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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완제품 공인제품 인증 길 열렸 [미국] 코로나 19로 인해 바뀌게 된
소비 행태…오프라인 구매율 줄어
다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국내 유일의 신발 완

- 미국 전역에서 리테일 매장이 재개되자 소비자 대다수

제품 KAS 인증기관이 됐다. 그동안 신발 완제품에 별다른 인

(54%)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

증 시스템이 없어 품질로 승부하기 어려웠던 지역 신발업체

다. 하지만 풋웨어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겠다고 말하

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는 소비자(32%)가 줄었다.

해외신발시장소식

더보기 >

[미국] 나이키 르브론 7 “MVP” 출시
- 르브론 제임스를 오마주 한 나이키 르브
론 7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컬렉션에 새로운 디자인
이 추가될 전망이다.

[영국] 리복 x 브렌인 데드, ‘클래식 레더’ 재현
- 브레인 데드는 1983년 출시돼 수십 년 동
안 리복의 인기 상품 중 하나가 된 빈티지
풋웨어, 클래식 레더(Classic Leather)를 재
현했다.

[독일] 최저 탄소 발자국 가진 풋웨어 개발 중
- 스포츠 대기업 아디다스와 뉴질랜드의
소비자 직접 거래 풋웨어 회사 올버즈가
“탄소 발자국이 최저”인 스포츠 기능화를
개발 중에 있다.

국내뉴스

더보기 >

공지사항

- [공고]「2020년 이동 생체역학 성능평가 지원
사업」참가 희망기업 상시 모집 공고
[신발센터 2020-07-01]

- [공고] 신발 디자인/마케팅 양성과정 교육생 모
집공고
[신발센터 2020-06-10]

- [교육] 신발산업인력양성교육 7월 교육계획
[신발센터 2020-06-09]

신발人

-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HOT 스타트업] “신발은 제 인생 전부예요”

산업소식

[독일] 아디다스 중국 사업 판매율 성장세로 반등
해
- 무신사, 몸값 2조원대…가장 돈 잘버는 유니콘
기업
- 중국에 위치한 모든 아디다스 오프라인
매장이 4월 중순부터 재개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매장의 트래픽은 평년 수준을 밑
돌았지만, 판매율은 성장세로 돌아섰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x 반스, 컬렉션 출시

[2020-06-28 한국경제]

- 부산 브랜드 페스타 “17일간 에누리됩니다”
[2020-06-25 아시아경제]

- 빵처럼 구운 부산 신발, 상하이 최대 쇼핑몰 입

-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반스가 컬래버레
이션을 통해 디자인한 멀티 스니커즈 컬
렉션은 총 5가지 스타일이다.

[미국] RIA, 코로나 19가 러닝화 브랜드에 미친
영향 평가 보고서 발표
- 러닝산업협회(RIA)가 러닝화 브랜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상당히 어
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점

[2020-06-16 국제신문]

- 지비라이트 등 지역업체 14곳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020-05-31 파이낸셜뉴스]

- 프로스펙스, 30년 전 로고 다시 내걸고 재도약
[2020-06-17 한경비지니스]

제품소식

- 부산신발기업 역도화 ‘국산화 선언’
[2020-06-18 국제신문]

해외단신

- 이랜드리테일 슈펜, ‘신묘한’ 협업 상품 출시
[2020-06-22 환경일보]

[미국] 인기 폭발 에어조던 6 “헤어”, 재출시 결정
[미국] 리복-나이키, 6월에 출시한 신상품
[미국] 나이키, 지속 가능성 ‘스페이스 히피’ 라인 출시
[일본] 아식스,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
[독일] 컴포트화 ‘본 웰릭스’, 인도로 생산 공장 이전 발표

- 젝시믹스, 빅로고 강조한 ‘프로젝트 X-2’ 선봬
[2020-06-19 이데일리]

- 신발 전문 글림퍼, 어글리 슈즈 ‘프레즐' 선보여
[2020-06-15 이투데이]

- 나이키 '쓰레기 신발' 출격 예고에…리셀 시장
들썩
[2020-06-09 서울경제]

[미국] 에어조던 1 하이 줌, “레이지 그린” 색상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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