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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테라피가 나오다 나오다 이제는 동물 테라

피까지 등장했다. 염소와 교감할 수 있는 

염소요가(Goat Yoga)가 미국 오리건주 알

바니의 평범한 한 염소 농장을 화제로 만

들었다. 풀밭에서 요가를 하면 염소들이 돌

아다니다가 따라 하기도 하고, 애기 염소는 

사람 몸에 올라타기도 한다. 하루 1,200명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다들 경치 

좋은 자연 경관 속 풀밭과 요가를 따라하는 

희귀하고 귀여운 염소를 떠올리겠지만, 풀

밭의 염소 똥 냄새 정도는 참아내야 온전한 

즐거움에 도달할 수 있다. 농장 이름은 ‘No 

regrets’!

염소요가는 아이 생일파티를 위해 농장에 

모였다가 요가 선생이었던 한 부모가 경치

도 좋으니 야외에서 요가 클래스를 열면 좋

겠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풀

어놓고 키우던 염소 여덟 마리가 요가를 따

라하고, 사람 몸과 스킨십하고 교감하면서 

대박이 났다. 그 때 요가 선생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더욱 바빠지고 

일상이 쉼 없이 돌아가니 사회는 더욱 피로

로 찌들어가고 더불어 힐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된다. 3년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명 ‘멍 때리기 대회’도 사회적 이

슈가 됐다. 첫 해 1등을 한 5학년 학생은 ‘학

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소감

을 밝혔다. 매해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지

난해에는 ‘크러쉬’가 1등을 했다. 우리 피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수면경제(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한 시

대를 살고 있다.  

질 좋은 수면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들이 출시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국내는 

2조원, 미국 20조원, 일본 6조원으로 추산

되고 있다. 수면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

업도 생겨서 수면 문제를 분석하여 최적의 

수면 방안을 컨설팅 해준다. 잠이 보약이고 

돈이 되니 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만

하다.  

패션에서도 운동선수들의 근육피로를 풀

어주는 ‘리커버리’ 컨셉에서 나아가 슬립웨

어를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내고 있다. ‘언

더아머’는 ‘리커버리 슬립웨어’를 출시했는

데 세라믹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발열 제품

이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잠자는 동안

에 피로를 회복시켜준다는 원리이다. 2년 

전 첫 선을 보였고 2017년 국제전자박람회

(CES)에서 슬립웨어를 정식 런칭하는 차원

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슬립웨어 

브랜드 ‘Lunya’는 수면개선을 위해 신체 순

환에 도움을 주고 산소 수준을 7% 증가시

키는 섬유 ‘Meneya'를 개발하여 캡슐컬렉션

을 런칭했다. 

미리 알았다면 지난 4월 중국 출장길에 전 

직원들이 구입해 입고 갔을 것이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피곤했다. 

Good Sleeper를 지향한 새로운 마켓이 형

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우리가 겨울이

면 필수로 히트텍을 사듯, 잠옷은 꼭 리커

버리 기능을 찾게 될 것이다.   

‘이케아’는 최근 Win at sleeping을 마케팅 키

워드로 했다. 잠에서 승리하라니! 더 나은 

수면을 제안하는 이번 캠페인은 수면을 위

한 의식을 마치 운동선수가 경쟁을 하기 전 

수행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여 

숙면을 취하기 위한 사소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직원을 위

한 수면실을 캡슐 호텔 같이 만들었는데 점

심시간 이후 2~4시에 꽉 찬다고 한다. 모든 

기업들이 직원들이 쪽잠, 꿀잠을 잘 수 있

게 해주는 수면실을 마련해야하지 않을

까?

21세기 헬스와 
패션시장에 불고 있는 잠의 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