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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업, 올해도 신규 투자 활기

‘무신사 스탠다드’,
상반기 오프라인 진출

중견사 런칭 브랜드만 10개 넘어서

‘유니클로’ 자리 채워달라 제안

스포츠 시장 팬데믹에도 성장 지속

특정 백화점 단독 입점 가능성도

스포츠 전문 기업들이 신규 사
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견급 기업들이 올해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만 10개를
넘어섰다.
휠라코리아는 지난해 ‘쥬욕’을
런칭한데 이어 올 초 스니커즈 브
랜드 ‘케즈’를 추가로 런칭했고,
더네이쳐홀딩스는 작년 ‘NFL’ 런
칭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
이다. 더네이쳐홀딩스는 또 최근
디즈니 社와 ‘내셔널지오그래픽’
의 라이선스 연장과 함께 언더웨
어와 마스크 등 새로운 카테고리
에 대한 라이선스 권을 확보하면
서 영역을 확장한다.
골프웨어 전문기업인 한성에프
아이는 올 하반기 ‘테일러메이드
어패럴’과 스포츠웨어 ‘오닐’을 런
칭하며, 작년에 ‘코닥 어패럴’로
히트를 친 하이라이트브랜즈는
오는 3월 ‘디아도라’와 ‘폴라로이
드 어패럴’을, 하반기에는 ‘말본
골프’를 선보인다.
1년 넘게 신규 사업을 검토해
온 밀레도 최근 스포츠 아이웨어
‘루디프로젝트’의 국내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
업을 확장한다. ‘디스커버리’와
‘MLB’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에프앤에프는 ‘스트레치엔젤스’
와 ‘듀베티카’에 이어 골프웨어와
신발 등 다양한 영역을 놓고 또 다
른 신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스포츠 전문 업체들이 신규 사
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스포
츠, 아웃도어, 골프 시장이 꾸준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스포티즘의 확산으로 스포츠,
아웃도어 업체들의 라이프스타일
웨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
으며, 신발 영역 역시 스니커즈와
러닝화 등의 성장세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격적
인 사업 확장을 통해 점유율을 높
이겠다는 전략이다.
휠라코리아는 ‘휠라’를 통해 신
발 영역에 대한 자신감과 영향력

을 키운 것은 물론 젊은 소비자들
과의 소통 노하우가 쌓였다. 이를
‘쥬욕’과 ‘케즈’ 사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수요 확장에 나선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단독 매장을 확
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케즈’는
신발은 물론 의류 라인 확장을 통
해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키운다
는 계획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과 지난해 코스닥 상장
을 통해 탄탄한 자본력을 확보한
더네이쳐홀딩스는 본격적으로 신
규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NFL’
을 런칭해 유통망을 빠르게 넓혀
가고 있으며, 최근 ‘내셔널지오그
래픽’의 언더웨어와 마스크 라이
선스권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카테고리 확장에도 적극 나선다
는 계획이다. 또 재작년 런칭해
고속 성장 중인 키즈 사업에도 투
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성에프아이는 올 상반기를 끝
으로 ‘캘러웨이’의 어패럴 사업을
중단하면서 대체 자원으로 ‘테일
러메이드 어패럴’과 ‘오닐’ 카드를
꺼냈다. 골프용품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테일러
메이드’를 통해 퍼포먼스 골프웨
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
다. 국내에 정식으로 처음 진출하
는 ‘오닐’도 주목된다. 미국 1세대
서핑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서핑
을 모티브로 스트리트 감성을 강
조한 스포츠웨어를 선보인다.
지난해 ‘코닥 어패럴’ 런칭을 통
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신규 진출도
주목된다. 올해에만 3개 브랜드
를 내놓는다. ‘디아도라’는 신발
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우선적
으로 런칭한 뒤 하반기부터 단독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폴라로
이드 어패럴’은 1020세대를 겨냥
해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을 푼다.
하반기에는 ‘말본골프’로 골프웨
어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카파’ 인수를 검토하며

신발이 이슈다. 팬데믹 최대 수혜주, 명품 가방보다 ‘신발’을 외치는
MZ들의 영향이다. 크록스, 버켄스탁, 올버즈 등 ‘편한 신발’이 글로벌
시장 블루칩으로 부상한 가운데, 휠라코리아, LF 등 국내 유력 업체들도 신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신발 마니아인 대학생 문청수(27) 씨가 50여 켤레의 신발을 자신의 방에 전시하고 있는 모습.

명품 가방보다 ‘신발’

박시형 기자 pshphoto@apparelnews.co.kr

신규 사업의 의사를 드러냈던 밀
레는 최근 스포츠 아이웨어 ‘루디
프로젝트’의 국내 전개권을 인수
했다. 스포츠 시장의 확대로 용품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어패럴 및 용품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
큼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지
주목된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들의 신규 사
업을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오랜 경
험과 노하우는 물론 탄탄한 자본
력도 갖추고 있어 흥행에 대한 기
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
상트코리아, 케이투그룹, 크리스
에프앤씨 등 스포츠 전문 기업들
의 신규 사업은 대부분 성공적으
로 자리를 잡았다.
오경천 기자 okc@apparelnews.co.kr

LF
美 아웃도어 슈즈 ‘킨’ 런칭
LF(대표 오규식)가 미국 아
웃도어 슈즈 ‘킨(KEEN)’을
런칭한다.
최근 미국 본사와 국내 전
개권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은 수입 슈즈 사업을 전담하
는 박부귀 상무 총괄의 2사업
부가 담당한다.
이로써 LF는 버켄스탁, 콜
한, 핏플랍, 탐스 등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슈즈 브랜드
를 확보하게 됐다.
‘킨’은 아웃도어와 일상생활
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슈즈
로, 올해는 LF몰과 라움에디
션에서만 판매한다.
박해영 기자 envy007@apparelnews.co.kr

무신사(대표 조만호)의 자회사
인 위클리웨어(대표 이건오)가 전
개하는 캐주얼 브랜드 ‘무신사 스
탠다드’가 상반기 중 오프라인 유
통에 진출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 2015
년 입점사와의 협업 형태로 시작,
2017년 단독 브랜드로 본격적인
전개에 나섰다. 지난해 매출은 76%
증가한 1,100억 원. 오로지 무신
사에서만 거둔 실적이다.
올 상반기부터는 거점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한다. 일부 대형 건
물주들 사이 무신사 스탠다드 매
장 유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니클로. 최
근 유니클로 점포의 상당수가 퇴
점 수순을 밟으면서, 해당 건물주
들이 그 자리를 무신사 스탠다드
로 채우기 위해 무신사 측에 제안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옷걸이, 행거

등 매장 집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
와 무신사 스탠다드 측의 미팅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백화점 유통에서도 무신사 스탠
다드의 오프라인 진출에 관심을 보
이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무신사
스탠다드가 백화점 유통 중 하나와
단독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도 진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간 무신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
해 수수료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단독 계약을
통해 유통 수수료를 절감하고 적
정 마진율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무신사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확
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
다. 하지만 제도권 캐주얼 업계에
는 이미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저렴
한 가격과 폭넓은 상품 군, 1020
세대의 인지도까지 확보한 또 다
른 경쟁 상대가 나타나게 되는 셈
이기 때문이다.
현재 무신사에 등록된 무신사 스
탠다드 상품은 약 3,000종이다.
황현욱 기자 hhw@apparelnews.co.kr

배럴즈, 5번째 브랜드 런칭
독창적 컨셉의 스트리트 캐주얼
주력 브랜드와 협업 통해 인지도
배럴즈(대표 윤형석)가 올 상반
기 중 신규 브랜드를 런칭,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스트리트 캐주얼 ‘커버낫’, ‘마크
곤잘레스’, ‘이벳필드’와 올 초 런
칭한 데님 캐주얼 ‘리(LEE)’에 이
은 5번째 브랜드로, 전담 조직을
세팅 중이다.
지난해 배럴즈의 실적은 약 1,000
억 원. 캡슐 컬렉션을 통해 사전
테스트 기간을 거친 ‘리’의 매출을
포함한 수치다. 올해는 커버낫, 마
크곤잘레스 2개 사업만으로 1,000
억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고, 이
벳필드, 리와 함께 신규 브랜드 육

성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스트리트 캐주얼로,
자체 브랜드로 런칭한다. 그간 커
버낫을 제외한 3개 브랜드는 전부
라이선스 형태로 전개해왔는데, 자
체 브랜드를 통해 기업 고유의 포
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대중적인 무드의 스트리트
컨셉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그래
픽 아이템을 선보이며, 가격은 타
브랜드와 동일한 중저가로, 온라
인 유통 중심으로 움직인다.
런칭과 함께 마크곤잘레스와 협
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배럴즈는 그간 신규 브랜드 인큐
베이팅 전략으로 주력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인지도를 확
보해왔다.
황현욱 기자 hhw@appare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