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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섬유 패션유통 
전문 정보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미디어에  

28년간의 신뢰성까지 구축한 코리아 대표 주자

패션비즈(www.fashionbiz.co.kr)는 섬유 패션 리테일을 중심으로 한  

전문 비즈니스의 새로운  정보를 매일 35~40건 업로드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 입니다.  

1999년 3월, 온라인 사이트를 론칭한 이래 ‘패션 트렌드 & 브랜드 정보’를 비롯한 섬유패션 유통을 경영하고  

리드하는 전문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방법으로 뉴스를 받아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신속함, 깊이있는 정보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션비즈 사이트는 ‘투데이 뉴스’ 뿐 아니라, 지난 1986년 창간된 월간 매거진 ‘패션비즈’와의 시너지로  

글로벌의 앞선 월드와이드 소식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지, 섬유 의상 관련 대학생들이 가장 유용하게 보는패션지, 패션 전문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미디어로서 분석력있는 데이터와 그래픽 뉴스 등 알찬 자료가 뒷받침되는 ‘패션비즈’ 입니다.

현재 패션비즈는 뉴욕 보스톤 런던 파리 밀란 도쿄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 7개국 9개 도시에 15명의 해외 리포터를 

두고 세계 곳곳의 실시간 패션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패션비즈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비즈니스 

전문지에서 21세기 세계 최고의 전문지로, 멀티 전문 매체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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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biz 
history
1986 .12 정기 간행물 등록허가

1987 .02 ㈜섬유저널 법인 설립인가

 .04 ‘섬유저널’ 창간호 발행

 .05 대표이사 김일웅 취임

1988 .08 미국 Bobbin지와 제휴

1991 .01 제 1회 서울 섬유소재 전시회 (Texvision)개최

 . 01 제 1회 세미나 개최 ‘90년대를 리드하는  

패션마케팅 머천다이징’

 .08 일본 Tom사와 제휴: 세미나 출판 패션, 유통 컨설팅

1992 .04 ‘섬유저널’에서 ‘Tex journal’로 제호 변경

1993 .10 일본 ㈜챠넬라와 제휴 : 기사 독점게재 및 상호정보 

1995 . 07 일본 반탄 패션 연구소와 ‘패션업계 실무자를 위한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 공동기획

 .09 프랑스 Promostyle과 패션정보 제휴

1996 .01 이태리 Studio Box와 디자인 컨설팅 제휴

 . 08 제 1회 SELF( ’96 Seoul Leather Goods Fair)  

전시회 개최

1999 .01 대학생세미나 ‘COFAM’ 개최

 .02 ‘패션유통총림’ 출간

 . 03 Online fashion information provider 

‘www.fashionbiz.co.kr’ 런칭

2000 . 01 New York, Paris, Milano, London, Tokyo, Hong 

Kong, Beijing, Shanghai 등 해외 현지 리포터 제도 가동

 .04 ‘Tex journal’ 에서 ‘Fashionbiz’ 로 제호 변경

2001 .02 일본 이토츠 패션 시스템과 제휴

 . 04 창간 1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패션 CEO 를 위한 

패션비지니스의 향후 전망’(제 17회 세미나)

 .11 ‘패션 샵 매니저 워크 샵’ 진행

2002 . 02 Scout과 제휴 섬유패션관련 온라인 구인구직 전문 

패션스카웃(www.fashionscout.co.kr) 출범

 .03 고품질 서비스 리더쉽 워크샵 개최 

 . 05 패션관련 헤드헌팅 전문 Fsconsulting 

(www.fsconsulting.co.kr) 출범 

 . 06 패션 샵매니저 제4기 ‘고품질 서비스 리더쉽 워크샵’ 

개최 

 .09 패션신간 '새로운 패션 머천다이징' 출간 

 .09 프랑스 Fashion Daily News 제휴 

 . 09 패션비즈 롯데백화점 공동  

FASHION VANGUARD FESTIVAL 

 .12 Fashionscout 개편 기념 이벤트 개최 

2003 .01 패션디자인과 머천다이징 세미나 개최 

 .02 이데아패션연구원 장학금 지원(학생 2명 대상) 

 . 11 제 38회 잡지의 날 김일웅 패션비즈 발행인 사장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11 영국 저스트스타일닷컴(www.just-style.com)과 제휴 

2004 .08 패션비즈, 동아TV 제휴 

2006 .02 패션신간 ‘마케팅 중심 시각의 패션시장조사’ 출간 

 . 05 창간 1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중국을 중심으로 본 

글로벌 패션비즈니스의 미래 비전’ 미국 wgsn.com 제휴 

2007 ㈜브랜드앤드트렌드뉴스 제휴 

2009 미국 stylesight.com 제휴 

2010 . 04 창간 2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Honest & Smart Fashion’ 

2011 . 12 제 4회 코리아패션대상 민은선 패션비즈 편집장 겸 

사장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3 .12 민은선 편집장 FGI ‘패션저널리스트상’ 수상 

1986~2001 200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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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비즈는 국내 최고의 패션 콘텐츠 프로바이드 사이트입니다. 

(Fashion Contents Provide Site) 

국내 최고의 패션비즈니스 전문지인 패션비즈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패션시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고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패션비즈는 패션비즈니스 정보의 버티컬 포털을 지향합니다.

70만 이상의 페이지뷰와 최고의 매체 신뢰도를 가진 패션 전문  

허브 사이트입니다.핵심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독립시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문 패션정보의 버티컬 포털을 지향합니다.

패션업계는 계속 변화합니다.

01. News Center

소비자의 변화, 유통 소식, 업계의 움직임, 인사 등 국내 외 패션업계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News, World wide news 등이 핵심 콘텐츠입니다. 특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패션업계의 

화두와 매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비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Today’s News World Wide News

03. Premium Report Center

패션업종에 관련된 각종 디렉토리와 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패션(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등) 리테일, 피플 등으로 크게 카테고리가 분류돼 있습니다.

Premium Report

Retail

Fashion Report People

Company

02. Info Center

시즌별 컬러동향, 세계 디자이너들의 차기 시즌 발표 작품들, 그리고 국내 대표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그들의 컬렉션이 시장 트렌드와 함께 제시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국내외 각종 패션관련 행사들에 대한 

파악도 이곳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Trend & Collection Calendar Hot shop

Fashion Market Hot Item Graphic News

Fashio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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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제조

패션 유통

소비자Fashionbiz는 

패션 비즈니스 전문지로서  

패션 및 유통산업에 몸담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션 소식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패션비즈 사업영역

Fashionbiz(Monthly trade magazine)
국내 최고의 패션비즈니스 바이블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필독서입니다. 

www.fashionbiz.co.kr(Online information provider)
패션 & 유통 비즈니스에 관련된 종합 정보 센터입니다. 뉴스 뿐 아니라 제조 유통 소비자  

기업정보 등 특화된 종합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ales Promotion
패션업체의 광고촬영 및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Fashionscout.co.kr
온라인 패션 구인 구직 사이트입니다.

FS 컨설팅
패션 유통부문에 전문화된 헤드헌팅 서치펌입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 서비스
패션 & 유통 관련 콘텐츠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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