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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발관 신발커스텀 비즈니스·문
화 플랫폼 개소
- 태광실업의 신발산업발전기부금 1억원을 활용한 플랫폼은

창업지원, 부산 브랜드 커스텀 마케팅 지원, 커스텀 취미 아

카데미 운영, 동호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전문·일반인을 대상

으로 운영된다. 

 

TOP3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디자인
과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의 스마트
기술 접목과 혁신(1)
- 신발 산업에 있어 디자인 단계는 신발 산업의 시작이자 끝

이라고 할 수 있다. 신발 디자이너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잘 살린 제품이 출시될 때,

높은 수익으로 이어진다.

 해외신발시장소식 더보기 >

[미국] 크로스 트레이닝화 구입 시 고려 할 요소

-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스니커즈를 착용
하는 것은 운동 목표를 달성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동
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맞는 신
발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 2020년 여름 출시될 에어조던 라인업 공
개

- 마이클 조던의 5번째 시그니처 모델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파이어 레드”
OG 컬러와 파이어레드, 메탈릭 및 그레이
프가 혼합된 컬러 두 가지로 선을 보일 것
이다.

[미국] 리복 & 아디다스, 시그니처 스니커즈 출시

- 전설과도 같은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됐다.
리복과 아디다스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뛰
어난 두 명의 농구선수 앨런 아이버슨과
제임스 하든을 기리기 위해 힘을 모은 것
이다.

[독일] 샌들로 유명한 “버켄스탁” 최고의 풋웨어
는?

 
 국내뉴스 더보기 >

공지사항

- [공고] 「2020년 기능성 신발 영상제작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 희망기업 3차 모집 공고
[신발센터 2020-07-28]

- [공고] 파도블(PADOBLE) 신발편집샵 입점브
랜드 모집 공고
[신발센터 2020-07-22]

- [공고] 신발 디자인/마케팅 양성과정 수요기업
모집공고
[신발센터 2020-07-27]

신발人

- 기업탐방 : GTM Korea

- 공세진 프로스펙스 R&D센터장

-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산업소식

- 8월 1일부터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2020-07-05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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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
진, 이 독일 소재 신발 제조업체는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고객을 보유하
고 있다.

[영국] “클래식 레더 레거시” 올 하반기 출시 예
정

-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플레저스
(Pleasures)가 리복과 컬래버레이션을 통
해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러닝화 업계의 특수성 노린 여러 신규 브
랜드 출범하다

- 2020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러닝화 브랜드와 수많은 리테일 매장은
코로나 19 때문에 미처 판매되지 않고 재
고로 쌓인 봄 상품 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해외단신  

[미국] 코로나 시대, 신제품 출시일을 둘러싼 딜레마

[미국] 컨버스, 애니메이션 “스쿠비 두” 스니커즈 출시

[미국] 호카 원원, 신상품 “카본 X SPE” 출시

[독일] 품절된 아디다스 “바리움”, 구매할 수 있을까?

[미국] “에코 디자인”, 지속 가능한 풋웨어 개발 중점 두
다

[미국] 러닝화 업계의 특수성 노린 신규 브랜드 출범하다

- 부산시 ‘일자리 르네상스’ 추진한다
[2020-07-28 부산일보]

- 진구, ‘스마트신발 쇼핑산업’ 공동업무협약 체결
[2020-07-27 부산일보]

- 무신사,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 공식 론칭
[2020-07-21 이데일리]

- 1500만원 스니커즈 사고판다
[2020-07-17 헤럴드경제]

- 비대면 산업 기반 구축·환경 조성 나서는 지방
정부
[2020-07-14 서울경제]

제품/트랜드

- 노스페이스, '서머 트래블 컬렉션' 출시
[2020-07-28 아주경제]

- '맨발 신발' 한국 상륙..최고 디자인·기술력
[2020-07-17 뉴스핌]

- 닥스 슈즈, '경량 펀칭밴드 썸머 스니커즈' 출시
[2020-07-09 머니투데이]

- 폭신폭신 편안한...리복 'DMX 라이트 슬립온'
출시
[2020-07-08 스포츠서울]

- 르까프 키즈 슬립온 2종 출시
[2020-07-08 EBN]

- TRASH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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