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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FY2020은 어려운 해였다. 대부분의 명품 기업은 팬데믹

을 겪는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FY2020

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파괴적인 혁신의 해이기도 

했다. 기업들은 진정한 의미의 전략상 변화를 단행했다. 환

경 친화적이며 포용성 있는 패션 및 명품 업계로 나아가는 움

직임이 현실화되었으며, 현세대 소비자와 미래 소비자 사이

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이 다시 문을 열면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과 라이브 이벤트로 돌아오고 있지만 ‘디지털화’는 여전

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의 진화가 어떻

게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평행 

세계들의 창조를 가속화하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는 의류조차도 픽셀로 만들어지며, 패션 생산자와 소비자 사

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명

품 e커머스는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어 글로벌 명품 기업들

의 옴니채널 유통 전략의 핵심이 됐다. 

본 보고서는 FY2020 연결 기준 명품 매출을 기반으로 선

정한 전 세계 100대 명품 기업의 순위를 제시한다. FY2020

는 2020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회계

연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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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명품 시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타격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입증해 보였다. 전 세계 

100대 명품 기업은 FY2020에 미화 총 2,520억 달러의 명

품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직전 연도의 2,810억 달러보다는 감

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13

개 기업이 여전히 두 자릿수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흑자를 기록했다.

FY2020 동안에도 선도적인 명품 기업들의 위치는 공고했

다. 미화 50억 달러 이상의 명품 매출을 올린 15개사는 100

대 명품 브랜드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했다. 변화와 불확

실성으로 점철된 이러한 시기에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고수익 및 높은 인지도의 회복 탄력적인 명품 브랜드의 매

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브랜드 성장을 위한 

M&A 활동이 활발했으며 유통 채널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

이 강화되었고 디지털 역량이 향상되었다. 

일부 국가는 타국가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특히 

프랑스 기업들은 놀랄 만한 순이익률을 달성해 위기의 시기

에 명품 대기업이 그 힘을 증명했다. 

본 보고서가 독자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이기를 바라

며,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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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0 통계

2,520억 달러

-12.2%

2.8% 51.4%

25억 달러

5.1%

1억 8,200만 달러

1.8%

명품 패션 브랜드 판매금액 총계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자산 수익률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

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TOP 100 명품 패션 브랜드 중
TOP 10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명품 패션 브랜드 
Top 100 기업의 평균 판매 금액

순 이익률

명품 패션 브랜드 TOP 100 기업에
속하기 위한 최소 판매금액

2017-2020년 동안 
명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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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산업 내 혁신의 바람
2021년 글로벌 명품 시장 동향

명품 기업들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순환경제 수용: 바이오 소재로 명품을 혁신하다

디지털 세계로의 도약은 예상보다 빠르다. 현재 기업

들의 목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솔루션을 개선하고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명품 산업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목표가 패션 테
크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지속가능한 명품 트
렌드가 지속될 것은 분명하다. 환경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뛰어난 신소재를 만들기 위한 생명공학 기술

이 활용된다.

명품 산업의 새로운 개척지 

알파 세대: 미래 소비자가 오고 있다

NFT는 모조품 시장과의 싸움에서 중고 시장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가 있다. NFT는 게임에도 사

용되는데 이는 명품 기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이다. 

뉴프런티어: NFT와 패션 게이밍

2010년부터 태어난 알파 세대가 202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젊은 소비군을 형성할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사회와 소비자 시장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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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수용: 바이오 소재로 명품 상품을 혁신하다

명품 산업의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 목표가 패션 테크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명품 산업의 새로운 개척지: NFT와 패션 게이밍

알파 세대: 미래 소비자가 오고 있다

명품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상쇄가 최우선 과제이다. 디자인, 생산, 유통,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주요 과제이다. 

현재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재의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생명공학의 

활용이 소재 조달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협력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명품 업체들은 신제품을 만들고 서비스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자, 디지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업체 및 혁

신적인 스타트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혁신은 패션과 명품 산업 변화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업계 최대 기업들은 혁신적인 관행을 촉진하고 패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확산시키고자,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 간 혁신 경쟁을 지

원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명품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NFT는 명품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NFT는 상품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모조품 시장과의 싸움에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명품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NFT는 디지털 수집품, 즉 한정판이나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 등을 판매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NFT의 또 다른 용도는 비디오 게임의 아바타를 위한 디지털 스킨(digital skin)을 만드는 것이다. 게이밍은 명품 브랜드의 매장 밖에서 이뤄

지는 새로운 접점이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이들과 브랜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알파 세대(Gen Alpha)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젊은 소비자로 구성될 것이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들은 사회

와 소비자 시장을 좌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세대는 2010년부터 태어나 모든 구성원이 21세기에 태어난 첫 세대이며, 10년 전의 아이들과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디지

털화된 경제와 세계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들 세대는 글로벌, 디지털, 소셜, 지속가능 등의 가치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욱 중요

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알파 세대는 소비력이 큰 소비자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품 브랜드의 미래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성도를 

확보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미래 소비자인 알파 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또래 친구,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구매 

습관 등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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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명품 브랜드
LVMH는 2020회계연도에도 명품 기업 1위, 에르메스는 올해 처음 Top 10에 9위로 진입

FY2020 명품 매출 순위
FY2019 

대비 순위 변화
FY2020 명품 매출

(US$100만)
FY2020 명품 
매출 성장률*

FY2020 
순이익률**

+1

+2

-2

LVMH - 프랑스  $33,976 -11.0% 11.1%1

케링 - 프랑스  $14,930 -17.5% 16.6%2

에스티로더 - 미국  $14,294 -3.8% 4.9%3

리치몬트 - 스위스  $13,183 -0.7% 6.5%4

로레알 럭스 - 프랑스  $11,602 -7.6% n/a5

샤넬 - 영국  $10,108 -17.6% 13.7%6

에실로룩소티카 – 이탈리아  $8,793 -20.0% 1.0%7

초우타이푹 – 중국/홍콩

*Top 10 및 Top 100 매출 증가율은 매출액 기준 가중평균과 환율 적용에 따라 복합적으로 계산된 수치임

** 총 연결 매출 및 순이익 기준 순이익률. Top 10 및 Top 100 순이익률, 자산수익률 및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기준 가중평균된 수치임

n/a 가용하지 않음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7,196 -14.7% 5.3%10

에르메스 - 프랑스  $7,282 -7.2% 21.7%9

PVH - 미국  $8,380 3.8% 4.2%8

Top 100 기업의 총 명품 매출 중 Top 10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0.2%p 증가했다. PVH를 제외한 Top 10 기업은 

FY2020에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모두 흑자를 기록해, 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한 나머지 

Top 100 기업의 전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 

에르메스는 FY2020에 처음으로 Top 10에 9위로 진입했다. 명품 매출이 33% 감소한 스와치 그룹은 5년 연속 순위가 내려가

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FY2020에 Top 10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 매출액은 72억 달러였다.

Top 10

Top 100

$129,744

$252,270

-10.3%

-12.2%

9.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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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20 글로벌 명품 기업 Top 100
FY2020 FY2019 

   
FY2020 

 
(US$100 )

FY2020
 

(US$100 )

FY2020
  FY2020

 

FY2017-
2020 

 
CAGR

1 0 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E

France Louis Vuitton, Christian Dior, Fendi, Bvlgari, 
Loro Piana, Emilio Pucci, Acqua di Parma, 

Cosmetics

 33,976    50,889   -11.0% 11.1% 6.3%

2 0 Kering SA France Gucci,  Saint Laurent, Bottega Veneta, 
Balenciaga, Alexander McQueen, 
Pomellato, Girard-Perregaux, Boucheron, 
Ulysse Nardin

 14,930    14,930   -17.5% 16.6% 5.7%

3 0 The Estée Lauder Companies Inc. United States Estée Lauder, Bobbi Brown, La Mer, Jo 
Malone London, Aveda, Dr Jart+; Licensed 
beauty & fragrance brands inc Tom Ford 
Beauty

 14,294    14,294   -3.8% 4.9% 6.5%

4 0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Switzerland Cartier, Van Cleef & Arpels, Buccellati,  
Piaget, Montblanc, Jaeger-LeCoultre, 
Vacheron Constantin, IWC, Chloé, Panerai

 13,183    15,821   -0.7% 6.5% 3.6%

5 0 L'Oréal Luxe France Lancôme, Kiehl’s, Biotherm, Urban Decay,  
IT Cosmetics, Mugler, Azzarro fragances ; 
Licensed brands including Giorgio Armani, 
Yves Saint Laurent, Valentino

 11,602    11,602   -7.6% n/a 6.3%

6 0 Chanel Limited United 
Kingdom

Chanel  10,108    10,108   -17.6% 13.7% 1.7%

7 0 EssilorLuxottica SA Italy Ray-Ban, Oakley, Persol, Oliver Peoples, 
Vogue Eyewear; Licensed eyewear brands

 8,793    16,445   -20.0% 1.0% ne

8 1 PVH Corp. United States  8,380    9,909   3.8% 4.2% 8.0%

9 2 Hermès International SCA France Hermès, John Lobb  7,282    7,282   -7.2% 21.7% 4.8%

10 -2 Chow Tai Fook Jewelry Group 
Limited 

China/HK SAR Chow Tai Fook, Hearts on Fire, T Mark, 
Enzo, Soinlove, Monologue

 7,196    7,260   -14.7% 5.3% 3.4%

11 1 Rolex SA Switzerland Rolex, Tudor  6,177  e  6,177  e -13.4% n/a 1.2%

12 1 Ralph Lauren Corporation United States Ralph Lauren, Polo Ralph Lauren, Lauren 
Ralph Lauren

 6,160    6,160   -2.4% 6.2% -2.5%

13 -3 The Swatch Group Ltd. Switzerland Omega,  Longines, Breguet, Harry Winston, 
Rado, Blancpain; Licensed watch brands

 5,682    5,959   -33.0% -0.9% -11.5%

14 3 Capri Holdings Limited United 
Kingdom

Michael Kors, MICHAEL Michael Kors, 
Jimmy Choo, Versace

 5,551    5,551   6.0% -4.1% 7.3%

15 1 Lao Feng Xiang Co., Ltd. 
 

China Lao Fengxiang  5,516    7,492   2.6% 4.0% 13.9%

16 -2 Tapestry, Inc. United States Coach, Kate Spade, Stuart Weitzman  4,961    4,961   -17.7% -13.1% 3.4%

17 new China National Gold Group Gold 
Jewellery Co., Ltd  

China China Gold, Jin-Rujin, 
Jin-ShangYin

 4,866    4,894   -11.8% 1.5% 6.3%

18 -3 Shiseido Company, Limited Japan SHISEIDO, clé de peau BEAUTÉ,  NARS, 
bareMinerals, IPSA, Laura Mercier, 

fragrance brands

 4,830  e  8,625   -18.6% -1.0% -1.1%

19 -1 United States  4,424    4,424   -0.4% 12.2% 3.4%

20 0 Burberry Group plc United 
Kingdom

Burberry  3,345    3,345   -3.2% 4.6% -1.6%

21 1 Pandora A/S Denmark Pandora  2,906    2,906   -13.1% 10.2% -5.9%

22 3 Titan Company Limited India Zoya, Favre-Leuba,  Nebula, Xylys, Tanishq, 
Titan

 2,888    2,989   7.9% 7.0% 17.0%

23 -4 Prada Group Italy Prada, Miu Miu, Church's, Car Shoe  2,761    2,761   -24.9% -2.2% -7.5%

24 -3 Coty Inc. United States philosophy, JOOP!, Lancaster; Licensed 
fragrance brands: Hugo Boss, Gucci, Calvin 
Klein, Burberry etc

 2,606    4,718   -20.9% -21.3% 0.5%

25 2 Kosé Corporation Japan DECORTÉ, SEKKISEI, ADDICTION,  JILL 
STUART, KOSÉ, ALBION, Tarte

 2,317  e  3,014   -1.2% 8.5% 8.2%

26 -3 Hugo Boss AG Germany BOSS, HUGO  2,218    2,218   -32.5% -11.3% -10.7%

27 -3 Swarovski Crystal Business Switzerland Swarovski  1,937    1,937   -34.6% n/a -14.3%

28 8 L'Occitane International SA Luxembourg L’Occitane en Provence, Elemis, Limelife, 
Melvita,  erborian, L’Occitane au Brésil

 1,827    1,827   15.2% 7.0% 7.5%

1  총 연결 기준 수익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순이익률. 비(非)명품 영업의 결과가 그룹 수익의 50% 미만인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음 
2 연평균 성장률 
3 ‘글로벌 명품 산업 2020’ 보고서의 FY2019 순위 대비 순위 변화

e= 추정치, n/a=가용하지 않음, ne/=존재하지 않음(합병 혹은 매각으로 생겨남)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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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 Giorgio Armani SpA Italy Giorgio Armani, Emporio Armani, A|X 
Armani Exchange

 1,822    1,837   -25.8% 5.6% -11.9%

30 -2 Puig S.L. Spain Paco Rabanne, Carolina Herrera, Jean Paul 
Gaultier, Nina Ricci, Penhaligon's; Licensed 
fragrance brands

 1,752    1,752   -24.2% -4.6% -7.4%

31 3 Onward Holdings Co., Ltd. Japan Nijyusanku, Jil Sander, Joseph, Kashimaya  1,725  e  2,277   -5.5% -20.7% 0.7%

32 -2 Chow Sang Sang Holdings 
International Limited 

China/HK SAR Chow Sang Sang  1,689    1,938   -19.4% 3.6% -3.4%

33 0 Moncler SpA Italy Moncler  1,642    1,642   -11.5% 20.9% 6.5%

34 -5 Fossil Group, Inc. United States Fossil, Michele, Relic, Skagen, Zodiac; 
Licensed brands

 1,538  e  1,613   -27.4% -5.9% -16.9%

35 3 Clarins SAS France Clarins, My Blend  1,527  e  1,527  e -8.9% n/a n/a

36 -1 OTB SpA Italy Diesel, Marni, Maison Margiela, Viktor&Rolf  1,445    1,500   -15.5% 0.1% -5.2%

37 6 Kalyan Jewellers India Pvt. Limited India Mudhra, Tejasvi, Glo  1,424    1,435   3.4% 1.4% 0.9%

38 -7 Luk Fook Holdings (International) 
Limited 

China/Hong 
Kong SAR

Luk Fook  1,422    1,437   -29.4% 7.7% -3.1%

39 -7 Max Mara Fashion Group Srl Italy MaxMara, SportMax, Marina Rinaldi, Max & 
Co, PennyBlack

 1,366    1,400   -26.7% 3.4% -8.4%

40 -3 Dolce & Gabbana Italy Dolce&Gabbana  1,284    1,317   -14.3% -8.9% -3.8%

41 -1 Patek Philippe SA Switzerland Patek Philippe  1,278  e  1,278  e -20.0% n/a -3.9%

42 3 Tory Burch LLC United States Tory Burch, Tory Sport  1,200  e  1,200  e -7.7% n/a 4.6%

43 -1 Pola Orbis Holdings Inc. Japan Pola, Jurlique, Three, Itrim, Amplitude, 
Fiveism x Three

 1,182    1,651   -23.1% 2.6% -10.2%

44 -3 Ermenegildo Zegna Holditalia SpA Italy Z Zegna, Ermenegildo Zegna, Ermenegildo 
Zegna XXX Couture, THOM BROWNE. New 
York

 1,156    1,183   -23.2% -4.3% -5.0%

45 3 Audemars Piguet & Cie Switzerland Audemars Piguet  1,150  e  1,150  e -8.5% n/a 3.3%

46 3 Joyalukkas India Pvt. Limited India Joyalukkas Pride, Eleganza  1,131   e  1,131  e -0.8% 0.5% 6.1%

47 -8 Salvatore Ferragamo SpA Italy Salvatore Ferragamo  1,041    1,044   -33.4% -7.8% -12.9%

48 -4 Valentino SpA Italy Valentino, REDValentino  1,002    1,005   -28.1% -14.4% -10.3%

49 -3 SMCP SAS France Sandro, Maje, Claudie Pierlot, De Fursac  995    995   -22.9% -11.7% -1.5%

50 0 Italy
Revaux; Licensed eyewear brands

 889    889   -16.9% -8.9% -9.0%

51 3 Richard Mille SA Switzerland Richard Mille  839  e  839  e -12.4% n/a 44.7%

52 new Farfetch Limited United 
Kingdom Marcelo Burlon County of Milan, Stadium 

Goods, Browns

 823    1,674   107.3% n/a 146.4%

53 -1 Revlon, Inc/Elizabeth Arden & 
Fragrances

United States Elizabeth Arden; Licensed fragrance 
brands 

 815    815   -16.3% n/a -7.0%

54 1 Ted Baker plc United 
Kingdom

Ted Baker  805    806   -1.4% -11.2% 4.7%

55 -2 Le Petit-Fils de L.-U. Chopard & 
Cie SA

Switzerland Chopard  767  e  767  e -22.6% n/a -5.8%

56 -5 TOD'S SpA Italy Tod’s, Hogan, Fay, Roger Vivier  737    737   -30.2% -11.3% -13.0%

57 -10 PC Jeweller Ltd. India PC Jeweller, AZVA  734    745   -40.0% 1.6% -15.0%

58 5 Canada Goose Holdings Inc. Canada  720    720   15.4% 15.8% 33.4%

59 -1 Cole Haan, Inc. United States Cole Haan  720  e  720  e 4.9% n/a n/a

60 0 Movado Group, Inc. United States Concord, EBEL, Movado, Olivia Burton, 
MVMT; Licensed watch brands

 701    701   3.1% 6.0% 8.2%

61 -2 Brunello Cucinelli SpA Italy Brunello Cucinelli  620    623   -10.5% -5.9% 2.6%

62 -1 Chow Tai Seng Jewelry Co., Ltd. China Chow Tai Seng  599    736   -10.3% 19.9% 7.7%

63 8 Sanyo Shokai Ltd. Japan Mackintosh, Paul Stuart  541  e  541  e 0.8% 0.0% -1.9%

FY2020 FY2019 

   
FY2020 

 
(US$100 )

FY2020
 

(US$100 )

FY2020
  FY2020

 

FY2017-
2020 

 
CAGR

1  총 연결 기준 수익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순이익률. 비(非)명품 영업의 결과가 그룹 수익의 50% 미만인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음 
2 연평균 성장률 
3 ‘글로벌 명품 산업 2020’ 보고서의 FY2019 순위 대비 순위 변화

e= 추정치, n/a=가용하지 않음, ne/=존재하지 않음(합병 혹은 매각으로 생겨남)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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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 Inter Parfums, Inc. United States Lanvin, Rochas; 
Licensed fragrance brands

 539    539   -24.5% 9.3% -3.0%

65 2 Breitling SA Switzerland Breitling  511  e  511  e -17.2% n/a 3.7%

66 6 TFG Brands (London) Limited United 
Kingdom

Hobbs, Whistles, Phase Eight  495    495   -4.6% -2.0% 15.7%

67 -2 MCM Group Germany MCM  478    478   -22.4% 1.2% 1.9%

68 -2
Limited

United 
Kingdom

 474    474   -23.0% 0.9% -11.9%

69 5 Euroitalia S.r.l. Italy Reporter, Naj-Oleari, Atkinsons 1799, I 
Coloniali; Licensed Fragrance brands: 
Moschino, Versace, Missoni, Dsquared2

 456  e  456  e -10.7% n/a 4.6%

70 9 Kurt Geiger Limited United 
Kingdom

Kurt Geiger London, KG Kurt Geiger, Miss 
KG, Carvela

 443    443   3.7% 9.4% 3.8%

71 10 Vera Bradley, Inc. United States Vera Bradley  429    495   3.2% 3.1% -4.0%

72 5 Marc O’Polo AG Germany MARC O’POLO  422    422   -9.4% 0.3% -2.2%

73 9 Sociedad Textil Lonia SA Spain
Carolina Herrera 

 419    419   6.8% 11.1% 4.3%

74 new Guangdong CHJ Industry Co., Ltd. China CHJ, VENTI  415    466   -7.7% 4.5% 2.0%

75 1 De Rigo SpA Italy Police, Lozza, Sting; Licensed eyewear 
brands

 394    394   -22.5% -21.5% -7.0%

76 8 Zadig & Voltaire France Zadig & Voltaire  388  e  388  e 0.0% n/a 11.9%

77 -7 Marcolin Group Italy Marcolin; Licensed eyewear brands  387    387   -30.1% -16.8% -10.2%

78 -5 Tse Sui Luen Jewelry (International) 
Limited 
TSL | 

China/HK SAR TSL  366    373   -28.6% -3.1% -5.3%

79 -4 Zhejiang Ming Jewelry Co., Ltd. China Ming  364    364   -26.8% -10.3% -12.0%

80 -2 Liu.Jo SpA Italy Liu.Jo  346    355   -22.5% 2.1% -4.1%

81 -12 Furla SpA Italy Furla  331    331   -42.1% -21.2% -16.5%

82 -26 Samsonite International S.A./Tumi 
brand only

United States Tumi  322    322   -58.1% n/a -22.0%

83 -3 S Tous SL Spain Tous  320    320   -29.0% -3.9% -9.5%

84 6 J Barbour & Sons Ltd United 
Kingdom

Barbour  307    307   7.8% 11.8% 9.4%

85 -2 Italy Moschino,�Pollini, Alberta Ferretti, 
Philosophy

 307    319   -23.4% -8.4% -4.9%

86 new Golden Goose SpA Italy Golden Goose  303  e  303  e 1.5% n/a 23.0%

87 new Morellato Group Italy Morellato, Sector, Philip Watch, licensed 
brands

 284    287   n/a 9.4% 15.5%

88 new Sportswear Company SpA Italy Stone Island  269    271   0.8% 17.6% 17.8%

89 new True Religion Apparel, Inc. United States True Religion  259  e  259  e -11.5% -19.5% n/a

90 -2 Fashion Box SpA Italy Replay  256    267   -11.4% 1.5% -0.1%

91 -6 Franck Muller Group Switzerland Franck Muller  256  e  256  e -25.0% n/a -7.2%

92 new Tribhovandas Bhimji Zaveri Limited India tbz  255    256   2.4% 1.2% 2.1%

93 0 Acne Studios Holding AB Sweden Acne Studios  246    246   -8.4% 9.0% 6.5%

94 -7 Laboratoire Nuxe SA France Nuxe, Resultime  228  e  228  e -27.3% n/a -3.1%

95 -4 Paul Smith Group Holdings Limited United 
Kingdom

Paul Smith  223    223   -17.6% -12.2% -1.4%

96 -10 Italy Etro  218    222   -32.5% -19.9% -13.8%

97 -8 Vivara Participações S.A. Brazil Vivara  203    203   -10.6% 14.0% 1.7%

98 new Mulberry Group plc United 
Kingdom

Mulberry  191    191   -10.1% -31.1% -3.8%

99 new Damiani SpA Italy Damiani, Salvini, bliss, Calderoni  187    191   -1.9% -1.0% 1.4%

100 new Cris Conf SpA Italy Pinko  182    187   -24.2% -5.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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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명품 기업은 FY2020(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미

화 총 2,520억 달러의 명품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2,810억 달러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선도적인 명품 기업들의 입지가 공고하다. 50억 달러 이상의 명품 매출을 올린 기업에는 15

개 회사가 있는데(전년보다 2개사 감소), 이들은 전체 100대 명품 매출액의 63%를 차지했

다.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하를 기록한 52개 기업의 매출 비중은 9.4%에 불과했다. 100대 

명품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 매출액은 1억 8,200만 달러였다. 

FY2020의 글로벌 100대 명품 기업의 종합 실적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점포 폐쇄, 소비자 수요 변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 100대 

명품 브랜드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대 기업들 중 순이익을 보고한 81개사의 FY2020 종합 순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5.7%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100대 명품 기업 중 19개 기업만이 FY2020에 명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FY2019에 78개사가 매출 증가를 보고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FY2020에는 100대 명

품 기업 중 62개사의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전년도에는 그 정도 감소세를 보

인 기업이 2개사에 불과했다. 

100대 명품 기업 중 절반 이상이 FY2020에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13개 기업은 여전히 

두 자릿수 순이익률을 보고했다. FY2020의 100대 기업의 총 순이익은 모두 회복력이 뛰어

난 글로벌 Top 10 명품 기업에서 창출되었다. 수익을 보고한 회사 중 나머지 72개사는 소

폭의 순손실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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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이 팬데믹 동안 사업 영위에 힘을 쏟게 되면서, 2020년 M&A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명품 브랜드 성장, 유통 채널 및 공

급망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M&A 활동이 급증하면서 인지도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고마진 명품 브랜드의 매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이 핵심 명품 브랜드에 다시 집중하고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비핵심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소비재 및 사모펀드 회사에 매

각되었다. 

선두적인 명품 기업들 사이에서 디지털 마케팅은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이에 

비해 e커머스의 성장은 훨씬 더뎠다. 그러나 2020년은 명품 e커머스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옴니채널 유통 전략의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였다.

선두적인 명품 e커머스 업체들이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파페치

(Farfetch)와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YOOX NET-A-PORTER Group)은 주

로 서구 시장에서 성장했으며, 알리바바의 명품관인 티몰 럭셔리 파빌리온

(Tmall Luxury Pavilion)은 중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시장에서 선두를 달

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멀티브랜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모노 브랜드 e

커머스 사이트를 유치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셀링과 바이백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명품 선도 기업의 e커머스 전략에 미치는 영향

e커머스 생태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파트너십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다

수 명품 기업들이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과 가격, 고객과의 구매 관계에 대해 

그들이 필요한 통제권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 기업

들은 주요 명품 e커머스 플랫폼에서 모노 브랜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함으로써 e커머스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케링(Kering)의 

최고 고객 및 디지털 책임자인 그레고리 부테(Grégory Boutté)는 다양한 플

랫폼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 및 e커머스 전략을 구축

하는 일은 어려우며, 규모가 큰 명품 기업과 브랜드만이 가능한 대대적인 투자

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e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탄탄한 자본이 없

는 소규모 업체들은 선두적인 멀티 브랜드 명품 e커머스 플랫폼과 파트너십

을 맺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주요 보석 회사와 같이 수직 통합 명품 소매 업

체는 소매 네트워크를 갖춘 시장에서 자체적인 e-커머스를 운영하지만, 특히 

국경을 넘는 e커머스에 대해서는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몇몇 선도적인 명품 회사(특히 롤렉스 시계, 샤넬의 패션 비즈니스)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브랜드나 카

테고리의 경우 최종적인 고객 구매 경험은 항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명품 e-커머스 전략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e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e커머스 성
장 가속화

명품 매출에 있어 젊은 소비자(MZ 세대)의 
중요도 증가

세계 명품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급증 및 기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

운 기회 

고품질의 유연하고 신뢰할 만한 브랜드 중심

의 e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명품 e커머스 업체(및 위챗 미니프로그램 등
의 소셜 미디어 업체)와의 파트너십

M&A, 매각, 파트너십 활동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명품 e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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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석
명품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높은 명품 매출 기록

국가별 Top 100 비중

국가별 명품 매출 전년대비 성장률* 국가별 순 이익률

결과값은 각 국가에 본사를 둔 Top 100 기업 데이터 반영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기업 수 비중(%) 명품 매출 비중(%)

FY2020 FY2020
FY2019 FY2019

*매출 가중 평균, 통화 조정

미국 기업 True Religion은 FY2019 성장률 계산에서 제외(비교 가능한 FY2018 데이터 가용하지 않음)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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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100대 명품 기업 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으며, 중국의 100대  명품 브랜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국가의 100대 명품 기업의 전년대비 명품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국

가마다 크게 차이가 났는데, 독일의 감소폭이 28.6%에 달한 반면, ‘기타 국가’는 3.0%에 그쳤다. 영국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100대 기업 전체 매출 성장률(-12.2%)보다 작은 감소폭을 보였다(각각 -7.1%). 

일부 국가의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다. 프랑스 기업들은 FY2020에 13.0%라는 

놀라운 순이익률을 달성했다. 영국과 ‘기타 국가’의 기업들도 Top 100 전체 평균인 5.1%보다 높은 순이익률을 보였다(각

각 5.5%, 6.7%). 독일,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기업들은 순손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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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부문별 분석
여러 명품 기업이 제품 부문 범주에서 선두, 높은 매출 비중과 순이익률 기록

제품 부문별 Top 100 비중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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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상품의류및신발Top 100 화장품및향수 쥬얼리및
시계

가방및
액세서리

제품 부문별 명품 매출 전년대비 성장률* (%)

제품 부문별 순이익률

FY2019

FY2020

FY2020

FY2019

*매출 가중 평균, 통화 조정

의류 및 신발 기업 True Religion은 FY2019 성장률 계산에서 제외(비교 가능한 FY2018 데이터 가용하지 않음)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11,2%

Top 100

5,1%

가방및
액세서리

다수의상품

-0,9%
쥬얼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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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의류및신발 화장품및향수

10,1%

14,8%

4,8%

10,2%

0,2%

6,3%

0,0%

4,3%

‘다수의 상품‘ 부문 기업들이 전체 명품 매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개년 CAGR과 순이익률도 가장 높다. Top 

100 기업 중 ‘의류 및 신발‘ 부문 기업의 점유율이 여전히 제일 높다. 

FY2020에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 부문에서 명품 매출이 감소했다. ‘가방 및 액세서리‘ 부문은 명품 매출 성장률

이 22% 이상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명품 패션 및 프레스티지 뷰티 부문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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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기업 Top 20
가장 빠르게 성장한 Top 20 기업의 CAGR은 Top 100 CAGR의 5배 이상

CAGR 순위 Top 100 순위

급성장 기업 Top 20 10.0% 1.6%

Top 100 1.8% -12.2%

FY2017-2020 CAGR FY2020 매출 성장률

파페치(Farfetch Limited) - 영국 52 146.4% 107.3%1

*바버(J Barbour & Sons Ltd) - 영국 84 9.4% 7.8%11

*리차드밀(Richard Mille SA) - 스위스 51 44.7% -12.4%2

모바도(Movado Group, Inc.) - 미국 60 8.2% 3.1%12

*캐나다구스(Canada Goose Holdings Inc.) - 캐나다 58 33.4% 15.4%3

*코세(Kosé Corporation) - 일본 25 8.2% -1.2%13

골든구스(Golden Goose SpA) - 이탈리아 86 23.0% 1.5%4

PVH(PVH Corp.) - 미국 8 8.0% 3.8%14

스포츠웨어 컴퍼니(Sportswear Company SpA) - 이탈리아 88 17.8% 0.8%5

*초우타이셍(Chow Tai Seng Jewelry Co., Ltd). - 중국 62 7.7% -10.3%15

*타이탄(Titan Company Limited) -인도 22 17.0% 7.9%6

록시땅(L'Occitane International SA) - 룩셈부르크 28 7.5% 15.2%16

TFG 브랜드(TFG Brands (London) Limited) - 영국 66 15.7% -4.6%7

카프리 홀딩스(Capri Holdings Limited) - 영국 14 7.3% 6.0%17

*글로벌 명품 산업 2020에서도 ‘급성장 기업 Top 20’에 선정되었던 기업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Farfetch acquires brand platform New Guards Group, advancing its
strategy to be the global technology platform for the luxury fashion
industry. 8 August 2019. https://www.farfetchinvestors.com/financialnews/
news-details/2019/Farfetch-Acquires-Brand-Platform-New-
Guards-Group-Advancing-its-Strategy-to-be-the-Global-Technology-
Platform-for-the-Luxury-Fashion-Industry/default.asp

쟈딕 & 볼테르(Zadig & Voltaire) - 프랑스 76 11.9% 0.0%10

*몽클레르(Moncler SpA) - 이탈리아 33 6.5% -11.5%20

라오펑샹(Lao Feng Xiang Co., Ltd.) - 중국 老凤祥股份有限公司 15 13.9% 2.6%9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 Holding AB) - 스웨덴 93 6.5% -8.4%19

모렐레토(Morellato Group) - 이탈리아 87 15.5% n/a8

에스티로더(The Estée Lauder Companies Inc.) - 미국 3 6.5% -3.8%18

명품 캐주얼 전문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선두주자이다.

FY2017 ~ FY2020 기준 ‘급성장 기업 Top 2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였는데, 이는 Top 100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FY2020에 급성장한 

Top 20 기업 중 8개사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 해 보고서에서도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급성장한 Top 20 기업의 상위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올해 Top 100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빠르게 성장 중인 명품 캐주얼 패션 부문 브

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 기업 Top 20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인 ‘파페치’는 선도적인 명품 e커머스 기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선도적인 명품 브랜드 소유주이기도 하다. 파페치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세 자릿수 매출 성장은 주로 2019년 8

월 명품 스트릿웨어 기업인 뉴가즈그룹(New Gaurds Group)을 인수한 데 기인한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FY2020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급성장 기업 Top 20은 여전히 전년 대비 1.6%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Top 100 전체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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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 기업 
FY2020에는 쥬얼리 및 시계 회사 5개, 의류 및 신발 회사 5개, 가방 및 액세서리 회사 1개 등 
총 11개 기업이 10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FY2020 
 

   
FY2020 

 
(US$100 )

  

FY2020 
  

17 China National Gold Group Gold Jewellery Co., 
Ltd  

China    4,866   -11.8%

52 Farfetch Limited UK    823   107.3%
74 Guangdong CHJ Industry Co., Ltd China    415   -7.7%

86 Golden Goose SpA Italy    303 e 1.5%

87 Morellato Group Italy    284   n/a
88 Sportswear Company SpA Italy    269   0.8%
89 True Religion Apparel, Inc. US    259 e -11.5%
92 Tribhovandas Bhimji Zaveri Limited India    255   2.4%
98 Mulberry Group plc UK    191   -10.1%
99 Damiani SpA Italy    187   -1.9%
100 Cris Conf SpA Italy    182   -24.2%

볼드체로 표시된 기업은 매출 성장(미화 기준) 또는 기업 조직 개편 또는 신설 등으로 인한 신규 진입 기업이거나, 이전 보고서에서 Top100 안에 들었던 기업임. 다른 기업들은 데이터 개
선으로 Top100에 진입

e=추정치(estimate)
출처: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글로벌 명품 산업 2021. 기업의 연차 보고서, 산업 추정치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성과 
및 영업활동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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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및 자료 출처

본 보고서의 ‘명품’은 개인용 사치재를 가리키며, 디자이너 의

류 및 신발(기성복), 명품 가방 및 액세서리(안경류 포함), 명품 

쥬얼리 및 시계, 명품 화장품 및 향수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이 용어는 자동차, 여행 및 레저 서비스, 보트 및 요트, 미술품 및 

수집품, 고급 와인 및 양주 등은 제외한다. 타사의 명품 브랜드를 

재판매하는 유통업체 또한 제외한다. 

특정기업이 글로벌 명품 산업 Top 100에 포함되려면 우선 본 

고에 소개된 명품 카테고리의 정의에 따라 명품 브랜드 기업으

로 분류되어야 한다. 

Top 100으로 고려되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초호화에서부터 

슈퍼 프리미엄 명품, 중상 정도의 명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의 명품, 즉 중산층 소비자에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이나 고급 

매 장 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명품 카테고리에 포함

된 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소비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명품 스펙트럼 상에서 기업의 포지셔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은 다음과 같다 : 

• 가격 프리미엄 

• 원재료의 품질/희소성 

• 제작(Craftsmanship) 품질 

• 상품의 고급성 

• 서비스 및 고객 맞춤 

• 매장 퀄리티 및 고급성 

대부분의 매출이 4개의 명품 카테고리(디자이너 의류 및 신발

(기성품), 가방 및 액세서리(안경류 포함), 쥬얼리 및 시계, 명품 

화장품 및 향수)에서 창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 업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이 카 테고리들

은 최종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 구매되며, 잘 알

려진 명품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 높은 명품 사

업 부문 매출액을 공시한 기업들(로레알 럭스 등)도 포함된다. 재

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순위에서 제외시켰다. 

FY2020(2020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 기준 명품매출을 기준으로 기업의 Top 100 

순위를 결정하였다.  

Top 100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출처를 참고했다. 재

무 정보 및 기타 회사 정보의 주요 출처는 연차 보고서, SEC 보

고 자료와 회사 보도 자료, 팩트 시트(fact sheet) 또는 회사 웹

사이트이다. 회사가 공시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무역 저

널 추정치, 산 업 분석 보고서,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언

론 인터뷰 등 대 중에 공개된 기타 출처가 사용되었다. 소수의 개

인 소유 명품 회 사들은 순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품 매출을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순위를 매기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순이익은 미국 달러로 환산되었다. 따라서 환율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정보는 OANDA.com에 기반한

다. 기업 실적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기 위해 각 기업의 회계 연도 

에 상응하는 평균 환율을 사용했다. 그러나 각 기업의 FY2020 

전년대비 성장률과 FY2017-2020 연평균 성장률(CAGR)은 각 

기업의 국가 통화로 산출되었다. 

지역별 분석과 상품 부문별 분석에는 TOP 100 순위 안에 포

함되는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만 사용되었다. 물론 이들이 시장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지는 않다. 모든 복합 성장률 비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FY2020 TOP 100 기업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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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및 자료 출처

그룹 재무 성과 

본고에서는 그룹 재무성과 분석 시 단순한 산술평균이 아닌 매

출액 기준 가중평균을 주요 척도로 사용한다. 순위를 매기고 그

룹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가 미국 달러로 환산되

기 때문에, 가중평균 성장률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조정된다. 

이러한 종합적 결과치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산술 평균과 유사하

지만 벤치마킹 목적을 위한 더 나은 대표값을 보여준다. 

그룹 재무 성과는 데이터가 가용한 기업만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회사의 모든 데이터 요소가 가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대한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재무 보고서가 

발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기업이 경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 결과를 

수정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정은 본 연구의 데이터에 반영되

지 않았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에는 일관된 성장률 비교를 위

한 부문별 보고의 일부 수정 내용(M&A에 기인한 것이 아님)과 

주요 외부 회계규칙의 변경 등이 있다.

본고는 재무제표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의 변화와 명

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상기한 요인들

로 인해 개별 기업의 성장률은 발표된 다른 결과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FY2020 변경사항 

글로벌 명품 산업 2020 및 2021 보고서는 달력 연도와 동일

한 회계 연도를 사용한다. 즉, FY2020는 2020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글로벌 명품 산업 보고서

는 6월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를 사용하였다. 즉, 글로벌 명품 산

업 2019 보고서에서 FY2017은 2017년 7월1일 에 시작되어 

2018년 6월 30일에 종료된 회계 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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