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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an은 프랑스의 다국적 소매 기업이자 세계 
최대 소매업체 중 하나로,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등의 주요 국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uchan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디지털 방식도 탐색하고 있으며, Retviews 
덕분에 가격 및 상품 구성 분석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어투웨어 패션”
품질, 포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Auchan은 1998년 “Inextenso”
라는 자체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경제적인 
의류를 판매하며 소비자의 일상생활 중심에 서 
있습니다. Inextenso by Auchan은 적절한 
가격, 직물, 제품에서 페어투웨어(Fair-to-Wear) 
패션을 강조합니다.

과제 
Auchan 팀에는 수동 벤치마킹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 분석 
작업을 수동으로 자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자체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해서 Auchan에게 이 작업은 부가가치가 
없었습니다. 

대중 시장 소매업체인 Auchan은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사들을 따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Auchan 팀은 경쟁사들의 전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컬렉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Retviews는 우리의 가격 분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기간과 공급망 붕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Retviews 덕분에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전략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Marion Fouque
아동복 텍스타일 오퍼 책임자 

“RETVIEWS는  
우리의 가격 분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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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이점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서 회복력 강화 

글로벌 팬데믹으로 국제적 봉쇄와 매장 폐쇄를 겪으면서 
수동 벤치마킹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에도 Auchan은 Retviews 덕분에 경쟁사 
가격과 상품 구성을 계속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소매 환경은 공급망 붕괴와 정치적 불안 요소 등이 
겹치면서 여전히 복잡합니다. 판매팀과 구매팀부터 
스타일리스트까지, Auchan 팀들은 모두 업계 변화에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 일관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Retviews
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기간과 공급망 붕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Retviews 덕분에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전략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Marion Fouque  
아동복 텍스타일 오퍼 책임자

Auchan은 Retview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과 상품 구색 분석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Retviews를 통해, Auchan은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도 경쟁사 전략을 
추적하여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고, 마진 손실을 
방지하면서 가격을 더 빠르게 조정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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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가격 분석
Auchan은 Retviews를 통해 몇 번의 클릭 
만으로 심층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수동 
벤치마킹보다 더 빠르고 더 직관적이며 더 시각적인 
실시간 분석을 팀에 제공하여 가격에 가려져 있던 
제품 자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최저가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대중 시장 소매업체인 
Auchan은 Retviews를 사용하여 경쟁사의 최저가와 
가격 구조(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가장 빈번한 가격)
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자체 가격을 
조정하여 올바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데이터를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Retviews는 데이터 추출을 
간소화하고 Auchan이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Retviews는 우리의 가격 분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Retviews를 사용하여 분석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제 2~3번의 
클릭으로 전체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어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Marion Fouque  
아동복 텍스타일 오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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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손실 방지 
공급망 붕괴 상황 속에서도 경쟁사의 상품 구색을 면밀히 추적하는 Retviews를 통해, Auchan은 티셔츠 
같은 특정 카테고리, 콜라보레이션, 멀티팩 제품 등을 추적하고, 상품 구성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가중치를 
확인하며, 자체 상품 구성 믹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uchan은 Retviews로 올바른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마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최적화 

Auchan은 Retviews를 통해 사이즈 상품 구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Retviews 덕분에 이 프랑스 
소매업체는 경쟁사의 사이즈 구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자신 있게 제품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이즈를 적용하여 리드 타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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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Retviews를 이용하면 경쟁사 브랜드의 상품 구성, 가격, 할인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제품 라인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Lectra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컬렉션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세일즈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로 제공되는 귀사 및 경쟁사 비지니스에 관한 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솔루션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 있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경쟁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적절한 트렌드, 가격 및 시기에 
맞춰 시장을 공략하십시오. 

전방위 고객 지원 

Auchan은 Retviews와 협력하면서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정기적인 
후속 조치와 워크숍을 통해 완전히 맞춤화된 고객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면 Auchan의 요구사항도 변합니다. Retviews의 
유연성 덕분에, Auchan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경쟁사들과 각 
국가의 가격 및 전략을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uchan은 새로운 기능을 정기적으로 통합하는 
Retviews를 통해 최신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Retviews는 반응이 빠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Retviews가 제공하는 정기적인 워크숍 및 소통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Marion Fouque  
아동복 텍스타일 오퍼 책임자

자세히 보기 

https://go.lectra.com/Retviews_GetADemo_Contact_KO.html?CID=7013V000000LSyIQAW&utm_source=Content&utm_medium=Print&utm_campaign=FA_Retviews&utm_content=CustomerStory&utm_term=LastPageC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