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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 애슬레티카(나스닥, Lululemon)
(레깅스, 요가복의 샤넬)
기업개요
룰루레몬은 1998 년에 설립되었다. 과거 2008 년 매출이 3 억 5,000 만 달러에서
2018 년 32 억 달러를 돌파해 10 배 가까이 늘었다. 19 년 말 기준 진출한 국가는
17 개국이며 전 세계 매장은 491 개 이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요가복 의류
분야의 독보적 브랜드다. 현재는 요가복 뿐만 아니라 기능성 셔츠, 반바지, 바지,
라이프 스타일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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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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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예전에는 요가복이 대부분이 면 소재로 땀에 쉽게 젖고 공기도 안 통해 불편하였다고
한다. 룰루레몬은 처음부터 고급 소재와 기능성 요가복을 내세웠다. 기존의 일반
레깅스들과 다르게 가격 형성대가 상당히 높은 고가제품이 되었고 점점 유명해지면서
요가복의 샤넬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을 북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다. 감촉도 좋고 다리를 꽉 지탱해줘 요가할 때 몸을 잘
받쳐 주기에 좋다고 한다. 또한 라인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
룰루레몬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재질은 루온 원단(Luon)이다. 이 섬유는 땀
흡수에 강하고, 스트레칭에도 무리가 없어 요가복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룰루레몬은 당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39 개의 벤더와 76 개의 공급자가 있어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룰루레몬은 여성 요가복 뿐만 아니라 2018 년부터 남성복 의류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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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운영 스토어
Direct to Customer(E-Commerce)
기타

25 억 107 만 달러

매출액 비중
65.6%

11 억 3782 만 달러

34.4%

3 억 4041 만 달러

8.6%

지역별 매출액
구분

28 억 5436 만 달러

매출액 비중
71.7%

캐나다

6 억 4911 만 달러

16.3%

기타

4 억 7582 만 달러

12.0%

미국

매출액

뉴스 (http://www.apparelnews.co.kr/)
캐나다 업체 룰루레몬 애틀라티카가 지난 29 일 홈 트레이닝 솔루션 업체 미러를 5 억달러(한화 5,995 억)에 인수했다
미러는 거울처럼 보이는 반응형 디스플레이(스마트 미러)와 모바일 앱이 융합된 신개념의 쌍방향 홈 트레이닝 솔루션이다.
블루투스와 연동 돼 있어 스마트폰 앱을 열고, 스마트 미러를 켜면 집에서 바로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미러 디스플레이(스마트 미러)에 카메라와 스피커까지 내장돼 있어 사용자는 별도의 장비 없이 거울 앞에서 강사와 1 대 1 맞춤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강사가 사용자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으며 칼로리, BPM 등도 스마트 미러에 표시된다. 운동을 종료하고
스마트 미러를 끄면 일반 거울처럼 보인다.
운동 콘텐츠는 구독형으로 현재 요가, 마라톤,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스마트 미러는 1495 달러(한화
150 만원, 배송비 별도), 월 컨텐츠 이용료는 39 달러(한화 4 만원)다.

거울 형태의 스크린을 보며 강사를 따라 수업하는 형태다. 미러라는 기업은 거울을 판매하는 업체다. 부수적으로는 피트니스 밴드
같은 액세서리도 판매한다. 기기를 판매하고 회원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며, 올해 예상 매출은 총 1 억달러(1200 억원)라고
한다. 미러의 이익 흑자 시점은 내년으로 잡고 있다.
전망
룰루레몬의 미러기업 인수는 미러의 운동 콘텐츠에 등장하는 강사들이 룰루레몬 요가복을 입게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요가복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 요가 클래스, 운동 컨텐츠 등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룰루레몬의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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