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결과 보고 

Reed Exhibitions Japan Ltd.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회 대성공리에 폐막! 
[아시아의 허브]를 향한 교두보 

일본 최대의 패션산업 전시회 FASHION WORLD TOKYO 2018[4월]이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본 전시회는 패션산업의 모든 공급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7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었으며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AW컬렉션이 집결하여 전세계에서 참관한 패션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명실공히 패션 업계의 아시아 허브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보도자료 2018년 5월 

■ 패션월드도쿄 각종 수치

세계 각국의 참관자 

22,909명

세계 34개국에서

825사 참가

컨퍼런스 청강자 

8,337명

동시개최전 포함 

http://www.fashion-tokyo.jp/ko/?utm_source=krpostshow&utm_medium=pdf&utm_campaign=krpostshow_pdf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몽골 모로코 네팔 네델란드 

파키스탄 패루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르완다 대한민국 스페인 타이완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 

■ 전시회 참가국가 

전시회명 FASHION WORLD TOKYO 2018 [4월]  

기간 2018년 4월 4일(수) – 6일(금)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동시개최 
이벤트 

컨퍼런스 

참가사 

 
제조업자/홀세일러/무역상의 주요 취급 품목: 
 
 - 여성 웨어, 남성 웨어  
 - 가방  
 - 슈즈  
 - 액세서리  
 - OEM/Sourcing 
 - 섬유/옷감           등 
 

참관자 

 
다양한 업계의 바이어: 
 
 - 백화점  
 - 부티크  
 - 대형 소매상 
 - 온라인 판매  
 - 수입상  
                                           등 

 
폭넓은 업계의 전문가 : 
 
 - 패션 제조 회사  
 - 각종 프레스 업계 
 - 패션 관련 산업  
 
 
                                            등 

■ 지난 전시회 정보  



패션월드도쿄 [4월] 은 가을 전시회에 이어서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 최대 패션 무역 전시회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전시회는 제품과 브랜드를 총망라한 패션업계의 모든 생산 및 공급과정을 취급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업계의 전문가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따라서 패션월드도쿄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전시회가 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해외 참가사 숫자를 보더라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FASHION WORLD TOKYO – 2 개의 대분류와  7개의 전문 전시회.  

첫번째는 “브랜드 제품군”이다. 패션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테마로 한 5개의 전시회( 패션  웨어 

엑스포, 가방 엑스포, 슈즈 엑스포, 패션 쥬얼리 엑스포, 맨즈 패션 엑스포)가 바이어, 수입업자, 

그리고 소매상들에게 구매를 위한 최적의 장을 제공한다.  

두번째는 “생산 관련군” 이다. 패션 SOURCING 도쿄와 TEXTILE 도쿄는 어패럴 제조업자, 디자이너, 

신규 참가 브랜드 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패션월드도쿄가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원스톱 이벤트를 제공하는 최적의 전시회임을 보여주는 

실화를 한 예로 들어본다. 
 

한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디자인에 부합하는 제조회사를 찾기 위해 전시회를 참관했다. 그는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상세 내용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를 활용해 많은 참가사를 방문하였고 그 

중의 한 참가사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디자이너는 다음 전시회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상품화하기 위해 “부스 예약 카운터”에서 자신의 부스를 예약했다. 

이 예를 보더라도 패션월드도쿄가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 얼마나 효과있는 전시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전시 개요 –해외 비즈니스를 향한 출발점    
 

맨즈 

어패럴 가방 

슈즈 액세서리 

브랜드 제품군 

섬유/원단 SOURCING 

생산 관련군  

전시회를 구성하는 2가지 전문 전시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아시아의 각국 바이어가 대거 참관했다는 점이다. 예상한 바와같이 해외 참관

자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특히 올해의 패션월드도쿄는 이전의 각종 전시기록도 갱신했다. 대한민국, 중

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등에서 Made-in-Japan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

계 각지에서 집결한 제품을 보기 위해 전시장을 방문했다.  
  

본 전시회는 더욱 국제화되고 있고 다른 전시회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바로 일본 

기업의 정교한 기술과 최신 유행 디자인의 전시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다. 전시회는 기업에게 있어 

최신정보의 지속적인 확보와 새 고객 발굴의 보고이므로 전시회 참가는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Samsonite Japan, WORLD, TOKO LIMY CO., LTD., 등과 같은 일본 유력 기업들이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Made-in-Japan 과 일본의 제조업자는 해외 참관자와 일본 국내 참관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참가사들의 이같은 의견을 전시회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참가사들의 요청 사

항이기도 하다. 

사무국에서는 전시회를 보다  더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독특한 특징 개발이  곧 미래의 기

회라고 보고 있다. 

■ MADE-IN-JAPAN 컬렉션 
전시회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의 하나가  “Made-in-

Japan” 컬렉션이다!  

모두의 예상대로 일본의 기술과 디자인은 품질 그 자

체로 이미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고, 수 많은 일본 참가

사가 세계 다른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제품을 전시한다.  예를 들어 데님으로 만든 일상 케쥬

얼 스타일의 기모노 의상, 일본 전통 문양을 채택한 가

방, 그리고 흰색 티셔츠의 완벽한 디자인이 많은 참관

자들을 매료시켰다. 

또 다른 특징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한자리에 집결시킨 “Designers Gate”. 열정적인 신진 디

자이너들이 그려낸 신선하고 의욕에 가득찬  디자인과 

아이템은 보는것만으로도 흥분을 감출수 없었다. 



상기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2014년 시작된 4월 전시회 이후 

해외 참가사와 참관자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방글라데시에서  40사 이상의 기업이 “방글라데시 파빌리온”에 참

가한것도 주목할만하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어패럴 제조의 새로

운 제조 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일본 바이어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수

입하는 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무국은 방글라데시 참가

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시켜  전시회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일본 비즈니스 관습에 대해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참

가사들은 세미나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행동으로 옮겨 파빌리온에

서 많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 일본에서 세계를 보다  - 비즈니스의 상호작용 

■  각국 바이어들의 뜨거운 호응 –매칭서비스 

사무국에서 “프리미엄 바이어”를 특별 초대하였고 참가사들과의 

성과있는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기 위해 사무국의 통역 직원이 부스까

지 직접 안내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68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었고.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문 예정 단계

까지 이어지는 등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사무국에서는 “매칭 설정서비

스”를 제작/실시해 참관자의 관심분야를 미리 청취하고 참관자가 관

심있는 참가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참가사 부스까지 

동행했다. 

짧은 기간중에 참관자가 참가사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

으므로 이 서비스는 바이어로부터 매우 호평을 받았고 1,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해 다른 전시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만큼의 질을 향상시켰다. 

프랑스의 중급/고급 어패럴 브랜드가 전시된 “Mode in France”가 패션월드도쿄의 한 전시부문으로 합

류했으며, 프랑스 브랜드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를 반영하듯 바이어들의 열정적인 참관으로 

활기를 띄었다. 그밖에 “유럽 컬렉션”, “아메리칸 스트리트”, 독일, 포르투갈,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등의 각국 파빌리온 전시지역도 역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음 전시회는 2018년 10월22일-24일과 2019년 3월27일-29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

최될 예정이며 참가사 1,030*사, 참관객 25,000*명이 집결하는 매머드급의 국제 전시회가 될 

것이다. (* 예상)   의심할 여지도없이 참가사들은 2018년 4월 전시회에 대만족을 하였으며 

차기 전시회의 부스 예약건수에도 만족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개최되는 패션월드도쿄의 전시 부스는 

대부분의 기존 참가사가 다음 전시회 참가를 위해 부스를 확장시켜 예약하였고, 이번 전시회

에서 비즈니스 잠재성을 확신한 다수의 신규 참가사의 예약으로 전시회 기간동안 대부분 

부스 예약이 완료되었다. 

잔여 부스가 많지 않으므로 빠른 예약을 적극 추천한다. 

= 예약완료    
예약 가능 부스  (2018년 4월 9일 현재)  

■ 차기 전시회에 참가하십시오. 

<< 2018년 10월(22일-24일) 전시회 >> 

<< 2019년 3월(27일-29일) 전시회 >> 



기간 : 2019년 3월27일(수) – 29일(금) 
장소 : 일본 도쿄 빅사이트  

주최 : Reed Exhibitions Japan Ltd.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 http://www.fashion-tokyo.jp/en/ex/ <<

이메일 문의  fwt@reedexpo.co.jp 

■차기 전시회 상세 안내

기간 : 2018년 10월22일(월) – 24일(수)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Tokyo Big Sight, Japan 

주최 : Reed Exhibitions Japan Ltd.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 http://www.fashion-tokyo.jp/en/ex/ <<

이메일 문의  fwt@reedexpo.co.jp 

https://contact.reedexpo.co.jp/expo/GFTX/?lg=en&tp=ex&ec=FAEX&em=krpostshowpdf
https://contact.reedexpo.co.jp/expo/GFTX/?lg=en&tp=ex&ec=FAEX&em=krpostshowpdf


FASHION WORLD TOKYO 사무국, Reed Exhibitions Japan Ltd. TEL: 

+81-3-3349-8519   Website: http://www.fashion-tokyo.jp/ko/ 

>> 부스 참가 신청

담당 :  한국어 : 최일용 영어: Yuri Terao (Ms.), Etuyuki Fukaya (Mr.), 

중국어 : Ei Iwasaki (Ms.) 

Email: fwt@reedexpo.co.jp 

>> 참관을 원하시면  ( 차기 전시회 참관 등록 )

온라인 등록 양식: http://www.fashion-tokyo.jp/en/inv/ 

이메일 문의 : visitor-eng.fwt@reedexpo.co.jp  

부스 참가 신청: http://www.fashion-tokyo.jp/en/ex/ 

참관 초대권(무료)  : http://www.fashion-tokyo.jp/en/inv/ 

미디어 취재: http://www.fashion-tokyo.jp/en/shuzai/ 

뉴스 릴리스: http://www.fashion-tokyo.jp/en/press/release/ 

참관자수: http://www.fashion-tokyo.jp/en/spring/doc/tac/ 

2018년 참가사 및 제품 검색: http://www.fashion-tokyo.jp/en/eguide/ 

■문의

■각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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