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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HIC-Young Blood(가을)

중국의 ‘Young Power’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8·90년대에 태어나 중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각 가정의 외동으로 나고 자라 부모 세대의
부를 물려받아 풍부한 소비력을 가졌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이들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패션 콘텐츠가 절실합니다.
새로운 패션 아이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를 찾는 소비층과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길 원하는 바이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중국 시장의 관심도는 ‘스트리트 패션’과 캐주얼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와 캐주얼 시장이 결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크 패션쇼에 참가해 
스트리트 패션을 적극 반영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지난 봄 시즌에 참여한 브랜드 중 ‘립언더포인트’, ‘씨루틴’, ‘슬로우애시
드’ 등이 빅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CHIC-영블러드는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른 젊은 소비층과 여성을 공략하는 아이템을 찾는 바이어가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중국 패션 시장에서 리테일을 전문으로 하는 패션 기업, 패션 브랜드, 유통업체, 편집숍 바이어를 주요 타깃으로 하며 지난 8회의 
전시회를 통해 홀세일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은 CHIC-영블러드는 ‘숲 갤러리’ ‘그라피스트 만지’ ‘씨루틴’ ‘라브로디’ ‘몽키플라워’ 
등 스타 브랜드가 중국의 이머징 브랜드로 발돋움했습니다.
CHIC-영블러드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2019 CHIC-Young Blood는?

기업 디자이너 제휴, 글로벌 홀세일 BM 구축
CYB는 2015년 가을 전시부터 <중국복장협회>가 개최하는 중국 최대 패션 전시회 CHIC의 스페셜 섹션으로서, <중국복장협회>
와 <패션인사이트>가 공동 주관하며 지난 봄 시즌까지 여덟번째 진행해 참가업체와 바이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CYB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한국 패션 브랜드의 홀세일 비즈니스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최근 국내외 패션시장이 
본격적인 리테일 시대로 전환되고, 이에 필요한 명확한 아이덴티티와 빠른 트렌드, 안정적인 공급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한자리
에 모아 수주 홀세일 비즈니스를 안착 시키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특히 지난 봄 시즌 CYB에서 기업과 디자이너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디자인 기획력이 우수한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마케팅 파워와 글로벌 SCM을 갖춘 중견 기업이 제휴함으로써 바이어가 만족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장경쟁력을 만들어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시장 구성

CHIC-영블러드 구성 3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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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패션 아이템
• 영 스트리트 캐주얼
• 젊은 감성의 패션 의류
• 스포츠·애슬레저 전문 아이템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패션 주얼리
• 모자, 신발, 가방 등 패션 잡화

유명 세일즈 랩 및 바이어 미팅
• VTOV, MI Showroom 등 현지 세일즈 랩과 사전 미팅을 통한 검증 
• CHIC 주최 측 중국 유명 바이어 및 실력 있는 가맹업자 초청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
• 중국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뷰티 브랜드
• 비즈니스 제휴를 원하는 뷰티 브랜드
• 중국 판로 확장을 원하는 뷰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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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주최사인 중국복장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CHIC-영블러드관 한국참가업체에 할인 혜택 제공

1부스 기준 제공 물품 뒷벽 3x3m
바닥파이텍스 3x3m
일반조명 2개
레일식조명 4개

상담 테이블 및 의자 세트 테이블 1개 의자 2개
사이드 철망 2.5m(높이)x3m(길이)x0.4m(폭) 2개
고정식 행거 1.6m(높이)x3m(길이)

표준부스(9m2)   380만원(VAT 별도)
독립부스(9m2)   310만원(VAT 별도)

5월 31일까지 조기 신청 및 비용 완납시
패션인사이트 지면을 통한 국내 홍보기사, 봉황망을 통한 중국 홍보기사 게재 제공

참가비 안내

부스 안내

표준1부스

표준2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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