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진입 속도가 의류 브랜드 또는 리테일러에 나름대로 
가져다주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개념은 끊임없이 
논의되어왔으며 패스트 패션 회사들은 이를 매우 
강조해왔지만, “과연 시장 속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총 매매가에 더 많은 제품을 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원치 않는 값비싼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류 및 
가정용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업체와 
브랜드 모두 오늘날의 소비자를 위해 알맞은 가격의 알맞은 
제품을 올바른 타이밍에 내놓을 수 있는 공식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알맞은 
제품”을 내놓는 것은 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판매율은 정확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측정값이란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격 이하의 
%는 부정확성의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간의 “가치”에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브랜드 및 
리테일러 경영진들은 직감적으로 
“시장 진입 속도”가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브랜드/소매업체들은 
가장 낮은 IMU
(초기 마크업)를 정확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부정확성에 대한 측정치가 할인을 통해 
최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온디맨드식” 모바일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COTTON USA는 WWA Advisors와 협력하여 섬유 및 
의류 공급망에서 증가하는 정확성에 대한 측정치를 개발할 수 
있게 돕는 일을 맡게 되었으며, 의사 결정자들이 제품 개발, 
머천다이징, 소싱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구매 시간에 가깝게 
제품 섬유, 색상, 컷, 스타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품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 것이라는 가정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원하는 판매량을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구매 시간에 가까운 
시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측정을 위해 고안된 대신에, 
브랜드 및 리테일러는 소비자 수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을 얻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와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비용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행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예측된 수요에 가깝게 소싱을 진행할 
경우 판매율을 높일 수 있고 할증료를 상쇄할 수 있으며, 
수요에 반응하여 가격 인하와 재고 정리를 축소하는, 예측 
가능한 리테일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라 (Zara) 모델은 85%의 총 매매가 판매율과 높은 
재고회전율을 자랑하는 최고의 소싱 모델로 언론을 통해 널리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
패스트 패션”의 길을 걷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정확한 제품 
개발, 머천다이징, 소싱 과정을 
통해 총 매매가 판매율 증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델은 재고 불일치(잘못된 
제품이 너무 많은 경우/올바른 
제품이 너무 적은 경우)에 대한 
관리법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모델
구체적으로 재고 불일치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COTTON USA는 WWA Advisors
와 협력하여 브랜드 및 리테일러가 오늘날 “바로 보고 
바로 구매하는” 모바일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로잔느 대학교의 오퍼레이션 랩에서 개발한Cost 
Differential Frontier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부록에는 Cost Differential Frontier개발에 사용된 
Black-Sholes 옵션 가격 책정 재정 모델과 결합된 
Classic Newspaper Vendor 모델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있습니다. 

COTTON USA를 대표하여 WWA는 브랜드 및 리테일러 
경영진이 제품 투입 시점과 관련하여 지급될 수 있는 가격 

시간의 가치
속도와 비용 간의 퍼즐 맞추기 
판매 증가 - 가격 인하 축소

이와 더불어, 브랜드는 판매 시점에 
가깝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소비자 수요에 대한 더 좋은 예측을 
내릴 수 있으므로 판매율을 높이고 

재고 수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폭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모델을 의류 소싱 시장에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는 판매 시점에 가깝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소비자 수요에 대한 더 좋은 
예측을 내릴 수 있으므로 판매율을 높이고 재고 수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브랜드는 
제품 개발, 머천다이징, 소싱, 물류 센터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품 투입 시점을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및 리테일러 경영진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얼마나 정확하길 원하는가? (즉, 원하는 총 매매가 
판매율 %)

2. 어떤 시점에서 원하는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즉, 
제품이 언제 투입되어야 하는가)

3. 제품의 총 소매 판매가는 얼마인가? 
4. 추산된 제품 수요는 얼마인가? 
5. 장기발주 제품 비용은 얼마인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정)
6. 가격 인하의 가치는 얼마인가? 
 
사용의 용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모델에 제품 정보를 
대입한 2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 패션 티셔츠가 평균 주간 판매량의 2배에 
달하는 2번의 피크 판매 시간이 포함된 10주간에 걸쳐 
판매되었습니다. 소매 가격은 $14.99입니다. 해당 
소매업체는 75%의 총 판매가 판매율을 원했으며 50일 
후에 제품을 투입할 경우 원하는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발주(100일 이상) 비용은 $6.90입니다. 

해당 소매업체는 50일 제품 투입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근 공급업체를 선택할 경우, 최대 12.5%(즉, 장기발주 
비용보다 최대 $.86 많은 금액)까지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문량이 100,000개라고 가정할 경우, 비록 제품의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장기발주를 줄이게 되어 수익이 11%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 2: 남성용 폴로 티셔츠가 평균 주간 판매량의 3
배에 달하는 어버이날 프로모션 1회가 포함된 10주간에 
걸쳐 판매되었습니다. 총 소매 가격은 $30입니다. 해당 
소매업체는 75%의 총 판매가 판매율을 원했으며 50일 
후에 제품을 투입할 경우 원하는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발주(100일 이상) 비용은 $9입니다. 

해당 소매업체는 50일 제품 투입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근 공급업체를 선택할 경우, 최대 21%(즉, 장기발주 
비용보다 최대 $1.47 많은 금액)까지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문량이 100,000개라고 가정할 경우, 비록 제품의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장기발주를 줄이게 되어 (장기발주로 
이어진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매량 30%와 비교하였을 때) 
수익이 6% 증가하게 됩니다. 

50일 제품 투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생산 
주기에 준비하여 맞출 수 있도록 실, 섬유, 의류 공급업체의 
순으로 전체 공급망에 전반에 걸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소싱을 통한 제품 개발 
및 머천다이징/판매 데이터 콜라보레이션은 생산 주기를 
단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
오늘날의 불안정한 소비자 시장은 “생산된 것을 판매”에서 “
잘 팔리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간의 
가치 공식을 활용하면 리테일러 또는 브랜드를 위한 조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귀사의 제품에 오퍼레이션 랩 시간의 가치 모델을 활용하길 
원하는 경우, Vaughn Jordan vjordan@cotton.org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