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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템포러리 제 2의 전성기 맞나
2000년대 도입 이후 브랜드 풀 2배 이상 확대
유통가, 부진 PC 밀어내고 명품, 수입 키우기
‘띠어리’ 1150억, ‘자딕앤볼테르’ 420억 급성장
2000년대 중반 국내에 도입된
이후 급성장한 수입 컨템포러리
군이 브랜드 풀 확장, 국내 소비
력 향상 등을 통해 제 2의 전성기
를 맞고 있다.
‘동시대적, 현대적’이라는 사전
적 의미의 컨템포러리는 명품 보
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적인 브
랜드를 일컫는다.
현재 국내 진출한 대표적인 수
입 컨템포러리는 올세인츠, 꼼데
가르송, 자딕앤볼테르, 아크네스
튜디오, 산드로, 막스마라, 메종
키츠네, 띠어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백화점에서 수입 컨템포러
리의 입지가 월등히 높아졌다. 백
화점은 구성비를 매년 5~10%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매출은 2년
사이 두 자릿수나 신장했다.
이에 따라 유통가에서는 핸드백
등 침체된 조닝의 대체 콘텐츠 내
지는 명품의 세컨 콘텐츠로 부상
중이다.명품 유치에 어려움을 겪
는 점포의 경우 컨템포러리를 확
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롯데 포항점은 핸드백을 1층에
서 4층으로 옮기고 1층을 수입 컨

템포러리로 바꾸었다. 띠어리, 랄
프로렌, 산드로, 질스튜어트, DKNY,
클럽모나코 등이 입점했는데, 4
층으로 옮겨 간 핸드백 PC는 종
전 보다 50% 이상 축소됐다.
현대 미아점도 1층을 수입 컨템
포러리로 구성했다. 버버리, 에트
로, 아이그너 등이 빠지고 띠어리,
산드로, DKNY, 랄프로렌, 마쥬
등을 신설했다.
올 초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
한 판교점은 3층에 23개 이상의
수입 컨템포러리를 채워 넣었다.
현재 메종키츠네, 이로, DKNY,
위켄드 막스마라, 산드로, 띠어리,
자딕앤볼테르 등이 구성됐다.
기존 백화점 1층은 대부분 핸드
백과 패션 잡화가 차지했지만, 컨
템포러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백화점 70개
점 중 1층 핸드백 PC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개점에 불과하다. 서
울과 수도권일수록 명품과 컨템포
러리의 비중이 큰데, 해외 명품 유
치가 어려운 점포는 수입 컨템군
을 비중 있게 구성하는 분위기다.
브랜드 풀도 종전 보다 다채로

대명화학, 슈즈멀티숍 ‘에스마켓’ 인수
메가슈플렉스 지분 60% 인수
기존 경영진과 조직은 유지
대명화학(대표 권오일)이 계열
사 모다이노칩(대표 권오일)을 통
해 슈즈멀티숍 ‘에스마켓’을 전개
중인 메가슈플렉스 에스마켓코리
아의 지분 60%를 인수했다.
대명화학이 슈즈멀티숍에 투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분율
은 높지만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
을 전망이다.
에스마켓은 2008년 홈쇼핑 뷰

‘에스마켓’ 홍대점

티, 패션 사업을 주력으로 출발해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연 매출
1,300억 원을 달성했다.
슈즈멀티숍 진출 이후에는 리
딩 대열에 빠르게 오르며 화제가
됐다.

워졌다. 2010년대 10개 미만이
던 브랜드가 현재 30개 가까이 늘
었고 산드로, 띠어리 등 일부는 남
성을 별도 구성하면서 더욱 확장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패션 대형사들이 경쟁
적으로 브랜드를 도입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의 자회사인 한섬은 캘빈클라인, 디
케이앤와이, 클럽모나코, 톰그레이
하운드를,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띠
어리’와 컨템포러리 편집숍 비이커,
메종키츠네, 아스페시, 꼼데가르송,
랙앤본 등을 전개 중이다.
LF는 막스마라와 합작법인 막
스코를 설립하고 ‘막스마라’의 주
요 라인을 독립 브랜드로 키우고
있으며 질스튜어트, 바네사브루노
등을 전개 중이다. 여기에 마이클
코어스, 올세인츠 등 대표 컨템포
러리 브랜드들이 국내 디스트리뷰
터 계약을 종결하고 직진출해 공
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실적도 주목된다. 명품 다음으
로 고성장중인데, 오랜 기간 턴오
버가 없는 게 강점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띠어리’는 101개점(
맨 40개, 우먼 61개)을 통한 매출
이 1150억 원(맨 500억, 우먼
650억)이다. 매년 성장세를 이어
가며 올해 매출 목표도 1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또 컨템포러리 편집

숍 ‘비이커’를 통해 인큐베이팅에
성공한 브랜드를 단독 매장으로
확장 중이다.
‘메종키츠네’는 2년 전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를 시작으로 롯데
본점, 갤러리아 웨스트, 현대무역,
신세계 센텀시티, 현대 판교까지
단독점을 늘려왔다. ‘아스페시’도
롯데잠실, 현대목동과 본점 매장
을 확보했고, ‘랙앤본’도 갤러리아
와 현대에 9개점을 운영 중이다.
막스코는 ‘막스마라’ 청담 매장,
백화점 23개점을 운영 중이며 ‘위
크앤드 막스마라’ 7개점, ‘막스마
라 스튜디오’ 1개점(AK수원)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이 전개 중인 ‘아크네스튜디오’는
도입과 동시에 신세계 강남, 본점,
센텀시티점에 입점했고 청담 직
영점까지 운영 중이다.
에스제이듀코의 ‘자딕앤볼테르’
는 지난해 420억 원대(45개점)의
매출을 올렸다. ‘자딕앤볼테르’는
국내 도입된 이후 매년 신장했다.
아이디룩은 ‘산드로’와 ‘아페쎄’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산드로는 지난해 45개(여성, 남
성)에서 올해 48개 점으로 늘리고,
최근 압구정 직영점을 오픈한 ‘아
페쎄’는 총 15개점을 운영 중이다.
직진출한 올세인츠, 마이클코
어스 등도 매년 성장 중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신발
브랜드를 판매 중인 슈즈 멀티숍
‘에스마켓’은 2년 전 런칭한 아동
슈즈 멀티숍 ‘에스키즈’와 PB ‘호
보켄’과 ‘그라빈’ 등을 전개 중이
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은 약 130
개점(에스키즈 포함, 2019년 기
준)이다. 지난해 명동과 홍대에
직영 매장을 오픈하며 서울 중심
가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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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캠핑, 직접 경험하세요”

○…오프라인 유통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체험형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9일 오픈한 롯데
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카라반 캠핑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정혜인 기자 jhiphoto@apparelnews.co.kr

한섬 결별한 스티브J & 요니P 복귀
키키히어로즈 설립, 캐릭터 사업 도전
오는 5월 첫 에피소드 시리즈 공개
부부 디자이너 스티브 제이(Steve J·정혁서)와 요니 피(Yoni P·
배승연)가 키키히어로즈로 복귀
했다.
지난해 6월을 끝으로 한섬과 결
별한 이들은 최근 키키히어로즈(
대표 정혁서)를 설립, 캐릭터 개
발 및 라이선싱, 의류 커머스 전
개에 나섰다.
요니 피(배승연) 키키히어로즈
이사는 “평소 예술분야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이 많았고 디즈니, 유니
버셜 등 글로벌 캐릭터와의 콜라
보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캐릭터를 통해 패션에서 더 나아
간 종합적인 사업에 도전할 것”이
라고 말했다.
키키히어로즈의 자체 개발 캐

릭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시리즈
는 오는 5월 공개를 목표로 샘플
제작에 들어갔다.
캐릭터를 적용한 피규어, 인형,
의류상품(유니섹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기에는 성인을 타깃으로 전
개하며, 키즈를 위한 콘텐츠까지
점진적인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키키히어로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오픈할 계획
이다.
위치는 서울 성수동이 유력하
며, 현재 스튜디오 팀 세팅을 위
한 전문인력(그래픽, 일러스트 디
자이너 등) 영입을 한창 진행 중
이다.
스티브 제이와 요니 피는 영국

패션스쿨인 센트럴 세인트마틴
출신으로, 지난 2006년 런던 패
션위크에서 ‘스티브제이앤요니피’
를 선보인 이후 매 시즌 독창적인
컬렉션을 발표해 유명세를 탄 디
자이너 레이블이다.
2014년 세컨드 브랜드인 캐주
얼 ‘SJYP’를 런칭했고, 2015년
SK네트웍스 패션부문에 두 브랜
드를 매각하며 총괄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CD)로 활동했다.
이후 2017년 SK네트웍스가 현
대백화점그룹의 한섬에 패션부분
을 매각하면서 한섬 자회사인 현
대G&F로 이적한 바 있다.
조은혜 기자 ceh@appare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