 신상품

들을 파악하여 추천한다. 매체 촬영이 출판 2~3개월 전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Zara의 특정 상품이 패션 잡

지에 실릴 때면 상품은 이미 완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제나 유사한 신상품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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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방문 고객에게 언제나 대안 상품을 제시할 수 있

다(Deschamps, 2012; Hansen, 2012).

이 외에도 Zara 매장 전반의 세밀한 요소들은 전략적

으로 관리되고 있다. Zara 매장의 판매원들은 전문 판

매원의 이미지를 위해 검정색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유

니폼은 매장이 위치한 사회경제학적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컬렉션 안에서 선택되고 SM이 주문한다.

Zara의 상품은 구매 후 30일 교환 및 환불 정책을 전세계

적으로 동일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상품

에 대한 결정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환/환

불을 위해 매장을 재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추가된 신상

품과 변화된 매장 분위기를 선보인다. 디자이너의 신상

품이 패션쇼에서 공개되는 것과 달리 Zara의 신상품은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된다(Rohwed-

der & Johnson, 2008). 또한, DT와 SM은 매장의 인테리

어 유지 및 보수에 관여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매

장 재정비를 진행한다. Zara의 쇼핑백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동일한 남색의 재생 용지를 활용하여 가볍게 제작

되며, 세일 기간 동안에는 할인된 상품을 다량으로 빠르

게 판매하기 위한 저렴한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한다.

IV. 결론 및 제언

패스트 패션은 국내 의류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어내며 독자적인 사업 형태로서 시장의 파이를 급격하

게 키워나가고 있으며, 패스트 패션 연구 또한 초기 탐

색 단계를 지나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SPA와는 차별되는 패스트 패션 비

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특질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

한, Zara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패스트 패션

의 비즈니스 전략을 탐색하고 나아가 국내 의류 산업의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운영 원리를 구현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Zara는 전략 구

현의 주체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하

나는 브랜드의 총괄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관

리 감독하는 스페인 본사, 다른 하나는 본사의 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세계의 매장들, 즉 해외 자회사들

이다. 이 두 주체가 유기적으로 얽혀 패션 상품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도

록 기획하는 것이 Zara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다.

본사의 중앙 집권적 통제와 계획하에 구현되는 ‘신속

성’과 ‘유연성’은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특질이다. 이를 위해 본사는 패션 트

렌드를 예측하기보다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

하는 시장 지향적 조사를 통해 디자인 실패의 위험을 줄

이며 매출 기회를 선점한다. 수평 통합된 Creative Team

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하여 디자인 창의성을 발

현하며, 수직 통합된 상품 생산부는 품질과 생산성을 엄

격히 통제하여 리드 타임과 생산 오류를 줄인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브랜드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최신 패션 스타일을

접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리고 자주 배송한다.

한편, 매장은 본사의 전략을 통일성 있게 구현하면서

도 지역의 시장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

형태에 차이를 두어 접근한다. 현장의 노련한 매니저들

을 파견하여 해외 매장을 안정적으로 오픈하고, 지역의

인재로 구성된 매니저팀을 구성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끔 돕는다. 매장은 지역적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예민

하게 반응하고, 매장의 직원들은 유연하고 독립적인 의

사 결정을 내려 변덕스러운 패션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IT 부서는 최소한의 기능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형태로

매장 운영을 지원한다. 입지 조건, 윈도우 디스플레이,

코디네이션, 고객 서비스 품질 등 매장 전반의 요소들은

세밀하게 관리되어 브랜드의 매출과 이미지 상승을 꾀

한다. 이렇게 현장의 인적 자원을 통해 체득화되는 Zara

의 경험적 역량은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점이 된다.

물론, 패스트 패션 자체는 저렴한 품질의 옷을 끊임

없이 소비하게 만든다는 반환경적 특질의 태생적인 취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Zara는 현재 다양한

문제점과 위험 요인에 직면해있다: Inditex의 8개 브랜

드 중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Zara 브랜드의 편

중된 매출 구조의 위험성, 스페인에 위치한 단 하나의 물

류 센터를 통한 항공편 배분을 고수함에 따라 점차 커지

는 유류비로 지역별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증가하는 문

제점,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빅 데이터의 효과적 운

용을 위한 대규모 IT 투자의 필요성, 해외 자회사들의 활

발한 사업 전개에 반하는 미흡한 사회공헌에 대한 비판,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 체제로 인한 조직 문화 경직

의 우려, 신생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지속적인 출현 및

활발한 성장세 등이다.

그럼에도 빠른 시장 대응력과 상품력을 기반으로 안

정적 수익 모델을 구축해온 Zara의 비즈니스 전략은 패

스트 패션을 포함, 전체 패션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지

대하다. 그간 고객관계 판매에 주력해오던 하이 패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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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들은 Zara의 효율적인 밸류 체인 운영 노하우를 벤

치마킹하여 머천다이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

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Zara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

으로 영입하여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적 지식을 배우고

있다. 패스트 패션 전략이 디자이너 브랜드와 융합하여

새로운 컨셉의 멀티샵과 컨셉스토어가 탄생하고 있는

현 패션 시장 환경에서 패스트 패션의 비즈니스 운영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향후 초대형 매

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전략, 특히 심도 있는

코디네이션 매뉴얼 기획에 대한 연구, 다품종소량의 상

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빅 데이터 운용 전략에 대한

연구 등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국내 패션 시장의 발전에

주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의류 산업의 환경

적인 문제와 다국적 패션 기업의 사회공헌 문제, 서비

스 직원들의 감정 노동 문제들을 극복한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 혹은 브랜드가 출현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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