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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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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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채널 모든 사용자

●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기준     ● 2020년 1월~8월 평균

트래픽

:  일 평균 1만 6천명

페이지뷰

:  세션당 5-7페이지

체류시간

:  일 평균 15분 10,00010,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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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DB

업계 1위

패션/뷰티 부문

● 랭키닷컴 패션/뷰티 부문 1위 (2007년~2020년 현재)

● 시밀러웹 평균 체류 시간 30분 (2020년 3~8월)

● 기사 생산량 : 월평균 565건 

● 총 회원 수 : 2만 5656명

● 자체 기사 월평균 : 400건(70%)

● 단독 및 특종기사 : 월평균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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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콘텐츠로 무장한 ‘색다른’ 온라인몰이 몰려온다

올 상반기 백화점 매출 1조6천억 ‘증발’...코로나 직격탄

‘자라(ZAR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강한 이유는

패션 업계, 너도나도 ‘마스크’시장 가세

온라인 쇼핑에 눈 뜬 ‘어덜트 시니어를 잡아라’

제목 기자 등록일 조회수분류

2020년 기사 발행 통계

합계 4,571 3,440 1,504 10,347

패션비즈 인사이트월 어패럴뉴스 한경b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