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POST 빠르게 파악하기

위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 입니다.

복종별 분류

상단의 복종별로 분류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카테고리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스크랩북

사이트 하단의 스크랩존으로 이미지를 끌어당기시면 개인 폴더 생성및 삭제, 이메일 전송, 인쇄, 폴더 공유 등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Password 변경

사이트에 로그인 후, 우상단에 있는 ID님 접속중에서 비밀번호 변경하기로 변경 가능합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 중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바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마법사

* 아래에서 마켓의 pink 글씨의 컨텐츠는 2014년 3월 트렌드워치 카테고리로 이동 예정입니다.

* 트렌드포스트는 Googlechrome, Firefox, Internet Explorer10 버전 이상에서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REND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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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컬처

메뉴

메뉴설명

비저너리

여성 복종의 2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시즌별 트렌드를 테마별로 컬러, 키아이템, 소재, 프린트,패턴, 디자인디테일 에 따라 분석, 스타일 가이드 제공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도시별 탑디자이너, 테마, 키아이템, 컬러, 소재, 디테일, 프린트&패턴 별 분석 리포트 제공

트레이드 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스타일 스케치

아이템별 트렌드 스타일 스케치 이미지 제공, 원본 AI파일로 작업 시 바로 사용 가능

PULSE

각 분야의 에디터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트렌드의 변화와 마켓의 최신 정보 제공

비저너리

남성 복종의 2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시즌별 트렌드를 테마별로 컬러, 키아이템, 소재, 프린트,패턴, 디자인디테일 에 따라 분석, 스타일 가이드 제공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도시별 탑디자이너, 테마, 키아이템, 컬러, 소재, 디테일, 프린트&패턴 별 분석 리포트 제공

트레이드 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스타일 스케치

아이템별 트렌드 스타일 스케치 이미지 제공, 원본 AI파일로 작업 시 바로 사용 가능

PULSE

트렌드포스트에서 선정한 핫 트렌드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리테일과 런웨이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제공

비저너리

아동(걸) 복종의 2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girl, mini, tween 별 디자인테마, 컬러, 키아이템, 패브릭, 그래픽, 액세서리 트렌드를 예측, 시즌 머스트해브아이템 제시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PITTI BIMBO, FIMI, CIFF, PETITE PARADE 등

트레이드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스타일 스케치

아이템별 트렌드 스타일 스케치 이미지 제공, 원본 AI파일로 작업 시 바로 사용 가능

비저너리

아동(보이) 복종의 2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boy, mini, tween 별로 디자인테마, 컬러, 키아이템, 패브릭, 그래픽, 액세서리 트렌드를 예측, 시즌 머스트해브아이템 제시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PITTI BIMBO, FIMI, CIFF, PETITE PARADE 등

트레이드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스타일 스케치

아이템별 트렌드 스타일 스케치 이미지 제공, 원본 AI파일로 작업 시 바로 사용 가능

포어캐스팅

시즌별 트렌드를 테마별로 컬러, 키아이템, 소재, 프린트,패턴, 디자인디테일 에 따라 분석, 스타일 가이드 제공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도시별 탑디자이너, 테마, 키아이템, 컬러, 소재, 디테일, 프린트&패턴 별 분석 리포트 제공

트레이드 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브랜드 & 룩북

데님 브랜드의 컬렉션 이미지와 룩북 제공

PULSE

트렌드포스트에서 선정한 핫 트렌드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리테일과 런웨이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제공

THE THREAD

패션의 영감이 되는 사회 모든 분야의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화들을 다룸

GRAPHICS

전세계 아트와 스트리트, 런웨이에서 포착한 영향력 있는 테마 스토리의 관련 그래픽을 통해 프린트와 패턴 트렌드 제공

SPOTLIGHT

아트스트, 뮤지션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파워 블로거까지 현재 패션 트렌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젊은 세대를 조명

SPORT&STREET

스케이트 보드, 스노우 보드, BMX, 서핑 등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트레이드 쇼 등 다양한 트렌드 정보 공개

STREET STYLE

유스 트렌드를 기반으로 전 세계 주요 패션도시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소개

HOT NOW

전 세계 패션 도시의 스트리트, 매장, 트레이드쇼에서 엄선한 가장 핫한 유스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 가젯 등을 소개

TrendPost 이용문의
대표전화: 6925-6637 /E-mail: marketing@trendpost.com

액세서리

뷰티

리빙

마켓

라이프스타일

스트리트 스타일

비저너리

액세서리를 여성, 남성, 아동으로 구분하여 2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

포어캐스팅

시즌별 트렌드를 테마별로 컬러, 키아이템, 소재, 프린트,패턴, 디자인디테일 에 따라 분석, 스타일 스케치 및 가이드 제공

리테일

국내,외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프리뷰 상품 제공, 월별 리테일 트렌드 분석 및 실시간 리테일 핫트렌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도시별 탑디자이너, 테마, 키아이템, 컬러, 소재, 디테일, 프린트&패턴 별 분석 리포트 제공

트레이드 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THE PULSE

트렌드포스트에서 선정한 핫 트렌드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리테일과 런웨이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제공

비저너리

뷰티산업의 2년 후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시즌 테마를 바탕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패키징 등 각 분야의 트렌드를 예측, 시즌 컬러 및 스타일 가이드 제공

런웨이

런웨이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업데이트, 헤어, 메이크업, 네일 별 분석 리포트 제공

트레이드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핫 나우

뷰티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조명, 신제품, 프리뷰제품, 콜라보레이션, 패키징, 스트리트스타일, 런칭쇼 등 최신트렌드 제공

By Category

Cosmetics, Hair, Nails, Packaging, Skincare, 분야 별로 한 눈에 보는 뷰티 트렌드

비저너리

리빙산업의 2년 후 글로벌 트렌드 및 디자인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여 Inspiration으로 활용

포어캐스팅

시즌 트렌드를 테마별로 컬러, 무드, 컨셉, 서피스&머트리얼, 프린트&그래픽에 따라 분석, 스타일 가이드 제공

시즈널 캡슐

발렌타인데이, 홀리데이, 할로윈 등 주요 시즌에 맞춘 상품, 컬러, 데코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트레이드쇼

전 세계 주요 트레이드쇼의 현장 리포트와 이미지 참가업체 정보 및 분석리포트 제공, 시즌 별 트레이드쇼 종합 트렌드 제공

서피스&머트리얼

시즌 트렌드에 맞춘 표면 기법과 소재 트렌드를 제공

리테일

리테일 이미지 실시간 업데이트, 월별, 시즌별 리테일 트렌드 오버뷰 리포트 제공, 새로 오픈한 매장 소개

핫 나우

인테리어, 패키징, 리빙 산업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핫트렌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 소개, 패키징 트렌드 제공

By Category

리빙산업을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의 매장 이미지 제공

패션블로거

패션 스눕스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및 주목할 만한 자료 소개

브랜드 & 컨셉

최근 새로 등장한 패션 라인,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특집 등 마켓의 생생한 현장 리포트

잇걸

화제가 되고있는 파워 블로거들을 소개, 그들의 style 과 inspiration 제공

전시회 소식

세계의 패션 전시와 패션과 기술, 문화, 역사의 융합을 보여주는 예술 관련 패션 설치물

스토어 오프닝

신규 오픈 매장과 팝업숍, 전세계 매장의 컨셉 등을 제공

이머징 디자이너

이미 뛰어난 성과로 어느정도 기반을 구축한 새로운 컨템포러리, 런웨이 디자이너를 집중분석

홀리데이 쇼 윈도우

지역, 시즌, 브랜드 별로 특정한 홀리데이 때의 쇼 윈도우를 분석

웨비나

패션스눕스에서 진행하는 포어캐스팅 트렌드를 웹세미나로 제공 (동영상)

SEED

전 산업에 걸쳐 핫하게 나타나는 트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스피레이션을 제공

국내마켓리포트

월별 국내의 마켓, 소비자, 마케팅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를 리포트로 제공

글로벌 리포트

뉴욕, 파리에서 국내 에디터가 월별로 제공하는 VMD, 주요 디자이너의 브랜드의 테마별 트렌드 리포트 제공

시티 가이드

주요 도시의 거리, 쇼핑, 호텔 정보를 제공을 통해 해외 출장시 유용한 정보 제공

THE SEED

라이프스타일 스토리의 초기 단계. 음식, 피트니스, 기술, 여행, 운동, 문화적인 트렌드를 제공

LifeStyle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 트렌드 정보 제공

LifeStyle events

뉴욕 국제 오토쇼, 런던디자인페스티벌 등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트레이드쇼 및 이벤트 소개

Archive

라이프스타일 지난 리포트 제공

STREET STYLE

주요 도시의 여성, 남성, 액세서리, 데님, 뷰티 별 스트리트스타일 이미지 제공 및 컬러, 디테일, 키아이템, 프린트, 테마 별 분석

VIDEO

주요 도시의 스트리트스타일에서 나타난 핫 트렌드를 동영상으로 제공

인터패션플래닝 세미나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세미나의 요약 리포트 제공

에디터픽

월별 국내 리테일의 핫트렌드를 아이템별로 선정하여 제공

트렌드 워치
씨드
(카테고리명 미정)
마켓리포트
글로벌리포트

전 산업에 걸쳐 핫하게 나타나는 트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스피레이션을 제공
월별 국내의 마켓, 소비자, 마케팅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를 리포트로 제공
뉴욕, 파리에서 국내 에디터가 월별로 제공하는 VMD, 주요 디자이너의 브랜드의 테마별 트렌드 리포트 제공

TRENDPOST 의 정보력과 스피드만이 드릴 수 있는 최신 정보
WHO WE ARE?
최신 업데이트
리스트 바로가기
기타 바로가기

회사소개, 인터패션플래닝 세미나일정, 무료샘플 리포트,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와 함께 트렌드포스트의 쏟아지는 업데이트 소식을 카테고리, 날짜별로 쉽게 볼 수 있는 최신 업데이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에디터들이 업데이트 하는 블로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트렌드포스트 메인 페이지의 다양한 바로가기 배너 이미지들을 통해 유스컬처 카테고리, 인터패션플래닝 사이트 등으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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