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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리 앞서 본 2021년 봄 러닝
화 & 다용도 풋웨어
- 동네를 한 바퀴 돌든 혹은 트랙이 갖춰진 장소에서 전력질

주를 하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러너

혹은 러닝을 시작하는 초보자 모두 봄에 신을 러닝화를 찾고

있다. 

 

신발기업탐방 : (주)조우상사
- 20여 년 간의 프로 낚시 경력 그리고 신발디자인 회사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낚시화 브랜드 “스파이더 피

쉬”를 런칭 하여 판매하는 ㈜조우상사의 이성진 대표를 찾

아 인터뷰를 하였다

 해외신발시장소식 더보기 >

[미국] 각 국가 사례로 알아본, 코로나 19가 스니
커즈 리테일 업계에 미칠 영향 예측

- 바이러스가 세계적 경기 침체를 부추기
면서 스니커즈 매장들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오르’의 베스
트 스니커즈 6選 , 그리고 참

- 디오르는 스니커즈 소유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스니커즈 십여 종을 컬렉션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몇몇은 팬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했다.

[미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송함을 유지하고 싶
다면, ‘고어텍스’는 어때?

- 50여년 전, 우연히 신비한 막을 발견한
고어텍스는 지금까지도 방수 및 통기성 기
술의 공식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

 

 해외단신  

 
 국내뉴스 더보기 >

공지사항

- [공고] 2020 글로벌 신발 바이어 온라인 수출
대전 참가기업 모집공고
[신발센터 2020-08-21]

- [교육축소운영] 신발산업인력양성 9월 교육계
획
[신발센터 2020-08-25]

- [공지] 신발산업 실태조사
[신발센터 2020-08-07]

신발人

-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16> 뽀너스

- 제이드엠, 자기 브랜드 개발로 OEM 한계 넘는
다

-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15> 나노텍세라믹
스

산업소식

- 부산 車 소재기업 화인, 신발 시장 ‘도전’
[2020-08-17 부산일보]

- 러닝화 8종 ‘우수’ 평가 가장 많이 받은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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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푸마 신제품 트레이닝화 ‘LQD셀 메소드’, 독점 기
술로 안정감 높여

[미국] ‘제로 탄소’로 나아가려는 나이키, 친환경 기술 적
용한 척 테일러 신상품

[미국] 지구상에서 가장 마찰력이 높은 “VJ 슈즈”

[미국] 나이키 와플 레이서, 현대식 디자인으로 재탄생
해

[미국] 언더아머, 기능성을 강화한 ‘후버 팬텀 2’ 출시

[미국] 스케처스, 코로나 19 타격으로 2Q 실적 전반적 하
락…하지만 중국에서 회복

는?
[2020-08-12 한겨레]

- 무협 "EU·베트남 FTA 발효…의류·신발 기업 수
혜
[2020-08-04 머니투데이]

- "무신사 '성장' 두렵다"...긴장한 신발유통업체들
[2020-08-04 뉴스핌]

- “130만원 주고 산 신발이 가짜?” 리셀 플랫폼
[2020-08-14 헤럴드경제]

-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실패가 주는 교훈
[2020-08-01 이데일리]

제품/트랜드

- 가장 편한 신발, '올버즈(Allbirds)' 한국 론칭
[2020-08-10 부산일보]

- 장마에…'레인부츠'·'젤리슈즈' 필수템 등극
[2020-08-11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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