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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PROGRAM

FASHION SHOW SCHEDULE

10.10 WED – 10.12 FRI / A hall 1F, D hall 1F
Fashion Buyer Business Meeting

구분

1:1 Biz Matching, Individual meeting, Exhibition
1:1 비즈매칭, 개별상담, 제품 전시 등

패션 수주회

Brand Guide Book

11:00 ~ 11:30

10.10 WED / A hall 2F
Fashion Show
패션쇼

■Studio di Perla 스튜디오 디 뻬를라
11:30~12:00
■SYZ 에스와이지
13:30~14:00
■Special Concept Show(Joint) 스페셜 컨셉쇼(연합) 15:30~16:00

11:30 ~ 12:00

■RMD 알엠디
■NAVY STUDIO 네이비 스튜디오
■CUSTOMUS 커스텀어스
■Exyai.w 엑스와이

12:30 ~ 13:00

10.11 THU / A hall 2F
11:00~11:30
13:30~14:00
15:30~16:00
17:30~18:00

■UXION 유시온
■SEOKWOON YOON 석운 윤
■SETSETSET 쎄쎄쎄
■DAILY MIRROR 데일리 미러

11:00~11:30
13:30~14:00
15:30~16:00
17:00~17:30

10.10 WED – 10.12 FRI (D hall 1F)
KODE Market

Sales of Participating Brand Products
참가 브랜드 제품 판매

코드마켓

Networking Party

Exchanges of designers & buyers
디자이너 & 바이어 교류

네트워킹 파티

10.10 WED - 10.12 FRI (A hall 1F)
Sustainable Exhibition
지속가능 전시체험관

Exhibition & Experience of Sustainable Fashion Pieces
지속가능 패션 전시 및 체험 등

10.10 WED - 10.12 FRI (A hall Open Stage)
Busking Play
버스킹 공연
* Program details are subject to change by secretariat.
세부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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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king Play of 2 Bands
밴드 버스킹 공연

10.12 FRI

RMD

UXION

알엠디

유시온

Studio di Perla
스튜디오 디 뻬를라

13:00 ~ 13:30
SYZ

NAVY STUDIO

SEOKWOON YOON

에스와이지

네이비 스튜디오

석운 윤

Special Concept Show

CUSTOMUS

SETSETSET

스페셜 컨셉쇼

커스텀어스

쎄쎄쎄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15:30 ~ 16:00

10.10 WED (A hall 2F) 18:00~20:00

10.11 THU

12:00 ~ 12:30

13:30 ~ 14:00

10.12 FRI / A hall 2F

10.10 WED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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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16:30 ~ 17:00
DAILY MIRROR

17:00 ~ 17:30
17:30 ~ 18:00

데일리 미러

Exyai.w
엑스와이

* Part of the fashion show can be entered with prior reservation.
세부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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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EXHIBITION MAP

A

D

hall 1F

Information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2018 S/S

Fashion Kode 2019 S/S

hall 1F

WOMEN'S WEAR

SHOWROOM ATOZ

여성복

쇼룸 에이투지

MEN'S WEAR

SWIM WEAR

남성복

스윔웨어

UNISEX WEAR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유니섹스

ACCESSORIES
잡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JOONGANG FASHION
DESIGN ASSOCIATION
중앙패션디자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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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EXHIBITION MAP

A

hall 1F

hall 1F

MEN'S WEAR / 남성복
A-01
A-02
A-15
A-16
A-30
A-31

모호
커스텀어스
로액슈얼
유저
슬로븐모드
이스트로그

MOHO
CUSTOMUS
lo axual
youser
SLOVEN MODE
EASTLOGUE

WOMEN'S WEAR / 여성복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8
D-09
D-10
D-11
D-12

아유
비건타이거
레하
아모멘토
티:에이지
텔더트루스
키미제이
페르마타
사이미전
유시온
스튜디오 디 뻬를라
메종 드 이네스

D-13 훈
D-14
D-15
D-16
D-17

라우더가니
라이
릴리우
미니츠

A-34 코르코

CORCO

A-36 원큐피원

D-27 티 라이브러리
D-35 디앤티도트
D-36 라잇루트
1qp1

A-03
A-04
A-05
A-06
A-07
A-08
A-09
A-10

쥬빌레
엘리오나
러빈볼
희다이멘셔널
플레이아데스
쥬아나윤
12 일이
줄리엣 로봇

A-11 킵 캄 앤 캐리 온
A-12
A-13
A-18
A-19
A-20

플로르
스위치
와니지, 주완식
앤오즈
제프

JUBILER
ELYONA
luvinball
HeeDimensional
Pleiades
JUANA YOON
12 ili
Juliet Robot
KEEP CALM AND
CARRY ON
fLor
sweetch
WanyZ ZU.wanSyk
ANODDS
JE.F

A-21
A-22
A-23
A-24
A-25
A-26
A-32
A-33

콘페이토
투오
구드
세리그라피
아라크나인
알파그리드
지예신
봉보

A-37 WD3W
A-38 다엘
A-39 세컨드팔레트
파나쉬
A-40
차선영

SEOKWOON
YOON
TEE LIBRARY
D-ANTIDOTE
RIGHT ROUTE

CONFEITO
tuo
gu_de
Serigraphie
ARAC.9
ALPHAGRID
Jiye Shin
BONBEAU
We Do What
We Want
DA:EL
2nd PALETTE
PANACHE
CHASUNYOUNG

시지엔 이
더 스튜디오 케이
문수권세컨
스튜디오 키세
아눅
에스와이리
에스와이지
유아네이비

D-28 타이거 인 더 레인
D-29
D-30
D-31
D-32
D-33
D-34
D-60
D-61

늘
필로컬리
포스트디셈버
분더캄머
베르베리
르케이트
문리
비옴

C-ZANN E
THE STUDIO K
MSKN2ND
Studio Quisseh
ANOUK
S.Y.LEE
SYZ
urnavy
TIGER IN THE
RAIN
NEUL
PHILOCALY
POST DECEMBER
wnderkammer
Vert Berry
Le Kate
Moon Lee
RAINEXE

D-37 아시하
D-38 오디너리피플
D-39 요하닉스
D-40 플라우드

AsiHa
ORDINARY
PEOPLE
YOHANIX
floud

SWIM WEAR / 스윔웨어
D-41 쿠아비노
D-42 아그넬

ACCESSORIES / 잡화

D-18
D-19
D-20
D-21
D-22
D-23
D-24
D-25

UNISEX WEAR / 유니섹스
D-26 석운 윤

UNISEX WEAR / 유니섹스

AYU
VEGAN TIGER
LEHA
AMOMENTO
t:age
TELL THE TRUTH
KIMMY.J
Fermata
SAIMI JEON
UXION
Studio di Perla
Maison de Ines
HOON
Wearable X
LAUDERGANY
LIE
LILIE U
MINITZ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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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 VINO
AGNEL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D-48
D-49
D-50
D-51
D-52
D-53
D-54
D-55
D-56
D-57
D-58
D-59

드 마크, 싱클레어
235연구소, 롱플레잉레코드
로얄레이어, 컨벡소 컨케이브
네이비 스튜디오
엑스와이
데일리 미러
알엠디
원, 피코먼트
누퍼, 블라13
더 블라디 스튜디오, 와이리로버
보호, 프롬 더 예스터데이
쎄쎄쎄

De Marc., SINCLAIR
235LABORATORY, LONGPLAYINGRECORD
ROYAL LAYOR, convexo concave
NAVY STUDIO
Exyai.w
DAILY MIRROR
RMD
worn, PICOMENT
NUPER, BLA XIII
THE BLAH.D STUDIO, WHY-RI ROVER
BOHO Rainwear, from the yesterday
SETSETSET

JOONGANG FASHION DESIGN ASSOCIATION / 중앙패션디자인협회
SHOWROOM ATOZ / 쇼룸 에이투지
A-14 쇼룸에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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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ROOM ATOZ

D-43
D-44
D-45
D-46
D-47

모던에이블, 씨-웨어
얼킨
몬티스
잔키, 제이초이
한나브라운

MODERNABLE, C-Wear
ul:kin
Monteeth
JAAN KEE, JCHOI
Hannah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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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NDEX
EXHIBITION A hall 1F

EXHIBITION A hall 1F

EXHIBITION D hall 1F

EXHIBITION D hall 1F

A-01

모호

MOHO

A-32

지예신

Jiye Shin

D-15 라이

LIE

A-02

커스텀어스

CUSTOMUS

A-33

봉보

BONBEAU

D-16 릴리우

LILIE U

A-03

쥬빌레

JUBILER

A-34

코르코

CORCO

D-17 미니츠

MINITZ

A-04

엘리오나

ELYONA

A-36

원큐피원

1qp1

D-18 시지엔 이

C-ZANN E

A-05

러빈볼

luvinball

A-37

WD3W

D-19 더 스튜디오 케이

THE STUDIO K

A-06

희다이멘셔널

HeeDimensional

We Do What We
Want

D-20 문수권세컨

MSKN2ND

A-07

플레이아데스

Pleiades

D-21 스튜디오 키세

Studio Quisseh

A-08

쥬아나윤

JUANA YOON

D-22 아눅

ANOUK

A-09

12 일이

12 ili

D-23 에스와이리

S.Y.LEE

A-10

줄리엣 로봇

Juliet Robot

D-24 에스와이지

SYZ

A-11

킵 캄 앤 캐리 온

KEEP CALM AND
CARRY ON

D-25 유아네이비

urnavy

A-12

플로르

fLor

D-26 석운 윤

SEOKWOON YOON

D-51 네이비 스튜디오

NAVY STUDIO

A-13

sweetch

티 라이브러리

스위치

D-27

TEE LIBRARY

D-52 엑스와이

Exyai.w

A-14

쇼룸에이투지

SHOWROOM ATOZ

타이거 인 더 레인

TIGER IN THE RAIN

D-53 데일리 미러

DAILY MIRROR

A-15

로액슈얼

lo axual

A-16

유저

youser

A-18

와니지, 주완식

WanyZ ZU.wanSyk

A-19

앤오즈

ANODDS

A-20

제프

JE.F

A-21

콘페이토

CONFEITO

A-22

투오

tuo

A-23

구드

gu_de

A-24

세리그라피

Serigraphie

A-25

아라크나인

ARAC.9

A-26

알파그리드

ALPHAGRID

A-30

슬로븐모드

SLOVEN MODE

A-31

이스트로그

EASTLOGUE

A-38

다엘

DA:EL

A-39

세컨드팔레트

2nd PALETTE

A-40

파나쉬 차선영

PANACHE
CHASUNYOUNG

EXHIBITION D hall 1F

D-42 아그넬
D-43

모던에이블,
씨-웨어

AGNEL
MODERNABLE,
C-Wear

D-44 얼킨

ul:kin

D-45 몬티스

Monteeth

D-46 잔키, 제이초이

JAAN KEE, JCHOI

D-47 한나브라운

Hannah Brown

D-48 드 마크, 싱클레어

De Marc., SINCLAIR

D-49

235연구소,
롱플레잉레코드

235LABORATORY,
LONGPLAYINGRECORD

D-50

로얄레이어,
컨벡소 컨케이브

ROYAL LAYOR,
convexo concave

D-01 아유

AYU

D-28

D-02 비건타이거

VEGAN TIGER

D-29 늘

NEUL

D-54 알엠디

RMD

D-03 레하

LEHA

D-30 필로컬리

PHILOCALY

D-55 원, 피코먼트

worn, PICOMENT

D-04 아모멘토

AMOMENTO

D-31 포스트디셈버

POST DECEMBER

D-56 누퍼, 블라13

NUPER, BLA XIII

D-05 티:에이지

t:age

D-32 분더캄머

wnderkammer

D-06 텔더트루스

TELL THE TRUTH

D-33 베르베리

Vert Berry

D-07 키미제이

KIMMY.J

D-34 르케이트

D-08 페르마타

Fermata

THE BLAH.D STUDIO,
WHY-RI ROVER

D-57

더 블라디 스튜디오,
와이리로버

Le Kate

D-58

보호,
BOHO Rainwear,
프롬 더 예스터데이 from the yesterday

D-35 디앤티도트

D-ANTIDOTE

D-59 쎄쎄쎄

SETSETSET

SAIMI JEON

D-36 라잇루트

RIGHT ROUTE

D-60 문리

Moon Lee

UXION

D-37 아시하

AsiHa

D-61 비옴

RAINEXE

D-11 스튜디오 디 뻬를라 Studio di Perla

D-38 오디너리피플

ORDINARY PEOPLE

D-12 메종 드 이네스

Maison de Ines

D-39 요하닉스

YOHANIX

D-13 훈

HOON Wearable X

D-40 플라우드

floud

D-14 라우더가니

LAUDERGANY

D-41 쿠아비노

QUA VINO

D-09 사이미전
D-10 유시온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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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WEAR

Brand Guide Book

A
hall 1F

MEN'S WEAR / 남성복
A-01
A-02
A-15
A-16
A-30
A-31

모호
커스텀어스
로액슈얼
유저
슬로븐모드
이스트로그

MOHO
CUSTOMUS
lo axual
youser
SLOVEN MODE
EASTLOGUE

11

Contact Info
Url
www.mohocompany.com
+82-70-7882-4295
Tel.
E-mail kyuho@mohocompany.com
Add. #201, 27, Nonhyeon-ro 155-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xcustom.co.kr
+82-2-435-8048
Tel.
E-mail customizing@nate.com
Add. #601, 248, Yongmasan-ro, Jungnang-gu,
Seoul, Korea

모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27, 201호

커스텀어스

Lee, Kyu Ho

Ma, Jung Ye

이규호

마정예

Applying the sensitivity of philosophical and artistic brand, it creates various performances,
images and contents.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rough various art performances and
present new questions.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탐구한 이야기를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 소통하는 브랜드이기를 바랍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48, 601호

A-02

A-01

CUSTOMUS

Booth No.

Booth No.

MOHO

Brand
Concept

12

MEN'S WEAR

MEN'S WEAR

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It is the urban life style casual street brand for men who value their individuality,
claiming the slogan “Maximize your individuality”
“Maximize your individuality” 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남성소비자들의
Life Style을 기반으로 탄생된 Urban Life Style 남성스트릿캐주얼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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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WEAR

Contact Info
Url
www.loaxual.com
+82-70-7938-6607
Tel.
E-mail loaxual@gmail,com
Add. 4F, 73, Bongeunsa-ro 30-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youser.co.kr
+82-2-540-7554
Tel.
E-mail youser.m@gmail.com
Add. 2F, 6-3, Hwarang-ro 40-gil, Seongbuk-gu,
Seoul, Korea

로액슈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73 4층

Brand
Concept

유저

Seo, Jun Hyuk

Lee, Moo Yeol

서준혁

이무열

“Rough But Soft”.
The Soft line is a basic silhouette and contains details of the lo axual, whichis a line that shows
you how to easily approach the style of the lo axual. The Rough Line is a unique linethat gives a
specialty to the style that maximizes the identity and experimentof the lo axual.
These two lines harmonize with each other, creating abalance of silhouette and depth of material,
creating an androgynous look of loaxual.

Brand
Concept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40길 6-3, 2층

A-16

A-15

youser

Booth No.

Booth No.

lo axual

MEN'S WEAR

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YOUSER is a combination of “you” and “user”, the motive behind this is from a philosophical
ideal about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ers and consumers.
유저는 “YOU”와 “USER”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며, 디자인을 하는 사람과 옷을 입는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Soft라인(베이직한 실루엣에 로액슈얼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로액슈얼의 스타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잘 보여주는 라인)과 Rough 라인(로액슈얼의 정체성과 실험성을 극대화 시킨 스타일로 특별함을 부여한 라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적인 실루엣과 깊이있는 소재들을 바탕으로 로액슈얼만의 앤드로지너스룩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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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slovenmode.com
+82-10-4652-3594
Tel.
E-mail slovenmode@naver.com
Add. 1F, 1, Bakseok-ro 89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eastlogue.com
+82-70-8210-1122
Tel.
E-mail info@eastlogue.com
Add. 2,3F, 48, Pildong-ro, Jung gu, Seoul, Korea

슬로븐모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89번길 1, 1층

이스트로그

서울 중구 필동로48, 2,3층

Go, Bo Myung

Lee, Dong Ki

고보명

이동기

SLOVEN MODE is a Korean men’s clothing designer brand that was established in 2018. It expresses
modern aesthetics through creative disassembly and re-creation, and solves criticism and dreams
of society with unique details. Stitch, located on the back of the neck, has the meaning ‘get out of
common sense and express it in your own way’.
슬로븐 모드(SLOVEN MODE)는 201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이며, 디자이너 고보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분해와 재창조를 통한 현대적인 미학을 표현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과 꿈을 특유의 디테일로 풀어냅니다.
목 뒷면에 위치한 스티치는 ‘상식을 벗어나 멋대로 표현해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Brand
Concept

A-31

A-30

EASTLOGUE

Booth No.

Booth No.

SLOVEN MODE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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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WEAR

MEN'S WEAR

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EASTLOGUE is not led nor influnenced by seasonal trends but tries to produce functional and modern
clothing in which is inspired by traditional sportswear. With the basis of traditional sportswear in
mind, we have taken multiple elements from hunting, fishing, climbing, exploring and camping
pieces. EASTLOGUE suggests the ‘TIMELESS’ collection which encompasses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collection is built based on the sturdy tailoring of different traditional sportswear pieces with the
addition of military and workwear aesthetic of the present.
이스트로그는 주로 트래디셔널 스포츠 웨어로부터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을 짓습니다. 그것은 트렌드에 구애받
지 않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담은 옷입니다. 트래디셔널 스포츠웨어란 과거 시대에 사냥, 낚시, 등산, 탐험, 캠핑 등 당시의 야외
활동에서 주로 착용되었던 복식을 일컫습니다. 과거 트래디셔널 스포츠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견고한 테일러링과 밸런스는
유지하되 밀리터리, 워크웨어적 요소와 현대적인 실루엣을 더하는 이스트로그만의 ‘TIMELESS’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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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EX WEAR

Brand Guide Book

A
hall 1F

UNISEX WEAR / 유니섹스
A-34 코르코
A-36 원큐피원

CORCO
1qp1

19

UNISEX WEAR

Contact Info
Url
www.corcoshop.com
+82-2-6248-0905
Tel.
E-mail yellowandsky@naver.com
Add. A-204, 29, Gonghang-Daero 61-gil, Gangseo-gu,
Seoul , Korea

Contact Info
Url
www.1qp1.co.kr
+82-506-835-6560
Tel.
E-mail dramamain@nate.com
Add. 123-21, Opaesan-ro, Gangbuk-gu, Seoul, Korea

코르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A-204

Brand
Concept

원큐피원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123-21

Lee, Sung Min

David samuel K

이성민

김경식

CORCO creates various products made from vegan materials that prove better quality and performance.
It caused us to cast away a prejudice against keeping high quality from animal leather.
Thus, CORCO does not pollute the environment by only using the bark of cork oak.
As a tree belongs and grows in a forest, CORCO too belongs and grows in our lives.

Brand
Concept

A-36

A-34

1qp1

Booth No.

Booth No.

CORCO

UNISEX WEAR

UNISEX WEAR

Fashion Kode 2019 S/S

One qualitative / particularly One.
하나의 좋은 질이 하나의 특별한 것을 만듭니다.

동물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소재로만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가죽을 사용해야만 고급스럽고 높은 품질을 유지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식물 소재로 가죽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합니다. 코르코는 나무의 껍질만 사용하므로 환경을 훼손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숲 속에서, 코르코는 우리들의 생
활 속에서 함께 착하게 성장합니다. 코르코는 착한 생활을 위한 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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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Brand Guide Book

A
hall 1F

ACCESSORIES / 잡화
BAG / 가방
A-11 킵 캄 앤 캐리 온
A-12
A-13
A-18
A-19
A-20
A-21
A-22
A-23
A-24
A-25
A-26

플로르
스위치
와니지, 주완식
앤오즈
제프
콘페이토
투오
구드
세리그라피
아라크나인
알파그리드

KEEP CALM AND
CARRY ON
fLor
Sweetch
WanyZ ZU.wanSyk
ANODDS
JE.F
CONFEITO
tuo
gu_de
Serigraphie
ARAC.9
ALPHAGRID

SHOES, SOCKS / 신발, 양말
A-06
A-07
A-08
A-09
A-10
A-37
A-38
A-39

희다이멘셔널
플레이아데스
쥬아나윤
12 일이
줄리엣 로봇

WD3W
다엘
세컨드팔레트

HeeDimensional
Pleiades
JUANA YOON
12 ili
Juliet Robot
We Do What We Want
DA:EL
2nd PALETTE

JEWELRY / 쥬얼리
A-03
A-04
A-05
A-32
A-33

쥬빌레
엘리오나
러빈볼
지예신
봉보

A-40 파나쉬 차선영

JUBILER
ELYONA
luvinball
Jiye Shin
BONBEAU
PANACHE
CHAS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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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Contact Info
www.shiningstarcoper.uriweb.kr
Url
+82-10-8757-3422
Tel.
E-mail davidkoh@naver.com
Add. B2, 107,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Contact Info
Url
www.florflowermarket.com
+82-70-4197-9429
Tel.
E-mail pr.layonstudio@gmail.com
Add. 2F, 17-4, Wangsimni-ro 8-gil, Seongdong-gu,
Seoul, Korea

킵 캄 앤 캐리 온

Gyeonggi-do, Kore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B2

Brand
Concept

플로르

Koh, Kwang Youl

Choi, Chan Bum

고광열

최찬범

KEEP CALM AND CARRY ON Brand based on the classic British concept, consist of various man’s
products of wallet and stationary, women’s products consist of wallet, mini bag, clutch bag and
handbag.

Brand
Concept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8길 17-4, 2층

A-12

A-11

fLor

Booth No.

Booth No.

KEEP CALM AND CARRY ON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We are all about minimalism, and our inspirations come from various flowers.
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가방입니다.

영국 전통의 클래식한 컨셉을 바탕으로 다양한 남성상품은 지갑, 문구 중심의 상품군으로 구성, 여성상품은 지갑
클러치백, 핸드백 중심의 상품군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로고는 왕관 및 KEEP CALM AND CARRY ON 문구 인쇄와
유니온 잭 국기와 KEEP CALM AND CARRY ON 문구의 프린트 형태와 왕관 및 KEEP CALM AND CARRY ON
문구의 불박 형태로 상품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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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sweetch.co
+82-2-6933-7209
Tel.
E-mail contact@sweetch.co
Add. 81, Hongjecheon-ro 2-gil, Seodaemu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wanyz.co.kr
+82-10-7669-1675
Tel.
E-mail wanne63@hotmail.com
Add. 3F, 5, Huam-ro, Youngsan-gu, Seoul, Korea

스위치

와니지, 주완식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81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 3층

Chi, Sang Uk

Zu, Wan Syk

지상욱

주완식

Sweetch is a compound word of the sweet and switch.
We started Sweetch hoping our designs and ideas will switch the world into a sweeter place.
Instead of following the trend, we choose to deliver lasting products that wou would want to take
with you every day, by focusing on the basics of design, carefully selected materials, details, wit and
solid quality, along with practicality.
Sweetch는 sweet + switch 의 합성어로 Sweetch에서 디자인하는 것들이 세상을 달콤하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Sweetch는 가방, 잡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브제를 제안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가치를 제안합니다.

Brand
Concept

A-18

A-13

WanyZ ZU.wanSyk

Booth No.

Booth No.

sweetch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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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Lunched 2014 WanyZ, original fashion bags by ZU.wanSyk. Each piece is product of creative
hand-drawn art digitally printed directly into evry bag. Inspried motifs include fine art, sculpture,
the omamented harness is functional and also unique signature feature of WanyZ. These unique
designes are sought after by youthful tredsetting men and women alike, ART & FUNCTION.
와니지, 주완식은 2014년 디자이너 주완식이 론칭한 브랜드로, 동식물과 회화 등의 미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와니지
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의 프린트로 전개, 개발하여 ART & FUNCTION 이라는 컨셉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리쉬한 유니섹스 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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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anodds.com
+82-2-575-1617
Tel.
E-mail ms7269@naver.com
Add. 2F, 36, Yangjae-Daero 66-gil, Songpa-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jef-store.com
+82-70-7756-2486
Tel.
E-mail jeff.ltd713@gmail.com
Add. 76-4, Jahamun-ro, Jongno-gu, Seoul, Korea

앤오즈

제프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6, 2층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76-4

Jung, Min Sik

Kim, Seung Jun

정민식

김승준

ANODDS is a brand that expresses simple yet delicate sentiments based on ‘borderless’ beyond
space and colors and ‘genderless’ beyond neutral humanism. It appeals to the fashion people
in the 20s-30s who prioritize their values based on life and culture and Nom Core looks.
It was launched in 2015 at W Concept a select shop of creative life & culture.
앤오즈는 공간과 색채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더리스(BOARDERLESS), 중성적 휴머니즘을 강조한 젠더리스
(GENDERLESS)를 모티브로 단순하지만 섬세한 감성을 표현한 브랜드입니다. 라이프&컬쳐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놈코어 룩을 지향하는 20~30대 패션피플에게 어필합니다. 2015년 크리에이티브
라이프&컬쳐 셀렉샵 더블유컨셉을 통해 런칭했습니다.

Brand
Concept

A-20

A-19

JE.F

Booth No.

Booth No.

ANODDS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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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JE.F produces the various items which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heritage and modern
century’s needs. JE.F’s design, and concept of shape achieves the balance within beauty and
functionality. JE.F is not only making manufactural products itself, but focusing on deliver
enhancing one’s lifespan and building the goods towards to the equity of your life.
JE.F hopes to open up your future through the goods.
JE.F의 디자인 컨셉은 형태와 기능성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JE.F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물건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삶에 대한 가치의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죽 가방에서부터 다양한 가죽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가죽에 관련한 모든 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및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전역에 걸쳐 이미 해외의 셀러브리티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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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CONFEITO
콘페이토

tuo
투오

C O N F E I TO

대구시 중구 동덕로14길 52-1

Brand
Concept

Hu, Mi Jin

Ro, Hak Jae

허미진

노학재

The process of making confeito is much more delicate and particular than people may think,
therefore, there are confeito artisands are even existing in the world! Every confeito shapes are
various and funny in details having a great sweet favor.
Leather goods are the same in many ways. Its leather form and color varies, depending on
how the owner uses it. We aspire for brand ‘CONFEITO’ products to be fun and sweet konpeito
in your daily lives.

Brand
Concep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63번길 3

A-22

A-21

Contact Info
Url
www.tuobag.com
+82-31-602-6000
Tel.
E-mail tuobaghelp@gmail.com
Add. 3, Haogae-ro 363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confeito.co.kr
+82-70-4145-2747
Tel.
E-mail info@confeito.co.kr
Add. 52-1, Dongdeok-ro 14-gil, Jung-gu, Daegu, Korea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Tuo is a korean bag brand Luanched in June 2018. We presents unique and stylish bags with
colorful and joyful concept.
컬러풀하고 즐거운 가방을 컨셉으로 2018년 6월에 런칭된 가방브랜드 투오입니다.

별사탕을 만드는 과정은 장인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별사탕의
모양은 다르며, 맛은 달콤하고 모양까지 재미있습니다.
가죽제품 또한 그러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죽의 모양도 색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품이 사용자의 삶 속에 달콤하고 재미있는 별사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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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gu-de-official.com
+82-70-7721-9072
Tel.
E-mail gu_de@naver.com
Add. 2F, 7, Donggyo-ro 46-gil, Map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serigraphie.kr
+82-70-7766-7861
Tel.
E-mail uni-earth@naver.com
Add. #103, 37, Toegye-ro 20-gil, Jung-gu, Seoul, Korea

구드

세리그라피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46길 7, 2층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 103호

Koo, Ji Hye

Yoon, Sun Young

구지혜

윤선영

gu_de was launched in 2016 F/W by designer Ji Hye Koo who is inspired from 1970’s mood.
We regard timeless beauty is our essential and try to interpreter 70’fs classic from unique design
and high quality materials. We show the best quality at a reasonable price and try to continue our
eternal philosophy of timeless beauty so gu_de can be “New Classic” to someone by signature
items along with interesting variation in product line for every season.
gu_de는 디자이너가 70년대 무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브랜드로,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브랜드의
본질로 삼아 70년대의 고전적 감성을 유니크한 디자인과 고급소재를 사용하여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상의 퀄리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고 있으며, 매 시즌별 제품구성에 변화를 주면서도 시그니쳐
모델은 계속해서 가져감으로써 gu_de가 누군가에게 뉴 클래식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철학을 이어 갈 것입니다.

Brand
Concept

A-24

A-23

Serigraphie

Booth No.

Booth No.

gu_de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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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Inspired by serigraphy, a printing technique as well as an intense, vivid visual presentation,
Serigraphie is a fashion brand for a harmony of exotic beauty found in foreign lands and ordinary
urban life. Serigraphie is focusing efforts to get inspiration from different folk costumes, which is
not yet introduced to Korea, and inspire your daily life with the uniqueness of exotic wardrobe.
선명하고 강렬한 시각적 표현 기법인 serigraphy에서 따온 세리그라피는 이국에서 발견한 낯선 아름다움과 평범한 도
시적 일상의 조화를 꿈꾸는 활기찬 매력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세리그라피는 국내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다채
로운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그 특별함이 우리네 일상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3

Contact Info
Url
www.arac9.com
+82-10-4686-1359
Tel.
E-mail rag0307@naver.com
Add. #203, 18-5, Dosan-daero 94-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alphagrid.kr
+82-70-4133-0024
Tel.
E-mail info@alphagrid.kr
Add. #303, 53, Hyeonchung-ro 5-gil, Nam-gu,
Daegu, Korea

아라크나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94길 18-5, 203호

알파그리드

Kim, Eun Woo

Lee, Sam Yeoul

김은우

이삼열

The Greek language spider ARACHNE and the numeral 9, the compound word “ARAC.9” “ring” in
the Oriental or modern changes to the signature details every month to develop a trendy item.
Arak Nine presents a collection of handbags that offer new value.
그리스 언어로 거미 ARACHNE와 숫자 9의, 합성어인 “ARAC.9” “링” 이란 시그니처 디테일에 오리엔탈 혹은 모던
하게 변화를 주어 매 시즌 트랜디 아이템을 전개한다. 아라크나인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핸드백 컬렉션을 선보
입니다.

Brand
Concept

대구시 남구 현충로 5길 53, 303호

A-26

A-25

ALPHAGRID

Booth No.

Booth No.

ARAC.9

Brand
Concept

34

ACCESSORIES

ACCESSORIES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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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GRID is a technical gear brand founded in 2018 by Sam Lee who worked as a bag designer
about 10 years. The brand’s philosophy is focused on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high-end bag
products. ALPHAGRID, This Korea-based brand, reinterprets its basic design concept and
functional details from military luggage into modern technologies and usages.
알파그리드는 2018년 약 10년 간 가방 디자이너로 활약한 Sam Lee에 의해 설립된 테크니컬 기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철학은 최상급 품질의 하이엔드 가방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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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heedimensional.kr
+82-2-447-1224
Tel.
E-mail heedimensional@naver.com
Add. A-912, 355, Achasan-ro, Gwangji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pleiades-shoes.com
+82-10-7507-1750
Tel.
E-mail pleiades0507@gmail.com
Add. #302, 19, Bangbae-ro 42-gil, Seocho-gu, Seoul, Korea

희다이멘셔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A-912

Brand
Concept

플레이아데스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2길 19, 302호

Jung, Min Hee

Heo, Min

정민희

허민

The HeeDimensional is a Seoul-based footwear brand by designer Minhee Jung.
It aims to provide Contemporary Statement Shoes from its own interpretation of Modernity
and Femininity.
Its design aesthetic emphasizes structural qualities with architectural and sculptural ambition as
well as interesting combination of materials. The HeeDimensional targets independent modern
women who will never be afraid of make a statement with high-end fashion taste.

Brand
Concept

A-07

A-06

Pleiades

Booth No.

Booth No.

HeeDimensional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Original Shoes with Unique Stories, Celebrating Art and Craftsmanship.
매 시즌 스토리를 담은 유니크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럭셔리 슈즈 브랜드입니다.

희다이멘셔널은 모더니티와 페미니너티를 표현하는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입니다. 일상속에서 패션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현대 여성들에게 데일리로 웨어러블한 스테이트먼트 슈즈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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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juanayoon.com
+82-70-8865-1225
Tel.
E-mail juana_yoon@naver.com
Add. #318, 47, Neungdong-ro 19-gil, Gwangji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12ili.com
+82-70-7804-4855
Tel.
E-mail 12ili12ili@naver.com
Add. 11, Hannam-daero 42ga-gil, Yongsan-gu, Seoul, Korea

12 일이

쥬아나윤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9길 47, 318호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가길 11

Juana Yoon

Yi, Jae Lim

쥬아나윤

이재림

‘Many women want comfort high heels, but why there is no such products?’ Juanayoon was simply
started from such a thinking. The coexistence of beauty and comfort of high heel is a contradiction.
Through long R&D terms and scientific designs with handmade shoe master, Juanayoon has been
developed and manufactured the shoes which are able to simultaneously render unique visual and
comfort feeling. After a lot of trial and error in the development processes, Juanayoon has launched
products that beauty and comfort can be coexisted.
‘많은 여성들이 편안한 하이힐을 원하는데 왜 그러한 상품은 없을까?’ 쥬아나윤은 단순히 그러한 발상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쥬아나윤은 수제화 장인들과 함께, 오랜 연구기간과 과학적 설계를 통해 유니크한 비쥬얼을 가짐과
동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구두를 개발, 제작해왔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쥬아나윤은
아름다움과 편안함이 공존할 수 있는 상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Brand
Concept

A-09

A-08

12 ili

Booth No.

Booth No.

JUANA YOON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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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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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li, implies a good circle which is relationship between one product, one value and its story.
We show ‘Transform Design’ reinterpreting ordinary objects by investigating existing ones with
new perspectives and pursuing a sustainable ways of life. ‘Clothing-shoes’ designed by 12 as
a brand keen to interpret clothes with new point of views ist he ‘Natural Footwear’ focusing on
sustainable material and process.
12 일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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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즐겨하는 브랜드로서 12가 소개하는 ‘입는 신발’은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작
공정에 집중한 Natural Footwea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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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julietrobot.com
+82-10-8822-9503
Tel.
E-mail julietrobot@naver.com
Add. B1, 16-9,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https://smartstore.naver.com/atplace
+82-70-8845-5500
Tel.
E-mail sun37ss@naver.com
Add. A-5, 3F, C-dong, 330, Seongam-ro, Mapo-gu,
Seoul, Korea

WD3W

줄리엣 로봇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16-9, B1

Brand
Concept

Kim, Hyang Mi

Yu, Seon Ah

김향미

유선아

Juliet Robot designs feature exaggerated silhouettes, representing strength and playfulness.
볼륨있는 실루엣과 독특한 색감으로 재미있는 디자인을 하는 슈즈레이블입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C동, 3층 A-5

A-37

A-10

We Do What We Want

Booth No.

Booth No.

Juliet Robot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WD3W is a brand that creates new cultural values by discovering and re-sharing idea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value consumption age under the slogan “Romance is the purpose of our lives”
“ We strive for sustainable design by utiliz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ecycled materials or natural
leather. In order to share these values, we aim to contribute to creating a healthy culture and art
ecosystem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users.
WD3W는 ‘낭만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치소비 시대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공유함으로
써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재생 소재 혹은 자연에서 얻은 대체가죽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가치공유를 위해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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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da-el.com
+82-70-8248-8954
Tel.
E-mail daelstudio@naver.com
Add. #C, 53, Achasan-ro, Seongdo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2ndpalette.com
+82-2-542-0702
Tel.
E-mail one@2ndpalette.com
Add. 2F, 30 Itaewon-ro 36-gil, Yongsan-Gu, Seoul, Korea

다엘

세컨드팔레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53, C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36길 30, 2층

Song, Ae Ri

Jeon, Ji Hye / Jeon, Won Jun
전지혜 / 전원준

송애리

Brand
Concept

DA:EL is the abbreviation of dazzling & elegant. Effortless Chic based on the pursuit of natural
styling. We produce seasonal Shoes & Accessory. Produced in Korea and working on other brands
and material, color development. Featured products work with the artisans.
And a natural, comfortable fit as standard.
다엘(DA:EL)은 dazzling & elegant 의미합니다.
Effortless Chic 스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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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9

A-38

2nd PALETTE

Booth No.

Booth No.

DA:EL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Brand
Concept

After considering about high end fashion brands nowadays, we’ve finally launched our own
premium design socks brand ‘2nd PALETTE’ studied deeply and manufactured even carefully. ‘2nd
PALETTE’s designs, colors, quality of materials including packaging are very different and extremely
unique.
‘Day Daily Difference’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단순히 ‘신는 양말’에서 벗어나 그날의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의미있는
양말’이 되길 원합니다. 좌우 디자인이 다른 콘셉트는 브랜드의 기본이 되어, 실험적인 컬러조합과 구조적인 모티브의
구성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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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jubiler.co.kr
+82-70-8271-9239
Tel.
E-mail adium7@gmail.com
Add. B1, 23, Ttukseom-ro 58ga-gil, Gwangji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elyona.com
+82-70-4100-7043
Tel.
E-mail info@elyona.com
Add. 218, Nonhyun-ro, Gangnam-gu, Seoul, Korea

쥬빌레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8가길 23, 지하1층

엘리오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18

Lee, Jung Eun / Lee, Su Bin
이정은 / 이수빈

Brand
Concept

JUBILER meaning ‘being very pleased’ or ‘anniversary’ is fashion accessory brand produced by
Lee Jungeun and Lee Subin. JUBILER retaining competent designer and craftsman carries out
various projects harmonizing design and crafts and reinterpreting things freely and originally.
‘몹시 기뻐하다’, ‘기념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쥬빌레는 이정은과 이수빈이 만나 만든 패션잡화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와 공예가로 구성된 쥬빌레는 디자인과 공예를 조화시키고 각자의 시선에서 사물을 자유롭게 재해석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eona Lee, Song Hee

A-04

A-03

ELYONA

Booth No.

Booth No.

JUBILER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리오나 이송희

Brand
Concept

ELYONA is a luxury fashion jewellery brand, launched in 2010 in London UK and Seoul at the same
time. It was the first Korea based jewelry brand to be selected and presented at Premiere Classe
Tulieries, the renowned accessory trade fair in Paris. Ever since its launch, it has been stocked at
boutiques and department stor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European region. Its unique
design and narrative story is continued to be favoured by media and famous celebrities around the
world.
엘리오나 주얼리는 럭셔리 패션 주얼리를 지향하는 브랜드로, 2010년 영국 런던과 서울에서 동시 런칭한 이후,
파리 프리미에클라세 튈릴리에서 한국 베이스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최초로 셀렉되어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유럽권 위주의 백화점 및 부티크에 입점 되었으며, 뚜렷한 컨셉과 스토리 있는 컬렉션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엘
리오나 주얼리는 국내와 해외의 유명 셀러브리티, 미디어 커버리지에 소개되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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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luvinball.com
+82-2-323-5521
Tel.
E-mail luvinball5@naver.com
Add. #103, 1F, 242-6, Donggyo-ro, Map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jiye-shin.com
+82-10-3774-1359
Tel.
E-mail jam.j.shin@gmail.com
Add. #404, 28, Nonhyun-ro 26-gil, Gangnam-gu,
Seoul, Korea

러빈볼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42-6, 1층 103호

지예신

Oh, Hyun Jin / Oh, Hyun Kyung

Brand
Concept

Luvinball is a Korean designer jewelry brand that introduces a variety of products with a concept of
unique world in the glassball. All products are designed with the motive of snowball that reminds
of dreamy childhood. The value that Luvinball pursues is to introduce fashion jewelry that makes
people happy and inspired just by looking at them and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infinite
dream.
러빈볼은 유리볼 속 유니크한 세상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어렸을 적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스노우볼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제품을 보고있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고,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무한한 꿈을 꾸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패션 주얼리를 선보이는 것이 러빈볼이 추구하는 목표
이자 제안하는 가치입니다.

Shin, Jae Eun / Shin, Ji Ye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논현로26길 28, 404호

A-32

A-05

Jiye Shin

Booth No.

Booth No.

luvinball

오현진 / 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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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 신지예

Brand
Concept

Jiye Shin was founded in Seoul, Korea in 2018 by Jiye Shin and Jaeeun Shin, both studied in
London, UK. Jiye received her Jewellery and Metal degree (MA) from Royal College of Art and
Jaeeun received her Fashion Womenswear degree (BA) from the Central Saint Martins.
Jiye Shin은 각각 런던에서 주얼리 및 금속공예, 여성복을 공부한 두 디자이너 신지예, 신재은이 2018년 런칭한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두 디자이너는 한국과 런던 두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그들의 취향을 바탕으로 기존의
주얼리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컨템포러리 감성의 주얼리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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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보

파나쉬 차선영

Contact Info
Url
www.bonbeau.co.kr
+82-2-711-6777
Tel.
E-mail bonbeau@adfirm.co.kr
Add. #302, 8, Seolleung-ro 125-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chasunyoung.com
+82-2-3445-7756
Tel.
E-mail sunyoung@chasunyoung.com
Add. 1F, 19, Dosan-daero 67-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8, 302호

Brand
Concept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7길 19, 1층

Dan, Ji Young

Cha, Sun Young

단지영

차선영

“Be different and have fun”
키덜트 주얼리를 아이덴티티로 유니크, 키치 감성에 충실하여 봉보만의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Brand
Concept

A-40

A-33

PANACHE CHASUNYOUNG

Booth No.

Booth No.

BONBEAU

ACCESSORIES

ACCESSORIES

Fashion Kode 2019 S/S

As Panache has a sense of ‘plumage on a helmet’, the source of inspiration comes from the amours
of the middle ages. The brand narries Swarovsky crystals with whimsical imagination that is fully
expressed through the craftmanship already proved through the upper scale fine jewellery line.
파나쉬가 ‘투구 위의 깃털 장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 영감의 원천은 중세 시대의 투구에서 출발합니다.
파인 주얼리의 섬세한 세공력과 유쾌한 상상력을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 소재의 패션 주얼리에 접목시켜
스와로브스키사의 공식 파트너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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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ROOM ATOZ

Brand Guide Book

A
hall 1F

SHOWROOM ATOZ / 쇼룸 에이투지
A-14 쇼룸에이투지

SHOWROOM ATOZ

51

SHOWROOM ATOZ

SHOWROOM ATOZ

D.Blume

쇼룸 에이투지

디블루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29, 4층

장미화

Brand
Concept

A-14

A-14

Jang, Erica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dblume.com
+82-70-8289-1989
Tel.
E-mail jmierica@naver.com
Add. 4F, 29, Dosan-daero 67-gil, Gangnam-gu, Seoul, Korea

SHOWROOM ATOZ

SHOWROOM ATOZ

Fashion KODE 2018 S/S

D.Blume – D.Blume which means ‘Flower’ in German is a life style
brand for presenting beautiful life as like flowers’ blossom.
“We present a beautiful flower of hope to your daily life.”
D.Blume – 디블루메 는 독일어로 ‘꽃’ 이라는 뜻으로, 꽃처럼 아름다운 일상을
선물하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브랜드 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선물 합니다.”

Fashion KODE 2018 S/S

SHOWROOM ATOZ

Gait

DeForest

Contact Info
Url
www.showroomatoz.com
+82-70-8821-7421
Tel.
E-mail thegait.kr@gmail.com
Add. 201-612, 12, Baekbeom-ro 90da-gil, Yongsa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deforestjewelry.com
+82-70-7093-0754
Tel.
E-mail deforestjewelry@youngwoogroup.com
Add. 3F, 38, Teogye-ro-4gil, Jung-gu, Seoul, Korea

디포레스트

게이트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2, 201-612

Brand
Concept

Park, Eun Kyung

An, Soo Jung

박은경

안수정

Gait refers to ‘a manner of walking’. Every single person has own
ways of walking. On the top of that fact, Gait launched with a wish
to provide various directions and suitable options which various
customers can choose. Based on simplicity, we are pursuing of
maximizing structural aesthetics which shoes originally have.
Gait는‘a manner of walking’ 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걸음을 걷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걸음걸이가 존재하고,
Gait는 그 각자의 걸음걸이에 걸맞는 방향을 선택하게 하고 싶다는 뜻에서 시작
하였습니다. Gait는 심플리시티를 기본으로 슈즈의 구조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라인의 아름다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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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퇴계로 4길 38, 3층

Brand
Concept

DeForest’ is the compound word of Latin DE (from) and FOREST,
which holds the meaning of animals coming out from the forest.
The brand ‘DeForeat’ is launched providing animal shaped fashion
jewelries.
주얼리 브랜드 디포레스트의 이름에는 숲(forest)이 숨어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던 디포레스트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 유니크한 디자인의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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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ROOM ATOZ

MIYUMIRO

H.Jein

미유미로

에이치제인

H.JEIN

Brand
Concept

H.JEIN

An, Soo Jung

Heo, Je In

안수정

허제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29, 4층

Brand
Concept

Journey to find inner beauty and complete outer beauty through
MIYUMIRO. We want you to become the woman you always dreamed
of. MIYUMIRO wants to create jewelry that is the symbol of love and
graces. Celebrate your special occasions in life with our stylish jewelry.

H.Jein came from the name of designer and presents various jewelry
designs motivated at lace of unique textures. Signature collection of
H.Jein is elegant and luxurious lace necklace.
H.Jein 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브랜드 네임이며, 독특한 텍스처들의 레이스를
모티브로 다양한 주얼리 디자인을 선보이고 입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레이스
주얼리는 에이치제인의 시그니처 컬렉션 입니다.

미유미로는 외면의 아름다움은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합니다. 당신이 꿈꿔
왔던 아름다움으로 안내합니다. 미유미로와 함께한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특별해
질 것입니다.

Fashion KODE 2018 S/S

SHOWROOM ATOZ

cerabonito

odds&ends

Contact Info
Url
www.cerabonito.com
+82-10-4563-8217
Tel.
E-mail somichoi@naver.com
Add. 4F, 29, Dosan-daero 67-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odds8ends.com
+82-70-8289-1989
Tel.
E-mail odds8ends@naver.com
Add. #209, 46, Apgujug-ro 2-gil, Gangnam-gu, Seoul, Korea

오즈앤엔즈

세라보니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29, 4층

Brand
Concept

A-14

A-14

서울시 중구 퇴계로 4길 38, 3층

Contact Info
Url
https://smartstore.naver.com/h_jein
+82-70-8289-1989
Tel.
E-mail jeini0124@gmail.com
Add. 4F, 29, Dosan-daero 67-gil, Gangnam-gu, Seoul, Korea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miyumiro.com
+82-70-7093-0754
Tel.
E-mail miyumiro@youngwoogroup.com
Add. 3F, 38, Teogye-ro-4gil, Jung-gu, Seoul, Korea

SHOWROOM ATOZ

SHOWROOM ATOZ

Fashion KODE 2018 S/S

Choi, So Mi
최소미

Cerabonito is art-jewelry brand which is made with ceramic. It means
‘The only jewelry that increases your value.’
It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hich is unique fashion ceramic jewelry.
It has various collection: simple daily jewelry motived by gemstone
and geometry, art jewelry which is fancy and drastic.

Kim, Ye Nny / Min, Seon A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길 46, 209호

김예니 / 민선아

Brand
Concept

‘Everyone has their own orbit’ is our motto. We want to make
jewellery that has stories of daily life.
‘모든 이는 각자의 궤도가 있다’를 모토로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세라보니또는 세라믹을 소재로 한 아트주얼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단 하
나뿐인 보석을 선물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유니크한 패션 세라
믹주얼리를 선사합니다. 원석과 기하학도형을 모티브로 심플한 데일리주얼리 부터
과감하고 화려한 스타일의 아트주얼리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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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ROOM ATOZ

Fashion KODE 2018 S/S

HAILI

Memo

하이리

Booth No.

A-14

Contact Info
Url
www.haili.kr
+82-10-3128-3534
Tel.
E-mail haili.studio@gmail.com
Add. 2F, 139,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9, 2층

Brand
Concept

Lee, Hae Won
이해원

HAILI aims elegant and active woman. HAILI expresses products
using modern patterns, elegant colors and feminine details.
PEARLFECTION inspired by pearls is started first products of HAILI.
Enjoys elegant mood as classic item, displays young design
through kitsch expression.
하이리는 우아한 분위기의, 활동적인 여성을 추구합니다.
현대적인 패턴, 우아한 색상,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제품을 표현합니다.
첫 제품은 진주를 모티브로 한 PEARLFECTION, 우아하고 클래식한 진주를
키치한 방식으로 젊고 활동적인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Fashion KODE 2018 S/S

hotdew
핫듀

Contact Info
Url
www.hotdew.co.kr
+82-70-8289-1989
Tel.
E-mail hot_dew@naver.com
Add. 4F, 29, Dosan-daero 67-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29, 4층

Brand
Concept

Shin, Yi Seul
신이슬

HOTDEW designs bold and metallic jewelry motivated at “Girl
Crushed”. We presents special moment to change your typical living
time with our own unique emotion and trendy design.
핫듀는 걸크러쉬를 모티브로 볼드하고 메탈릭한 주얼리를 디자인합니다.
핫듀 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담되 트렌디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으로 소소한
일상을 변화시켜줄 특별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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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EAR

Brand Guide Book

D
hall 1F

WOMEN'S WEAR / 여성복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8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D-19
D-20
D-21
D-22
D-23
D-24
D-25
D-28
D-29
D-30
D-31
D-32
D-33
D-34
D-60
D-61

아유
비건타이거
레하
아모멘토
티:에이지
텔더트루스
키미제이
페르마타
유시온
스튜디오 디 뻬를라
메종 드 이네스
훈
라우더가니
라이
릴리우
미니츠
시지엔 이
더 스튜디오 케이
문수권세컨
스튜디오 키세
아눅
에스와이리
에스와이지
유아네이비
타이거 인 더 레인
늘
필로컬리
포스트디셈버
분더캄머
베르베리
르케이트
문리
비옴

AYU
VEGAN TIGER
LEHA
AMOMENTO
t:age
TELL THE TRUTH
KIMMY.J
Fermata
UXION
Studio di Perla
Maison de Ines
HOON Wearable X
LAUDERGANY
LIE
LILIE U
MINITZ
C-ZANN E
THE STUDIO K
MSKN2ND
Studio Quisseh
ANOUK
S.Y.LEE
SYZ
urnavy
TIGER IN THE RAIN
NEUL
PHILOCALY
POST DECEMBER
wnderkammer
Vert Berry
Le Kate
Moon Lee
RAIN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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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ayu.kr
+82-2-720-7721
Tel.
E-mail ayuhealing@naver.com
Add. 24, Jahamun ro 9-gil, Jongn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vegantigerkorea.com
+82-10-5678-3838
Tel.
E-mail vegantiger@naver.com
Add. 1-604, Innovationpark, 684, Tongil-ro,
Eunpyeong-gu, Seoul, Korea

아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24

비건타이거

Jung, Young Ah

Yang, Yoon A

정영아

양윤아

AYU is an Indian word derived from the word Ayurveda meaning ‘Life’. It is a brand designed to ‘heal’
the body and the mind of exhausted modern people by its designs that is both comforting and
coexisting with nature.
아유(AYU)는 아유르베다에서 어원을 따온 인도어로 ‘Life’를 의미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편안함을 담은 디자인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만들어진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4호

D-02

D-01

VEGAN TIGER

Booth No.

Booth No.

AYU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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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EAR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Vegan Tiger suggests Vegan Fashion with the slogan ‘Cruelty free’ to reduce fur animal suffering
and offer a wide choice of products. We do not use fur as well as leather, wool, silk, goose down,
angora and other animal materials . We select decent non-animal materials and design with them
to replace animal materials.
비건타이거는 모피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주고자 ‘CRUELTY FREE’ 라는
슬로건을 지닌, 잔혹함이 없는 VEGAN FASHION을 제안합니다. 모피뿐만 아니라, 가죽, 양모, 실크, 오리털 및
거위털, 앙고라 등 생명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비동물성 소재를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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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A

AMOMENTO

레하

아모멘토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10m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7

Brand
Concept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6, 2층

Yoo, Le Na

Lee, Mi Kyung

유리나

이미경

Founded in 2015 by Lena and Hannah sisters.
Leha is womenswear that refines modern wardrobe focusing on wearable but handcrafted. Leha's
collection creates the perfect harmony of casual chic and timeless elegance for confident woman
with style and personality.
레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여성브랜드로 클래식하고 클린한 실루엣을 기본으로 하며 소재와 디테일로
차별성을 더해 컬렉션을 완성합니다. 2015년 유리나 디자이너가 런칭한 레하는 캐주얼 시크와 타임리스한
우아함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레하의 옷은 여성들이 스타일에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자신감을 더해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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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ncept

D-04

D-03

Contact Info
Url
www.amomento.kr
+82-70-7121-2689
Tel.
E-mail info@amomento.kr
Add. 2F, 6,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lehastudio.com
+82-2-542-9001
Tel.
E-mail info@lehastudio.com
Add. 457, Dosan-daero, Gangnam-gu, Seoul, Korea

Founded in 2016, AMOMENTO is a brand related with modern gentle based in Seoul, Korea.
We always seek out timeless classic, effortless elegance when we design, select items, find new
brands. Influenced by the flow of culture rather than the trends of the fashion industry.
We hope customers enjoy our pursuit of aesthetics and values.
AMOMENTO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패션트렌드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입혀졌을 때 완성되는 아름다운 가치에 집중하였으며,
고급스러운 소재, 미니멀한 실루엣과 디테일로 그 옷이 입혀지는 순간마저도 디자인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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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tage.co.kr
+82-10-3022-4057
Tel.
E-mail tage@tage.co.kr
Add. #1507, 163, Nangye-ro, Ju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noidcompany.com
+82-2-3444-0815
Tel.
E-mail noidco@naver.com
Add. B101, 15, Nonhyeon-ro 150-gil, Gangnam-gu,

티:에이지

텔더트루스

서울시 중구 난계로 163, 1507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15, B101

Lee, Ye Seo

Kim, Sung Eun

이예서

김성은

It is a designer brand which is a minimalist and modern way of releasing the sensibility of ‘youth’.
In a modern and simple design, it completes a unique look with wit detail, I aim to produce a style
that can be worn anywhere.
Thirty Page의 준말인 t:age는 인생을 책 한 권으로 비유, ‘청춘’의 감성을 미니멀하고 모던하게 풀어내는
이예서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속에 위트있는 디테일로 유니크한 룩을 완성시키며,
어디서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연출, 지향합니다.

Brand
Concept

D-06

D-05

TELL THE TRUTH

Booth No.

Booth No.

t:age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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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THE TRUTH creates everyday beauty with sharp constructed shapes, exquisite fabrics and
playful colors. The identity of the brand, timeless styles enhanced by delicate materials and
whimsical details, inspires energetic women and highlight them vividly with fresh and different
silhouette. This chic contemporary minimalism that will no doubt become the go-to hero pieces in
your wardrobe.
TELL THE TRUTH는 SOFT-AVANTGARDE와 RE-TOUCHED MINIMAL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기본에 충실하며,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가치있는 옷. 히스토리가 있는 옷을 모토로 유니크한 칼라와 감성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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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kimmyj.com
+82-70-7582-7871
Tel.
E-mail heejin.kim@kimmyj.com
Add. 19, Bongeunsa-ro 34-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www.la-fermata.com
Url
+82-2-6081-9633
Tel.
E-mail hyejin.adel@la-fermata.com
Add. 30, Itaewon-ro 36-gil, Yongsan-gu, Seoul, Korea

키미제이

페르마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4길 19

Brand
Concept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36길 30

Kim, Hee Jin

Choi, Hye Jin

김희진

최혜진

키미제이는 아트워크 무브먼트로 구성된 에슬레저 룩을 리드 합니다. 설치미술, 산업디자인, 패션 등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예술품이라 생각하며 디자인합니다.

Brand
Concept

D-08

D-07

Fermata

Booth No.

Booth No.

KIMMY.J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Fermata has pursued slow and sustainable fashion, a move against the rapid pace of fast fashion.
Persisting in its philosophy, Fermata sources natural fibers such as linen, cotton and wool to capture the
classic design features that transcend time.
페르마타는 그 의미처럼 발 빠르게 변하는 세계 패션 시장과 현대사회에서 당사의 옷을 통해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뚜렷하고 감도 있는 캐릭터와 정체성으로 패션 트렌드를 제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가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치 중심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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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saimi.kr
+82-70-7527-4398
Tel.
E-mail saimi.seoul@gmail.com
Add. 3F, 282, Dongho-ro, Ju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u-xion.com
+82-10-9462-1682
Tel.
E-mail uxion@u-xion.com
Add. 283,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사이미전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2, 3층

Brand
Concept

유시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Chun, Sai Mi

Yoo, Zi On

전새미

유지온

SAIMI JEON is a designer fashion brand based in Seoul and founded in 2012.
The brand specializes in women’s ready-to-wear fashion, loungewear, resort wear and accessories.
Founder and creative director Saimi Chun’s interest in the arts has helped to develop the brand’s
character by designing collections, creating performances, events and many collaborations with
choreographer, musicians, artists and designers.

Brand
Concept

D-10

D-09

UXION

Booth No.

Booth No.

SAIMI JEON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Tailored casual.
테일러링 테크닉을 캐쥬얼 아이템에서 재해석합니다.

사이미 전은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로서, 브랜드 이름의 한국 표기인 ‘사이미’는 프랑스 유학시절 디자이너 이름인
‘새미’를 프랑스인들의 방법으로 발음하면서 얻은 제2의 이름이자 그 자체로 한국적이면서도 프랑스적인 에센셜
한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본인이 나고 자란 한국의 감성과, 유학을 통해 흡수한 프랑스의 감성을 매치하여
conversible하고 fluid한 실루엣의 디자인으로 입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 할 수 있는 옷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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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stuidodiperla.com
+82-51-629-7920
Tel.
E-mail vogue7997@hanmail.net
Add. #507, Singwandong, Business Incubation Center, 365, Sinseonro, Nam-gu, Busan, Korea

Contact Info
Url
www.maison-ines.com
+82-10-2929-7912
Tel.
E-mail maison-ines@hotmail.com
Add. 124, Changdeokgung-gil, Jongno-gu, Seoul, Korea

스튜디오 디 뻬를라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창업보육센터 신관동 507호

메종 드 이네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124

Baek, Jin Joo

Kim, In Hye

백진주

김인혜

It is a brand for sophisticated and sensitive customers who create new styles by their own values
and philosophies with the concept of “beautifully harmonizing with costumes”.
“의상과 소통하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다” 라는 컨셉으로 서로 다른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세련된 감성의 고객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D-12

D-11

Maison de Ines

Booth No.

Booth No.

Studio di Perla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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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De Ines is a new designer brand, launched in 2012 with SS collection. So many clothes
come and go but there was only one concept which had me captured. “Fine clothes give wings.”
Maison De Ines. I am a person who makes your wings.
“화려한 말과 새로운 것들이 매일을 채우는 이 세계에서 조금 특별하고 조금 재미난, 그러다 이내 곧 자연스레 익숙해
지는 것들… 다정한 마음을 담아서 메종 드 이네스의 옷을 만듭니다.”
“화려한 오늘의 트렌드 속에서 기본을 잃고 헤매지 말자!”
대단한 뮤즈를 향한 한 벌의 옷이 아닌 우리 주변의 나와 그녀들… 평범한 누군가의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는
옷을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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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hoonwearablex.com
+82-31-8016-9736
Tel.
E-mail Lth9636@gmail.com
Add. 11F, 156,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86-768-2800390
Tel.
E-mail karaouyang@126.com
Add. 2F-4, Bldg A, Lianyun Industrial Zone, Fengxin EastRoad,

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11층

라우더가니

Chaozhou, Guangdong, China

Lee, Tae Hoon

Kara Ouyang

이태훈

Brand
Concept

HOON Wearable X, a designer brand, was founded with the aim of designing and directing a
fashion show featuring ‘Hoon chic’, which represents the unique atmosphere of women’s clothing
design and the emerging designer Lee Tae-hoon, every season.
디자이너 브랜드 ‘HOON Wearable X’ 는 신진 디자이너 태훈(Lee, Tae Hoon = HOON)의 개인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로 매 시즌 태훈(HOON)의 ‘성 중립’디자인과 분위기를 담은 훈시크(Hoon chic) 패션쇼를 구체적으로 기획,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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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D-13

LAUDERGANY

Booth No.

Booth No.

HOON Wearable X

WO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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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elf-created brand LAUDERGANY with its exquisite tailoring ,Sophisticated fabric
screening,emphasize the dignity and tenderness of women.the quintessence of traditional dress in
the chinese and westerm of the prefect conbination,present the character and extraordinary elements
from si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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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liecollection.com
+82-2-553-3314
Tel.
E-mail chung@liecollection.com
Add. 7, Seolleung-ro 99-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lilieu.co.kr
+82-70-7677-0359
Tel.
E-mail lilieu@naver.com
Add. 245-804, 135,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라이

릴리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9길 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5-804

Lee, Chung Chung

Lee, Joo Young

이청청

이주영

LIE is a modern women’s lifestyle brand that celebrates playful take on masculine-feminine duality.
Combining signature tailoring with fabric combinations, LIE introduce elevated silhouettes that
bridges bold colors and soft features in a dynamic yet romantic collection.
LIE는 페미닌함과 매니쉬함을 플레이풀하게 결합한 모던 여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대담한 색상과 소프트한
라인의 조합을 통해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선보이는 LIE는, 유니크한 감성의 컬러&패브릭 매치를 통해 다이나믹하면서
도 로맨틱한 컬렉션을 탄생시킵니다.

Brand
Concept

D-16

D-15

LILIE U

Booth No.

Booth No.

LIE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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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E U is reminiscent of the ‘LILY’ in the woods, finding tranquility in space, or ‘LIEU’. LILIE U is a
brand that represents discovering the new among the familiar. Every season, it is with this passion
that LILIE U approaches it’s design, bringing a Modern, Avant-Garde Look into the daily lives of
women.
LILIE U는 수목의 그늘에서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LILY)과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LIEU)의
합성어로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들을 지지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입니다. 매 시즌 ‘익숙한 모습 안에 낯선 새로움’이라는 기본메시지를 바탕으로 편안한 스타일의 Modern AvantGarde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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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minitz.kr
+82-2-2233-1008
Tel.
E-mail minitz@naver.com
Add. #317, 60, Jeongbalsan-ro 42beon-gil,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czann.com
+82-2-6097-0212
Tel.
E-mail sjm.czanne@gmail.com
Add. 17, Dasan-ro 46-gil, Jung-gu, Seoul, Korea

미니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2번길 60, 317호

시지엔 이

서울시 중구 다산로 46길 17

Lee, Kyoo Sun

Lee, Seo Jung

이규선

이서정

MINITZ provides generally modern and simple line with a little variation. It pursues natural and
comfortable styling which is not bound by specific trends. It ensures it uses quality fabrics and
colors that are natural and comfortable. At MINITZ, customer can enjoy various mix and match as
well as splendid personality.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라인에 약간의 포인트를 준 디자인으로 트렌드에 구애 받지 않으며 내츄럴하고 편안한
멋을 추구하고 소재와 컬러에서 자연스럽고 다양한 믹스매치가 가능해 입는 사람의 개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Brand
Concept

D-18

D-17

C-ZANN E

Booth No.

Booth No.

MINITZ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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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ANN E is a creative design house that believes fashion comes from those who wear it. It’s
expressed in our designs, which are based on sophisticated yet simple lines that transform with
the movements of the wearer. It is the individual that brings meaning to the outfit. In essence,
the final element of our design is always the person wearing it.
절제된 선의 미가 옷 입는 이의 움직임을 통해 살아나고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끌어낸 디자인입니다.
한국적인 절제된 단순미 + 아방가르드 + 미니멀리즘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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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thestudiok.com
+82-2-518-8984
Tel.
E-mail info@thestudiok.com
Add. 2F, 14, Dosan-daero 53-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mskn2nd.com
+82-2-6677-5919
Tel.
E-mail munsookwon@gmail.com
Add. 6, Seolleung-ro 103-gil, Gangnam-gu, Seoul, Korea

더 스튜디오 케이

문수권세컨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14, 2층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03길 6

Hong, Hye Jin

Kwon, Mun Soo

홍혜진

권문수

THE STUDIO K is a brand reflecting designer HyeJin Hong’s philosophy of modern sensitivity,
harmony of technology and design, trend with originality.
THE STUDIO K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모던한 감성, Technology 와 Design 의 조화, Trend를 반영한
Originality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홍혜진의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D-20

D-19

MSKN2ND

Booth No.

Booth No.

THE STUDIO K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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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playful, Anything wearable, Everything you want to own, Nothing you want to miss.
MUNSOO KWON(문수권)의 두번째 브랜드 MSKN2ND (문수권세컨)은 실용적인 디자인과 유쾌한 디테일로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MSKN2ND은 매 시즌 MUNSOOKWON 컬렉션의 컨셉을 함께 나누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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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Quisseh

WOMEN'S WEAR

ANOUK

MODERN REINTERPRETATION OF HANBOK

스튜디오 키세

아눅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31, 203호

Brand
Concept

Brand that makes trendy fashion Items that motivated by Hanbok.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 된 여성복 브랜드입니다.

Choi, Ji Won

An, Hye Won

최지원

안혜원

Brand
Concept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디자인센터 605호

D-22

D-21

Contact Info
Url
www.anoukstudios.com
+82-10-3022-0369
Tel.
E-mail cocorosette@gmail.com
Add. #605, Designs Center, 57, Centumdong-ro,
Haeundae-gu, Busan, Korea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quisseh.com
+82-10-2245-0514
Tel.
E-mail quisseh@naver.com
Add. #203, 31, Nonhyeon-ro 131-gil, Gangnam-gu, Seoul, Korea

WOMEN'S WEAR

WO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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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tail-oriented Classic Modernism” is the breezy signature aesthetic of ANOUK. Launching in
2015, ANOUK is a women’s ready-to-wear by a creative head Hyewon An.
20대 중반~40대 초반의 문화생활에 노출된 도시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여성복 ready-to-wear입니다.
매년 뉴욕 패션위크에서 S/S＆F/W 컬렉션/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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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www.maisonsylee.com
Url
+82-10-4775-3853
Tel.
E-mail syleeous@gmail.com
Add. C-103, 37, Jeonpo-daero 255beon-gil, Busanjin-gu,

Contact Info
Url
www.sequalyz.com
+82-2-6084-3999
Tel.
E-mail yz.sequal@gmail.com
Add. B-dong, 107, Dojayesul-ro 6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Korea

에스와이리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37, C-103

에스와이지

Lee, Seung Yong

Song, Yu Jin

이승용

송유진

Brand that reinterpret modern design by harmonizing directly-opposed elements like the East and the
West, curve and straight line, men and women without sense of difference.
S.Y.LEE는 ‘atelier for your memories. (당신의 좋은 기억과 추억을 담은 아뜰리에)’라는 슬로건 아래, 동양과 서양,
직선과 곡선, 남성과 여성 등의 상반된 요소를 이질감 없이 조화시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옷을 짓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107, B동

D-24

D-23

SYZ

Booth No.

Booth No.

S.Y.LEE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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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 presents sensual and sophisticated ‘Timeless High-End Feminine Style’ by introducing
stereoscopic elements into the authentic couture methods.
클래식한 정통 couture 방식에 입체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관능적이며 세련된 Timeless High-End Feminine
Style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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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EAR

Contact Info
Url
www.urnavy.com
+82-10-4503-8454
Tel.
E-mail urnavy@undertheradar.cc
Add. B1, 114, Yeonmujang-gil, Seongdo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tigerintherain.co.kr
+82-10-3622-7859
Tel.
E-mail tigerintherain1215@gmail.com
Add. 6F, 506, Achasan-ro, Kwangjin-gu, Seoul, Korea

유아네이비

타이거 인 더 레인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114, B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06, 6층

Ku, Hye Mi / Yang, Cindy

Lee, Jung Sun

구혜미 / 양신디

Brand
Concept

urnavy embodies the lifestyle and attitude of women, with art and cultural aspects of two
designers fromo Korea and Taiwan.
urnavy는 여성의 삶의 방식과 애티튜드에서 받은 영감을 한국과 타이완 두 디자이너의 문화적 요소와 아트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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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IN THE RAIN

Booth No.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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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Brand
Concept

Tiger in the Rain accepts the finer and more formal elements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o
move the rock chic,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rend in fashion today, in a more refined way.
Feminine classic과 Woodstock rock spirit이라는 두 extreme의 세련된 결합입니다. Tiger in the rain은 현재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trend 요소인 rock chic를 보다 세련된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보다 장식적
이면서 feminine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 영감의 원천을 미국 대륙에서 유럽으로 이동시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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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neulofficial.com
+82-10-2539-0166
Tel.
E-mail jun@fantasticsrl.com
Add. 3F, 31, Itaewon-ro 54-gil, Yongsa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philocaly.kr
+82-10-4139-0796
Tel.
E-mail philocalyseoul@naver.com
Add. #302, 383,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Korea

늘

필로컬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31, 3층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83, 302호

Cho, Sung Jun

Han, Seul Gi

조성준

한슬기

NEUL was launched in 2015 in Italy, in an attempt to revamp everyday wardrobe with a bit of a
twist. Rather than being iconic designs of a period, NEUL seeks to create timeless pieces which will
never wear out of style or loose its chic appeal.
NEUL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할 줄 아는 “city girl” 의 일상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그 시기의 아이코닉한
아이템보다는 언제나 한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위한 디자인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컬렉션 전체가 마치
하나의 룩처럼, 어떤 아이템과 믹스매치 하더라도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브랜드 ‘NEUL’ 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Brand
Concept

D-30

D-29

PHILOCALY

Booth No.

Booth No.

NEUL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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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CALY is naming with the meaning of THE LOVE OF BEAUTY. The beauty that women can
show, We are spreading every mood of PHILOCALY every collection. Utilizing a variety of colors
and materials, without restrictions
We present items with various items and can be used to mix-match. “Wearable Girlish” as the main
mood, It develops the design by dissolving the color and the sensibility splashing in everyday life.
PHILOCALY는 THE LOVE OF BEAUTY의 뜻을 가진 네이밍으로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매 시즌 필로컬리만의 무드를 담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감과 소재를 활용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아이템들과 믹스매치가 가능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을 제시합니다.
“Wearable Girlish”를 메인무드로, 톡톡 튀는 색감과 감성을 일상 속에 녹여내어 디자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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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postdecember.com
+82-2-732-1213
Tel.
E-mail postdecember@naver.com
Add. 1F, 12, Jahamum-ro 38-gil, Jongn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wnderkammer.com
+82-70-8154-1665
Tel.
E-mail wnderkammer@wnderk.com
Add. 4F, 85, Jahamun-ro, Jongno-gu, Seoul, Korea

포스트디셈버

분더캄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8길 12, 1층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5, 4층

Bhaak, So Hyan

Shin, Hye Young

박소현

신혜영

Like a little sailing boat sending big waves into the shore, I’m the pioneer of change. I am different,
and even if I only have one match the chain reaction will never stop. I haven’t look in any mirror
today, but I feel pretty. Today I love my smile. Today I know the world is waiting impatiently for
me. Today I’m dancing in the rain, I feel alive and I can’t complain. My Post December lasts all year,
while I reveal the colors I have never shown before.
포스트디셈버는 13월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2월의 다음, 시간을 넘어서다”라는 뜻의 이름은 삶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철학적인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들여다 봄으로써 시작되는 자신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자존감과 나와 남의 균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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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wnderkammer

Booth No.

Booth No.

POST DECEMBER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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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ERKAMMER is Simple, Natural, Lyrical, Classical, Mignon, Adonis, and Immaturity of
emotions as European style, mixing mannish style with femininity reinterpreted as simple and
naturalsentiment. We want to make our customer appeal their unique personality and stand out
themselves throughWNDERKAMMER.
분더캄머의 컬러는 미국작가 라이언맥긴리의 사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나체의
모습은 다른 어떤 피사체에도 지지않을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누구에게나 그의 사진임을 인식
가능하게 합니다. 분더캄머는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미니멀한 실루엣, 자연스러운 소재, 정갈한 디테일로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닐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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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vertberry.com
+82-70-8600-9007
Tel.
E-mail info@vertberry.com
Add. 2-501, 245, Nosapyeo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Contact Info
www.le-kate.com
Url
+82-70-5178-8341
Tel.
E-mail lekateofficial@hotmail.com
Add. 102-505, 104, Wiryegwangjang-ro, Sujeong-gu,

베르베리

르케이트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5, 2-501

Kang, Nene

Oh, Jeong Hee

강인혜

오정희

The name is derived from the words “vert” meaning “unripe” or “green” in French and “berry”.
Bright and fresh designs are presented feminine and elegance style in daily life. Boutique & Atelier
way offer a variety of interesting artworks and unique differentiated products.
프랑스어로 “덜 익은” 을 뜻하는 Vert 와 “Berry” 를 조합한 합성어로 “덜 익은 산딸기” 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소녀와 같은 풋풋함과 달콤함을 녹여낸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멋과 품격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부띠끄 & 아뜰리에 운영방식으로 소규모의 특별함과 패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트웍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Seongnam-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04, 102-505

D-34

D-33

Le Kate

Booth No.

Booth No.

Vert Berry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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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EAR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The brand ‘Le Kate’ is going to launch with 2019 summer collection, which is urban, minimal
inspiration. We pursue the sophisticated urban life style through the high-end fabric with exceptional
concept and best quality. Especially, this season’s theme is Urban city sailor, we suggest life style look
to career woman pursue the professional in working and vacation mood in resort as well, It will across
at a time. Le kate creates special substantiality. For making high-end quality, we use silk, cashmere,
supima cotton, and linen. I hope expertly made pieces will be steady user everywhere else, special
moment.
2019 SS 로 런칭하는 ‘르케이트’는 도시적이고 미니멀한 감성으로 경쾌하고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Urban city sailor라는 theme 으로 시작하는 르케이트의 2019SS 컬렉션은 도시 여성들의 리조트룩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일터와 리조트 등의 영역까지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룩을 제안합니다. 르케이트는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실크, 캐시미어, 수피마 코튼,
린넨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스테디한 제품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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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WEAR

Contact Info
Url
www.moonleeartwear.com
+82-10-9610-3112
Tel.
E-mail info@moonleeartwear.com
Add. A-19,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 5F, U:US, 22,
Majang-ro, Ju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rainexe.com
+82-2-6012-0169
Tel.
E-mail rainexe@daum.net
Add. #405, 83, Cheonho-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문리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 5층,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A-19

Brand
Concept

비옴

Lee, In Joo

Jeung, Mun Hee

이인주

정문희

“A creative space seek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fashion being Art”
Moon Lee, a designer readytowear brand established in London in 2015, is a creative space seek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fashion being Art.
The brand strives to communicate emotions through the garments and it is tailored for fashion
lovers and art patrons alike. A blend of traditional Korean textile innovations and modern pattern
cutting techniques create a truly unique brand.

Brand
Concept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405호

D-61

D-60

RAINEXE

Booth No.

Booth No.

Moon Lee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2019 S/S

비 rain + 옴exe It’s rain execute mean. In that sense, we are creative and making design.
Naturalism brand
비rain + 옴exe 은 비를 실행하는,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디자인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실행의 의미와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Ready-to-wear 디자이너 브랜드 ‘Moon Lee’는 패션도 아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매 컬렉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Moon Lee’는 아트를 지원하고 사랑하는 30-40대 여성이 메인 타겟이며 한국적인 텍스타일과
현대적인 테크닉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컨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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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EX WEAR / 유니섹스
D-26
D-27
D-35
D-36
D-37
D-38
D-39
D-40

석운 윤
티 라이브러리
디앤티도트
라잇루트
아시하
오디너리피플
요하닉스
플라우드

SEOKWOON YOON
TEE LIBRARY
D-ANTIDOTE
RIGHT ROUTE
AsiHa
ORDINARY PEOPLE
YOHANIX
f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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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seokwoon.com
+82-10-3543-0984
Tel.
E-mail studio@seokwoon.com
Add. #1417, 785, Haeun-daero, Haeundae-gu,

Contact Info
Url
www.teelibrary.com
+82-2-712-5092
Tel.
E-mail info@wenotfat.com
Add. 1F, 28, Gwangnaru-ro 4ga-gil, Seongdong-gu,
Seoul, Korea

석운 윤

티 라이브러리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5, 1417호

Yoon, Seok Woon

Park, Karl

윤석운

박장수

SEOKWOON YOON captures inspiration from a wide-ranging mix of historical and modernart
references. The label evinces a standing boundary between art and ready-to-wear with a
conceptual theme on his collections. Designer Yoon translates inspirations particularly with Trompe
l’oeil technique and combine art in his ready-to-wear collections.
SEOKWOON YOON은 뉴욕에서 시작한 컨셉슈얼 럭셔리 스트릿웨어 (Conceptual Luxury Streetwear) 디자이너
레이블입니다. 매 시즌 Conceptual Idea를 창의적이고 정교한 드레이핑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전형적이지 않은
패턴을 창조하고 재구조화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는 변형 가능한 옷들을 독창적인
감각으로 위트 있게 표현하는 ready-to-wear 룩을 보여줍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4가길 28, 1층

D-27

D-26

TEE LIBRARY

Booth No.

Booth No.

SEOKWOON YOON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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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EX WEAR

UNISEX WEAR

Fashion Kode 2019 S/S

TEE LIBRARY tells about stories. Curated stories, elaborate graphics, and well-made-shirts are the
foundation of TEE LIBRARY.
TEE LIBRARY는 옷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엄선된 이야기와 정교한 그래픽, 그리고 잘 만들어진 티셔츠,
이 세 가지는 Tee Library가 한결같이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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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EX WEAR

Contact Info
Url
www.d-antidote.com
+82-2-3445-0608
Tel.
E-mail chief@d-antidote.com
Add. #301, 33, Dosan-daero 27-gil, Gangnam-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rightroute.co.kr
+82-10-7106-5255
Tel.
E-mail rightrouteofficial@naver.com
Add. 9F, 286, Gwangnaru-ro, Seongdong-gu, seoul, korea

디앤티도트

라잇루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7길 33, 301호

Brand
Concept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9층

Park, Hwan Sung

Kim, Tae Won

박환성

김태원

D-ANTIDOTE is the emerging designer label from Seoul, aiming high-contemporary fashion to
detoxify the people poisoned by the current fashion market,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Lux
&Fast), like its brand name itself.

Brand
Concept

D-36

D-35

RIGHT ROUTE

Booth No.

Booth No.

D-ANTIDOTE

UNISEX WEAR

UNISEX WEAR

*D-ANTIDOTE LOGO

Right Route mean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rough fashion and to present the right way.
Right Route는 패션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앤티도트는 K-패션을 기치로 걸고, 하이컨템퍼러리를 추구하는 패션 디자이너 레이블입니다.
브랜드 영문명의 의미 그대로, 패스트 패션과 럭셔리 패션으로 크게 양분화 되어진 기존 패션시장에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거나 각 마켓이 지닌 치명적 단점으로 인해 고민하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독제인 동시에 최적의 해결수단 (The Antidote)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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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asiha.co.kr
+82-70-8770-8744
Tel.
E-mail asihao0o@Naver.com
Add. 8F, 328, Dobong-ro, Gangbuk-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ordinarypeople.co.kr
+82-70-4411-2938
Tel.
E-mail contact@ordinarypeople.co.kr
Add. 2F, 17, Dos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Korea

아시하

오디너리피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8층

Brand
Concept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7, 2층

Song, Jae Seok

Jang, Hyeong Cheol

송재석

장형철

Brand developed by designer Song Jae-seok by holding Neo Orientals in B.I.
Neo Oriental을 B.I로 잡아 송재석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D-38

D-37

ORDINARY PEOPLE

Booth No.

Booth No.

AsiHa

UNISEX WEAR

UNISEX WEAR

Fashion Kode 2019 S/S

Everyone in the world has their one’s particular thing, even though they are ordinary.
Like this, we are all ordinary and unique presence.
This is a designer label showing ordinary people wanting to discover ‘uniqueness’ in the world
through ordinary People’s clothing.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더라도 자신만의 특별함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평범하면서
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이 오디너리피플의 옷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길
바라는 오디너리피플의 소망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레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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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yohanix.com
+82-70-7781-2117
Tel.
E-mail pr@yohanix.com
Add. 505-54, 335, Sapyeong-daero, Seoch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floud.kr
+82-2-6479-3257
Tel.
E-mail patihard33@naver.com
Add. #512, 283,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요하닉스

플라우드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35, 505-5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512호

Kim, Tae Gun

Jeong, Eui Ho

김태근

정의호

Blend our signature strong detail(beading, embroidery, studs) with simple silhouette, wearable yet
stylish and attention grabbing.
Every one can be a star in the daily life when they walking down any ordinary street if they are
wearing YOHANIX, That is why it is so called ‘Street Carpet Style’
무겁고 진중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유머러스함을 다양한 소재들의 혼합, 후 가죽, 쿠튀르 방식의 비즈,
메탈릭 실을 이용한 정교한 자수, 그리고 자체 개발한 프린팅과 시그니쳐 스터드들의 적절한 하모니로 파워풀한
디테일과 구조적인 커팅의 YOHANIX의 옷을 입었을 때 그 거리의 주인공이 되는 ‘스트릿 카펫’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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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D-39

floud

Booth No.

Booth No.

YOHANIX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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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ud
flower+cloud
Like a flowers blooming in clouds, ‘beautiful solutions can bloom in any social problem.’
FLOUD
(FLOWER+CLOUD=꽃구름)
구름에서 꽃이 핀다는 아름다운 말처럼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서라도 아름다운 해결이 만개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윤리적 패션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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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 WEAR / 스윔웨어
D-41 쿠아비노
D-42 아그넬

QUA VINO
AGNEL

105

SWIM WEAR

QUA VINO

AGNEL

Contact Info
www.quavino.com
Url
+82-70-8615-2227
Tel.
E-mail info@quavino.com
Add. 102-1906, 102, Myeongil-ro, Gangdo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agnel.co.kr
+82-70-7869-0106
Tel.
E-mail agnel.official@gmail.com
Add. 205-1801, 382, Gonghang-daero, Kangseo-gu,
Seoul, Korea

쿠아비노

아그넬

Kim, A Ram

이혜원 / 김수정

“QUA VINO - BEST FOR POOLSIDE CHARM
‘QUA’ that means water. ‘VINO’ that means wine. QUA VINO brings a relaxing, happy vacation mood
like sparkling wine drunk at the Pool Side. Designed with a mix of meticulous, elegant textures and
witty creative to deliver the curated collection of poolside for holiday packing.”
“QUA VINO; 물을 뜻하는 QUA, 와인을 뜻하는 VINO.
풀사이드에서 마시는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휴식을 뜻합니다. 풀사이드의 긍정적 활기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토털 풀사이드 스타일을 제안하고, Stylish & Playful Culture에 대한
영감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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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82, 205-1801

D-42

D-41

Lee, Hae Won / Kim, Crystal

Booth No.

Booth No.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02, 102-1906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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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 WEAR

SWIM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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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Brand
Concept

AGNEL is an unique concept in womens’ lingerie/swimwear. AGNEL’s offering has expanded to
include a creatively designed Signature line, a Bridal collection, and a Swimwear capsule that are
based on the Designer, Aram Kim’s various work experience in Europe.
AGNEL tries to transcend a concept of underwear and to blur the line between lingerie and
outerwear. This idea will be fuelled by women who feel confidence in our lingerie that makes them
want to be exposed.
AGNEL은 유니크한 컨셉의 디자이너 LINGERIE/ SWIMWEAR 브랜드로 디자이너 Aram Kim 의 유럽에서의 다양한
커리어에 기반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Signature Line과 Bridal Collection, 그리고 Swimwear Capsule을 제공합니다.
AGNEL은 기존 속옷의 이너웨어 개념을 뛰어넘어 여성들이 란제리를 통해 좀 더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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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D-48 드 마크, 싱클레어
235연구소,
D-49
롱플레잉레코드
로얄레이어,
D-50
컨벡소 컨케이브
D-51 네이비 스튜디오
D-52 엑스와이
D-53 데일리 미러
D-54 알엠디
D-55 원, 피코먼트
D-56 누퍼, 블라13
더 블라디 스튜디오,
D-57
와이리로버
보호,
D-58
프롬 더 예스터데이
D-59 쎄쎄쎄

De Marc., SINCLAIR
235LABORATORY,
LONGPLAYINGRECORD
ROYAL LAYOR,
convexo concave
NAVY STUDIO
Exyai.w
DAILY MIRROR
RMD
worn, PICOMENT
NUPER, BLA XIII
THE BLAH.D STUDIO,
WHY-RI ROVER
BOHO Rainwear,
from the yesterday
SETSET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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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De-Marc.com
+82-10-9747-3368
Tel.
E-mail geniusge@naver.com
Add. #303, 37, Jibong-ro 4-gil, Jongno-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sinclair-studio.com
+82-10-2555-4367
Tel.
E-mail help_lab@naver.com
Add. #15,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드 마크

싱클레어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4길 37, 303호

Kang, Marc

Lee, Jung Rok

강동엄

이정록

De Marc was born in November 2011. That is unisex casual brand. Main target is the men between
late teens and early thirties. Not only make a man’s product but also make a unisex line product.
De Marc.는 2011년 1월에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10대 후반 ~ 30대 중반의 남성들을 주 타겟층으로 하는 유니섹스
브랜드입니다. 주 타켓층은 남성이지만 유니섹스라인으로 남녀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5호

D-48

D-48

SINCLAIR

Booth No.

Booth No.

De Marc.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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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on the concept of ‘Underground Luxury,’ SINCLAIR collection endorses a luxury
contemporary brand by pursuing one of a kind and sophisticated style. All products of SINCLAIR
collection are carefully produced in limited quantities within seasonal plan.
UNDERGROUND LUXUTY’라는 메인 THEME 아래 UNIQUE & FRESH 한 디자인을 매 시즌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의류, 모자, 가방, 기타 악세서리의 아이템으로 풀어내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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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https://swindow.naver.com/designer/store/100040519/home
+82-10-9365-7080
Tel.
E-mail 235lab@naver.com
Add. #8,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shopping.naver.com/designer/
stores/100177746?pure=on
+82-10-2697-6306
Tel.
E-mail kwonohsue@gmail.com
Add. #6,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235연구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8호

롱플레잉레코드

Lee, Germano

Kwon, Oh Seung

이 젤마노

권오승

235laboratory is the men’s wear brand that suggests a new contemporary look influenced by
Street style.
235연구소는 스트릿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컨템포러리룩을 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6호

D-49

D-49

LONGPLAYINGRECORD

Booth No.

Booth No.

235LABORATORY

Brand
Concept

112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Fashion Kode 2019 S/S

‘CLASSICAL STREET’

LONG PLAYING RECORD의 LP와 35MM 필름의 35를 함께 사용한 LP35는 클래식웨어와 자유로운 감성을 가미한
남성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클래식하고 모던한 칼라, 소재와 캐주얼 아이템을 믹스하여 새로운 실루엣과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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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royal-layor.com
+82-70-4141-9663
Tel.
E-mail royal_layor@naver.com
Add. #6,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convexoconcave.com
+82-505-803-2580
Tel.
E-mail jmuseum@hanmail.net
Add. #14,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로얄레이어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6호

컨벡소 컨케이브

Seo, Kwang Joon

Kim, Mu Gyum

서광준

김무겸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existing designs and exploring the patterns of conventional designs
suggest a new kind of deconstructionism through the Royal Layor. Royal layor, brand name, shows
the brand’s identity in combination of two mirrored words. reating different style through a reversal
means the birth of a new one.
‘ROYAL LAYOR’는 HIGH END를 의미하는 ROYAL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반전’ 형태의 LAYOR로 이루어진 형태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기존의 형태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며, 관습적인 틀의 형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를
제시합니다. 반전을 통한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4호

D-50

D-50

convexo concave

Booth No.

Booth No.

ROYAL LAYOR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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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xo concave’ presents menswear that ‘WOMAN COVET MENSWEAR’ based on up-cycling.
‘convexo concave’ wish to express everything that is directly-opposed. Such as rapidly changing
fashion and sustainable up-cycling, men and women, medieval times and modern times through
fashion. Reinterpret consistently three above-mentioned main theme.
컨벡소 컨케이브는 지속 가능한 업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이 탐하는 남성복’을 제안합니다.
convexo concave는 상반된 모든 것을 패션을 통해 표현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과 지속 가능한 업사이클링, 여성과 남성, 중세와 현대를 메인 테마로 컨벡소 컨케이브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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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www.navystudio.co.kr
Url
Tel.
+82-10-9600-7079
E-mail navystudio@naver.com
Add. #20,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Contact Info
Url
www.exyai.com
+82-10-9349-9435
Tel.
E-mail exyai.w@gmail.com
Add. #302, 64, Gangnam-daero 152-gil, Gangnam-gu, Seoul, Korea

네이비 스튜디오

엑스와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64, 302호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20호

Moon, Chang Sung

Kim, Hak Seon

문창성

김학선

The Navy Studio is a menswear of Fashion brand in Korea and like the color of the brand name Navy, it
is right and smart but it suits a man with a subtle sensibility.
브랜드명의 네이비라는 컬러의 느낌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스마트하지만 섬세한 감성을 지닌 남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D-52

D-51

Exyai.w

Booth No.

Booth No.

NAVY STUDIO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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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 Feminine’
Brand with the simplicity and feminine silhouette.
‘미니멀&페미닌’
불필요한 디테일 보다는 심플함과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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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dailymirror.kr
+82-10-3192-6764
Tel.
E-mail dailymirror@naver.com
Add. #19,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redmeteor.co
+82-70-4070-7574
Tel.
E-mail mail@redmeteor.co
Add. #4,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데일리 미러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9호

Brand
Concept

알엠디

Kim, Ju Han

Seok, Sang Ho

김주한

석상호

DAILY MIRROR is the brand that seeks new minimalism only made by Daily Mirror fs color based on
collaboration with mannish and feminine beauty & application of trendy flow.
데일리 미러는 매니시한 남성미와 페미닌한 여성미의 중성적인 부분을 조화, 또 현시대적 트렌디한 흐름을 반영,
이를 바탕으로 데일리 미러만의 색깔로 새로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4호

D-54

D-53

RMD

Booth No.

Booth No.

DAILY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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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 stands for “Red Meteor Design” It is a premium handmade shoes brand for Urbanites that
emphasizes sensual and trendy design. Based on a futuristic and sensual design proposed by
automobile designers. our craftsmen that 30 years of experience in hand crafted provide excellent
quality and grip.
RMD는 ‘Red Meteor Design’의 약자이며,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Urbanite들을 위한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슈즈 브랜드입니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미래적이고 센슈얼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30년 경력의 구두 장인들이 직접 제작해 우수한 품질과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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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CRAFT SILVER JEWELRY

원

Brand
Concept

Contact Info
Url
www.picoment.com
+82-10-6479-9006
Tel.
E-mail picoment@naver.com
Add. #13,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Lee, Hyun Gyu

Yeo, Eun Young

이현규

여은영

This collection found the design of the bag on a broken glass or a sharply polished metal WORN’s
work in inspired by old or worn-out things.
Expresses feelings that occurs as time goes by such as scratches and old murals.
시간의 흐름, 사물의 추상적 이미지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3호

D-55

D-55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9호

피코먼트

Booth No.

Booth No.

Contact Info
Url
www.worn.co.kr
+82-2-776-7070
Tel.
E-mail ravetggu@gmail.com
Add. #19,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PIC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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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MENT is a combination of pico, which stands for tiny units, and movement, which means
movement. It has a meaning of small movements, the overall changes or flows of life in which
actions are made.
PICOMENT is a contemporary silver Jewelry and bag brand and based in South Korea. And it is used
to design a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is not tied to its formal form.
정형화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디자인에 담고자 하는 컨템포러리 실버 주얼리와 가방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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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nuper.co.kr
+82-10-9282-6290
Tel.
E-mail infonuper@gmail.com
Add. #11,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blaxiii.com
+82-10-4843-0490
Tel.
E-mail director@blaxiii.com
Add. #9,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블라13

누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1호

Brand
Concept

Shin, dong Jin

Jeong, Yun Cheol

신동진

정윤철

NUPER is connoted various images of Korean culture and the concept unisex fashion.
한국문화 속 다양한 이미지와 주제로 풀어나가는 유니섹스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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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 XIII

Booth No.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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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of my fashion brand ‘BLA XIII’ means ‘Talking about someone’s heart’. BLAXIII is a fashion
brand that plans and designs costumes by using 3D clothing program.
This is the customized lady’s apparel brand and customers can choose the materials, designs of
their clothes.
‘BLA XIII’ 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로 3D 의상프로그램을 통해 의상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브랜드
입니다. 3D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직접 원단, 부자재,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가상 의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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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www.theblahd.com
Url
+82-10-4322-1216
Tel.
E-mail jjh821216@naver.com
Add. #7,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Contact Info
Url
www.why-rirover.co.kr
+82-2-546-3817
Tel.
E-mail why-rirover@hanmail.net
Add. #5,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더 블라디 스튜디오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7호

Brand
Concept

와이리로버

Jeon, Ju Hyun

Ko, Woo Ri

전주현

고우리

BLAH.D, the brand every woman wants to try on at least once. BLAH.D, expresses the beautiful
body line and inner voluptuous beauty of women. As a designer brand, we present designs that
suggest new looks.

Brand
Concept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5호

D-57

D-57

WHY-RI ROVER

Booth No.

Booth No.

THE BLAH.D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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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Brand to Create Emotion.
감성을 만드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사소한 것들, 가치 없는 것까지도 귀담아 새로운 메시지로, 블라디만의 감성으로, 이야기하고자
만들어진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바디라인과 여성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강점으로 클래식을
베이스로 최소한의 디테일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만들고자 하며, 강한 여성의 향기로 BLAH.D 만의 identity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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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ineedboho.com
+82-50-7368-9061
Tel.
E-mail by9061@gmail.com
Add. #17,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5F, G-TEXTOPIA,
1215, Pyeonghwa-ro, Yangju-si, Gyeonggi-do, Korea

Contact Info
Url
www.fromtheyesterday.com
+82-10-3050-4657
Tel.
E-mail fromtheyesterday.official@gmail.com
Add. 2F, 60-3, Cheongpa-ro 71ga-gil, Yongsan-gu, Seoul, Korea

보호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17호

‘Make sure your loved ones are always safe.’
BOHO is designer’s retro-reflective rainwear brand.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재귀반사기능의 레인웨어(Rainwear)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프롬 더 예스터데이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1가길 60-3, 2층

Choi, Boo

Kang, Dong Jin

최보윤

강동진

Brand
Concept

D-58

D-58

from the yesterday

Booth No.

Booth No.

BOHO Rainwear

Br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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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rom the yesterday’, weave warm nostalgia into every piece of our clothing. In our modern
society in which things are rapidly moving and changing, we aim to bring you, our valued
customers, back to a place where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the times that were left behind.
어제의 나를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기에도 바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from the yesterday’ 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고 위로하며,
따뜻하게 감싸주고자 하는 감성을 의복에 담아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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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TSET

Memo

쎄쎄쎄

Booth No.

D-59

Contact Info
Url
www.setsetset.co.kr
+82-10-3488-2554
Tel.
E-mail setsetsetofficial@gmail.com
Add. B1, 43, Bongeunsa-ro 61-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1길 43, 지하1층

Jang, Yoon Kyung
장윤경

Brand
Concept

To express Korean culture in a different way, without being obvious. We developed a trendy color
textile design every season. It is a women’s clothing brand that designs with a lively and kitsch
feeling.
SETSETSET은 한국문화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 뻔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트렌디한 컬러감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즌마다 개발하여 러블리하고 키치한 느낌으로 디자인하는 여성의류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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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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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패션디자인협회

D-43
D-44
D-45
D-46
D-47

모던에이블,
씨-웨어
얼킨
몬티스
잔키, 제이초이
한나브라운

MODERNABLE,
C-Wear
ul:kin
Monteeth
JAAN KEE, JCHOI
Hannah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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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the-modernable.com
+82-70-7798-7666
Tel.
E-mail modernable_@naver.com
Add. #201, 59-10, Gyeomjae-ro 54-gil, Jungnang-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c-wear.kr
+82-10-4628-0285
Tel.
E-mail cheonjj0927@gmail.com
Add. 3F, 55, Jong-ro 63ga-gil, Jongno-gu, Seoul, Korea

모던에이블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54길 59-10, 201호

Brand
Concept

씨-웨어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55, 3층

Jeong, Yu Bin

Cheon, Jae Jun

정유빈

천재준

Modernable looks for warm mood in cold hearted city, bases on modern chic mode and tries to add
new feminine casual look and trendy detailed which is only.

Brand
Concept

D-43

D-43

C-Wear

Booth No.

Booth No.

MODERNABLE

JOONGANG FASHION
DESIGN ASSOCIATION

JOONGANG FASHION
DESIGN ASSOCIATION

Fashion Kode 2019 S/S

C-wear design is rebellious minimalism and pursues new way of thinking and simplicity.
C-Wear는 ‘반항적인 미니멀리즘’을 컨셉으로 ‘발상 전환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합니다.

차가운 도시 속에서 따뜻함을 찾는 모던에이블은 모던시크를 바탕으로 절제된 실루엣에 모던에이블만의 유니크한
디테일을 더해 새로운 페미닌 캐주얼룩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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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ulkin.co.kr
+82-70-7560-2014
Tel.
E-mail lsd.cd@ulkin.co.kr
Add. 3F, 22, Ewhayeodae 5-gil, Seodaemun-gu, Seoul,
Korea

Contact Info
Url
www.monteeth.com
+82-70-8866-1057
Tel.
E-mail info@monteeth.com
Add. 2F, 19, Dosan-daero 27-gil, Gangnam-gu, Seoul,
Korea

얼킨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22, 3층

Brand
Concept

몬티스

Lee, Seong Dong

Sung, Ji Eun

이성동

성지은

Designing based on artist’s lifestyle, expression technics ul:kin is a Seoul-based unisex casual
brand. Inspired by works of artists, ul:kin sets the trend with artistry.
얼킨은 아티스트의 라이프스타일과 표현방식 등의 예술 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7길 19, 2층

D-45

D-44

Monteeth

Booth No.

Booth No.

u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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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킨 메인 로고>

Monteeth™ the label was born out of a need to enliven mundane lives. The modern exciting South
Korean brand focusing on creating carefully engineered garments and accessories with whimsical
ideas insists on living lively. The collection features clever silhouettes with unique details and has a
crisp edge.
어른이, 키덜트,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피터팬 콤플렉스 등 영원히 꿈꾸는 소년 소녀의 모습을 잊지 않길 바라며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디자인에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을 사용하여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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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
Url
www.jaankee.com
+82-10-5008-9401
Tel.
E-mail jaankee.official@gmail.com
Add. JAANKEE, 2F, 116-D, 41, Jeonpo-daero 25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Contact Info
Url
www.jchoistudio.com
+82-2-847-4910
Tel.
E-mail kahlo@kahlony.com
Add. #104, 35, Ewhayeodae 5-gil, Seodaemun-gu,
Seoul, Korea

잔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41, D-116, 2층, 잔키

Brand
Concept

제이초이

Jang, Ki Beom

Choi, Jung Su

장기범

최정수

Brand that harmonized and reinterpreted the feeling and culture of street fashion into Korean style.
스트릿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성과 문화들을 한국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한 브랜드입니다.

Brand
Concept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5, 104호

D-46

D-46

JCHOI

Booth No.

Booth No.

JAAN 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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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2019 S/S

JCHOI reinterprets inspirations coming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architectures, paintings and
products with its own geometric insight. We persist in our own process and following trend.
We are standing between everyday life and highend.
JCHOI는 건축, 회화, 사물 등의 다양한 분야 및 오브제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인 시점에서 이를 재해석합니다.
일상과 하이엔드, 트렌드와 고유의 디자인 철학의 중간에 서서 패션에 접근합니다.

136

137

JOONGANG FASHION
DESIGN ASSOCIATION

Fashion Kode 2019 S/S

Hannah Brown

HANNAH BROWN

한나브라운

Booth No.

D-47

Contact Info
Url
www.hhbkr5505.com
+82-2-3462-5505
Tel.
E-mail juju1027@naver.com
Add. B-1110, 25, Mabang-ro 10-gil, Seocho-gu, Seoul, Korea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 25, B-1110

Choi, Yoon Hee
최윤희

Brand
Concept

Hannah Brown ’s designs, are in pursuit of freedom, but it does target work, and everyday life,
it is based on principality to produce females lines, yet it’s size and fabrics are of unisex concept.
‘City concept and casual day wears’, but it integrates a structural functionality into its sportism
concept.
한나 브라운의 디자인은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일과 일상의 모든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 라인을 메인으로
하지만 사이즈와 패브릭으로 유니섹스 컨셉도 함께 진행 합니다. 도시적 캐쥬얼과 데이웨어 그리고 구조적 기능성을
포합한 스포티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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