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FS
Digital Fashion Source  전시 참가 대상

UX 관점

참가기업 엄선

티셔츠, 팬츠, 데님, 스웨터, 

아우터, 신발, 가방, 모자, 

주얼리 등 아이템별 

전문 소싱 기업

ODM, OEM

티셔츠, 팬츠, 데님, 스웨터, 

아우터, 신발, 가방, 모자, 

주얼리 등 아이템별 

전문 소싱 기업

Textile & 부자재

자가 브랜드, 명확한 아이덴티티, 

시장경쟁력 갖춘 수주 홀세일 

전문 브랜드

(해외 브랜드 중심)

OBM

자가 브랜드, 명확한 아이덴티티, 

시장경쟁력 갖춘 수주 홀세일 

전문 브랜드

(해외 브랜드 중심)

Digital Tech

DFS

Digital Fashion Source  목표와 비전

디지털&글로벌 시대, 

한국 패션의 SCM 경쟁력 향상 위한 

B2B Trade Show

OEM/ODM,

OBM(브랜드)

Textile & 

부자재

Sourcing Fair

SCM Knowledge New Tech

Smart Fashion Forum Digital Transformation

D/T 성공사례

이커머스 플랫폼 진화

VC 대상 투자설명회

신소재 트렌드 세미나

AI, 빅데이터, 

개인화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신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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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패션소스 (DFS) 

부대 행사 
* 스마트 패션 포럼

* 패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사례 체험관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 관련 문의 2020 Digital Fashion Source - Tel : 82+70+7167+5324 / E-mail : les@fi.co.kr

패션경영전문미디어 <패션인사이트>가 주최하는 ‘디지털패션소스

(DIGITAL FASHION SOURCE)’가 2020년 10월21-22일 양일간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컨벤션홀2관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디지털패션소스(이하 DFS)는 디지털 생태계 시대를 맞아 한국 패션 상

업의 SCM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B2B 트레이드 전시회입니다.

주최사인 <패션인사이트>는 이미 인디브랜드페어, 리테일 페어, 치크 

전시회 등 여러 차례 국내외 전시회를 진행, 탄탄한 노하우와 실행력

을 바탕으로 국내 브랜드 홍보, 새로운 시장 개발 및 성과 향상을 위해 

트렌디하고 영향력 있는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획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패션마켓은 △스트리트 캐주얼 △애슬레저 스포츠 △디

자이너 브랜드 등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아

더에러’ ‘아크메드라비’ ‘디스이즈네버댓’ ‘앤더슨벨’ ‘LMC’ ‘로맨틱크

라운’ ‘안다르’ ‘젝시믹스’ ‘로우클래식’ ‘로켓런치’ ‘OIOI’ 등 수많은 스

타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무신사’ ‘더블유컨

셉’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 성장과 같이 하

면서 연간 매출 외형이 적게는 100~200억원대, 많게는 500~700억

원 안팎의 대형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마켓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70억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보더리스 마켓

(BORDERLESS MARKET)’. 이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탄탄

한 SCM가 뒷받침돼야 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소싱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싱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디지털패

션소스(이하 DFS)’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DFS의 각 섹션은 OEM / ODM, OBM, 텍스타일&부자재 등 SCM을 기

반으로 스마트 패션 포럼, AI / 빅데이터 /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테

크 콘텐츠 확보에 중점을 맞춰 전시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 가을 ‘디지털패션소스(이하 DFS)’에서 새로운 소싱처와 바이어

를 만나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디지털패션소스 (DFS) 

전시 개요 

디지털패션소스 (DFS) 

전시장 안내 

디지털패션소스 (DFS) 

참가비 안내

위치안내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포레 G층

건물 내 B3~B7   |   800대 주차 가능

표준부스3X2M(6㎡) 150만원(VAT별도)

전시장 인테리어 및 상담 테이블, 의자, 조명 포함

미니부스2X1M(2㎡) 100만원(VAT별도)

전시장 인테리어 및 상담 테이블, 의자, 조명 포함
*샘플 이미지 입니다

2020 Digital Fashion Source

독립부스3X2M(6㎡) 100만원(VAT별도)

바닥 공간만 제공, 4부스 이상 가능

*계약금 입금 순서에 따라 부스 위치 선택시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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