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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코드 2019 S/S
2018년 10월 10일(수) – 12일(금) 10:00~18:00 | 성수동 에스팩토리

패션코드 2019 S/S, 환경까지 생각하는 패션,
의식 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는
패션코드 2019 S/S 는 시즌 컨셉으로 ‘그린업스타일( Green - up Style )’을 제안합니다. 이는
드레스업( Dress - up )으로 패션을 완성하듯 그린( Green )을 통해 패션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완성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패스트 패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패션’과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 패션’의 융합을 통해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좀 더

2019 S/S

FASHION
KODE
GREEN UP
STYLE

친숙하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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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패션의 대두

패션코드 2019 S/S 스페셜 컨셉쇼

‘착한소비’ 10명중 9명의 지지,
지속가능 패션, 프리미엄 비즈니스로 성장 가속

생각을 입자!
지속가능 컨셉을 위해 참여한 11개 브랜드들의 연합쇼

최근 패션 마켓에서는 과잉생산·소비로 인해 환경오염 및 의류폐기물, 인체 유해한 노동환경 등의

패션코드 2019 S/S는 11개의 주목할만한 브랜드들의 생각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서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소재 개발 및 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른 개성과 디자인을 가진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스페셜

패턴 변경, 업사이클링 디자인 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패션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이

컨셉쇼’를 진행하고, 그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무대로 구성됩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 분

복 종

브랜드

디자이너

코르크 나무 껍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가죽 제품, 페트병 재활용 원사로 만든 가방, 버려진 옷으로

여성복

메종 드 이네스 (Maison de Ines)

김인혜

만드는 신발까지⋯ 아이디어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디자이너들의 생각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복

비건타이거 (VEGAN TIGER)

양윤아

특히 최근에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복

에스와이지 (SYZ)

송유진

여성복

유시온 (UXION)

유지온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인식했으며, 응답자의 약

남성복

슬로븐 모드 (SLOVEN MODE)

고보명

70%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성복

컨벡소 컨케이브 (convexo concave)

김무겸

버려진 천막이나 트럭 방수포로 만든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이 지속가능의 의미를

유니섹스

플라우드 (FLOUD)

정의호

신발

12일이 (12ili)

이재림

가방

세리그라피 (Serigraphie)

윤선영

가방

코르코 (CORCO)

이성민

가방

플리츠마마 (PLEATS MAMA)

왕종미

의류

넘어 패션으로도 수 많은 지지층을 확보했듯이, ‘착한 소비’를 추구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는 지속가능 브랜드들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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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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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브랜드

WOMEN'S
W E A R

여성복

Maison de Ines

SPECIAL
CONCEPT
SHOW
BRAND

메종 드 이네스

# Maison de Ines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담아 디자인하다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패션철학보다 옷이 날개라는 단 하나의 컨셉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을 고민하는 브랜드입니다.

# Fine clothes give wings
옷이 날개다
때로는 사랑스럽게, 때로는 심플하고 모던하게.
정성스럽게 지은 옷 한 벌로 돋보일 수 있도록 한 벌, 한 벌 다양한 소재에 담긴 컬러와 패턴,
섬세한 디테일을 잃지않고 세심한 배려를 담아 선보입니다.

# Contact Info
T. +82-10-2929-7912

E. maison-ines@hotmail.com

U. www.maison-ines.com

7

WOMEN'S
W E A R

참여브랜드

VEGAN TIGER

WOMEN'S
W E A R

여성복

에스와이지

# SYZ

잔인함이 없는 패션을 추구하다
비건타이거는 모피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더 넓은 선택권을 주고자
‘CRUELTY FREE’ 라는 슬로건을 지닌, 잔혹함이 없는 VEGAN FASHION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 Vegun Fashion

SYZ의 감성이 녹아있는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다
클래식한 정통 couture 방식에 입체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세련된 Contemporary High-End Feminine Style을 선보인다.

# Slow, Sustainable and Sophisticated

비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의류
모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비동물성 소재를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 합니다. 또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과 환경’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공존,
윤리적인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ontac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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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브랜드

SYZ

비건타이거

# VEGAN TIGER

T. +82-10-5678-3838

여성복

Slowbutsure를 고집하다
fast&street 패션의 유행 속에서
에스와이지만의 클래식함이 묻어나는 오래도록 간직하고 입을 수 있는
옷 만들기를 고집합니다.

# Contact Info
E. vegantiger@naver.com

U. www.vegantigerkorea.com

T. +82-2-6084-3999

E. yz.sequal@gmail.com

U. www.sequaly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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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 E A R

UXION

참여브랜드

# UXION

M E N ' S
W E A R

남성복

슬로븐 모드

# SLOVEN MODE

테일러링 테크닉을 캐쥬얼 아이템에서 재해석하다
남성복의 테일러링 기술과 기능성을 일상의 여성복 안에서 실용성과 심미성으로 재창조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성 소비자들의 실용성과 미적인 감각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스텀 메이드 캐주얼 웨어를 표방합니다.

# Think Others

상식을 벗어나 멋대로 표현하다
201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이며, 디자이너 고보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분해와 재창조를 통한 현대적인 미학을 표현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과 꿈을 특유의 디테일로 풀어냅니다.

# Fair Trade

청년 봉제 기술자들과의 협업
SPA를 지양하고 핸드메이드나 길고 더딘 아틀리에를 고집합니다.
디자인 뿐 아니라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브랜드로,
청년 봉제 기술자들과도 다양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ntac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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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브랜드

SLOVEN MODE

유시온

T. +82-10-9462-1682

여성복

신념을 드러내다
컬렉션 라인에 이어 베이직 라인 출시와 동시에
첫번재 프로젝트로 태극무늬 디자인을 차용한 티셔츠를 발표했습니다.
슬로븐 모드의 신념을 드러낸 베이직 라인은 수익금의 10%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 Contact Info
E. uxion@u-xion.com

U. www.u-xion.com

T. +82-10-4652-3594

E. slovenmode@gmail.com

U. www.svm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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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N ' S
W E A R

참여브랜드

convexo concave

남성복

참여브랜드

UNISEX

유니섹스

FLOUD

플라우드

컨벡소 컨케이브

# convexo concave

# Floud

상반된 모든 것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다
컨벡소 컨케이브는 인체의 굴곡에 맞게 표현한 패턴을 통해 여성이 탐하는 남성복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트렌트에 민감한 패션과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여성과 남성, 중세와 현대를 메인 테마로
컨벡소 컨케이브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 Modern Macaroni
패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18세기 유럽의 마카로니들, 여성보다 더 멋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던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패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 Contact Info
T. +82-10–7544–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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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해결감정으로 디자인하다
플라워 + 클라우드, 즉 꽃구름이라는 의미로 구름에서 꽃이 핀다는 아름다운 말처럼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서도 아름다운 해결이 만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윤리적 패션 브랜드입니다.

# Fair Trade
순수주의 패션을 만들기위해
사회적 문제를 패션으로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적응해서 해결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 판매 금액의 5%를 구매자 이름으로 사회적문제 해결을 표현하는 패션 공모전, 전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Contact Info
E. jmuseum@hanmail.net

U. www.convexoconcave.com

T. +82-2-6479-3257

E. patihard33@naver.com

U.www.flou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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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
R I E S

12ili

참여브랜드

# 12ili

ACCESSO
R I E S

잡화

세리그라피

# Serigraphie

‘하나의 제품’이 다른 ‘하나의 가치’를 만나다
12일이는 ‘하나의 제품’이 다른 ‘하나의 가치’를 만나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되는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본래 존재하는 사물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 입는 신발
어제 입은 셔츠, 오늘 신는 셔츠
옷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즐겨하는 브랜드로서 12가 소개하는 ‘입는 신발’은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작공정에 집중한 Natural Footwear입니다.

# Contac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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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브랜드

Serigraphie

12일이

T. +82-70-7804-4855

잡화

빛나는 오늘을 위해 일상에 가치를 더하다
선명하고 강렬한 시각적 표현 기법인 serigraphy에서 따온 세리그라피는
이국에서 발견한 낯선 아름다움과 평범한 도시적 일상의 조화를 꿈꾸는 활기찬 매력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 Fair Trade
세네갈 학생들에게 희망을
세네갈의 화려한 원단으로 만든 세리그라피 가방은 세네갈의 졸업생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또 우리의 착한 소비는 세네갈 여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줍니다.
제품 판매 수익금은 품질 좋은 재봉틀을 선물하는 데 쓰입니다.

# Contact Info
E. info@12ili.com

U. www.12ili.com

T. +82-70-7766-7861

E. hello-seri@naver.com

U. www.serigraphi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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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
R I E S

CORCO

참여브랜드

ACCESSO
R I E S

잡화

플리츠마마

# PLEATS MAMA

착한 생활, 착한 제품을 만들다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소재로만 제품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패션 소품 브랜드 코르코입니다.

가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플리츠마마는 ‘Look Chic Be Eco’ 라는 일관된 철학과 디자인 컨셉트를 바탕으로
궁극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입니다.

# Recycle

# Recycle

식물소재를 소품으로
가죽을 사용해야만 고급스럽고 높은 품질을 유지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식물 소재로
가죽보다 더 고급스럽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합니다. 코르코는 나무의 껍질만 사용하므로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숲 속에서, 코르코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착하게 성장합니다.

# Contac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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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브랜드

PLEATS MAMA

코르코

# CORCO

T. +82-2-6248-0905

잡화

16개의 페트병이 니트 에코백으로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플리츠마마는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효성의 '리젠(Regen)'원사를 활용하여 반영구적인 니트 플리츠를 특징으로 하는
리얼 에코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니트 에코백 하나에 대략 16개 정도의(500ml 기준) 페트병이 활용 됩니다.

# Contact Info
E. yellowandsky@naver.com

U. www.corcoshop.com

T. +82-1833-3707

E. pleatsmama@gmail.com

U. www.pleatsm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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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븐모드

trendch coat
최고급 반 방수 트렌치 원단으로 만든
포켓 탈부착형 오버핏 7부 코트

SPECIAL
CONCEPT
SHOW
EDITORIAL

코르코
코르크 서류가방
베이직한 스퀘어 디자인에 중후한
코르크 패턴이 어우러진 서류가방

19

코르코
코코 클러치백 레드
베이직한 스퀘어 디자인에 유니크한
코르크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클러치백

슬로븐모드

PVC swatch long shirt
바이오 워싱 헤링본 원단에 퍼플, 오렌지
스와치를 덧댄 PVC 스와치 롱 셔츠

슬로븐모드

messengerbag shirt
& bag strap slacks
PVC 메신저백으로 포인트를 준
메신저백 셔츠와
가방끈을 부착한 스트레이트 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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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코
코코 클러치백 블루
베이직한 스퀘어 디자인에 유니크한
코르크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클러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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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븐모드

fannypack shirt &
PVC taping slacks
뒷판에 페니백 부착된 셔츠와
헴라인의 지퍼와 비조로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한
PVC 테이핑 슬랙스

코르코
코코 라운드백팩 올블랙
클래식한 라운드 디자인에
중후한 코르크 패턴이 어우러진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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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븐모드

PVC logo shirt & bag strap shorts
소매에 핸드폰, 어어폰용
PVC 포켓을 단 로고 셔츠와
가방끈을 부착한 백스트랩 숏 팬츠

코르코
코코 라운드백팩 블랙스톤
클래식한 라운드 디자인에
중후한 코르크 패턴이 어우러진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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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 드 이네스
원피스

메종 드 이네스

가벼운 면 소재
버튼 포인트 미들 원피스

원피스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블랙스티치 포인트의
유니크한 디자인의 민소매 원피스

세리그라피

Drawstring Tote
아프리카 패브릭을 프린트에
드로우 스트링이 포인트인 토트백

세리그라피

Drawstring Tote
아프리카 패브릭을
프린트에 드로우 스트링이
포인트인 토트백

12일리
Sailor Shirts 04

12일리
Tshirts 06

베지터블 가죽 셔링 디테일의 슈즈로
1cm 키높이 디자인

업사이클 소재가 사용된
지속가능 패션 슈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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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 드 이네스

메종 드 이네스

원피스

스커트 & 셔츠

린넨소재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빈티지한 컬러감의 미들 원피스

은은한 컬러감의
스팽글테슬 스커트와
오버핏의 가벼운 셔츠

세리그라피

Petit Foulard Clutch
아프리카 여인들의
전통 머리장식인 풀라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미니클러치

12일리
Tshirts 06
베지터블 가죽에
슬릿 디테일의 슈즈

12일리
Tshirts 06
베지터블 가죽에 슬릿 디테일의 슈즈로
1cm 키높이 디자인

세리그라피

Petit Foulard Clutch
아프리카 여인들의
전통 머리장식인 풀라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미니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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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 드 이네스
셔츠 & 팬츠
독특한 라인감의 셔츠와
배기라인의 면소재 팬츠

유시온
페이크 무통 재킷
유시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페이크 무통 재킷
(fake mouton jacket).

세리그라피

EtaaSere Shoulder Tote
케냐의 소수민족 마사이의
민속의상 슈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토트백

플리츠마마
미니 레드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로 짜여진 미니사이즈 토트백

12일리
Tshirts 03
베지터블 가죽에 슬릿 디테일의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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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유시온

페이크 무통 코트

페이크 가죽 자켓

유시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페이크 무통 재킷
(fake mouton coat).

유시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페이크 가죽 재킷
(fake leather jacket).

플리츠마마

플리츠마마

숄더 그레이

토트 네이비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로 짜여진
넉넉한 사이즈 숄더백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로 짜여진
알맞은 사이즈 토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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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페이크 가죽 자켓
유시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페이크 가죽 재킷
(fake leather jacket).

유시온
페이크 가죽 코트
유시온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페이크 가죽 재킷
(fake leather coat).

플리츠마마
숄더 퍼플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로 짜여진
넉넉한 사이즈 숄더백

플리츠마마
토트 블루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로 짜여진
알맞은 사이즈 토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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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지
수트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의 오간자 수트
inside-out된 sequin 파이핑 트리밍과
셔링디테일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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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지
트렌치코트
relax한 무드의 시어드 트렌치코트로
organza와 sequin piping 소재의
상반된 느낌의 조합과 셔링디테일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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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지
수트
민트 컬러의 테일러 수트로
백리스 트위스트 디테일과
오버사이즈 맨즈수트핏이 포인트.

에스와이지
수트
비비드한 핑크 컬러의 오간자 수트로
inside-out된 sequin 파이핑 트리밍과
셔링디테일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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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지

컨벡소 컨케이브

셔츠 & 스커트

'ONE MAN BAND'의 메인 컨셉츄얼 착장으로,
웨어러블한 턱시도 셔츠에 베리 하이 웨이스트
팬츠를 매치하고 핸드메이드 왁스씰 이니셜
메달을 부착한 보타이로 완성된 룩.

오버사이즈 롱셔츠와 플리츠 스커트로
누드톤의 쉬폰소재의 셔링 디테일과
루즈한 핏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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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벡소 컨케이브
번아웃 벨벳 스트라이프의
베스트 변형 셔츠와 루즈한 핏의 배기팬츠에
허리를 강조한 A라인 하프코트를 매치하여
포멀한 룩과 수트의 재단 후
남겨지는 원단을 활용한 핸드메이드 첼시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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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벡소 컨케이브
보타이 블랙 셔츠에 브랜드의
노하우를 담은 유니크한 핏의
배기팬츠를 매치하고 허리와 러플을 강조한
A라인 숄카라 롱코트를 착용하여
아티스트의 룩을 제시한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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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벡소 컨케이브
숄카라 숏 자켓과 밑위를 길게 제작한
버튼 플라이 팬츠를 도트 프린트의 슬리브리스
바디수트와 매치하여 완성된 퍼니하고
캐쥬얼한 룩과 매치한 수트의 재단 후
남겨지는 원단을 활용한 블로퍼.

컨벡소 컨케이브
번아웃 벨벳 스트라이프의 롱 셔츠와
루즈한 핏의 커머번드를 포함한
팬츠에 숏 트랜치자켓을 매치하여
플라워 프린트를 강조한 레이어드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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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타이거

비건타이거

드레스

코트 & 스커트

물의 느낌이 있는 쉬어한 소재를 사용한
풍성한 실루엣의 튜닉 드레스.

내츄럴한 컬러와 패치포켓 위로 덧댄 테이프 장식이 스포티하고 캐쥬얼한 무드를
형성해주는 오버사이즈 린넨코트와 글로시한 광택의 페이던트 미니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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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타이거

비건타이거

드레스

드레스

쉬어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미디 드레스.

여성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디테일을 더한 밴딩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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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타이거

플라우드

자켓 & 팬츠

12pm sweatshirts

글로시한 광택감이 있는 에나멜 소재의 블랙 페이던트 자켓과
과감한 컬러를 사용한 프린트 원단에 메탈릭 코팅 소재를 배색으로 넣은 트랙팬츠.

얼굴과 꽃,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꽃몽우리 추상화하여
얼굴에서 피어나는 꽃을 표현한 스웨트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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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우드

플라우드

9am sweatshirts

6am sweatshirts

얼굴과 손바닥 형태의 결합 추상화하여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찍는 손자국을 표현한 스웨트 셔츠

손과 눈의 형태 결합 추상화하여
아침에 눈을 뜨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표현한 스웨트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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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우드

12pm sweatshirts
얼굴과 꽃,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꽃몽우리 추상화하여
얼굴에서 피어나는 꽃을 표현한 스웨트 셔츠

플라우드

9pm sweatshirts
구름과 꽃 등 아름답게 정리하는
하루를 표현한 스웨트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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