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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부

2016 ~ 2019 코리아패션포럼 개최(매년)

2016  어패럴뉴스 패션 세미나 개최

2013  ‘다음’ 뉴스 검색 제휴

2012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2009  패션 유통 상생경영 캠페인 전개

2004  패션 유통 IT 세미나 개최

2003  패션 유통 IT 페어 개최

2000 ~ 2012 한국패션 브랜드 연감 발간(매년)

1998  인터넷 데일리 뉴스 서비스 시작

1997  한국패션 브랜드 연감(97년판) 발간

1996  도서출판(주) 어패럴뉴스사 등록

1992  창간 1호 발간

1992  ㈜어패럴뉴스 법인 출범

1992  문화공보부 정기간행물 등록

회사정보

▲ 2019 코리아 패션포럼 현장 이미지



  

 

 

  

 

 

  

 

 

 

 

어패럴뉴스 소개 어패럴뉴스는 92년 창간 이후 패션 유통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 미디어로, 

실용 정보 제공은 물론 격변기에 요구되는 미래 산업 지식을 한발 앞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문지는 전문성과 현장감을 갖춘 정보와 지식을 다룹니다. 어패럴뉴스는 발로 뛰는 

뉴스와 통찰력을 갖춘 분석 보도를 통해 패션 유통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전문 기자가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어패럴뉴스는 여성복, 남성복, 스포츠, 유통 등 복종별 전문기자를 육성해 깊이와 차별성을 

갖춘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 1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로, 진짜 정보와 뉴스를 가려내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패럴뉴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최우선 하며, 어뷰징과 카피를 철저히 지양합니다.

업계 1위 멀티미디어 서비스

97년 업계 처음으로 어패럴뉴스는 인터넷 데일리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패션 유통 업계 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어패럴뉴스로, 업계 소식을 확인합니다.

어패럴뉴스 온라인 서비스는 론칭 이후 줄곧 랭키닷컴 순위 1위(패션/의류 전문지 부문)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패럴뉴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식을 연결하는 가교

전환과 변동성의 시대, 전문 매체의 역할은 뉴스 제공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패럴뉴스는 산업계가 미래 지식을 만나는 창구,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돕는 가교로 그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2016년부터 연 1회 본사가 주최하고 있는 '코리아패션포럼'은 매 회 400백 명 이상의 업계 

종사자들이 찾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문윤리강령

실천 요강

어패럴뉴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공표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어패럴뉴스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어패럴뉴스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어패럴뉴스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어패럴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어패럴뉴스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어패럴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7. 어패럴뉴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어패럴뉴스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9. 어패럴뉴스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어패럴뉴스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않는다.



트래픽 및 체류시간

모든 사용자
획득, 동작 1,951,105 1,911,578 3,298,540 70.45% 5.14 00:15:15

인기채널 모든 사용자

●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기준     ● 2020년 1월~10월 평균

트래픽

:  일 평균 1만 6천명

페이지뷰

:  세션당 5-7페이지

체류시간

:  일 평균 15분

Organic Search

Direct

Social

Referral

Email

(Other)

사용자

사용자 신규 방문자 세션 이탈률 세션당 페이지수 평균 세션 시간

콘텐츠DB

업계 1위

패션/뷰티 부문

● 랭키닷컴 패션/뷰티 부문 1위 (2007년~2021년 현재) 

● 시밀러웹 평균 체류 시간 20분 (2021년)

● 기사 생산량 : 월평균 565건 

● 총 회원 수 : 2만 5656명

● 자체 기사 월평균 : 400건(70%)

● 단독 및 특종기사 : 월평균 200건

백화점

물류

해외소식

아울렛

테크

오경천

박해영

장병창

오경천

박해영

20.01.07

20.05.21

20.04.14

20.01.07

20.02.06

93,452

48,502

41,488

36,090

34,932

2019년 국내 5대 백화점 67개 점포 매출 실적 

패션도 ‘새벽 배송’ 시대… 통합 물류 시스템 ‘풀필먼트’ 투자 증가 

매킨지 ‘포스트 팬데믹, 패션 산업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2019년 국내 주요 아울렛 35개 점포 매출 실적 

AI는 해결사…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로 구매전환율 높인다 

제목 기자 등록일 조회수분류

2020년 5월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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