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공

학습목표

●제품선별을계획하는데있어소비자의중요성을알수있다.

●의류와섬유업계에있어가격모델에대한지식을얻을수있다.

●소매계획에사용되는단계들과공식들을배울수있다. 

5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다.
－Terry Lundgren(Macy’s 사장겸 CEO, Macy’s Annu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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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회사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머천다이징의 정석(The rights of

merechandising)’은올바른제품을적합한장소에, 적합한시간에, 적합한물

량으로올바른판촉전략을통해사업할수있도록소매업체를인도한다. 만약이정석

중한가지만잘못되더라도소비자에게원하는제품의판매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

이다. 패션회사는성공을부르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공식을만들어야만한다. 계

획된수익을얻는것은성공적인사업을의미한다. 그러나이익을내지않으면서폐업

하지않고사업을운영할수있는시간은한정되어있다. 본장의제목, ‘수익〓성공’은

간단하지만, 패션회사의전반적인경제적안녕(economic well－being)에서엄청나게

중요하다.

본장을정독한후, 소비자의요구와욕망에부합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 그리고

계획이성공에끼치는중요성이얼마나큰지를느낄수있을것이다. 소비자기대부응

에대해연구한다음에는소매업의입장에서본의류와섬유산업에사용되는가격모

델의실험에대해서설명한다. 끝으로, 반년의계획을수립하고, 가격인상과가격인하

를조사함으로써소매업계획에대한지식을습득하게되고, 소매바이어라는직업을

이해하게된다. 

소비자

사업을운영한다는것은단기간이되었든장기간이되었든, 소비자가무엇을원하는지

를알아야할뿐만아니라회사를건실하게운영해수익을얻어야만한다. 어떠한비즈

니스전략이든가장기본은수익을창출함으로써사업을계획해나갈수있도록하는

것이다. 전략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Tom’s Shoes는소비자가한켤

레의신발을구입하면한켤레의신발을신발이없는어린이를위해기부하고있다. 고

급가죽액세서리로잘알려진Coach의비즈니스모델은소비자가그들의제품에감정

적으로깊은애착을갖도록하는것이다. Tom’s와 Coach는수익을창조하는열쇠는

소비자의수요를충족시키는것임을이해하고있다. 소비자의요구를충족시키는것은

적절한소비자를알아보고, 적절한제품을적절한가격으로매칭시켜줌으로써이루어

낼수있었다. 패션사업은대부분의소비자가알고있는것보다이해해야할것이훨씬

많다. 왜냐하면소비자의입장에서보면‘그것은오직그들에관한것’이기때문이다.

소비자는패션이판매가되느냐그렇지않느냐에는관심이없다. 소비자는단순히상품

을 사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되기만을 원할 뿐이다.

Giorgio Armani의말에따르면, “결국소비자는당신의회사규모도모를뿐아니라

상관하지도않는다. 소비자는오직매장에걸려있는옷에만관심이있을뿐이다.”제9

장에서소비자에대해자세히살펴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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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패셔너블한옷을구매하는소비자는실용성과명성을함께원한다. 실용성은소비자가

옷을입었을때그기능을얻음을말하고, 명성은호감이가고유행하는옷을입음으로

써얻게되는사회적지위를말한다. 실용성과명성이라는소비자의기대에부응하는

데있어중요한요소는소비자가만족할만한가격대의제품을제공하는것이다. 바이

어(buyer)와 제품 개발자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Kohl’s와Macy’s와같은매장은소비자요구충족의기능이제품가격의인상과인하

를수반함을의미한다. 그러므로가격인하를고려한가격인상을계획하는것이중요하

다. 제품의가격인하는소비자가그것을예상하고, 가격인하가주는가치를좋아하기

때문에소매업에있어매우일반적인것이다. 또한, 소매업체는가격인하를계획하기

때문에비교가격, 비교소매, 그리고비교수익은가격결정에일부가되고있다. 그결

과소매업체는총차액과수익을추산해볼수있다. 

상품의가격을결정하는것은어려운일이며, 각각의소매업체는각자다른생각을

적용해상품의가격을정한다. 다음세가지방법이가장흔히사용되는방법이다. 수요

중심 가격(demand-oriented pricing), 비용중심 가격(cost－oriented pricing), 그리

고가격인하(price discounting)가그것이다. 수요중심가격은제품에대한수요가클

때적용된다. 높은수요는높은가격을가능케한다. 낮은수요에는낮은가격이필요하

다. 패션아이템의수요, 즉패션아이템의가격은패션유행을따른다(제2장에서언급

하였음). 제품을소개하는단계에서인기가절정에다다를단계까지는가격이높다. 왜

냐하면수요가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제품의수요가절정에달하고인기가줄어들

어잊혀지게되는단계에는가격또한수요와함께떨어진다. 반면, 새로운시즌제품을

위한시즌가초기는그가격이시즌막바지보다훨씬높다.  

비용중심가격은상품의최종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그제품을제작하는비용의

마크업(markup) 비율이적용된다. 예를들어, 만일한백화점의마크업목표가 60%라

고하면, 바이어는매장에도착한상품에는제품제작비용에 60%의마크업을적용한

다. 이러한방법은가격의추측이다. 그러나숙련된바이어는어떤아이템이소비자들

에게비싸게팔릴것인지어떤상품이그렇지않은지인지하고있으므로그에맞추어

가격을책정한다. 60% 마크업목표를달성하는것은백화점의합계혹은평균마크업

이60%가될때발생한다. 마크업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후에계속된다. 

소매업체가경쟁을과소평가하는것은그들의성공에심각한영향을끼친다는것을

알고있다. 경쟁중심가격은가격을바탕으로시장에서의회사의지위를정하는것이

다. 이러한종류의가격은위험하고가격전쟁에이르게되는데, 이는가격을계속해서

줄일수있는사람만이오직생존할수있다. 경쟁을무시하는것은현명한방법이아니

지만, 경쟁사의행동에만의존해가격을결정하는것은소매업체를위험으로몰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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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공적인소매는목표하는시장필요와욕구를충족해주는제품을시장이감지하

는가격에제공하는것이다. [그림 5.1]은패션업계에서사용하는그이외의가격책정

법을정리한것이다. 이는오늘날패션업계의소매업체들이사용하는가격전략이다.

보시다시피몇몇의전략은서로중복되는부분도있다. 

이제소매업체에게소비자가얼마나중요한지, 그리고제품을선별하고가격을정하

는데있어바이어가지닌기술이얼마나중요한지알게될것이다. 다음은계획, 구매,

제품가격을수학적관점에서살펴보자. 

소매구매

소매구매(retail buying)은패션산업의내부적요소이다. 디자이너의패션제품은제조

업자에의해서만들어지지만바이어가그옷을구입하지않는다면최종소비자는그디

자이너의창조물을절대만날수없다. 바이어(buyer)는패션을소비자에게전달하는

중심적이고도기본적인역할을수행한다. 우리가알고있듯, 구매란요소없이는패션

이존재할수없다. 바이어의역할을보다자세히살펴보자. 

소매업에서의바이어의역할

바이어는소비자의요구와필요를잘이해하고있는전문가이다. 바이어는또한패션업

을이해하고계획할수있는분석적능력을가지고있고, 이들의감각은중요한요소이

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바이어가그들의감각을소비자의감각에적용하는것이

다. 바이어는방대한양의정보를완전히소화하고, 결정을내릴수있는요소들로정제

한다. 정보의통합과응용은어려운작업이다. 바이어는오랜시간계획하고, 구입하고,

사업의흐름에반응한다. 국내경제, 지방경제, 가스가격, 산업트렌드, 패션유행, 날

씨, 예상치못한상황들은바이어가넘고헤쳐나가야할장해물들이다. 바이어의직업

은복잡하고, 성공과실패의기회를결정하는수수께끼와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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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중심가격

비용중심 가격

경쟁중심가격

● 높은 수요〓높은가격

● 낮은 수요〓낮은가격

● 소매가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정한 마크업비율을 적용

● 가격을중심으로시장에서

회사의지위를 결정

그림 5.1 가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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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패션을전공한최근졸업생의대부분은기본을배우고추가일거리가주어지

기를기다리는보조바이어(assistant buyer)로서바이어의커리어를시작한다. 바이어

의일거리는다양하다. 바이어는호화스러운삶을살고제트기를타고뉴욕이나다른멋

진도시들을돌아다니는것으로널리알고있다. 바이어가멋진도시를자주다닌다는

것은사실이지만, 그직업은호화로운것과는거리가있다. 첫째, 바이어는소비자를만

족시켜야만한다. 둘째, 바이어는오너, 주주, 그리고회사내주주들이요구하는계획과

목표를달성할책임이있다. 소비자와주주를만족시기기위해바이어는현재매장에서

팔리고있는제품의판매를모니터링하고, 가격인하에대한평가를하고, 판매와수익을

증가시킬전략을수립하는등수없이많은책임을지고있다. 판매를촉진하고목표를

달성하는데있어협상능력은매우중요한요소이다. 바이어는가격, 공급기간, 제품운

송, 판매수익, 광고비용, 제품의독점, 공급업체의반환문제등을협상한다. 

일반적으로바이어는부서별머천다이즈매니저(divisional merchandise manager)

를만나다양한주제를논의한다. 구매선별, 상품주문, 광고, 새로운점포, 혹은기타

중요한회사사업을논의하기위한미팅이하루에도여러번이루어진다. 바이어는매

일수많은전화와이메일답변을해야한다. 바이어는스트레스와불만을경험하고, 어

떤때는계획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엄청난양의책임과요구, 그리고지속적인비판

으로생산성을잃기도한다. 이러한것을알고난후라면, 누가바이어가되길바라겠는

가? 바이어는본산업을이끌어나가는데열정이있는사람들이다. 또한좋은시즌의

성공, 패션에대한사랑, 끝없이변화하는것에서얻는흥분, 산업의역동성등은모두

바이어를계속해서달리게한다. 바이어의일이무엇인지알았으니, 이제바이어가어

떻게일하는지알아보자. 

구매과정

구매과정은계획으로시작한다. 첫번째상품을구매하기이전에바이어는판매, 재고,

마크다운, 구매, 매출액, 매출총이익(gross margin)을자세히기록한 6개월계획(six－

month plan)을완성한다. [그림 5.2]는 6개월계획을보여준다. 계획은반년간인데,

그 이유는 시즌(season)이라고 부르는 6개월 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봄 시즌

(spring season)은보통 2월에서 7월을말하고, 가을시즌(fall season)은 8월에서 1월

까지를말한다. 

계획의목표는오픈－투－바이(open－to－buy, OTB)를만드는것이다. 이는바이어

가제품을구입할수있도록인도하는것인데, 알맞은양의재고를보유하여매출목표

를달성할수있도록하며, 알맞은마크다운으로재고가매장으로흘러들어갈수있도

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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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판매계획하기

6개월계획은판매(sales)로시작한다. 판매는상품의대가로받은돈으로, 판매된상품

의수와소매가격의곱을합산하여계산한다. 판매는계획에서가장중요하고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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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획

부서 : 부서 : 

바이어 : 시즌 :  

준비된날짜 :  최종수정날짜 :  

LY TV 계획 수정 실제 TY 노트 : 

시즌의합계

마크업(%)

매출총이익(%)

회전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시즌합계

작년 150.0 200.0 140.0 170.0 260.0 80.0 1,000.0

TY 계획 168.0 210.0 126.0 178.5 283.5 84.0 1,050.0

Inc/Dec TY(%) 12.0 5.0 -10.0 5.0 9.0 5.0 5.0

전체 TY(%) 16.0 20.0 12.0 17.0 27.0 8.0 100.0

전체 LY(%) 15.0 20.0 14.0 17.0 26.0 8.0 100.0

수정

실제

재고/판매

작년 3.9 3.0 4.1 3.6 2.5 6.3 5.7

TY 계획 3.9 3.0 3.9 3.6 2.6 6.2 5.6

수정

실제

월초재고($)

작년 585.0 600.0 574.0 612.0 650.0 504.0 580.0 586.4

TY 계획 655.2 630.0 491.4 642.6 737.1 520.8 570.0 606.7

수정

실제

마크다운($)

작년 72.0 40.0 60.0 48.0 120.0 60.0 400.0

TY 계획 99.2 52.0 56.7 66.2 148.4 50.1 472.5

판매대비(%) 59.1 24.8 45.0 37.1 52.3 59.6 45.0

월별(%) 21.0 11.0 12.0 14.0 31.4 10.6 100.0

판매 LY 대비(%) 48.0 20.0 42.9 28.2 46.2 75.0 40.0

월 LY 별(%) 18.0 10.0 15.0 12.0 30.0 15.0 100.0

수정

실제

구매($)

작년 337.0 306.0 333.0 363.5 305.0 278.0 1,922.5

TY 계획 242.0 123.4 339.9 339.2 215.6 183.3 1,437.3

수정

실제

그림 5.2 6개월계획은봄시즌과가을시즌을위한판매, 재고, 마크다운, 구매를계획하기위해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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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부분이다. 이는수학적입장에서본것이아니라개념적입장에서본것이다. 판매

는계획의다른모든요소의기본이되기때문에판매를계획할때광범위하고객관적

인견해를가지는것이핵심이다. 판매계획이지나치게공격적이면높은재고를유발

하고마크다운과매출총이익이감소하게된다. 반면, 판매계획이지나치게보수적이

면재고가모자라판매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매출총이익에도영향을끼치게

된다. 판매를계획할때여러가지참고가될만한것들이있는데, 대부분의소매업체들

은작년의판매결과를바탕으로시작한다. 작년의결과와함께 3∼5년간의판매내역

은이들을잘이끌어줄수있다. 판매내역은성공을보증하고실수를피해갈수있도록

한다. 판매내역을되돌아보면서, 현재와미래의요소역시고려한다면많은도움이될

것이다. 현재의판매트렌드, 패션트렌드, 국내경제상황, 지역경제상황, 가스가격,

판매광고의변화그리고날씨등은판매계획을수립하면서심사숙고해야할여러가

지요소들이다.  

수학적으로판매는간단한계산이다. 보통상급매니저가회사의전체적인판매증가

는어떠하며, 그증가를회사내여러부서에어떻게할당할것인가를결정한다. 예를들

어, 상급매니저는그회사의전체판매증가는7%이며남성복부서가작년가을시즌판

매대비5% 증가를책임진다고결정할수있다. 이는간단히말해남성복부서의목표는

작년가을시즌의판매량보다5% 더많이파는것이다. 따라서만약남성복부서가작년

가을1,000,000달러를팔았다면올해가을에는1,050,000달러를판매해야한다.

1,000,000달러(작년의판매)×5% (올해계획된비율증가)

〓50,000달러(올해의달러증가)＋1,000,000달러(작년의판매)

〓1,050,000달러(올해의판매계획), 혹은보다간단히

1,000,000달러(작년의판매)×105% (5% 판매증가)

〓1,050,000달러(올해의판매)

전년도의정확한판매와올해의계획된판매가주어졌을때, 비율증가는다음과같

이계산한다.

올해의판매계획－작년의실제판매
비율증가계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년의실제판매

혹은

1,050,000달러(올해의가을판매계획)－1,000,000달러(작년의실제가을판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0,000달러(작년의실제가을판매) 

50,000달러(판매에있어올해의달러증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년가을대비올가을판매5% 증가

1,000,000달러(작년의실제가을판매)

133제5장 수익〓성공

패션노믹스-1~6장  2014.3.25 2:23 PM  페이지133   mac3 



전체시즌의판매는월별로나누며, 시즌의각월별목표판매계획을수립한다. 작년

의판매, 연휴의변동, 광고의시기변화등여러가지기준를바탕으로각월에전체판

매계획의퍼센트를할당한다. 작년의할당비율계산은다음과같다.

각월별판매
작년할당비율〓 ______________  〓작년각월별할당비율

시즌의총판매

그러므로만약작년8월판매가 150,000달러이고가을시즌전체판매가 1,000,000

달러였다면다음과같이계산된다.

150,000달러작년8월판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년가을판매대비15% 8월퍼센트
1,000,000달러작년가을전체판매

반면작년8월의판매퍼센트가 15%였고작년의총판매금액이 1,000,000달러였다

면8월의판매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1,000,000달러(작년의가을총판매금액)×15%(작년의총판매에대한8월의

판매비율)〓150,000달러(작년의8월판매금액)

구매자는현재연도에대한적절한비율배정을세우기위해시즌중의각달에대한

작년의판매비율과앞에서언급한다른변수들을사용한다. 월별로비율을결정한후

그시즌에대한판매계획을각달에대한퍼센트할당비율과곱하면그달의판매계획

이나온다. 예를들면, 작년가을의 8월은 15%였고올해구매자는가을사업의 16%를

8월에생산하려고계획하고있다. 올해의8월판매금액을계산하기위해 1,050,000달

러의총가을시즌의판매금액을 16%의8월할당비율을곱하거나또는

1,050,000달러(가을판매계획금액)×판매%의8월비율 16%

〓168,000달러의8월판매금액

이절차를시즌의모든달에대한판매계획금액이나올때까지계속한다. 

재고계획하기

판매이후, 재고를계획하는것이 6개월계획을완성하는그다음부분이다. 재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월초에 가능한 재고의 양을 의미하는 월초(beginning of

month, BOM) 재고와월말에가능한재고를의미하는월말(end of month, EOM) 재

고가있다. 두가지모두연관성이있다. 그러나재고를계획하는데있어초점을맞추

어야하는것은월초재고이다. 한달의월말재고는다음달의월초재고임을상기하

라. 따라서만약8월월말재고가609,000달러였다면9월의월초재고는609,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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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것이다. 재고계획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 그러나편의를위해본저서는오직

판매대비재고비율(stock to sale ratio) 방법으로만재고(stock)를논의할것이다. 판매

대비재고비율은재고와판매의관계에관한것이다. 이는어떤특정한양의판매계획

이수립되었을때필요한정확한양의재고를결정하는방법이다.  

판매에있어, 이전기록은판매대비재고비율을평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작

년의판매대비재고비율에대한계산은다음과같다.

작년의판매대비재고비율〓작년같은달의실제월초재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년같은달의실제판매

그러므로만약작년 8월판매가 150,000달러이고재고가 585,000달러였다면계산

은다음과같다.

585,000달러(작년8월실제재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9 판매대비재고비율 (8월)

150,000달러(작년8월의실제판매)  

이계산을반복하면각월별판매대비재고비율을산출할수있다. 시즌의모든달이

다른판매대비재고비율을가질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올해의판매대비재고비율을

계획하는데있어확신을가질수있으려면작년각시즌의각월별판매대비재고비율

이무엇인지를아는것은중요하다. 다음은계획하는시즌의재고별판매비율을결정한

이후에재고를계산하는방법이다.

계획한판매×계획한판매대비재고비율〓계획한월초재고

예를들어, 만약 8월의계획된판매가 168,000달러이고, 8월의계획된재고대비판

매비율이3.9라고한다면, 8월의재고계획은655,200달러이며계산은다음과같다.

168,000달러(8월의계획된판매)×3.9 (8월의계획된판매대비재고비율)  

〓655,200달러(8월의계획된재고)

회전율계획하기

소매매장에서는상품이판매되면판매된상품을대체할상품이도착하고, 그상품이

판매되면또그상품을대체할상품이도착하는것이반복된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하

는속도를회전율(turnover)이라고한다. [그림 5.3]은현금으로상품을사고, 그상품

이팔리면이를대신할상품이도착하고, 그상품이팔리면또그상품을대체할상품이

도착하는지를보여준다. 

회전율은상품이현금이되는횟수를말한다. 소매업체에게매우중요한것으로서회

전율은구매한상품의효율성과바이어가재고정도를얼마나잘컨트롤하고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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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측정한다. 재고를계산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달러로계산한계획된시즌판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전율

달러로계산한평균재고

예를들어, 만약가을에계획된판매가 1,050,000달러이고, 그시즌의평균재고가

606,700달러라면, 가을의회전율은 1.8이다.

1,050,000달러가을에계획된판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73(가을에계획된회전율)
606,700달러가을에계획된평균재고

평균재고(average inventory)는각월의계획한월초재고의평균과그다음시즌의

첫달월초재고의합을 7로나눈것이평균값이다. 예로들면, 8월, 9월, 10월, 11월, 12

월, 1월그리고 2월의월초재고합(봄시즌의월초재고)은 4,247,100달러를 7로나눈

값으로평균시즌재고값606,700달러를도출할수있다. 

마크다운계획하기

마크다운(markdown)의계획은재고계획이후에이루어진다. 마크다운은상품의소매

가를낮추는것이다. 마크다운은소매업에서필요한요소이며, 최고의상황속에서도

이를피할수없다. 판매홍보기간에판매를촉진하기위해, 손상된제품을처분하기

위해사용하는방법인마크다운은중요하고가치있지만이에철저한관리와컨트롤이

요구된다. 마크다운은매출총이익을깎아내리기때문에날카로운분별력이매우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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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가격과구매에있어실수가마크다운을초래하기때문에, 마크다운을할제품을

고르고그가격을결정하는데신중함이요구된다. 마크다운의계획은달러와퍼센트로

이루어져야한다. 앞에서판매와재고에대해논의했듯, 마크다운을계획할때역시과

거기록은출발점이된다. 판매유행, 패션트렌드, 광고스케줄, 스케줄변경(연휴의변

화) 등이마크다운계획에영향을미친다. 이들은판매계획에영향을끼치는것과비슷

한방식으로마크다운계획에영향을미친다. 

마크다운계획을시작하기위해서는반드시작년의판매와관련된실제마크다운의

비율을계산해야만한다. 시즌판매의마크다운비율을계산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작년의전체시즌마크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즌판매의마크다운비율
작년의총시즌판매

예를 들어, 작년 시즌의 마크다운이 400,000달러이고, 작년의 전체 시즌 판매가

1,000,000달러였다면, 판매대비마크다운비율은40%이며, 계산은다음과같다.

400,000달러(작년전체시즌마크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매의40% 마크다운비율

1,000,000달러(작년전체시즌판매)    

위의결과를올해의마크다운계획의기본으로활용해기획팀은현시즌의마크다운

목표를정할것이다. 예를들어, 작년가을시즌의판매계획이 1,050,000달러이고, 그

때의마크다운이40%였고, 올해의계획된판매의45%가마크다운수치로결정되었다.

이는가을시즌의마크다운이472,500달러로계획될것임을의미한다.

(1,050,000달러가을시즌계획×45% 가을마크다운계획

〓472,500달러가을마크다운계획) 

판매로볼때, 마크다운을월별로할당할필요가있고, 그과정은판매를월별로할당

하는것과유사하다. 

월별작년마크다운달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별마크다운비율
작년의전체시즌마크다운달러

지난8월의마크다운이72,000달러이고, 시즌의전체마크다운이400,000달러라고

한다면, 전체마크다운에대한 8월의퍼센트, 즉작년 8월에할당된마크다운은 18%였

다. 다시말해, 작년가을시즌전체에서 18%가빠져나가고이것이8월에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계산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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