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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잘입는 남자 가 많아졌다” 



“한국 남성을 잡아라” 해외 명품 국내 남성패션 
시장 관심 ↑…     
                                                                                            -  뉴시스 민숙영 기자  - 

“옴므  입는 남성패션 , 시장도 쑥쑥”  국내 남성
복  시장에 고가 브랜드 급증세 …     
                                                                                           -  시사저널  엄민우 기자  -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4층 매장 “남성패
션 전문관” 변신 …       -  부산일보  변현철 기자 -   



“성장하는 의류시장과 남성들의  의류에 대한 관심 증가 “ 

출처 : designdb.com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 

53.0 47.0 52.8 47.2 

53.0 47.0 53.7 46.3 

남성 여성 

시장규모(단위: 억원) 

2008년 하반기 

2009년 하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 

12조 4,378 

11조 53 

13조 5,807 

11조 7,913 

14조 4,167 



But    남자들이란? 

귀찮아 



남녀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Man and 
Woman) 

남성 여성 



남녀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Man and 
Woman) 

“남자는 Gap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라는 미션을 부여 

받자 마자 Gap으로 곧장 가서 바지 한 벌을 샀다. 소요

시간은 단 6분이었으며, 비용은 바지 값 $33이 들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패션”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진화하는 
편집샵”…                          - 뉴스위치  한인숙칼럼 -   

“온라인 편집샵, 큐레이팅 커머스가 뜬
다”…                    - 머니투데이 오세조 연세대 경영대 교수 -   

“불황에 지친 패션계…핫 플레이스 편집숍

은 방긋”                            - 2013.07.11 한국경제 -   



“편집매장은 에디터, 혹은 디렉터의 의도에 의해 
  

샵의 컨셉에 맞춰 다양한 룩을 보여주는 매장” 

Select Shop(편집 숍) 

에디터=소비자  

컨셉=개인의 취향  



15%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편집숍에 대한 운영 및 계획은? 최근 편집숍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85%  
    매장 수를 늘릴 계획이다.  

12.5%  
유통상권이 강남에서 
전국으로 확대 

37.5%  
  유통사의 진출 

25%  
  대기업의 진출 

12.5%  
고가명품에서 중저
가로 대중화 

출처 : 패션채널 

대기업들의 편집숍 관심 증가 왜?  



 
1. 비슷한 종류의 제품 군
을 하나로 모아 놓은 편집
숍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할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줌. 

 

 
2. 어느 백화점에서나 살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
가 아니라, 특정 매장에서
만 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 '나만의 브랜드'라는 
희소성과 '특별해지고 싶
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3. 편집숍은 다품종 소량판
매 방식으로, 개성을 중요
시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한 매
장 안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음 

Select Shop 

출처 : http://cheilstory.com/448 



? 

Select Shop 



남자, 패션에 관심은 있지만 움직이기 귀찮은 남자  

개성을 살리는 패션 편집숍의 증가  

  귀찮은 남자들에게 자신만의 편집샵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쇼핑 유도 



20대 남성 에게 물어봤다!  

1. 유사 브랜드가 너무 많다.  
2. 그냥 귀찮아서. 
3. 주위 시선이 부담되서(남자 혼자 쇼핑할 때). 

대학생 주재호 26  

“쇼핑을 하거나 물
건을 사러 나가기까
지가 귀찮아요, 또 
막상 나가면 브랜드
가 너무 많아서 무
엇을 사야 될지를 모
르겠어요…” 

“My LOTTE 어플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쇼핑하기 어려운 이유 Best 3” 

자기만의 편집샵을 
꾸미는 점 

어플리케이션의 용
이성 

자동 추천기능 

여러 사람들과 쇼핑
리스트 공유 

23명 

12명 

8명 

7명 

총 50명  



How to? 





My LOTT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4가지의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나의 편집숍 = My Shop 



‘+’ button 으로 원하는 Brand 추가 

My shop에 원하는 브랜드 생성 



특정 브랜드 Click 

Shop Information = 해당 브랜드 제품 정보 



My Favorite =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 검색 

해당 브랜드의 상품 정보 조회 



소비지가 기호에 맞는 옵션 선택 

옵션에 해당하는 제품 검색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만한 제품 목록 

Recommend = 저장된 소비자의 기호로 신제품 추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