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패션 시장 결산 – 아재 파탈(Fatal)
- 금주 스페셜 리포트는 2016 년 중요 소비자 키워드로 부상한 ‘아재 파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아재 파탈(Fatal)
- 2015 년을 전후로 방송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아저씨의 사투리인 ‘아재’ 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와 아는 형님 등에서 인기를 얻은 ‘아재 개그’로 시작해
2016 년 현재 아재 파탈’로까지 발전되면서 관련 콘텐츠 증가 및 ‘아재’ 타겟으로한 마케팅이 성행함
- ‘아재’들은 주로 30 대 후반에서 50 대까지의 중·장년층 남성을 가리키는데, 20~30 대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특히 자신을 꾸미는 ‘그루밍족(Grooming 族)’과
자기 관리가 철저한 40~50 대 ‘꽃중년’을 거쳐 자신에 대한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보임
- 2013 년도부터 2016 년도 상반기까지의 현대백화점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 고객들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남성 구매자 연령대별 추이를 봐도 40 대 소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2013-2016 현대백화점 남성 고객 비중(출처 : 현대백화점)

남성 구매자 연령대별 비중(출처 : 현대백화점)

- 최근에는 어디서든 편리하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반품 및 환불이 한결 쉬워진
온라인 쇼핑에서도 남성들의 이용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의 자료에 따르면,
2015 년도 1 분기 남성들의 소비율은 36%에서 2016 년도 2 분기는 41%로 가시적인 증가를 보였음
- 온라인 쇼핑몰 G 마켓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브랜드의류 및 잡화이고 이는 결론적으로, 소비력 있는 남성들이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특히나 패션분야에서의 소비가 두드러진다는 것임

4050 남성 소비자 온라인 쇼핑 비중 및 분야별 구매 증가율(출처 : G 마켓, 11 번가,NH 투자증권,WM 리서치부)

남성복 연령별 구매 비중 추이(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NH 투자증권, WH 리서치부)

아재 파탈 마케팅
-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아재 패션’이라는 오명 하에 무시 받았던 제품들이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남성 전용 공간이 만들어지는 등 패션업계는 큰 손인
‘아재’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6 년 2 월 리뉴얼 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남성 전용관인 ‘멘즈 살롱’은 두 달만에 매출이 두 배로
뛰었고 여기에 힘입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과 펜디가 남성 전용 매장을 추가로 입점 시킴

서재, 오피스를 테마로 문구, 안경,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멘즈 라이브러리’(출처 : 신세계 백화점)

- 이 처럼 백화점은 패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남성들의 외모를 꾸며줄 수 있는 바버샵과 취미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급격히 탈바꿈 하고 있음

헤어숍과 헤어용품 매장을 갖춘 바버숍(출처 : 신세계 백화점)

- 특히나, 신세계 이마트의 일렉트로 마트는 '아재들의 놀이터'이자 체험 소비의 최전선으로 가전제품과 피규어의
성지라 불리고 캠핑 용품, 자전거, 갤럭시 기어, X 박스, 턴테이블, 자이로 드론 등 남성들이 즐길는 구성품들을
충분히 체험한 뒤 구매를 결정하도록 구성됨

이마트 일레트로 마트 매장 전경(출처 : 네이버 포스트)

- 이렇듯 남성들이 여성 못지않은 주요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뷰티 업계는 개발부터 남성 취향을
적극 반영한 '남심 저격'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기능성 에센스부터 남성 전용
자외선 차단제, BB 크림 등 다양한 기능의 뷰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림
- 유로 모니터(Euro 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은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에 대한 예상 액수는 약 10 억 달러(한화 약 1 조 2,000 억 원)
규모이며, 2020 년까지 매년 5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용업계에서도 40~50 대의 아재들은 강력한 소비자로 인식되는데, 이제 남성들은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 피부 관리숍이나 피부과에 중년 남성의 출입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임
- BC 카드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2012 년부터 4 년 동안 40~50 대의 피부 관련 카드 사용액은 35.3%, 미용
관련 카드 사용액은 41.7%로 증가했고 일부는 이마 주름, 처진 눈꺼풀 등 개선 위해 성형외과 시술을 받음
- 기존에는 쇼핑 및 문화 활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 국내
40~50 대의 중·장년 층의 소비자들의 강력한 소비력에 힘입어 남성들이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양상이고 이에 따라 백화점 및 기업들은 중·장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쇼핑 및 문화 체험 공간을
적극 확대해 제공하는 양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임

[출처] 이코노믹리뷰 NH 투자증권 서울경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G 마켓 11 번가 현대백화점
WM 리서치부 시선뉴스 부산일보 BC 카드빅데이터센터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