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반응이 무기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유럽 최대 규모의 어패럴 기업인 

인디텍스(INDITEX）그룹은 세계 73개국에 4,2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총 매출액은 94억 

유로에 달한다. 

산하에 8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브랜드인 

ZARA의 매출액은 그룹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점포 

수는 세계에 1,500개 이상).

ZARA의 일본 진출은 1997년이다. 인디텍스와 일본의 

비기(BIGI) 그룹의 합작으로 자라 재팬이 설립되었다. 

출점에 관한 ZARA의 기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이다. 

항상 그 지역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한 외관과 

인테리어를 완성시키고, 유지보수에도 충분히 

신경을 쓴다. 

그리하여, 1998년에 도쿄 시부야에 1호점을 열었다.

ZARA는 패션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선전이나 

광고를 거의 하지 않지만, 요코하마, 교토,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히로시마, 

센다이, 가와사키, 가와구치, 치바, 가나자와, 

우쓰노미야, 고베, 마쓰야마, 다카마쓰 및 시즈오카 

등으로 점포망을 확대했다.

「세계에서 패션에 대해 가장 높은 지식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시장이며, 일본의 

소비자들이다. 

따라서, 일본시장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복식관계 기업은 없다. 

그것이 인디텍스가 1998년에 ZARA 매장을 도쿄에 두고 

상업활동을 시작한 이유다. 

그 이후 일본에서의 ZARA의 상업활동은 도쿄의 

쇼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주요 지방

도시로 점차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인디텍스가 일본에서 활동을 개시했을 때, 패션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월드와이드한 지위를 

확립했다」고 인디텍스S.A.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OO）헤수스·에체바리아(Jesús Echevarría)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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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인디텍스에게 있어 일본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소매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시장 중 

하나이며, 항상 우리 기업체에 노하우와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가져다 주는 시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나 패션업계의 열쇠가 되는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들은 41개 점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은 우리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장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인디텍스에 따르면 인디텍스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고도로 일관된 수직 구조다. 이는 다른 경쟁 

국제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델과는 대립되는 

것이지만, 복식업계에 필요한 프로세스－디자인, 생산, 

물류, 점포로의 유통－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은 구조의 유연성과 전 업무에 공통되는 고객제일

주의로부터 생겨났다. 

수직 구조의 주요 요소는 점포에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디자인된 점포는 고객들이 패션과 만나는 

장소를 쾌적한 것이 되도록 고안되며, 동시에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장소가 

된다.

이 비즈니스모델의 열쇠가 되는 것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다. 

인디텍스에게 있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생산비용보다도 우선시하여 생각한다. 이처럼 수직으로 

일관된 구조로 인하여 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얻게 되어, 재고를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패션업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컬렉션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고, 항상 유행의 변화를 받아들여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는 

것이다. 

인디텍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을 살려, 시즌 중에 

볼 수 있는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가능한 한 

단기간에 점포에 내놓는다.

각 시즌의 모델（작년만해도 그 수가 30,000개 이상）

은 다른 브랜드의 크리에이션 사업부가 종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300명(ZARA만해도 200명)이상의 

디자이너가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장을 

좌우하는 유행뿐 만 아니라 점포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한 고객들의 요구 그 자체다.

그룹에서는 원단 조달부터 재단선 표시, 재단, 의류 

최종제품화까지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다. 봉제의 상당 

부분은 이베리아 반도 북서부에 있는 전문봉제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다. 

외부 납입업자의 대부분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인디텍스로부터 원단이나 의류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받고 있다. 시즌 별로 비율은 바뀌지만, 

2007년 생산액의 63％는 유럽, 35％는 아시아였다.

생산은 생산지와 관계없이 각 브랜드의 물류센터에 

모여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세계의 각 점포로 동시에 

유통된다. 라코르냐의 물류센터로부터 도쿄의 점포에 

진열되기까지는 4일도 걸리지 않으며, 게다가, 주2회, 

필요한 양만큼만 보내온다. 

일본 ZARA의 재구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법인개요

설    립 : 1997년8월

자 본 금：35억 엔

종업원수：1,400명（2009년1월말 현재 계약사원·아르바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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