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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SCHEDULE
Main Fashion Show

FASHION KODE PROGRAM

Free Flow Fashion Show

10. 20 Tue

10. 21 Wed

10. 22 Thu

10. 20 Tue 11:00-12:00

Zexy Garden

Opening Ceremony
Schedule

Opening Ceremony
JUI

11:30-12:00

Program

11:00-11:30

오프닝세레모니

오프닝 공연
[ JangGo-Choom : Ariara Dance Project ]
홍보대사 위촉식 [ 차승원, EXID ]

Fashion Kode Designer Award
Opening Gala Show [ 이상봉, 장광효, 박윤정, 신장경, 홍은주 ]
의상협찬 : 정도우, 장형철

12:00-12:30
12:30-13:00

※걸그룹 EXID 갈라쇼 모델로 참여

13:00-13:30
KARIS

13:30-14:00

10. 20 Tue - 10. 22 Thu

Patrick Owen

1F, 2F, 3F

Fashion Buyer Business Meetings

14:00-14:30

패션수주회

1:1비즈매칭,
개별상담, 제품전시 등
테마존형 수주회 구성

15:30-16:00

YTY / 김도형

16:00-16:30
16:30-17:00

fashion story JUNG HUN JONG
/ 정훈종

17:00-17:30
17:30-18:00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15:00-15:30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14:30-15:00

HEILL / 양해일

10. 20 Tue - 10. 21 Wed

Zexy Garden

Main Fashion Show

정훈종 / 이상봉 / 김도형 / 양해일

메인 패션쇼

10. 21 Wed - 10. 22 Thu

Zexy Garden

Free Flow Fashion Show
프리플로우 패션쇼

참여 브랜드 프리플로우 패션쇼
총 4회 프리플로우 패션쇼 진행
[ JUI, KARIS, NAVYFACTORY.LAB, Patrick Owen]

18:00-18:30

10. 20 Tue 20:30-24:00
2016 S/S

19:00-19:30
19:30-20:00

LIE SANGBONG / 이상봉

20:30-2400

Networking party

2016 S/S

18:30-19:00

Networking Party
네트워킹 파티

Club MOVE
디자이너 및 바이어 초청
DJ퍼포먼스, 케이터링 등

NAVYFACTORY.LAB

※ 세부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gram details may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organizers.

004

005

FASHION KODE EXHIBITION MAP

Women’s
Wear

General
Merchandise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G밸리

GU

G-Valley
Fashion
Center

Guest
Nation

K-Fashion
Creative
Designer

[ 2 Floor Exhibition Hall ]
Exhibition Map

Men’s
Wea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Designer
Brand

2016 S/S

G

2016 S/S

W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M

Exhibition Map

PR01

D

Women’s Wear / Designer Brand /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partment
Store

[ 1 Floor Exhibition Hall ]
Men’s Wear / Designer Brand / General Merchandise /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 3 Floor Exhibition Hall ]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 K-Fashion Creative Designer / G-Valley Fashion Center / Guest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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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NDEX

Designer Brand

Men's Wear

Women's Wear

General Merchandise

DESIGNER INFORMATION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G-Valley Fashion Center

Hyundai Department Store

Guest Nation

- BAZAAR | 바자
- TINT | 틴트
- LIBERTY | 리버티
- YM KNIT COMPANY | 와이엠 니트 컴퍼니
- W.STORY | 더블유 스토리
- NAME | 네임
- BABY POWDER | 베이비 파우더
- PLATBOON | 플랫분
- GLOIRE | 글루아르
- FREAKS BY KIMTAEHOON
|

프릭스 바이 김태훈

- W2H | 황은하
- CHRISTOPER MARVIN | 크리스토퍼 마빈
- NOIRER 노이어
|

- MONCOOS | 몽쿠스
- SIDAEGAMSUNG | 시대감성
- VANEMIA | 바네미아
- MAENG'S WORK | 맹스웍
- WANY-Z | 와니지
14p HEILL | 양해일 / 2F
15p YTY | 김도형 / 2F

LIE SANGBONG | 이상봉
fashion story JUNG HUN JONG | 정훈종

19p UNTAGE | 언티지
20p L.MNT | 엘.엠엔티
21p De Marc | 드 마크
22p NAVYFACTORY.LAB | 네이비 팩토리

2F Women's Wear

57p Modern Alchemist | 모던알케미스트
58p ELLY&JAY | 앨리엔제이

27p I = I | 아이는아이
28p Y.F.S | 와이에프에스
29p JUI | 주이
30p JI.IN | 지인
31p LOOKAST | 룩캐스트
32p costume | 코스튬
33p TOYKEAT | 토이킷
34p VUI | 부이
35p EUNJUKOH | 은주고
36p Couturier Holiday | 꾸띄리에 홀리데이
37p MONTEETH™ | 몬티스
38p SCREWVOLL | 스크류볼
39p Hanna Brown | 한나브라운
40p Sanfrancisco Umbrella
|

샌프란시스코 엄브렐라

41p Bitto 비토
|

42p DORIKEI | 도리케이
43p ENZUVAN | 엔쥬반
44p VVV | 브이브이브이
45p GREEDILOUS | 그리디어스
46p slow-move | 슬로우무브
47p LOVERS MART | 러버스마트

1F General Merchandise
49p M.M.D | 마이믹스드디자인

1F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61p FUTURE LABELS (멀티레이블 쇼룸)

D

MILL STUDIO GALLERY
& SHOWROOM
DESIGNER Myoung yoo suk / 명유석
URL www.millstudio.co.kr

62p AMÀNDULA (여성복)

D

HEILL
DESIGNER Yang, Heill / 양해일
URL www.heillparis.com

D

YTY
DESIGNER Kim do hyung / 김도형
URL http://www.kamista.com

LIE SANGBONG
DESIGNER Lee Sang Bong / 이상봉
URL www.liesangbong.com

63p PAUL MEMOIR (남성복)
64p SANS ARCIDET (잡화) / 3F
D

M

M

M

3F G-Valley Fashion Center
66p CLOUDRADIO | 클라우드라디오
67p CHEETAH EYEWEAR | 치타아이웨어
68p VONVO | 본보
69p HYOWON | 효원

Hyundai
2F
Department Store
71p A USUAL DAY, GREEDA
|

유주얼데이, 그리다.

72p Boovous | 부부

fashion story
JUNG HUN JONG
DESIGNER Jung, Hun Jong / 정훈종

M

73p JIAVEC | 지아베크

UNTAGE
DESIGNER Choi woongnam / 최웅남
URL www.untagestore.com

M

L.MNT
DESIGNER Lee. Hyo Yeoul / 이효열
URL http://www.lmntcompany.com

M

De Marc.
DESIGNER Kang, Marc / 강동엄
URL http://www.De-Marc.com

M

74p BAEZUAN | 배주안
75p BYLORDY | 바이로디
76p MONOCHROME | 모노크롬
77p De rêve | 드레브
78p maison de ines | 메종드이네스

2016 S/S

1F Men's Wear

56p KARIS | 카리스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 DAEME | 다엠

25p DOHN HAHN | 돈한

D

Designer Information

명유석 / 1F

55p DA:EL | 다엘
Brand Index

|

54p SAINT LUXURE | 세인트 럭슈르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13p MILL STUDIO GALLERY & SHOWROOM

23p keemoon | 키믄
24p TRWA | 트와

2016 S/S

Designer Brand

50p ul:kin | 얼킨
51p Michaella Shin | 미카엘라 신
52p Liz's Tail | 리즈테일
53p ITSBAG | 잇츠백

3F Guest Nation
80p Patrick Owen (여성복)

NAVYFACTORY.LAB
DESIGNER Kil, Kang Wook / 길강욱
URL www.navyfactory.com

keemoon
DESIGNER Kim, Dal / 김달
URL www.keemoon.or.kr

TRWA
DESIGNER Kim, Ki Young / 김기영
URL www.trwa.co.kr

DOHN HAHN
DESIGNER Han, Dong Woo / 한동우
URL WWW.DOHNHA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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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Designer Brand

Men's Wear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DESIGNER KIM, MI-SUN / 김미선
URL www.iequali.net

W

DESIGNER Y.F.S / 와이에프에스
URL www.yonafromspace.com

W

DESIGNER Kim, Hyung Bae / 김형배
URL www.lookast.com

W

DESIGNER Meang, Joo Hee / 맹주희
URL www.zoomoonstore.com

W

costume
DESIGNER Kim, Dae Hee / 김대희

W

JI.IN
DESIGNER Jun, Ji hyun / 전지현
Kim, Tae kyung / 김태경
URL www.ji-in.net

W

TOYKEAT
DESIGNER Lee, Enjoo / 이은주
URL www.toykeat.com

W

DESIGNER Shin, Hyo Young / 신효영
URL www.vui.kr

W

DESIGNER Koh, Eunju / 고은주
URL www.eunjukoh.com

Couturier Holiday
DESIGNER Judith Shin / 신지혜
URL www.couturierholiday.etsy.com

Monteeth™
DESIGNER Sung Ji Eun / 성지은
URL www.monteeth.com

SCREWVOLL
DESIGNER Park, Ha Young / 박하영
URL www.screwvoll.com

DESIGNER Cha, Beau Kyung / 차보경
URL www.Sanfranciscoumbrella.com

W

ENZUVAN
DESIGNER HONG, EUNJU / 홍은주
URL www.enzuvan.com

W

2016 S/S

EUNJUKOH

W

Sanfrancisco
Umbrella

Hanna Brown

W

VUI

Hyundai Department Store

W

DESIGNER Choi, Yoon Hee / 최윤희
URL goodandgoods.co.k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LOOKAST

JUI

W

Designer Information

Y.F.S

W

Designer Information

I=I

W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W

General Merchandise

G-Valley Fashion Center

W

Bitto
DESIGNER Lee zia / 이지아

W

VVV
DESIGNER PYO, VIKI (MIN JUNG) / 비키 표

G

Guest Nation

DORIKEI
DESIGNER KIM, DORIS / 도리스 킴
URL www.dorikei.com

W

GREEDILOUS
DESIGNER Park, Younhee / 박윤희
URL www.greedilous.com

G

slow-move
DESIGNER Kim, So Mi / 김소미
Son, Eun Saem / 손은샘
URL www.slowmove.net

G

2016 S/S

W

Women's Wear

LOVERS MART
DESIGNER CHOI, JI HYE / 최지혜
URL www.loversmart.co.kr

M.M.D
DESIGNER Kim ji ae / 김지애
URL http://www.mymdesign.kr

ul:kin

Michaella Shin

DESIGNER Lee, Seong Dong / 이성동
URL www.ulkin.co.kr

DESIGNER Michaella Shin / 미카엘라신
URL www.michaella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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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Designer Brand

Men's Wear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DESIGNER You, Liz / 유정은
URL www.lizstail.com

G

ITSBAG
DESIGNER Jung, Min Sik / 정민식
URL www.itsbag.com

G

SAINT LUXURE
DESIGNER Kim, Bo Young / 김보영
URL www.saintluxure.com

G

DA:EL
DESIGNER Song Ae Ri / 송애리
URL www.da-el.com

PR01

Modern Alchemist

ELLY&JAY

DESIGNER Seo,young joo / 서영주
URL www.karis2020.com

DESIGNER Bae, Geum Joo / 배금주
URL www.modernalchemistshoes.com

DESIGNER JAY ROH / 노정민
URL www.ellynjay.com

PR01

PR01

PR01

FUTURE LABELS
URL www.future-labels.com

PAUL MEMOIR

DESIGNER Guidetti, Manuela / 마누엘라 구이데띠
Leonardi, Leda / 레다 레오나르디
URL www.fr-evolution.com

DESIGNER Fantuzzi, Paolo / 파올로 판투찌
URL www.fr-evolution.com

SANS-ARCIDET
COLLECTION PARIS

G밸리

DESIGNER Sans Arcidet, Corinne
/ 코린 상알시뎃
URL www.sans-arcidet.fr

CLOUDRADIO
DESIGNER Pae , Khwang Ho / 배광호
URL www.cloudradio.co.kr

CHEETAH EYEWEAR

H

VONVO
DESIGNER kim, young jin / 김영진
URL www.vonvo.co.kr

BOOVOUS
DESIGNER KIM SUN BOO / 김선부
URL www.boovous.com

Hyundai Department Store

G밸리

H

H

2016 S/S

AMÀNDULA

G밸리

DESIGNER Sung Jin HAN / 한성진
URL www.cheetaheyewear.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KARIS

G밸리

Designer Information

Liz’s Tail

G

Designer Information

G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G

General Merchandise

G-Valley Fashion Center

H

DESIGNER Jun. hyo won / 전효원
URL http://www.conceptshirt.co.kr

H

DESIGNER Park, Jiha / 박지하
URL www.jiavec.com

H

A USUAL DAY,
GREEDA

hyowon

JIAVEC

Guest Nation

DESIGNER Kim, Soo Min / 김수민
Ou, Myeong Ju / 어명주
URL WWW.USUALDAYGREEDA.COM

H

BAEZUAN
DESIGNER BAEZUAN / 배주안
URL www.baezuan.com

H

BYLORDY
DESIGNER Shin, Dong Hoon / 신동훈
URL http://www.bylordy.com

GU

2016 S/S

G

Women's Wear

MONOCHROME
DESIGNER Ha, Mi Hyang / 하미향
URL www.monochrome.co.kr

De rêve
DESIGNER Park, Silver Light / 박은빛
URL http://dereve.co.kr

maison de ines
DESIGNER Kim, In Hye / 김인혜
URL www.maison-ines.com

Patrick Owen
DESIGNER Patrick Owen
URL www.patrickowen.net

Booth No. D-01
012

013

MILL STUDIO GALLERY & SHOWROOM

DESIGNER BRAND 1F / 2F PLAN

밀 스튜디오 갤러리 앤 쇼룸
Designer

Myoung yoo suk 명유석

Designer Brand Floor Plan

Designer Brand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234 Dasanro,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다산로 234, 밀 스튜디오
T +82-2-2252-5831 F +82-2-2252-5836 E andnina@nate.com
H www.millstudio.co.kr

Concept

D-02 HEILL | 양해일

- PLATBOON | 플랫분
- GLOIRE | 글루아르
- FREAKS BY KIMTAEHOON | 프릭스 바이 김태훈
- W2H | 황은하
- DAEME | 다엠
- CHRISTOPER MARVIN | 크리스토퍼 마빈
- NOIRER | 노이어

D-03 YTY | 김도형

- MONCOOS | 몽쿠스
- SIDAEGAMSUNG | 시대감성
- VANEMIA | 바네미아
- MAENG'S WORK | 맹스웍
- WANY-Z | 와니지

2016 S/S

- BAZAAR | 바자
- TINT | 틴트
- LIBERTY | 리버티
- YM KNIT COMPANY | 와이엠 니트 컴퍼니
- W.STORY | 더블유 스토리
- NAME | 네임
- BABY POWDER | 베이비 파우더

2016 S/S

D-01 MILL STUDIO GALLERY & SHOWROOM | 명유석

HELLO, This is MILL STUDIO GALLERY&SHOWROOM. MILL STUDIO is to operate the form of B2B trading system
SHOWROOM which connects new desiners, traditional designers WHOLESALER with BUYER. SHOWROOM is made
clothing, jewelry, bags, shoes and South Korea cosmetic brand which BUYER can requests ORDERMADE. You can
meet the 2015/2016 F/W trends which MILL STUDEO presented.
안녕하세요 MILL STUDIO GALLERY & SHOWROOM입니다. 밀 스튜디오는 신진 디자이너, 중견 디자이너, 기존 WHOLESALER 와
BUYER를 연결하는 B2B 시스템의 거래형태인 신개념 SHOWROOM 입니다. BUYER의 요청으로 ORDER MADE가 가능한 의류, 쥬얼리,
가방, 제화 및 한국 코스메틱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 스튜디오가 제시하는 2015/2016 F/W 트렌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oth No. D-02

Booth No. D-03
014

015

HEILL

YTY

해일

Designer

와이티
Designer

Yang, Heill 양해일

Designer Brand

Designer Brand

Taerim B/D 3F, 33, Uiseong-Ro 115Beon-Gil, Buk-Gu, Busan, Korea
부산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33 태림B/D 3F
T +82-51-338-2550 F +82-51-338-2551 E u2style@naver.com
H http://www.kamista.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73-2 Itaewon-dong, Yongsan-gu, Seoul, Kore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3-2
T +82-70-8954-2030 E parisheill@naver.com
H www.heillparis.com

Kim do hyung 김도형

HEILL is a high-end ready-to-wear brand that appeals to men and women with high fashionable taste. HEILL has
a track record of offering unique and marketable trend every season through modern chic style with a touch of
French Couture and through creative art collaboration.

High fashion sportwear designer brand which motivated with unique, emotional athleisure look based on
developing functional fabric material and sportwear.

해일은 커리어 여성, 댄디한 남성을 위한 High-end Couture and Ready-to-wear 브랜드입니다. Couture감성을 지닌 Modern chic와
Art collabo로 새로운 감성의 주제를 재해석하여 매시즌마다 즐겁고 상업적인 트랜드를 제시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스포츠 웨어를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의 개발과 디자이너의 유니크한 감성을 담은 에슬레져룩을 모티브로 한 하이패션 스포츠웨어 디자이너 브랜드

016

017

LIE SANGBONG

fashion story JUNG HUN JONG

Designer

Designer

이상봉

패션스토리 정훈종

Lee Sang Bong 이상봉

7,Seolleung-ro 99-gil, Gangnam-gu, Seoul,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9길 7
T +82-2-553-3314 F +82-2-553-3354 E pr@liesangbong.com
H www.liesangbong.com

Designer Brand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2016 S/S

Concept

2016 S/S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이상봉은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이렇게 술회한다. 유럽, 미국, 중동과 러시아 등지에서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상봉의 디자인은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숭고한 사랑, 한국 전통의 시와 캘리그래피, 큐비즘, 바우하우스 디자인과 1930년대 느와르 필름의 여주인공등 다양한 요소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1993
년 서울 패션위크에서 "환생" 이라는 타이틀의 인상적인 컬렉션을 선보인 이래, 이상봉의 디자인은 수많은 대한민국 유명 패셔니스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지속적으로 창출해낸 뛰어난 창조적인 작업물과 동료 디자이너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출한 상업적 성장을 인정받아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올해의 디자이너상" 을 수상하였다. 2002년 마침내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로 진출한 이상봉은 "The Lost Memoir" 라는 타이틀로 성공적인 데뷔
를 치르며 파리 시장에 안착, 이후 파리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봉의 컬렉션은 여성적 실루엣을 구조적,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여 여성적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착용이 가능한 착장으로 구현하고 있다. 특히 빨강과 보라의 과감한 컬러감은 그가 사용하는 비비
드한 컬러군과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볼륨감 있고 기하학적인 구조와 정교한 주름의 사용은 그만의 독특한 비전을 더욱 생생하게 구
현하고 있다. 그만의 극적이고 시적인 디자인을 보노라면 그가 20대에 연극배우로 활약했던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음이 전혀 놀랍지 않다. 우아한 프
렌치 패션과 섬세한 동양적 아름다움이 만나 조화롭게 창조된 이상봉의 디자인은 자연미에 근거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각적 개성으로 재해석
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이상봉의 네임 밸류는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최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명성은 역대 대
한민국의 영부인들이 그의 의상을 착용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삼성, LG, KT&G, 금호 등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그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봉" 의 이름
을 딴 핸드폰, 컴퓨터, 담배, 홈데코와 인테리어 디자인 리미티드 에디션을 발표해 온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쌓
고 있는 이상봉은 르 피가로, 텔레그라프, 뉴욕타임스, 보그, 베네티페어, 오이스터, 스탠다드, W등 세계적인 패션 잡지를 통해 "한국의 알랙산더 맥퀸" 으
로 소개되었고, 비욘세, 리한나, 레이디가가, 피치스, 린제이로한, 줄리엣 비노슈 등 세계적인 셀레브리티 역시 그의 의상을 즐겨 입는 탑스타 들이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뿐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역량 또한 인정받는 이상봉은 Victoria & Albert Museum in London, Museum of Art & Design in NY등 한국, 미국,
유렵, 영국 등지의 유서깊은 박물관이나 갤러리들과 다양한 전시나 패션쇼를 진행 하였다. 이상봉은 단지 '작품' 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만이 진
정한 패션 디자인은 아니라고 믿는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패션 디자인의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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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 Sang Bong is one of Korea’s preeminent fashion designers, a master cra7sman and ar8st who is interna8onally recognized for his
architectural collec8ons that celebrate and enhance the body. Since founding his eponymous brand, LIE SANGBONG, in 1985 Mr. Lie
con8nues to blend tradi8onal inﬂuences and innova8ve techniques, allowing his work to resonate with audiences around the world.
LIE SANGBONG has con8nued to expand its interna8onal business and, a7er 12 years of showing in Paris, the collec8on celebrated its
New York Fashion Week debut with the Fall-- Winter 2014 collec8on. "My goal is always to move design forward in a way that pays
respect to tradi8on while providing something that is relevant for the present. The conﬁdent, intelligent women of New York have an
innate understanding and apprecia8on for this balance and I am exci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collec8ons with them,"
says Mr. Lie. LIE SANGBONG con8nues to receive cri8cal acclaim and has been featured in publica8ons including: Vogue, Vanity Fair, W,
The New York Times, Le Figaro, The Telegraph, Elle, and Harper’s Bazaar. Mr. Lie has dressed notable women such as Korea’s First Lady,
Beyoncé, Rihanna, Lady Gaga, Rosario Dawson, Kelly Rowland, and Juliece Binoche. An inﬂuen8al ar8s8c and cultural ﬁgure in Korea,
he currently acts as the president of CFDK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and a cultural Ambassador for the City of Seoul.

169, Dunsannamro, Seo-gu, Daejeon, 302-841 Ref. of KOREA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69 / 302-841
T +82-42-488-4920~2 F +82-42-488-4919 E junghunjong@hanmail.net

Designer Brand

Concept

Jung, Hun Jong 정훈종

'JUNG HUN JONG FASHION' is a Women centric Upper Class deploy a highly sensitive character designer Boutique.
It revived the brilliant Avant-garde fashion very well along with the hottest fashion in contemporary Simplicity.
Strong female characters speak production design constitutes the main know their personality as sensitive women,
women want to know how to keep a sense of refined luxury, elegance elegant fashion leader forms a week. Images
are Ultimately seeking played with a modern sensibility with a cosmopolitan sophistication and elegance Romantic
mood. Which serves a variety of items, main items are so beautiful, feminine blend of opulence of simplicity in dress,
Which accounts for 50% of the total. Long Style often achieves this mainly MIDI Style than the Mini Styles.
'정훈종 패션' 은 중상류층 여성중심으로 전개한 고감도 캐릭터 디자이너 부틱이다. 심플함에서 아주 화려한 아방가르드함과 섹시한 패션을 현대
적 감각으로 잘 살려낸 패션이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캐릭터가 강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자신의 개성을 고감도로 연출할 줄 아는 여성, 세련된
고급감각을 원하는 여성, 엘레강스한 품위를 지킬 줄 아는 패션리더가 주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는 엘레강스로 도회적 세련미와
로맨틱 무드를 모던한 감성으로 연출했다.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주력아이템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원피스로 심플함과 화려
함을 적절히 조화시켜 여성스러우면서도 아름답다. 주로 롱스타일이 많으며 미니스타일보다는 미디스타일을 주를 이룬다.

Booth No. M-01
018

019

UNTAGE

MEN'S WEAR 1F PLAN

언티지

Designer

Choi woongnam 최웅남

Men's Wear Floor Plan

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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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267-10,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67-10 1층
T +82-70-4109-7077 F +82-2-797-7066 E untage@naver.com
H www.untagestore.com

M-05 keemoon | 키믄

M-02 L.MNT | 엘.엠엔티

M-06 TRWA | 트와

M-03 De Marc | 드 마크

M-07 DOHN HAHN | 돈한

M-04 NAVYFACTORY.LAB | 네이비 팩토리

2016 S/S

M-01 UNTAGE | 언티지

2016 S/S

Concept
UNTAGE is always on the lookout for inspiration for collection. UNTAGE releases its diverse designs going beyond
the limit of the high street fashion brand. Each collection of the brand is inspired by various sectors: street art, music,
nature even and friendship, offering the unique lifestyle for YOU.
스트릿 컬쳐의 위트와 그런지한 감성을 더 편하고 유니크하게 풀어냅니다. 언티지는 패션의 제한을 벗어나 스트릿아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음
악, 자연등 다양한 분야의 영감을 받으며 시즌마다 새로운 모티브를 디자인하여 트랜드에 맞는 그래픽과 시그니쳐 패턴등 다양한 방식으로 컬렉
션을 만들어갑니다.

Booth No. M-02

Booth No. M-03
020

021

L.MNT

De Marc.

엘.엠엔티

Designer

드 마크

Designer

Lee. Hyo Yeoul 이효열

Men's Wear

Men's Wear

202. 170-45 Imun-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45 202호
M +82-10-9747-3368 T +82-70-8961-3004 E geniusge@naver.com
H http://www.De-Ma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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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yang-dong, 82, Gwangjin-gu, Seoul, Korea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82번지
M +82-10-4742-8165 E lmnt.contact@gmail.com
H http://www.lmntcompany.com

Kang, Marc 강동엄

L.MNT is the abbreviation of the 'Last moment' and it means that we do our best to memorize the last moment
beautifully. L.MNT is based on minimalism and it would like to keep your cloth in the closet even though it passed
over 10 years rather than just aim the fashion trend. Also, we want to deliver the value through the medium which
will recall your days of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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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it is men's wear, you can
see cross sexual image from our design because we bring the detail and silhouette of women's wear on our clothes

L.MNT는 'Last moment' 의 줄임말로 마지막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MNT는 미
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유행을 지향하기 보단 세월의 변화속에서 10년, 그 이상이 흐른 뒤에도 옷장에 간직하고 싶고 간직할 수 있는 옷, 당신의
젊은 날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De Marc.는 2011. 1월 태어난 브랜드이다. 주요 타겟층은 10대후반 - 30대중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유니섹스 브랜드이며 남녀의복
의 디테일을 자유롭게 차용하여 크로스섹슈얼적인 이미지를 담은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있다.

Booth No. M-04

Booth No. M-05
022

023

NAVYFACTORY.LAB

keemoon

Designer

Designer

네이비팩토리 랩

키믄

Kil, Kang Wook 길강욱

Men's Wear

Men's Wear

607. Garden 5 Tool Bldg, Munjeong dong, Songpa-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292 가든파이브툴관 5층 607호
T +82-70-8950-3940 F +82-303-3440-3840 E keemoon_kmmn@naver.com
H www.keemo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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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g-Hyun Bldg, 15-4, Songpa-dong, Songpa-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56 웅현빌딩 1층 (지번주소 : 송파동 15-4 3/3)
T +82-70-7847-5608 F +82-505-325-0325 E kilkangwook@naver.com
H www.navyfactory.com

Kim, Dal 김달

네이비팩토리는 열정, 투철한 실험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복식을 제안하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패션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Keemoon main motive - "Nature", "Youth culture", "Sensitive" Keemoon likes timeless design beyond the season,
aiming for the modern avant-garde look with Epicene Mood, and focused on men and women who want high-end
fashion and wit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Nature", "Youth culture", "Sensitive"를 모티브로 삼은 섬세하고 중성적인 느낌의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로 modern avant-garde
look을 지향합니다. keemoon 만의 정서적인 감각을 구축하여 남·녀 20-30을 기반으로 한 자웅동체 컨셉의 디자이너 브랜드 입니다.

Booth No. M-06

Booth No. 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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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WA

DOHN HAHN

트와

Designer

돈한

Designer

Kim, Ki Young 김기영

Men's Wear

Men's Wear

2F, 564-10,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7길 19 (2층)
T +82-2-547-5805 F +82-2-547-5807 E dohnhahn@gmail.com
H WWW.DOHNHA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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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WA, 1F,Seokyo-dong, 326-28, Mapo-gu, Seoul, Korea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6-28 1층
T +82-70-7539-8240 F +82-2-334-8240 E trwa@trwa.co.kr
H www.trwa.co.kr

Han, Dong Woo 한동우

Trwa is contemporary fashion brand company. We, Trwa aim middle of the far out, avant-garde and conservative
fashionable conception. Trwa suggest original high-quality fashion trend to our customer who has new sense of
fashionable valuation.

DOHN HAHN reflects the designer Han Dongwoo's true -self and contemporary image. The brand DOHN HAHN
started off not only as a subjective point of view of designer HAN, but also as a bridge with the consumers to create
a unique identity every season. His designs are based on masterful use of men's signature items mix with dual utility,
unconventional textiles to develop his design

TRWA(트와)는 Contemperary Brand입니다. 전위적인 아방가르드와 보수적인 컨서버티브의 중간정도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위한 새로운 패션, 고급스러우면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브랜드를 모토로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DOHN HAHN은 디자이너 한동우 본연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동시대의 이미지이자 결과물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나와 그 속에 공존하는 대
중성의 두 가지 시선에서 출발하여 매 시즌 DOHN HAHN 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남성의 상징성 있는 아이템들을
믹스한 듀얼리티와 고루하지 않은 클래식 캐주얼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Booth No. W-01
026

027

I=I

WOMEN'S WEAR 2F PLAN

아이는아이
Designer

KIM, MI-SUN 김미선

W-14 Sanfrancisco Umbrella | 샌프란시스코 엄브렐라

W-04 JI.IN | 지인

W-15 Bitto | 비토

W-05 LOOKAST | 룩캐스트

W-16 DORIKEI | 도리케이

W-06 costume 코스튬

W-17 ENZUVAN | 엔쥬반

W-07 TOYKEAT | 토이킷

W-19 VVV | 브이브이브이

W-08 VUI | 부이

W-20 GREEDILOUS | 그리디어스

|

W-09 EUNJUKOH | 은주고

W-21 slow-move | 슬로우무브

W-10 Couturier Holiday 꾸띄리에 홀리데이

W-23 LOVERS MART | 러버스마트

|

W-11 MONTEETH™ | 몬티스

Women's Wear

W-03 JUI | 주이

Concept

2016 S/S

W-13 Hanna Brown | 한나브라운

2016 S/S

W-02 Y.F.S 와이에프에스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W-12 SCREWVOLL | 스크류볼

|

Women's Wear Floor Plan

W-01 I = I | 아이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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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 Studio, 234, Dasan-ro, Jung-gu, Seoul, Korea
서울 중구 다산로 234 Mill Studio
M +82-10-9522-7942 T +82-2-2236-4411 E bob3013@hanmail.net
H www.iequali.net

I = I provides items that enable grown-up women to feel like a girl anytime, as well as the items that make them as
gifts for special ones to share loveliness. Each season I = I offers thoughtful, fresh, on trend ideas blurring the lines
between fashion and helping the wearer find their own new individuality.
"Stay girlish Forerver" 라는 컨셉을 가지고 도시적 로맨틱과 소프트한 패미닌이 강조된 뉴로맨틱 감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여성
스러운 의상이 많아 러블리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입니다. 아이는 아이는 20-40대 걸리쉬한 스타일의 여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Booth No. W-02

Booth No. W-03
028

029

Y.F.S

JUI

와이에프에스

y.f.s

Designer

주이

Designer

Y.F.S 와이에프에스

Meang, Joo Hee 맹주희

y.f.s

Women's Wear

Women's Wear

2F, 1-7, 36 Avenue sinheungno, Yongsan-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6길 1-7, 2층
M +82-10-6479-4885 F +82-70-8955-4885 E 73218906@naver.com
H www.zoomoon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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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g202, 496-1, Sungsu2ga1dong, Sungdonggu, Seoul, Korea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496-1번지 202
T +82-2-463-2525 F +82-2-463-2525 E yonafromspace@gmail.com
H www.yonafromspace.com

Concept

Y.F.S is a brand that started in the universe of witty conception and released into human existence to materalize. Y.F.S
expresses a sensitive and unique style. It embodies both the vitality and depression of human emotion

A design brand 'Jui' is motivated by 'Life in the City.' Life in the city is a fierce competition, however it inheres a pure
heart and irreplaceable passion. The 'Jui' reflects the pure heart and irreplaceable passion on its design.

개성있는 스타일로 제안합니다.

2016 S/S

Y.F.S 는 우주에서 시작된 인간의 존재성을 위트있는 발상으로 풀어가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발랄하면서 절망적인 인간의 감성을 감각적이고

2016 S/S

Concept

"도시의 삶"을 모티브로 하여 치열한 경쟁속에 살고있지만, 그 안의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마음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정을 담아 만든 디
자이너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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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N

LOOKAST

지인

Designer

룩캐스트

Designer

Jun, Ji hyun / Kim, Tae kyung 전지현 / 김태경

Women's Wear

Women's Wear

3f Daegeum Bldg 393-38 Sindang-Dong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신당동 393-38 대금빌딩 3층
T +82-70-8729-9016 F +82-2-2252-7667 E lookast@naver.com
H www.lookast.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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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8th ACE HIGH-END, 84 Gasan Digital, 1-ro,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84, 에이스하이앤드 8차 206호
M +82-10-5290-7603 F +82-2-3471-1359 E ji_in0815@naver.com
H www.ji-in.net

Kim, Hyung Bae 김형배

JI.IN is expressed with various colors through the DTP which is humorous and witty pattern. We offer to wearable
style that everyone can enjoy the loose fit.

LOOKAST is a clothing label inspired by contemporary style and comes from the compound word for "Look" and
"Cast", providing wearable looks for customers interested in current trending styles. "Creating styles you want to
wear for tomorrow."

지인(JI.IN)은 HUMOROUS하고 WITTY한 패턴을 DTP를 통해 VARIETY한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Loose한 fit감이 바디라인을 따라 자
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wearable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뉴욕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출신의 디자이너 김형배가 이끄는 룩캐스트는 스타일을 나타내는 룩(look)과 캐스팅하다(cast)의
합성어로 '룩을 캐스팅한다'는 브랜드 컨셉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경력의 사진 작가와 스타일리스트 및 디자이너와 패턴사,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낸 결과물로 내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옷을 만듦으로써 보다 다양한 룩과 빠르게 진화되는 스타일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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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

TOYKEAT

코스튬

Designer

토이킷

Designer

Kim, Dae Hee 김대희

Lee, Enjoo 이은주

Dong-a Bldg #302, Yeoksamdong 778-24,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8-24 동아빌딩 302호
T +82-70-8624-0687 F +82-2-545-0687 E enjoo@toykeat.com / enjoolee@gmail.com
H www.toykeat.com

Women's Wear

Wo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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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Jeollagamyeong 5-gil,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14
T +82-70-8800-8803 F +82-63-287-8803 E zendh@naver.com

Costume is a designer brand for 20-40 ages for upgraded sensibility expression on comfortable design including
dramatic fashion trends.

TOYKEAT is a Seoul based fashion house founded in 2013 by Enjoo Lee. What she puts in TOYKEAT is “playful yet
neat” and most of her interest for rhythmic ragtime music and jazz piano beats to generate the bouncing urban
chic styles, just like a springy & lively music of her beloved Finnish jazz band, Trio Töykeät, which the brand got
named after. The idea which lies beneath is to mix and match the fundamentals of well-constructed clothing and
unconventionality of young generations to create free-form sophistication. The collection produced in Korea by
highly skilled local manufacturers, incorporates Enjoo’s endeavor to achieve the expert craftsmanship, importance
of quality and refined aesthetic.

20-40대를 위한, 편안한 디자인에 드라마틱한 패션 디테일을 가미하여 업그레이드 된 감성 표현을 지향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TOYKEAT 브랜드의 어원은 '버릇없는'이란 뜻의 핀란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형화된 패션에 '버릇없이' 새로운 패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핀란드 재즈 밴드인 ' Trio Töykeät'의 경쾌함으로 가득한 리듬,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는 멜로디, 깔끔함과 우아
함이 돋보이는 세련된 사운드처럼 위트감과 간결함을 자유로운 형태로 추구하는 '버릇없는' 브랜드 입니다. 뉴욕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디자이
너로서 활약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은주에 의하여 2014년 여름 런칭된 브랜드 토이킷은 그녀만의 뛰어난 장인 정신, 세련된 감각을 바탕으로
매 시즌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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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I

EUNJUKOH

부이

Designer

은주고

Designer

Shin, Hyo Young 신효영

Women's Wear

Women's Wear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 U:US Bldg., 5f, 22, Majangro,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 빌딩 5층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M +82-10-7208-7224 F +82-2-546-4502 E eunzukoh@gmail.com
H www.eunjuk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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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 Seogyo-dong, Mapo-gu, Seoul, Korea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1-48
T +82-2-333-3138 F +82-2-6280-5526 E shy3517@naver.com
H www.vui.kr

Koh, Eunju 고은주

"Your favorite closet"

EUNJUKOH is a new name-brand which aims primarily to build awareness, receive purchase orders through global exhibitions,
and do preliminary research using regional groups for entry into international markets, not to mention being ahead of the trend
and creating new ones. EUNJUKOH is designed with the basic concepts of ‘restrained beauty’ and ‘combination of straight lines
and curves’. It has the comfort of using jersey, and the uniqueness of using design. Brand Concept: MODERN NOMADS
Unpredictable Prediction - Suggest the look which could cope with flexibility by reflecting fast changing 21 century Life style
/ Conceptual Basic - Drapery effects which is according to the human body with geometric plane pattern / Soft Structure Maximize the beauty of women with natural design which looks like flowing in the body with Jersey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EUNJUKOH는 global Exhibition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수주를 받는 것을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별 사전 조사는
물론, 트랜드를 앞서가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이다. 절제된 미와 곡선과 직선의 조합을 기본 컨셉으로 디자인하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Jersey를 이용한 편한함과 동시에 유니크 함을 부여한다. Brand Concept: MODERN NOMADS
Unpredictable Prediction - 빠르게 변화하는 21C Life style을 반영하여 flexible하게 대처 할 수 있는 Look 제안 / Conceptual Basic - 기하학적 평면 패턴의
인체에 따른 Drapery 효과 / Soft Structure - Jersey를 이용한 몸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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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urier Holiday

Monteeth™

Designer

Designer

꾸띄리에홀리데이

몬티스

Judith Shin 신지혜

Sung Ji Eun 성지은

LONDON

Xi office Bldg. #2003, 10, Yeouidong-ro 3-gil, Yeongdeungpo-gu, Seoul, 07324, Rep.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 10 자이오피스빌딩 2003호
M +82-10-4111-3804 T +82-2-786-1980 F +82-2-786-1980 E info@monteeth.com
H www.monteeth.com

Women's Wear

Women's Wear

Kwonsun SK VIEW #104-404, 694 Kwonsun-Ro 26 Kwonsun-Gu Suwon-Si Kyounggi-D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94번길 26 권선SK VIEW 104-404
T +82-70-8805-7802 F +82-70-8805-7802 E judithshin@gmail.com
H www.couturierholiday.et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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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y Couture for all ladies

Couturier Holiday was born in London in 2005 by Judith Shin after her graduation at Central Saint Martins. Inspired
by the first collection, which modernised early 20 century couturier’s craftsmanship, Couturier Holiday re-launched
under the catch phrase ‘Never dress down ladies!’ in 2013. The collection exclusively revives retrospective feminism
adding up modern colours and t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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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crisp edge.

Couturier Holiday는 Central Saint Martins 여성복을 전공한 디자이너 Judith Shin이 빈티지 여성복을 개조하여 재구성한 실험적인 콜
렉션으로 2005년 런던의 편집 매장 Labour of Love 에서 처음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처음 콜렉션에 영감을 받아 2013년 같은 이
름으로 Never dress down ladies! 이란 모토를 모티브로 레트로 적인 여성미의 현대적인 해석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거부하는 몬티쓰의 상상력과 만나 탄생한 다양한 의류와 소품들을 선보이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실용적인 형태와
기능적인 디테일, 그리고 간결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기발하거나 때로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국내 생산 제품을 발매하여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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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VOLL

Hanna Brown

Designer

Designer

스크류볼

한나 브라운

Park, Ha Young 박하영

Women's Wear

Women's Wear

B-1110 Twin Tower, Yangjae 2-dong, Seocho-gu, Seoul, Korea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 B-1110
T +82-504-560-1110 E juju1027@naver.com
H goodandgoo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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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Phoenix Bldg., 702-23, Yeoksam 1-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빌딩 402
T +82-2-501-1023 F +82-70-8810-1023 E phy@screwvoll.com
H www.screwvoll.com

Choi, Yoon Hee 최윤희

Concept

Screwvoll is a derivative of screwball and delivers uniqueness through geometrical patterns and silhouettes. You can
experience uniqueness through our minimal and shape&fit designs.

Hanna Brown / An active wear influence show in the two ways. It was done in bodysuit influence shapes or sporty
fabrics in unexpected shapes. Some outwear from knits to see-through things.
2016 S/S

직장인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한국브랜드로 세련된 스타일을 실용적이고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실루엣으로 풀어내고 있다. 스크류볼은 매니시한
핏으로 극도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모순적인 면이 있는데, 이는 브랜드명인 Screwvoll의 어원인 '괴짜, 돌출 행동을 하는' 이란 의미와도 상통한다.

2016 S/S

Concept

한나 브라운 / 조형적인 형태의 비주얼을 보이지만 활동적이며, 도회적인 컨셉을 가지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인체의 형태를 새로이 재
해석한 실험적인 형태들은 옷과 인체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만 편안함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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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francisco Umbrella

Bitto

Designer

Designer

샌프란시스코 엄브렐라

비토

Cha, Beau Kyung 차보경

B1, Jun Mi Blgd, 174-1,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4-1 준미빌딩B1
T +82-2-518-8642 F +82-2-518-8642 E sanfranciscoumbrella@gmail.com
H www.Sanfranciscoumbrella.com

Lee zia 이지아

Women's Wear

Wo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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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B1.Doosan Tower Bldg., Euljiro 6-ga,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을지로6가 두산타워빌딩 B1층113호
M +82-10-4589-4145 E bittostage@gmail.com

Sanfrancisco Umbrella is the 2nd brand by designer Cha Beaukyung who began her career in the San Francisco.
Thanks to great reviews and encouragement following her participation in F/W NY Fashion Week, Cha Beaukyung
moved to NY to launch her own brand ‘Bo by beaukyungcha’. San Francisco Umbrella shows the carefree sensitivity
of San Francisico, the pragmatism in New York and Bo by beaukung cha’s reserved yet lovely colors and lines.

Bitto is unique and elegant feminine brand based on modern ballet emotional base

Sanfrancisco umbrella 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시작해 2008년 F/W New York Fashion week에 참가후 바이어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Bo by Beaukyung 라는 이름으로 뉴욕에 진출한 차보경 디자이너의 2nd 브랜드입니다. 창의적인 자유로움 속의 절제의 미학, 지식과
감성을 연결한다는 디자이너 고유 의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라인을 지향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모던 발레감성에 베이스를둔 엘레강스 유니크 페미닌 토탈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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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KEI

ENZUVAN

도리케이

Designer

엔쥬반

Designer

KIM, DORIS 도리스 킴

226A UN VILLAGE-GIL 80-90, HANNAM-DONG, YONGSAN-GU, SEOUL, 04420, KORE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80-90 / 226A, 04420
T +82-70-8776-9345 F +82-2-6280-9345 E doriskim@dorikei.com
H www.dorikei.com

HONG, EUNJU 홍은주

Women's Wear

Wom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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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77-10
T +82-2-546-4270 F +82-2-3446-2826 E enzuvan@daum.net
H www.enzuvan.com

Philosophy : DORIKEI is a womenswear brand that enlivens the feminine senses of gentleness, subtlety, and sentimentality. Strength embodied in tenderness and
exquisite allure expressed in every detail, all DORIKEI products are designed with the aim to share these values with contemporary woman.
Process : Every seasonal collection of DORIKEI dedicates full attention to features that are easily overlooked, and pursues a production line that is both meticulous
and honest. Production process is part of design in the philosophy of DORIKEI. All courses from material selection to sewing techniques are developed directly and
determined by the designer. This allows customers to feel special value in garments. Therefore, it causes small quantities of uniquely DORIKEI clothing are created.
Proposal : DORIKEI does not offer trendy merchandise but a fashion style that helps you discover your inner-femininity and expresses your unique ‘Everlasting Allure.’

"Enzuvan" is a designer concept brand aiming for international-oriented taste, launched in 2000 based on 14 years
of study abroad and brand management experience. We show sensible and practical avant-garde collection that
is feminine and oriental. We have a wide customer base who seeks unique styles. Our emphasis is on characteristic
volume, fit, and free curvy draping that help customers build their individuality.

Philosophy : DORIKEI 는 여성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섬세함, 그리고 감성적 감각을 불러오는 브랜드입니다. 부드러움이 곧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섬세함이 곧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매 시즌 컬렉션을 통해 감성적 사고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디자인 합니다.
Process : DORIKEI의 매 시즌 컬렉션은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들은 보다 더 신경 쓰면서 세심하고 정직한 제작공정을 추구합니다. 소재 선정부터 봉제 테
크닉까지 모든 과정이 디자인이라는 철학 속에 디자이너가 직접 개발하고 결정하여 고객이 제품에서 DORIKEI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량으로 제작되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제품을 제공을 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Propose : DORIKEI 는 모든 여성들에게 상품이 아닌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Everlasting Allure' 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ENZUVAN은 디자이너 홍은주가 14년간의 Paris 유학 및 Brand운영을 바탕으로 2000년 런칭한 국제적인 감각을 지향하는 Designer
Concept Brand이다. Avant-Garde한 감각에 Feminine하고 Oriental적인 요소와 실용성을 가미한 Collection으로, 독특함를 추구하
는 Mania층 고객을 형성하고 있다. 내츄럴한 무드, 정돈된 소재, 자유로운 Line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Personal 스타일의 연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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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

GREEDILOUS

브이브이브이
Designer

그리디어스
Designer

PYO, VIKI (MIN JUNG) 비키 표

Park, Younhee 박윤희

3rd NAM JUNG BLDG. 509-7 SINSA-DONG KANGNAM 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9-7번지 남정빌딩 3층
T +82-2-545-4132 F +82-2-548-4132 E info@greedilous.com
H www.greedilous.com

Women's Wear

Women's Wea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Yongsan-gu, Seoul, UN Village Road 80-90,226-C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90, 226-C
T +82-70 -7756 -8352 E vikipyo@gmail.com / vikipio@naver.com

VVV is a casual-unisex fashion label offering fun and bright contemporary apparel. VIKI PYO, the founder of VVV,
made her fashion debut in March 2014, while she was completing her Masters in Fashion Studies at Yeonsei
University in Seoul, after earning her Bachelors degree in Fashion Print (along with the completion of Foundation
Courses) from Central Saint Martins in London. With a lengthy exposure to the international fashion stages in
London and New York, VIKI has build up her own unique creative expertise. VVV aims to keep its design philosophy
of minimalist silhouette, but experiments with a variety of graphics and textile techniques to make it unique and
funky. The contemporary fashion of VVV helps young shoppers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characteristics
through mixing and matching unique, yet practical fashion items.

Since 2009, after the launch of GREEDILOUS, participated in several collections and showrooms in France, USA,
HONGKONG, CHINA, SAUDI ARABIA, MEXICO. It is the FIRST BRAND of Designer YOUNHEE PARK’S COMPANY which
interprets the modern leading ladies life style in stylish FUTURISTIC MODERNITY. The COLLECTION combined simple
and concise silhouette with delicate details combined. In, The Brand is currently thriving and progressing to become
the GLOBAL BRAND.

VVV는 2014년 3월 설립된 디자이너 VIKI PYO의 패션브랜드로 여성복 기반의 캐주얼 유니섹스 스타일로 지향합니다. 디자이너 VIKI PYO 는 영국
CENTRAL SAINT MARTINS [FOUNDATION: 아트앤디자인], [BA:패션 프린트] 여성복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연세대학원 생활디자인 학과 수료 중퇴 후
2014 S/S 콜렉션을 시작으로 브랜드 VVV 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디자이너 VIKI PYO 는 런던과 뉴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은 실력과 경
험을 바탕으로 미니멀한 실루엣에 VVV 만의 개성있는 그래픽과 다양한 텍스타일 기법이 활용된 디자인으로 실용적이면서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믹스매치를 통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위트있게 표현함을 즐기는 영 쇼퍼들을 위한 컨템포러리 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2009년 GREEDILOUS로 런칭. 런칭 이후 미국, 홍콩, 중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프랑스 쇼룸 등 컬렉션에 참가. 시대를 앞서 나
가는 여성의 LIFE STYLE을 STYLISH하게 풀어 FUTURISTIC MODERNITY를 표현한 디자이너 PARK YOUNHEE [박윤희]의 COMPANY
이자 FIRST BRAND이다. 간결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이 결합된 COLLECTION으로 2015년 현재 GLOBAL BRAND로서 도약을 위한
BRAND BUILDING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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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move

LOVERS MART

Designer

Designer

슬로우 무브

러버스마트

Kim, So Mi / Son, Eun Saem 김소미 / 손은샘

Women's Wear

Women's Wear

3-22, Eunpyeong-ro 21-gil, Eunpyeong-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22
T +82-2-333-2108 E id4120@nate.com
H www.loversmart.co.k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108 east-west Bldg,104, Myeongdeok-ro, Nam-gu, Daegu, Korea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동서문화관 108호
M +82-10-3176-3052 E mv.slowmove@gmail.com
H www.slowmove.net

CHOI, JI HYE 최지혜

'slow-move' pursue a women who forward slowly with gentle but powerful ideal, And put value on simple design
were not excessive from modern and unusual detail. It shows natural, elegant oriental beauty as curved silhouette,
Inner calm strength as creative, understated detail.

LOVERS MART is? Short order to make all Loversleporineladymart love. My fervent hope is for something that seems
to make a delightful imagination. Young casual brand of fairy tale concept. * Key word : LADY & GIRL PROJECT, Sweet
& Fresh Lovely, Cute Romantic & Fairy Tale

slow-move는 천천히 앞을향해 나아가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여성상을 지향한다. 모던하면서도 유니크한 디테일을 통해 과하지않은, 간결
한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곡선적인 실루엣으로 자연스럽고 단아한 동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내면의 고요한 힘을 독창적이지만 과하지않
은 디테일로서 드러낸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LOVERS MART는? Loversleporineladymart 사랑을 이뤄주는 주문의 줄임말.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유쾌한 상상을 만들어내 듯
동화적 컨셉의 영 캐주얼 브랜드. * Key word : LADY & GIRL PROJECT, Sweet & Fresh Lovely, Cute Romantic & Fairy 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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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

GENERAL MERCHANDISE 1F PLAN

엠.엠.디

Designer

Kim ji ae 김지애

General Merchandise Floor Plan

General Merchan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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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SCFS, 5F ,22, Majang-ro,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5F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A12호
M +82-10-6439-5039 E mixed_design@naver.com
H http://www.mymdesign.kr

G-01 ul:kin | 얼킨

G-06 DA:EL | 다엘

G-02 Michaella Shin | 미카엘라 신

G-07 KARIS | 카리스

G-03 Liz's Tail | 리즈테일

G-08 Modern Alchemist | 모던알케미스트

G-04 ITSBAG | 잇츠백

G-09 ELLY&JAY | 앨리엔제이

2016 S/S

G-05 SAINT LUXURE | 세인트 럭슈르
2016 S/S

Concept
G-00 M.M.D | 마이믹스드디자인

"M.M.D" is an acronym for My mixed Design, I have the sense that I mix up the design. Products has contained a
story every season, A product designer can go make your own suggestions for new stories. Select the best materials
and plating, however, because the handling and factory direct price is reasonable proposal. "MMD" is 2013 SBS
drama, "YMy Love From Another Star" as you begin to grow out loved by many celebrities and media. "MMD" is the
future we will always strive to showcase the unique, yet familiar products to the mix of new material and design.
My mixed Design에서 전개하고 있는 "M.M.D"는 My mixed Design의 줄임말로, 내가 믹스해서 디자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품들에
는 매 시즌마다 스토리가 담겨있으며,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제품들로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재와 도금을 선택
하지만, 공장과 직접 핸들링하기 때문에 가격은 합리적으로 제안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M.M.D는 SBS, "별에서 온 그대"를 시작으로 에일리,
배우 공효진, 시스타, 2PM, WINNER, 걸스데이, 보그걸, 나일론, 슈어 등 다양한 셀럽들과 매체들에게서 사랑받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M.M.D
는 새로운 소재들과 디자인들을 접목해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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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kin

Michaella Shin

얼킨

Designer

미카엘라신
Designer

Lee, Seong Dong 이성동

General Merchandise

General Merchandise

107, 1080 Girum Dong SeoungBuk Gu Seoul, Korea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80번지 107호
M +82-10-9276-5763 F +82-2-941-3217 E michaellashin11@gmail.com
H www.michaellashin.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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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16 지층
T +82-70-7560-2014 F +82-2-363-6693 E lsd.cd@ulkin.co.kr
H www.ulkin.co.kr

Michaella Shin 미카엘라신

Ul:kin is an artistic casual brand aims trendiness with artistry, inspired by artist's lifestyle and expression techniques.
Ul:kin delivers artistic value, unlike common eco-friendly fashion which is limited on material and process. Ul:kin
supports young, rising artists with new canvas and other materials for better work environments, opening
exhibitions to introduce artwork to public, and helping sell and distribute their works.

The motto of our company is sharing and loving. We want to be nice company to do with people.

아티스트의 표현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등 예술 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아티스틱 캐주얼 브랜드 얼킨은 예술성을 갖춘 트랜디함을
추구합니다. 얼킨은 아티스트의 습작에서 시작되는 업사이클링 라인으로, 소재나 공정 등 물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넘어 예술의 가치
를 전달하고 신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재능 순환' 을 실현하기 위한 예술 문화 기반의 패션 브랜드입니다. 얼킨은 수익의 일부로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새 캔버스 등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신진 작가 전시를 개최하며 작가들의 작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지원하는 등 좀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사랑과 나눔' 을 모토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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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s Tail

ITSBAG

리즈테일

Designer

잇츠백

Designer

You, Liz 유정은

General Merchandise

General Merchandise

'ITSBAG' 1floor Dokok-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번지 지층
T +82-2-575-1286 F +82-2-575-1287 E ms7269@naver.com
H www.itsb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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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69-278,Seongsu-dong 2ga,Seongdong-gu,Seoul,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69-278 B1층
M +82-10-6356-0781 F +82-2-464-8166 E liztai@naver.com
H www.lizstail.com

Jung, Min Sik 정민식

Design Concept _ Wearable Unique Idea Design Shoes
리즈테일은 디자인과 아이디어의 조화로 '패션&트렌드' 라는 공통 관심사 안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Bridge(연결고리)가 되고자 한다. 명쾌한
Color 와 Mono tone 의 공존으로 리즈테일 만의 Color Mental을 슈즈에 담는다. Fast Fashion이라는 패션 트렌드에 대부분의 패션 아이템의
생명력이 짧아지고 있는 현실을 거슬러, 슈즈 하나 하나에 생명과 사명을 담기 위해 Slow Fashion을 지향하는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이다.

"VARIOUS EXPRESSION", "Various facial expressions" motif in the type of design of a succinct form a variety of topics
that begin to filter off Practical sensibility that could create value for contemporary brand bag
*design concept
Simple values - Understated simplicity is found in the new value
Emotional color - The color's unique sensibility has geusaek. Through his own lack of emotion fill the color code
Mature trend - Not turn too far behind where it looks kind of maturity to find newness in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VARIOUS EXPRESSION", "다양한 표정"을 모티브로 시작한 잇츠백은 다양한 주제를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여과하여 실용적인 감성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컨템포러리 가방브랜드입니다.
*디자인컨셉
Simple values - 절제된 단순함속에서 새로운가치를 발견한다.
Emotional color - 색은 그색만의 특별한 감성을 갖는다. 자기만의 컬러코드를 통해 부족한 감성을 채운다.
Mature trend - 너무 멀리가지도 뒤쳐지지도 않는곳에서 바라본다. 성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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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LUXURE

DA:EL

Designer

Designer

세인트 럭슈르

다엘

Kim, Bo Young 김보영

General Merchandise

General Merchandise

4F-415, Baekbeom-ro Yongsan-gu Seoul,Korea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415호
T +82-70-8248-8954 F +82-70-8248-8954 E daelstudio@naver.com
H www.da-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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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Hyundai rexion 30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506 (서초동, 서초현대렉시온)
T +82-70-8146-0039 F +82-70-8119-0038 E saintluxure@naver.com
H www.saintluxure.com

Song Ae Ri 송애리

Our aims at a high-end accessory brand. Our hope is to empower modern woman and give them unveiled grace.
We concerned that the way customer can make full use of our scarf as elegant and classy item. SAINT LUXURE is
a premium textile pattern brand, design fashion accessories and life style items based on hand drawn patterns.
It launched in May, 2014 and now it is sold in domestic department stores and editorial shops. Designers draw
pattern motives with hands and then they turn it in to computer graphics. After these steps the pattern is applied to
products. All of the production process, drawing patterns to final product, in SAINT LUXURE is hand made so every
collection has limited numbers.

DA: EL is the abbreviation of dazzling & elegant. Effortless Chic-based unpretentious styling seemed natural The
Handmade Shoes & Accessory. The course offers a product samples with craftsmen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offer
practicality and comfort. Using leather designer brands to the natural comfort

저희는 하이엔드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로, 그녀들의 숨겨진 욕망을 우아하게 표현 해 내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클래식한 아이템인 스카프
를 활용하여 그녀의 목과 어깨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 스타일링 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핸드드로잉 기반의 패턴을 개발하여 패션 악세사리 및 라
이프 스타일을 기획하고 있는 프리미엄 텍스타일 패턴 브랜드로 2014년 5월 런칭하여 국내 백화점 및 국내외 편집샵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디자
이너들이 손으로 세세하게 묘사한 모티브들을 다시 그래픽화 한 후, 패턴으로 전개하여 제품화 하고 있는 세인트럭슈르의 제품들은 패턴드로잉 부
터 제작까지 모두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한 컬렉션당 한정 수량생산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것을 원하는 특별한 그녀들을 위한 자
수 이니셜 서비스도 주문제작받고 있습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다엘(DA:EL)은 dazzling&elegant의 약자로 Effortless Chic 기반의 꾸미지 않은듯 멋스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추구하는 Handmade
Shoes & Accessory입니다. 실용성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분야의 장인들과 함께 샘플과정을 거친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천연가죽을 사
용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주는 디자이너 브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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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

Modern Alchemist

카리스

Designer

모던알케미스트
Designer

Seo,young joo 서영주

General Merchandise

General Merchandise

21, 107-gil, Seocho-gu, Seoul, Kore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 대능빌딩 2층
M +82-10-3186-7224 F +82-2-466-6044 E modernalchemistshoes@gmail.com
H www.modernalchemistsho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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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 39, Gangnam-daero 162-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39 KARIS
T +82-2-3443-4388 E karis2020@naver.com
H www.karis2020.com

Bae, Geum Joo 배금주

KARIS produces two distinctive lines of bags, One is KARIS2020 which is a great selection of Crocodile skin, ostrich
skin and python etc handbags. The other is KARIS, microfiber bags. KARIS is contemporary designer bag brand.

The word ALCHEMIST comes from alchemy, which has origins in the Greek word khemeia, meaning "art of
transmuting metals." Alchemist is a person who can change ordinary metals into pure gold. They believe spirits
from all the material universe can be ‘recombined elements’ and there are spirits of each fundamental nature in
the natural science and materials. In spirits of fundamental nature, there are four elements: earth, water, air and
fire. Through mixed the four elements at certain rate, God created countless materials and life on earth. If so, why
don’t we change the proportion of the four elements and make different materials? MODERN ALCHEMIST aims for
reinvention and reinterpretation of modern higher materials and life through combination the elements from spirits
of our fundamental nature, all matter in the universe and change the proportion of elements.

KARIS(카리스)는 악어피, 타조, 파이톤 등 특수피를 이용 한 하이앤드 지향의 특피 스페셜 라인(KARIS2020)과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소프
트라인(KARIS) 두 가지로 철저하게 이원화한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핸드백, 가방 브랜드이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본질을 나타내는 정령에는 흙, 물, 공기, 불의 네 종류가 있는데 이는 원소에 해당된다. 신은 네 종류의 원소를 특정한 비율로 섞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종
류의 물질과 생명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4대원소의 비율을 변화시키면 다른 물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Modern Alchemist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우주의 모든 물질에 머물어 있는 정령을 소환해 원소를 다시 조합하고 비율을 변화시켜 현대적이며 고차원적인 물질과 생명으로 재
탄생 시키며 재창조 하고자 한다. 이러한 Identity를 바탕으로 Modern Alchemist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퀄리티와 고딕함과 시크함 그리고 고
차원적인 것으로 이태리, 유럽 명품 슈즈 못지 않은 Modern Alchemist Identity의 슈즈를 국내 및 미국, 유럽에 선보이고자 한다.

Booth No. G-09
058

ELLY&JAY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엘리앤제이
Designer

JAY ROH 노정민

3F. Daesung BD. 131-48 Myeonmok-dong, Jungrang-gu, Seoul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48 대성빌딩 3층
M +82-10-9394-7790 F +82-2-516-4512 E jm.roh@jmckorea.com
H www.ellynjay.com

General Merchandise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Concept

'엘리앤제이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 가치를 담는' 브랜드 입니다. 유행을 쫓는 디자인과 특피 위주의 소재 보다는 베이직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과 다양한 칼라 Variation으로 프리미엄 핸드백 브랜드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않은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가죽
은 오랜 역사의 태너리로 부터 프리미엄가죽 만을 엄선하여 수입하며, 전 공정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합니다.
소재의자부심, 만듦새의자부심 이 곧 엘리앤제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2016 S/S

'Reflecting passion into the brand' Only use 'Selected material’ and proudly carry ‘Fine Workmanship'. 'Basic design
with various color variation' We imported premium leather from age-old tanneries in lockstep. ELLY&JAY always
respects the customers' worth.

Booth No. PR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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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LABELS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1F / 3F PLAN

퓨처레이블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Room 2301, Lever tech center, 69-71 King Yip Street, Kwun Tong, Hong Kong
T +852-2372-0707 F +852-2372-0708 E sales@future-labels.com
H www.future-labels.com

PR01-03 PAUL MEMOIR (남성복)

PR01-02 AMÀNDULA (여성복)

PR01-04 SANS ARCIDET (잡화)

2016 S/S

PR01-01 FUTURE LABELS (멀티레이블 쇼룸)

2016 S/S

Concept
FUTURE LABELS was founded with the idea to grow
our established and emerging brands in their targeted
market. We strive for helping the retail stores in Asia to
find their unique talented brands. With our professional
services, brands can now be discovered by a wider range
of potential buyers, customers and press.
The brands we support are like below
Mart <Womenswear>
Obèse.plein <Womenswear>
Suzywan DELUXE <Accessories>
CARGO by OWEE <Bags>

퓨처레이블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그들이 원하는 시장에 진출하고, 아
시아의 바이어들이 독특하고 유망한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을 돕기 위
해 태어났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퓨처레이블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의 잠재 바이어 및 프레스에게 발견되고 성장할 것 입니다.
퓨처레이블이 전개하는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 Mart <여성복>,
오베세플레인 Obèse.plein <여성복>,
수지완디럭스 Suzywan DELUXE <액세서리>,
카고바이오위 CARGO by OWEE <가방>

Booth No. PR01-02

Booth No. PR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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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ÀNDULA

PAUL MEMOIR

Designer

Designer

아만둘라

폴메무아르

Guidetti, Manuela / Leonardi, Leda 마누엘라 구이데띠 / 레다 레오나르디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Fashion R-evolution international limited C1, 9/F., Mai Shun Industrial Building,
18-24 Kwai Cheong Road, Kwai Chung, Hong Kong
T +852-3616-6590 F +852-3616-6593 E paul@paulmemoir.com
H www.fr-evolution.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R-evolution international limited C1, 9/F., Mai Shun Industrial Building,
18-24 Kwai Cheong Road, Kwai Chung, Hong Kong
T +852 36166590 F +39 0599120413 E info@amandulaitaly.com
H www.fr-evolution.com

Fantuzzi, Paolo 파올로 판투찌

COUNTRY OF ORIGIN : ITALY
A M À N D U L A is an easy to wear Knitwear Collection Made in Italy. It represents Authentic Contemporary
Essentiality: made of natural yarns from Italian spinning mills and knitted to modern silhouettes with a clear
design - presenting daily comfort in a breezing and smart way. The seeds of the Collection sprouted 2011 within
a united group of people spirited by their passion and experience in knitwear so called WEG srl., located in Carpi,
near Modena/ Italy. Established in the 70's, ever since, their product competence and customer service have been
the main features and inspiration for their products. With A M À N D U L A , they are sharing their deep aspiration
offering a modern concept of Italian knitwear – combining constant technical research and innovation with
traditional roots.

COUNTRY OF ORIGIN : ITALY
Paul Memoir's idea is to revisit some icons and polish them off their contents, in order to present them again as
if for the first time. We study art’s horses, we re-elaborate the circle’s structure positioning it where the eye falls,
we analyze colors and how to place side by side, we imagine a chess floor and we bring those shapes to life. The
croissant, the horse, the circle, the square, the shattering of stars: this brand wants to lay new paint on your believes.

아만둘라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니트웨어 브랜드 입니다. 이탈리아 방직공장에서 생산된 천연 원사를 사용하여 짜여진 아만둘라의 니트웨어 컬렉
션은 깔끔한 디자인과 모던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탈리아 카르피 지방에 위치한 니트웨어 전문 패션 그룹인 웨그(WEG)사에 의해
시작된 아만둘라의 컬렉션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모던한 컨셉의 이탈리안 니트웨어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폴메무아르는 여러 상징적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그들의 제품에 녹여냅니다. 원의 구조를 다듬고, 색을 분석하고 배치하며, 체스판을 상상하여
그것들에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크로와상, 얼룩말, 원, 사각형, 별의 소멸 과정 등 당신이 상상하는 것들에 새로운 색채를 입히는 브랜드 입니다.

Booth No. PR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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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ARCIDET COLLECTION PARIS

G-VALLEY FASHION CENTER 3F PLAN

상알시뎃

Designer

Sans Arcidet, Corinne 코린 상알시뎃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2016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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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KODE x PR01. TRADE SHOW SEOUL

G-Valley Fashion Center Floor Plan

53 rue des Deux Communes 93100 Montreuil, France
T +33 1 48 70 01 10 F +33 1 48 70 03 45 E raffia@sans-arcidet.fr
H www.sans-arcidet.fr

Concept
A well established family business, involving two sisters based in Paris and another based in Madagascar, the brand
Sans-Arcidet Collection Paris is synonymous with beautiful, sophisticated collections of hand-crocheted raffia bags,
baskets, hats and clutches, coveted by fans all over the world. Traditional Malagasy crochet techniques are skilfully
combined with a distinctive French design aesthetic to produce products which are now sold in hundreds of
boutiques and department stores worldwide, including Printemps, Frank et Fils, Takashimaya, Barneys, Daimaru, and
Mitsukoshi.
가족 경영으로 두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알시뎃은 파리와 마다가스카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로 손으로 직접 코바느질한 라피아 가
방, 바스켓, 모자, 클러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마다가스카르의 크로켓 기법을 독특한 프랑스식 디자인에 접목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현재 100여개가 넘는 전세계 매장과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으며 그 중 Printemps, Frank et Fils, Takashimaya, Barneys, Daimaru,
Mitsukoshi 등에 선보이고 있다.

G밸리-01 CLOUDRADIO | 클라우드라디오

G밸리-03 VONVO | 본보

G밸리-02 CHEETAH EYEWEAR | 치타아이웨어

G밸리-04 HYOWON | 효원

Booth No. G밸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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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RADIO

CHEETAH EYEWEAR

Designer

Designer

클라우드라디오

치타아이웨어

Pae, Khwang Ho 배광호

G-Valley Fashion Center

G-Valley Fashion Center

#202-1,65, Digital-ro 9-gil, Geumcheon-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202-1호)
T +82-2-6402-1404 F +82-2-844-1997 E hansjin73@naver.com
H www.cheetaheyewear.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822, Siheung-dong, Geumcheon-gu, Seoul, Korea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22번지 지하1층
M +82-10-4440-0830 E cloudradio@naver.com
H www.cloudradio.co.kr

Sung Jin HAN 한성진

CLOUDRADIO (cloud-radio) has given the popularity and personality to design a small point at the same time
without missing even a brand embellish refined design and minor detail of a modern flair. Through quality fabrics,
exquisite detailing and the stylish design, you can also show your own styling.

CHEETAH EYEWEAR is a motif of a kind Cheetah familiar leopard accustomed to humans since ancient times Speedy
that can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style of cheetah like speed and fast-paced with sensual design In
addition to the comfortable fit and great expectations in 2013, the brand debuted.

CLOUDRADIO (클라우드라디오) 는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과 소소한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듬어낸 브랜드로서 누구에게나 어울리면
서 디자인에 작은 포인트를 주어 대중성과 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질 좋은 원단과 정교한 디테일처리,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활용
도 또한 높아 트랜드한 스타일링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고대로부터 길들여져 인간에게 친숙한 표범의 일종인 CHEETAH(치타)를 모티브로 한 CHEETAH아이웨어는 빠르게 급변하는 스타일의 변화에
치타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피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편안한 착용감까지 더하여 2013년 큰 기대속에 첫 선을 보인 브랜드이다.

Booth No. G밸리-03

Booth No. G밸리-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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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VO

hyowon

본보

Designer

효원

Designer

kim, young jin 김영진

G-Valley Fashion Center

G-Valley Fashion Center

90, Digital-ro 9-gil, Geumcheon-gu, Seoul, Korea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90 3층
T +82-2-3443-1215 F +82-2-839-2581 E dasushirt@naver.com
H http://www.conceptshirt.co.k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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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Mario tower,28,digitalro 30 gil,guro-gu,seoul,korea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1318호
T +82-2-890-6750 F +82-2-866-1289 E pwk2003@naver.com
H www.vonvo.co.kr

Jun. hyo won 전효원

SUMMER
TRENDY URBAN UNIQUE
STYLES’ FASHION BRAND
DESIGNED BY KOREA

VONVO

The brand name Hyowon stands for the name of the founder. It means the quallity of our products is guaranteed
in the name of our founder. It was also chosen to emphasize the origin of our products: Korea. Through 10 years of
R&D efforts Hyowon Shirts has developed a number of original manufacturing machines, which was rewarded by
acquiring many design patents. Manufactured by unique skills with

본보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브랜드 명 효원은 창업자의 이름이며 창업자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는 의미와 한글 명을 통해 한국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한 명칭입니
다. 효원 셔츠는 지난 10년간 연구노력으로 각종 기계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다량의 디자인을 특허 출원하였고 독창적인 제조 기법과 다양한 디
자인으로 세계적인 명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을 통해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으로 세계 시장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Booth No.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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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UAL DAY, GREEDA

HYUNDAI DEPARTMENT STORE 2F PLAN

유주얼데이, 그리다.
Designer

Kim, Soo Min / Ou, Myeong Ju 김수민 / 어명주

Hyundai Department Store Floor Plan

Hyundai Department Store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A-907 Galleria Palace, Jamsil 3-dong, Songpa-gu, Seoul, Korea 138-791
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갤러리아팰리스 A동 907호
T +82-2-6413-1836 F +82-2-6499-1836 E greeda@usualdaygreeda.com
H WWW.USUALDAYGREEDA.COM

05 BYLORDY | 바이로디

02 Boovous | 부부

06 MONOCHROME | 모노크롬

03 JIAVEC | 지아베크

07 De rêve | 드레브

04 BAEZUAN 배주안

08 maison de ines 메종드이네스

|

|

2016 S/S

01 A USUAL DAY, GREEDA | 유주얼데이, 그리다.

2016 S/S

Concept
'Me' that is the world's most difficult to gauge. If you locked in everyday life, and my life's clock is quickly turned
more if don't know. Our mission is a strand of but not limitation to, the most usual shoes 'Me' found. A USUAL DAY,
Different eyes, Different thought 'Me' a new way of expressing the color.
'나' 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에 갇혀있다면, 내 인생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 간다면 더욱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
은 트랜드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보통의 신발로 '나' 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A USUAL DAY, 色다른 시선, 色다른 생각 으로 새로운 '나'
를 표현하는 방법을 색을 통해 제안합니다.

Booth No. 02

Booth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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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VOUS

JIAVEC

부부

Designer

지아베크

KIM SUN BOO 김선부

JIAVEC

Park, Jiha 박지하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partment Store

21, Geumho-dong 3-ga, Seongdong-gu, Seoul, Korea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21번지
M +82-10-9144-0215 E jiavec@naver.com
H www.jiavec.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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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VOUS, 1st floor, 558-11,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8-11, 1층 BOOVOUS
T +82-2-322-8614 F +82-2-322-8614 E boovous@naver.com
H www.boovous.com

Designer

The brand name BOOVOUS is a compound of "boo" a syllable from the designer’s name, and "vous", which means
you in French. BOOVOUS signifies you and I, US. BOOVOUS is for the tasteful, self-determining and self-respectful
women. High quality materials and detailed finish will flatter the customers and provide them with higher
confidence.

JIAVEC is a Urban Life emotion brand. We seeks to give leisurely life to busy modern women using Free, vintage and
eco-friendly materials. When you wear our emotions, your life will be a leisurely. Because you have chosen it.

BOOVOUS는 디자이너이름의 끝자, "boo" 와 프랑스어로 너, 너희라는 뜻의 "vous" 의 합성어로 너와 나, 우리를 뜻하는 브랜드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우아하고 독립적인 여성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High Quality의 fabric 과 detail로 입는 이의 pride를 높여준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JIAVEC (지아베크)는 도시 생활 감성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빈티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바쁜 현대 여성에게 여유 있는 삶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감성을 착용 할 때, 당신의 인생은 여유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Booth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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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ZUAN

BYLORDY

Designer

Designer

배주안

바이로디

BAEZUAN 배주안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partment Store

First floor, 790-3 Hannam-dong, Yongsan-gu, Korea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90-3 1층, BYLORDY
T +82-70-4404-5092 F +82-2-2275-5092 E lordynhee@naver.com
H http://www.bylordy.com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301,Sang-am Bldg, 227-20, Yeonnam-dong, Mapo-gu, Seoul, KOREA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7-20 301호
M +82-10-3554-5315 F +82-2-322-4584 E baezuan@naver.com
H www.baezuan.com

Shin, Dong Hoon 신동훈

The pursuit of high quality with comfortable silhouette and unique, but restrained detail. Sharing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a mother can hand over to her daughter. This is the philosophy of BAEZUAN. BAEZUAN operate
factories and sample rooms in Korea and China and snap into the business in China from 2016 S/S season with a
long preparation.

BYLORDY, the contemporary brand, mixes feminine sensitivity and classic style to be more wearable and
comfortable. Women of all ages love it.

편안한 실루엣과 독특하지만 절제된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 엄마와 딸이 함께 입을수 있으며 엄마가 딸에게 물려줄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
이 배주안의 철학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샘플실과 공장을 운영하며, 오랜 준비를 끝으로 2016 S/S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컨템포러리한 감각으로 페미닌한 감성과 트래디셔널함을 믹스하여 한층 웨어러블하고 경쾌한 스타일로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들 누구나 오랫동
안 입을 수 있는 클래식 TD브랜드.

Booth No. 06

Booth No. 07
076

077

MONOCHROME

De rêve

Designer

Designer

모노크롬

드레브

Ha, Mi Hyang 하미향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partment Store

509, Boneunsa-ro 420, Kangnam-gu, Seoul, South Kore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0, 학산빌딩 509
T +82-70-4798-9555 F +82-70-4798-9555 E silverlightpark@gmail.com
H http://dereve.co.kr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STAFFS Bldg, 7, Dongho-ro 14 gil,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신당동 423-6, 2층
T +82-2-514-1892 F +82-2-514-1896 E k2umin@gmail.com
H www.monochrome.co.kr

Park, Silver Light 박은빛

Our brand creates clothing patterns in a form of a geometric figure, based on dots, lines and surfaces by using
different kind of materials. The overall design process is to create new forms of figure, using physically and
chemically processed materials in combination with simple figure

'De reve' means ideal / dreamlike in French and all of the De reve's products are inspired by the brand's clear
philosophy, 'Women are always Elegant'. De reve strongly believes that all women have their own elegance. As such,
De reve pursues classical designs that can draw out the owner's unique elegance by carefully incorporating feminine
materials and flawless details. Ultimately, De reve pursues eternal elegance resembling that of the protagonist in a
classical movie.

이질적인 소재의 조합과 조형의 기본원리인 점,선,면을 모티브로하여 기하도형의 형태로 옷의 패턴을 풀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물리적,화학적 가공
을 통해 얻어진 소재를 심플한 도형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도출해내는것이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입니다.

2016 S/S

Concept

2016 S/S

Concept

De reve는 불어로 '꿈같은', '이상적인' 을 의미하며, 드레브가 전개하는 모든 제품들에는 'Women are always Elegant' 라는 명확한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페미닌한 소재, 디테일로 여성의 우아함을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클래식 무비의 주인공처럼 시대가 흘러
도 변하지 않는 우아함을 추구합니다.

Booth No. 08
078

079

maison de ines

GUEST NATION 3F PLAN

메종드이네스
Designer

Kim, In Hye 김인혜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2016 S/S

2016 S/S

Hyundai Department Store

Guest Nation Floor Plan

St.Chagdeok palace 124 / Seoul, KOREA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124
T +82-70-4226-7912 E maison-ines@hotmail.com
H www.maison-ines.com

Concept
Only one simple concept that "Fine clothes give wings." Designer Clothing brand that don’t lose colors, patterns and
delicate details of each cloth.
복잡한 패션철학의 거품을 빼고, 옷이 날개라는 단 하나의 컨셉으로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릴 옷을 짓는 브랜드. 한벌, 한벌 다양한 소재에 담
긴 컬러와 패턴, 섬세한 디테일을 잃지 않는 세심한 디자이너 의류

GU-01 Patrick Owen (여성복)

Booth No. GU-01
080

Patrick Owen
패트릭 오웬
Designer

Patrick Owen

Jalan Kerinci XI no 10 A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20
T +6281280569579 E owen@patrickowen.net
H www.patrickowen.net

Guest Nation
Fashion Kode Brand Guide book

Concept

2016 S/S

Patrick Owen was brought to exis- tence for the Holy grail of unorthodox beauty. It celebrates genuine characters
beyond fashion, inspired by the fearlessness of the uncommon women and men of today’s world. Patrick Owen is
not for the faint of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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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NDEX / 3F PLAN
M Men's Wear W Women's Wear

LIE / 라이

BYUNGMUN SEO / 병문 서

W

CY CHOI / 씨와이초이
ZE QUUN / 제쿤

G General Merchandise

Bastong / 바스통

M

M

gaze de lin / 갸즈드랑

M W G

SOULPOT STUDIO / 소울팟스튜디오

M W G

M W

W

EASTLOGUE / 이스트로그

M

J KOO / 제이쿠

HEOHWAN SIMULATION / 허환시뮬레이션

HAPPENING / 해프닝

COINONIA / 코이노니아

LEYII / 르이

NOHKE / 노케

the studio K / 더 스튜디오 케이

YOUSER / 유저

KAAL E.SUKTAE / 카알 이석태

JEFF.LTD / 제프

084

085

DESIGNER INFORMATION

M

DESIGNER Lee Chung Chung / 이청청
URL www.itsLIE.com

M W G

keemoon
DESIGNER Choi, Chul Yong / 최철용
URL www.cychoi.com

M W

DESIGNER Kim, Sujinn / 김수진
URL www.soulpotstudio.com

W

ZE QUUN
DESIGNER Hwang, Jae Keun / 황재근
URL http://zequun.com

DESIGNER Cha, Jin Joo / 차진주

M

BYUNGMUN SEO
DESIGNER Seo, Byung Mun / 서병문
Um, Ji Na / 엄지나
URL www.byungmunseo.com

M

W

Bastong
DESIGNER Ki, Namhai / 기남해
URL www.Bastong.co.kr

W

DESIGNER Chang, So Young / 장소영
URL www.gazedelin.com

EASTLOGUE
DESIGNER Lee, Dong Ki / 이동기
URL www.eastlogue.com

J KOO
DESIGNER Choi, Jinwoo / 최진우
Koo, Yeonjoo / 구연주
URL www.studiojkoo.com

W

LEYII
DESIGNER Lee, Seung Hee / 이승희
URL http://www.leyii.kr

W

KAAL E SUKTAE
DESIGNER Lee, Suk Tae / 이석태
URL www.kaalesuktae.com

W

2016 S/S

gaze de lin

W

HAPPENING

K-Fashion Creative Designer

SOULPOT STUDIO

W

K-Fashion Creative Designer

LIE

M W G

the studio K
DESIGNER Hong, Hye Jin / 홍혜진
URL http://www.thestudiok.com

W

HEOHWAN SIMULATION
DESIGNER Heo, Hwan / 허환
URL www.heohwansimulation.com

W

COINONIA
DESIGNER Kim, Kiho / 김기호
Hashigami, Momoko / 하시가미 모모코
URL WWW.COINONIA.COM

W

2016 S/S

W

NOHKE
DESIGNER Jung, Mi Sun / 정미선
URL www.NOHKE.com

YOUSER
DESIGNER Mooyeol, Lee / 이무열
URL http://www.youser.com

JEFF.LTD
DESIGNER Kim, Seung Jun / 김승준
URL www.jeff-store.com

Booth No. 01

W

M

086

LIE

Cy Choi

라이
Designer Lee Chung Chung

Booth No. 02

087

씨와이초이
Designer Choi, Chul Yong

이청청

7,Seolleung-ro 99-gil, Gangnam-gu, Seoul,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9길 7

최철용

#202, Onam Bldg. 19 Dosandaero 17 Sinsa,
Gangnam,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19 (신사동) 202호

T +82-2-553-3380 E chung@liesangbong.com
H www.itsLIE.com

T +82-2-514-5243 F +82-2-514-5245
E info@cychoi.com
H www.cychoi.com

K-Fashion Creative Designer

'Between This and That' High end, ClassicContemporary, Tailor-Casual, Poetic

2016 S/S

Love. Identity. Ego.
The designer brand emphasizes “Everyday
wear luxury with a twist” which adds own
twist of innovative design elements and
details to a beautiful contemporary line.
The signature tailoring, combined with
an experimental use of various fabrics,
highlights the brand’ s vision. The style can
be described as new minimalism where
the style blends masculine shapes with
feminine details to create unique pieces
that are bold, yet versatile.

2016 S/S

Concept

K-Fashion Creative Designer

Concept

Frame은 안에 어떤 것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다
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frame 의 형태 또한 다양
한 디자인 요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기본
frame 안에 존재하는 frame들의 다양한 구성을 이
용해 표면 분할과 재구성을 통한 실루엣과 shape의
변화, 절제된 라인들 안에서 흥미로운 패턴과 커팅들
을 만듭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 를 브랜드 컨셉으로 경계의 가능
성 위에 서서 인접대상의 모든 장점들을 주목한다.

Booth No. 03

M W G

M W G

088

ZE QUUN

SOULPOT STUDIO

제쿤

Designer Hwang, Jae Keun

Booth No. 04

089

소울팟 스튜디오

Designer Kim, Sujinn

황재근

김수진

Concept

Concept

Presenting couture-sentimental characteristic,
the designs reflect temperate avant-garde
and moderate bling. Based on its positive
mind on self-expression, every collection
shows a struc tural- craf tic sentiment
with bold materials of mix&matched
texture. ZE QUUN suggests a total look for
20s~30s metropolitan women to express
their contemporary fashion aesthetic of
unconstrained delicacy

The borderless design of nature oriented
and modernized beauty of Korea, Beauty
of space, Naturalistic view, Calm elegant,
Beauty of purification

COUTURE적 감성캐릭터를 표방하는 ZE QUUN 은
절제된 ANVANT GARDE 함과 모던한 BLING 함을
디자인 코드로 두고 있는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입
니다. 자아표현에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기본으로
과감한 소재 MIX & TEXTURE 로 구조적인 CRAFT
감성을 매 시즌 구현하며, 동시대적인 패션 미학을 통
해 풀어내는 자유로운 섬세함을 지닌 20대 후반-30
대 메트로폴리스적 남·여성상을 위한 토털룩을 제시
합니다.

K-Fashion Creative Designer

T +82-70-8233-5680 F +82-2-6008-5685
E soulpotstudio@gmail.com
H www.soulpotstudio.com

2016 S/S

T +82-70-8229-5095 F +82-505-300-5095
E zequun@naver.com
H http://zequun.com/

2016 S/S

1F, 255-1, Itaewon-2dong, Yongsan-gu,
140-856 Seoul, Kore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55-1번지 1층

K-Fashion Creative Designer

301(zequun), 2478, Hwanghak-dong, Jung-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78번지 301호 (제쿤)

한국의 미의식을 현대화 한 자연지향의 보더리스, 여
백미, 자연미, 우아미, 정화미

Booth No. 05

M W

091

BYUNGMUN SEO

Bastong

Designer Seo, Byung Mun / Um, Ji Na

Designer Ki, Namhai

병문서

바스통

서병문 / 엄지나

T +82-2-335-3793 F +82-2-322-2576
E altki@bastong.co.kr
H www.Bastong.co.kr

T +82-2-2231-0599 F +82-2-6280-9579
E info@byungmunseo.com
H www.byungmunseo.com

Concept

K-Fashion Creative Designer

K-Fashion Creative Designer

2016 S/S

2016 S/S

Concept

Byungmun Seo 는 Ready-to-wear 남성복 브랜드로 테일러
링을 바탕으로 옷의 근본이 되는 하나의 패턴 조각들을 기
존의 패턴 구성에서 벗어나 예상되지 않은 위치와 형태에
적용을 시키면서 옷의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고 발전시키면
서 옷의 새로운 구조와 실루엣을 보여주고 다양한 패턴 구
조의 실험과 high tech 패브릭의 조화를 통하여 21세기의
진화된 남성복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남해

201F, 105 Seongmisan-ro, Mapo-gu, Seoul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105, 201호

3F, 653-26,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6, 3층

Byungmun Seo is a visually provocative menswear
ready-to-wear line. It displays an unconventional
construction of garment that often plays with a
development of creative pattern cutting to replace
each pattern pieces and elements of garment
into unexpected place and conveys new idea to
find hidden construction of garment and pushes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construction and
silhouette. The philosophy of this label is that fashion
needs to be functional first of all, but also conceive
a style that reflects the mood and state of mind:
poetic, sensitive and melancholic. The inspiration
exudes a sense of discreet chic, the essence
of timeless style, drawn on a monochromatic,
poetic expression through experimental pattern
cutting. It also can accentuate the contrast of high
textured fabric showing diversity and harmony.
The intelligent combination of high end fabric
with a variety of other materials gives the brand a
luxurious and exclusive look and feel introduces the
chic yet, contrasting fabrics is draped and layered to
create very distinctive and sombre clothes to clad a
twenty-first century gentleman.

Booth No. 06

M

090

Bastong was established in 2011. We
focus on creating a high-quality product.
Bastong design focuses on finely built
cloth and creating a superb fit.Our goal
is to be renowned as a perfect garment
brand. We concentrate on creating quality
garments. Good product with Good care
will Last forever.
바스통은 작은 하우스 브랜드 입니다. 상품군은 놀라
울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많은 디자인들로 무장한 브
랜드 보다는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며 두말이 필요없
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유행이란 바
람은 항상 불지만 그런 바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옷을 짓고 집요함으로 완
벽한 제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Booth No. 07

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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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08

093

gaze de lin
gaze de lin

EASTLOGUE

갸즈드랑

Designer Chang, So Young

이스트로그

Designer Lee, Dong Ki

장소영

이동기

T +82-70-8712-3213 E gazedelin@gmail.com
H www.gazedelin.com

T +82-70-8210-1122 E info@eastlogue.com
H www.eastlogue.com

Concept

Concept

[gaze de lin] is that epitomizes the natural
beauty of stillness. Coarse see-through white
cotton. Like the translucent curtains that
capture the sunshine.. Natural like flowing
water…Passage of time…Calm like music…
Seek to be the natural design that nearly
stop time. Comfortable and not formal and it
suggests natural style that does not go out of
modern fashion.

E A S T LO GU E’s g o a l is to re p re s e nt t h e
unchanging value through the honest clothes
of the reality, ideality and accessibility that
transcend time. The aesthetic is simple,
timeless and modest. It always goes after
the unchanging value for all generations.
EASTLOGUE is not led of influenced by seasonal
trends but tries to produce functional and
modern clothing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sportswear. Past sportswear contains the
sturdy tailor which can be found in HUNTING,
FISHING, CLIMBING, EXPLORING and CAMPING.
EASTLOGUE suggests the ‘TIMELESS’ collection
which encompasses the past and the present.
It is built based on the sturdy tailoring of the
traditional sportswear with the addition of
military and work wear aesthetic of the present.

추구합니다. 성글게 아스라히 비치는 얇은 무명 커튼
너머로 따뜻하게 넘어오는 햇살이 머무는 시간… 그
멈춘 듯 흐르는 시간의 감성을 담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시간이 흐르듯 스며가는…음악이 흐르듯
잔잔한… 멈춘 듯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
다. 격식을 갖추기 보다는 편안함을, 모던하지만 자연
스러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전합니다.

2016 S/S

2016 S/S

[gaze de lin] 은 자연스러움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K-Fashion Creative Designer

2F, Seoul Bldg, 48, Pildong-ro, Jung-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48 서울빌딩 2층

K-Fashion Creative Designer

301 Ho, 76 Bun-ji, Joo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76번지 301호

이스트로그는 과거와 현재, 이상과 현실의 보이는 것
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느끼고 수용하여 시대를 관
통한 '가치' 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트레디셔널 스포츠 웨어를 기반으로 이스트로그만의
현대적 감성으로 해석한 브랜드 입니다. HUNTING,
FISHING, CLIMBING, EXPLORING, CAMPING등 트
레디셔널스포츠웨어에서 보여지는 견고한 테일러링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되, 밀리터리와 워크웨어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 Timeless'
한 컬렉션을 제안합니다.

W

W

094

095

J KOO

HAPPENING

제이쿠

해프닝

Designer Choi, Jinwoo / Koo, Yeonjoo

Designer Cha, Jin Joo

최진우 / 구연주

2-D, 210-29, Itaewon-dong, Yongsan-gu,
Seoul, Kore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10-29 2층 D호

2F, 554-13,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4-13번지 2층

T +82-2-6094-9154 F +82-2-6093-9154
E fashion_jye@naver.com

T +82-2-511-2017 F +82-70-4227-5622
E studiojkoo@gmail.com
H www.studiojkoo.com

Concept

K-Fashion Creative Designer

K-Fashion Creative Designer

2016 S/S

2016 S/S

Concept
J KO O w a s e s t a b l i s h e d i n L o n d o n ,
February 2010. The name of the brand
derives from the initials of the two head
designers Jinwoo.Choi and Yeonjoo.
Koo. Both designers have studied Men’s
Wear at Central Saint Martins in London,
where they have gained background
in the traditional British Men’s tailoring
techniques. They have incorporated their
knowledge in Men’s wear to establish
unique Women’s wear brand that mirror
the tailoring techniques of Men’s wear that
creates classic yet contemporary looks.
J KOO는 Jinwoo Choi(최진우)와 Yeonjoo Koo(구연
주)의 약자로 Duo 디자이너 브랜드 입니다. 두 명의 디
자이너 모두 영국 Central Saint Martins에서 남성복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2010년 2월 영국 런던에서 런칭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로 베이스를 옮겨 2012년 F/W
제너레이션 넥스트를 통하여 데뷔하였습니다. 남성복
을 전공하여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의함으
로써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어우러진 브랜드 입니다. 최
근 2014 S/S 서울컬렉션을 통하여 기존의 여성복 라인
에 남성복 라인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진주

HÁPPENING IS AN COMTEMPORARY ÁRT
THAT EMPHÁSIZÉS THE CONNÉC TION
BETWEEN ART AND ITS ENVIRONMENT AND
IT BECAME PÓPULAR DURING 1950S-1960S.
HAPPENING AS INSPIRED BY JOHN CAGE’S
WÓRK KNÓWN AS COMPOSITION «4 33» IS A
BRAND THAT ELIMINATE BOUNDÁRIÉS AND
CREATE WAYS OF CÓMMUNICATION WITH
IMPROVISED AND NON – MATRIXED UNIQUE
EMOTIONS
HAPPENING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주로
행해졌던 현대 예술의 표현방식입니다.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는 1952년의 공연에서 4분 33초 동안 아무
연주도 하지 않은 해프닝을 연출하였습니다. 여기저
기 들려오는 소음도 하나의 음악일 수 있다는 철학에
서 시작된 해프닝이었습니다.《4분 33초》는 세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 각 악장의 악보에는 음표나 쉼표
없이, TACET(소리없음)라는 악상만이 쓰여 있습니다.
HAPPENING의 Brand Identity는 존 케이지의 예
술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우연성과 즉흥성의 unique
한 감성과 Minimal Avant-garde, 자유로운 소통
을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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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II

the studio K

르이

Designer Lee, Seung Hee

더스튜디오케이

Designer Hong, Hye Jin

이승희

2nd Floor, 589-14, Sh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9-14 텐저블스페이스 2층

홍혜진

648-20,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8-20, 1층
T +82-2-518-8984 F +82-2-518-8983
E info@thestudiok.com
H http://www.thestudiok.com

T +82-2-2237-4077 F +82-2-2237-4079
E lseehee@gmail.com
H http://www.leyii.kr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여성의
identity LEYII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여성이다. 여
성의 곡진 body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최상
의 balance와 비율을 중요시하고 이와 함께 항상 새로
운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실험적인 감성을
creative하면서도 contemporary하게 풀었다. Minimal
함 속에서 실험적인 디테일과 패턴을 찾아 볼 수 있으
며 정적이면서도 강한 Identity가 보이는 새롭고 신비스
러운 여성의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깊게 스며드는 디테일과 디자인 요소들이 브랜드의
Style을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30대-50대 초반까지 자
신만의 Identity로 Fashion을 즐기며 남들과 다른 신비스
럽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여성을 Target으로
하며, 한 시즌 입고 버려지는 옷이 아닌 오랜 기간 새로
움과 신선함을 고객들에게 어필하여 마니아 층을 확보함
으로써 Brand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성을 보장한다.

K-Fashion Creative Designer

Urb an and mo der nism ref le c te d by
d e s i g n e r ’s p h i l o s o p hy H a r m o ny o f
technology and design Trendy style and
mood based on originality

2016 S/S

Play with Experimental design and the proper
balance. Mystical female identity unveiled
in unconstrained experiments. At the heart
of LEYII is femininity. Optimum balance and
ratio that maximize the beauty of curved
female body and experimental spirit in
pursuit of novelty are expressed in creative
and contemporary fashion. Experimental
detail and patterns are found even in the
minimalistic design. Through calm and vivid
identity, LEYII creates new and mystical female
style. With controlled level of stimulus, LEYII's
deep permeating detail and design elements
magnify the vivid identity of the brand.

2016 S/S

Concept

K-Fashion Creative Designer

Concept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모던한 감성. 테크널리지와
디자인의 조화. 트랜드를 반영한 오리지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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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L E SUKTAE

HEOHWAN SIMULATION

카알 이석태

Designer Lee, Suk Tae

허환 시뮬레이션

Designer Heo, Hwan

이석태

허환

T +82-2-517-1858 F +82-2-517-1859
E kaal201@hotmail.com
H www.kaalesuktae.com

T +82-2-549-5327 F +82-2-549-5643
E info@heohwansimulation.com
H www.heohwansimulation.com

Concept

Concept

Modern contemporary brand that pursues
structural avant-garde. Structure analysis
on clothing and chic and elegant tailoring.
Approached the street fashion and cultural
sensitivity with handicraft method.

HEOHWAN SIMULATION is a Seoul-based
Womenswear label established by Koreanborn designer Hwan Heo. Royal College
of Arts (RCA) graduate, Hwan Heo created
the brand's vision for the next 10 years is to
showcase "The Critique Collection Project"
where the theme for each collection
stems from Hwan's experimental artwork
and geopolitical aestheticism. Studying
the fashion history and phenomenon
f rom 1920s to 19 9 0s and obs er v ing
contemporary fashion, Hwan develops
and rebuilds his own fashion statement.

2016 S/S

2016 S/S

구조적 아방가르드를 추구하는 모던 컨템포러리 디자
이너 브랜드. 옷에 대한 구조적 해석과 시크하고 무게
감 있는 테일러링.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과 문화적 감
성을 수공예 적으로 접근

K-Fashion Creative Designer

24, Apgujeong-ro 10-gil,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24, 301 (신사동)

K-Fashion Creative Designer

3f, 550-18,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0-18 3층

HEOHWAN SIMULATION 은 디자이너 허환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되어, 한국과 런던을 베이스로 삼아, 글로
벌 브랜드로 성장 중이다. 허환은 런던 Royal College
of Arts (RCA)를 졸업 후, 2012 S/S Collection을 시
작으로 패션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하
는 "THE CRITIQUE COLLECTION PROJECT 20" 라
는 10년간의 DECADE PROJECT를 기획하고 있다. 이
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패션의 역사와 현
황에 대한 디자이너 허환의 지정학적인 재해석과 비평
이 더해져 20번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으로, 현재
9번째 컬렉션인 2016 S/S 'Great Depression' 을 마
쳤다. 매 시즌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실험과정이 디자인
Reference로 작용, 그만의 미학적인 시그니처가 더해져
독특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FASHION KODE SPON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