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는 2016년보다 62.44％ 늘었다.
경주보문단지와 가까운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이 318.33％, 진
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리는 진주의 국립진주박물관이 249.1％
증가하는 등 대도시보다 유명 관광지와 가깝거나 연휴 기간에
축제가 있는 중소도시의 박물관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3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관람객 수
는 335.31％, 국립공원 19개의 추석 연휴 3일(10월 3∼5일) 탐
방객 수는 42.68％ 증가했다. 6개 주요 유원시설(에버랜드, 롯
데월드, 서울랜드, 이월드, 경주월드, 오션파크천안) 방문객은
41.34％ 늘어났다.

패션
■ 개


요

2017년 패션계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 2.4%에 이어 2017년에도 2.1%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성장률 부진에서
탈피하기 위해 브랜드 구조조정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섰고, 다
양한 사업변화를 추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8년에는 경기
가 회복돼 패션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다.
■ 패
 션업계

2017년 실적 ‘먹구름’…업체 간 희비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의 2017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구호·르베이지 등을 운영하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은 2017년 매출이 1조7천496억원으로 2016년 대비 5.1% 감
소했다.
3분기에는 영업적자가 130억원에 달했으나 브랜드 효율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연간 3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
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타임·시스템 등을 보유한 한섬은 2017년 영업이익이 2016
년보다 23.2% 줄어든 55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조2
천287억원으로 72.6%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437억원으로
22.6% 줄었다. 한섬은 SK네트웍스 패션부문 인수에 따른 일회
성 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2017년 매출은 1조1천25억원으로 2016
년 대비 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54억원으로 오히려 5.9%
감소했다. 신사업 투자(남성복 확대 등)와 브랜드 구조조정(바나
나 리퍼블릭)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블랙야크, K2 등 대다수 아웃도어 브랜드는 트렌드 변화 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업계 1∼2위를 고수하던 코오롱
FnC는 매출·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3위 이하로 밀렸
다. 네파는 세컨드브랜드인 ‘이젠벅’을 접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트린 업체도 있다. 휠라코리아의 매
출과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162%, 1천741% 증가한 2조5천
302억원, 2천179억원을 기록했다. 로고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2016년 9월 출시된 ‘코트디럭스’ 신발이 총 100만 족 넘게 판매
되는 등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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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LF는 2017년 매출이 1조602억원으로 2016년 대비 4.8% 증
가했다. 영업이익은 1천101억원, 당기순이익은 704억원으로 각
각 39.4%, 37.6% 늘었다.
■ 브
 랜드

지각변동…SK네트웍스, 한섬에 인수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 브랜드인 한섬은 2017년 초 3천억원
에 SK네트웍스의 패션부문을 인수해 오즈세컨, 오브제 등 총
12개 국내·수입 브랜드를 추가 운영한다.
한섬은 SK네트웍스 자체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브랜드 정체
성을 재정립하고 상품 라인을 다각화하는 등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내 및 수입브랜드의 구조조정도 진행됐다. 신세계인터내
셔날은 2017년 하반기에 론칭이 예정됐던 핸드백 사업을 재검
토 중이고, 수입브랜드인 바나나 리퍼블릭 사업을 8월에 접었
다. 대신 보브·지컷 등 국내 브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
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LF는 남성복 브랜드 타운젠트의 영업은 중단했지만, 헤지
스, 질스튜어트스포츠, 마에스트로 등 주력 브랜드의 영업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랜드는 2017년 1월 티니위니를 중국 업체에 매각했고, 부
채 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 브랜드 매각
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패션 외에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
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미용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LF는 자회
사인 LF푸드를 통해 식자재 유통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
 017년 패션업계 수치는 별로…2018년에는 성장 전망

한국섬유연합회는 2017년 패션 시장 규모가 43조원으로
2016년 대비 0.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패션연구소
또한 2017년 패션시장이 2.1%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추정했다.
다만 2017년 연말부터 점차 소비가 활성화돼 2018년 패션업
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롱패딩의 인기
는 침체했던 패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패션시장의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온라
인 패션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이었지만, 2017년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미 9조3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주요 패션 채널인 백화점의 매출 비중은 2012년 78.6%에서
2017년 3분기에 70%로 하락했다. 새로 개점하는 복합쇼핑몰
내에서도 패션 매장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의 평가다. 업체들은 이런 온라인 강세 추세에 맞춰 상품을 기
획·마케팅하고, 관련 결제·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2018년에도 해외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시스
템·시스템옴므, 헤지스, 준지 등 패션브랜드들은 중국 등 아시
아권뿐만 아니라 패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에도 잇따라 진
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내수시장이 2017년보다 좋아진다는
전망이 많다.”면서 “업체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시
장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