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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치픽스(나스닥, SFIX)
(온라인 맞춤형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
기업개요
미국의 온라인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 기업이며 2011 년에 설립되어 2017 년에
상장되었다. 전문가가 옷 스타일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객 데이터와
스타일링 전문가 2 개가 합쳐져 스티치 픽스가 나오게 되었다. 회사는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카테고리, 브랜드, 제품 유형별로 제공한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여성 의류,
산모, 남성의류, 신발, 보석, 핸드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한다. 당사는
고객의 옷 스타일, 구매 행동 예측, 수요 예측, 재고 최적화, 새 의류 설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다. 고객에 대한 취향, 사이즈 같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소비자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의류를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

산업 분류

소매, 의류

시가총액(달러)

30.07 억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3 조 6000 억
15.78 억달러
82.38

Share

1 억 258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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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스티치픽스는 데이터 과학과 인간의 판단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스타일을
제공함으로써 쇼핑 경험을 재창조하고 있다. Stitch Fix 에서 옷을 사는 과정은 먼저
고객의 신체사이즈, 취향, 선호가격 등을 입력한다. 5 개의 상품이 담겨 있는 상자 Fix 를
받고 싶은 주기나 날짜를 입력한다. 주기에 맞춘 자동배송시스템도 있고 직접 주문형도
있다. 고객은 배달된 옷을 집에서 입어본 다음 원하는 것은 구매하고 맘에 안 드는 것은
반납한다. 5 가지 상품을 검토하고 3 일 동안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하나만 선택하면
20 달러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면 되고 모든 품목을
선택하면 전체가격에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피드백과 함께 고객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 된다. 고객이 20 달러를 선불금으로 내기 때문에 고객이
하나도 구매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고객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하나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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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출액
구분
북미

매출액
15 억 7756 만 달러

매출액비중
100%

실적
2019 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6% 상승하였다.
스티치 픽스는 아래와 같이 전세계의 의류 선호 상황을 빅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하여 조직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tyle
shuffle 이라는 게임을 통해 고객들의 옷에 대한 호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이미 10 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전망
소비자 시장 조사 업체 Euromonitor 에 따르면 미국 의류, 신발 및 악세서리 시장은 2018 년 3 억 5900 만 달러에서 2023 년 4 억
3100 만 달러로 연 평균 성장률 3.7% 상승할 것이다.
오늘 날 소매 의류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당사는 경쟁 업체와 달리 개인화되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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