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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인구의 글로벌 시장에 한류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다. 

 한류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브랜딩 되어져 가고 있다. 

 그 중심의 K-POP은 이미 일본,중국,그리고 동남아 아시아에서 미주 유럽까지    

커다란 마케팅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K-POP에 이어 K-DRAMA, K-FOOD, K-BEAUTY, K-FASHION 으로 이어지며  한류는  커다란  브랜드로  

인지되어있다. 

그 근원은 한국에서 만들어 지는 콘텐츠이다. 

한류의 근원인 K- CONTENTS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빠른 글로벌적 트랜드에 앞서 나아가야만 한다.  

  이에 KF FAMILY 는  한류콘텐츠의 중심을 사람으로 두고 사람이 한류이고 한류가 곧 한국인임을 넓리 알리는 콘텐츠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되어 지는 콘텐츠 네트워크와  각 산업영역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획을 제안한다.  

 국내와 국외의  2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생산된 콘텐츠를 세계의 무대에 알림으로써  아시아를 넘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한다. 

 세계 각 국으로 한류=콘텐츠+한국브랜드로 한류를  수출하고자 한다 

 한류 콘텐츠와 한류의 브랜드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국가적  경제 효과와 한국의 문화 수출 그리고 잠재적인 고용의 효과를 

 내는 국제 경제적 플랫폼 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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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부> 

1. 한국의 패션 산업은 사양산업인가? 

과거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수출효자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고, 초기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임금이 상승

하였고,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저임금 국가에서 빼앗기면서 이제 한국에서 패션 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이엔드 브랜드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이나 미국에

서, 그리고 중저가의 spa 브랜드는 스페인, 미국, 일본,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 세계 패션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 뿐이지, 패션 산업의 가능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고, 한류라는 

문화적 컨텐츠가 점점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한류라는 컨텐츠 안에는 단

순히 K pop, K drama 뿐만이 아니라 뷰티, 패션, 관광 등등 다양한 하위 분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술력, 창의력, 자본이 합쳐진다면 한국의 패션 산업은 다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왜 동대문과 중구인가?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동대문을 꼽습니다. DDP에서 사진을 찍고 동대문에서 의류 쇼핑을 

합니다. 동대문에는 단지 쇼핑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쇼핑센터 주변과 중구에는 수많은 봉제 전문가들과 쇼핑몰, 스튜디오,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동대문과 중구 지역은 봉제전문가와 패션과 섬유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 이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맟

줘 최근에는 수많은 온라인 패션몰 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동대문과 중구는 바로 한국 패션의 메카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대문과 중구 지역에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보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패션 산업에서 클러스터 산업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수 많은 

봉제전문가와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 쇼핑 업체들이 이 주변에서 이미 서로 네트워크 협력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호 중구청장님이 봉

제street를 구상하셨는데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우리는 중구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 사업 네트웨크 플랫폼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패션 

산업의 진입장벽과 거래 장벽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패션 산업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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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 / Korean Br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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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타이틀 

개회일시 

장소 

예상참여 

주최/주관 

행사구성 

방송구성 

협력/참여 

콘텐츠 

한국어표기: KBP 코네트 워크  ( Korea Brand Power  co-network) 

 2018년 12월 13일  ( 목)  15:00-19:00 

서울 중구 DDP 디자인 나눔관 

패션디자이너 / 패션제조사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 글로벌 인플루언서 / 참관객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이상아트스페이스 / ㈜코리안프렌즈, JBS E&M 

 1부  중구 네트워킹플렛폼 행사  2부 패션제조 KUA 런칭    3부 디자이너/ 브랜드/ 인플루언서 매칭   

방송구성 – 카카오티비, 유튜브, 비고라이브, 인스타, 페이스북  국제 채널 -BIGO, AMEBA TV 

협력 –  한국국제문화진흥원/ 한국의류산업협회, 미디어브릿지, 네이버 아트윈도, 위메프 

콘텐츠- 라이브/엔터테이먼트/협력기업  
글로벌 패션 네트워크 프로세싱 / 인플루언서 라이브 콘텐츠/ 콘텐츠 강의 
 

KBP co-network 
한류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브랜드단과 한국의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함께한 글로벌 한류수출 프로젝트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떠나는 KBP SUPER LIVE는 각 국가별 유뷰버들로 하여금 수억뷰의 한류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세계에 SNS 매체로 하여금 동시 생중계 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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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DDP 디자인 나눔관 
 
아시아 최대 패션 컨벤션 
 
- STAGE  
- BOOTH 
- BIG  모니터 
- DRINKS 
- MEETING ROUNGE 

http://www.shinhwa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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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사이트 배너 광고 MOBILE 배너 유튜브 송출 QR코드 광고 

BROCAST MARKET 각종 키워드 광고 국제 TV 

쇼셜 방송 SNS 브랜드 사이트 POP설치 

INTERNET 크리에이터 광고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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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HEDULE  

A PROGRAM B PROGRAM 

MUSIC WITH TAKE SEAT  

GUEST LIVE A  

INTRODUCE EVENT 

GREETING VIP 

GREETING JFC 

NETWORK FLATFORM SHOW 

GUEST LIVE B 

INTRODUCE MANUFACTURE 

FASHION TALK 

FLATFORM EVENT 

INTRODUCE SECTION TWO 

SECTION FINISH GREETING 

INTRODUCE KUA 

PERFORMANCE KUA 

EXPLAIN PROCESS 

 KUA EVENT  

ART /DESIGNER/ INFURU  NETWORK 

FINISH GREETING 

INTRODUCE SECTION THREE 

INTRODUCE BUYER  

CONTENTS CONSULTING 

DESIGNER/ART/ BUYER  NET 

BRAND /INFLUENCE  NETWORK 

FINISH GREETING 

12/13 목 2,3부 12/ 13 목  1부 

15:00 

15:10 

15:20 

15:25 

15:30 

15:35 

16:55 

16:00 

16:05 

16:20 

16:28 

16:30 

SNS 
 

LIVE 
 
 

WITH 
 

INSTA LIVE 
FACE LIVE 
KAKAO IVE 
BIGO LIVE 

UTUBE LIVE 

ALL TIME 

*자세한 큐시트는 별도 첨부 

Section one Section two 

Section three 

16:45 

16:50 

17:15 

17:30 

17:40 

18:00 

18:10 

18:15 

18:25 

18:45 

18:5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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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ummary 
플랫폼의 의 런칭과 브랜드 런칭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one step  solution”                                            

 
Section one Section three Section two 

서울의 중심  패션의 중심 중구의류패션 지원센터
의 패션 네트워킹 플랫폼 소개 및 토론회 

K-FASHION  TALK SHOW 

1 2 3 

패션 플랫폼을 통한 브랜드 KUA 
 런칭  퍼포먼스 
 

K- FASHION SHOW CASE 
브랜드의 글로벌 유통 및 사업 전개 및 콘텐츠 강의 

K- FASHION BIZ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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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ASHION  NETWORK SHOW 
중구청 지원과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제작으로 진행 되는  어패럴 제작공장과 디자이너/ 바이어의 연결을   

한류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봉제 no.1  플랫폼으로 성장해 간다.                         

 

FASHION+FLATFORM X CONTENTS    

Section 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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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ASHION SHOW CASE 
한국 제조공정을 통해 제작 되어진 어패럴 브랜드 쿠아의 런칭을 통해  콘텐츠와 제조의 융합 시너지를 체험한다. 

Fashion + Art mix    

Section TW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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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ASHION GLOBAL BIZ FAIR 
한국제조 공정을 거친 브랜드들은 글로벌 진출로의 판로를 개척한다.    각 국가별 인플루언서/ 바이어/ 유통자들을 통해 소개 되는 made in korea 상품은  

K  CO-NETWORK 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 

FASHION+BUYER MATCHING    

Section THRE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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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fluencer Contents tour 
동대문의 패션 패션, 뷰티, 브랜드 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어. 

  인플루언서 들과의 인터뷰로 현지 진출  초기 마케팅을 이루어낸다                                             

 

INFLUENCER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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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KOREA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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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INDONESIA 

Sasyachi 팔로워 72.3천 

Chelseaislan  팔로워 4.9백만 

지코 

mamaofsnow 팔로워 51.2천 

Bylizzieparra  팔로워 131천 

Puchh 팔로워 80.3천 

harumips 팔로워 77.9천 

Sararobert 팔로워 45.7천 

ralineshah  팔로워 4.6백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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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INDONESIA 

peaerypie팔로워 327.3천 Onnbaby  팔로워 49.9백만 
지코 

mayyR 팔로워 583천 Fah sarika  팔로워 263천 
Feonalita 팔로워 151천 

Wonderpeach  팔로워 64.3천 

Tyffvathu  팔로워 18.3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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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SINGAPORE 

ms_rach  팔로워 107천 belluspuera  팔로워 152 천 

Ulimali   팔로워 8천 Mykxii 팔로워 107천 
changmakeup 팔로워 1744천 

Ulimali   팔로워 8천 

Naomineo 팔로워 387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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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JAPAN 

さぁや saaya 팔로워 697천 mimitv  팔로워 114천 

MizukiTV 팔로워 92천 
sasakiasahi  팔로워 700천 

Mirainista  팔로워 63천 

Miki Kawanishi  팔로워 750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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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HONG KONG 

Michellephan 팔로워 2100.3천 
Iloveqq   팔로워 158천 

Gem0816  팔로워 3000천 Arialchenpeipei 팔로워 87.7천 
Brenlui  팔로워 67.7천 

tinaleung  팔로워 233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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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HONG KONG 

chaubui_ 팔로워 653천 quynhanhshyn_ 팔로워 165천 

Changmakeup  팔로워 744천 Itsmemaingo 팔로워 159천 
Esheepkitchen 팔로워 165천 

beautybychloeng  팔로워 166천 

Salimhwg   팔로워 746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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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MALAYSIA 

chloeleongg_  팔로워 257천 
emilyquak  팔로워 14.7천 

Sue Lynn j0.ms  팔로워 332천 
Joyce Wong 

Jane Lau 

Emily Quak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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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PHILIPPINES 

Donnalynbartolome 팔로워 874천 Joycepring   팔로워 384천 

Laureenmuy   팔로워889천 

Gabsgibbs 팔로워 126천 
Chiefilomeno  팔로워 1100천 

Michelledyy   팔로워 343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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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KOREA ABROAD 

한국인 가수 유튜버 

유튜버 가수 버블 디아 

신인 걸그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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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WITH  KBP  
BRAND 

중국  유통기업 –  시노코리안, RED 
  
중국  바이어 -  왕홍, 미디어 , 웨이청 
 
일본 유통기업 –  글로벌 KB, MOMOFRIENDS, 페이스오너 
 
일본 바이어 -  신오쿠보 유통협회, 영상비 
 
태국 바이어 -  홀리니오 
 

BRAND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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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TV방송) 

국제 TV 방송 
 국제 유명 방송 채널에 한국 뷰브랜드 소개의 영상으로 

1회에 한해 브랜드 노출 및 콘텐츠  간접 노출 

TV특별 방송( 5분 *1회) 

*방송시 TV방송의 스폰서로써 노출 – 메인 스폰서 

글로벌 Magazin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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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ITLE 

      *이벤트 타이틀의 타이틀배너에 기업명, 브랜드 명, 상품명 제시(모든 영역에 제시) 

 

   
  KBP 
  SUPER 
  LIVE 

 
   KBP SUPER LIVE 

기업명,브랜드명,상품명 

*로고 디자인은 예상 이미지입니다 

Powered by korean friends 

presents 

Powered by korean friends 

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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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SNS TV 방송 홍보  

각종 쇼셜 노출  
2회 /1 프로그램당 
인플루언서 5명 
기간:약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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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사이트, 톱 화면의 기업명, 브랜드 명, 상품 명 노출 

기업명, 브랜드명, 상품명 

웹 모바일 페이지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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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 를 통한 국내외 인플루언서  협력 네트워크 서명 



KBP 
네트워크 

Copyright© 2018KF.Korea.Co.Ltd All Rights Reserved. 

CO-NETWORK 

THANK YOU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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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 진행 포트폴리오  2017.9.16-17 in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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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 진행 포트폴리오  2017.9.16-17 in 발리 
https://youtu.be/kk4XPPQ5O9g 

https://youtu.be/-epgRZKOs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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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 진행 포트폴리오  2017.9.16-17 in 발리 

BRAND+BUYER MAT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