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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프론트로우오리지널라벨

FRONTROW 18 S/S

DRAMA 
COLLECTION.

프론트로우오리지널라벨



드라마원단 소개.

1 1 ___ 드라마 원단 소개.

2 ___ 드라마 컬렉션 소개.

3 ___ 드라마 컬렉션 히스토리.

4 ___ 18SS 드라마 컬렉션.

5 ___ 주요 홍보 콘텐츠.



FRONTROW DRAMA FABRIC

독자 개발 원단 DRAMA DRAMA
FABRIC

소재로승부하는브랜드, 

FRONTROW

매 시즌 차별화된 소재로 가치 있는 옷을 선보이는 브랜드 FRONTROW.

FRONTROW는 지난 2016년, 소재 연구의 연장선으로

드라마 원단을 독자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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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ROW DRAMA FABRIC

독자 개발 원단 DRAMA

DRAMA FABRIC,

우수한촉감

드라마 원단은 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 혼방 소재로

실크 같은 광택, 부드러운 촉감을 구현합니다. 또한 이는 찰랑거리는 촉감이 뛰어나

다른 합성 섬유와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한 드레이프성을 자랑하는 고급 소재입니다.

우아한드레이프성을

자랑하는원단

1



FRONTROW DRAMA FABRIC

독자 개발 원단 DRAMA

DRAMA FABRIC,

남다른편안함

아세테이트 원단의 탄성을 극대화하여, 원사 자체의 탄성으로

꼬임 제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4-way 스트레치가 가능하며, 원단의 복원력이 우수합니다.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활동량이 많은

엉덩이, 허벅지, 무릎 등이 늘어나는 것을 보완해줍니다.

활동이편안한

4-way 스트레치

늘어남을방지하는

우수한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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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ROW DRAMA FABRIC

독자 개발 원단 DRAMA

FRONTROW Original의시그니처,

DRAMA COLLECTION

지난 2016 S/S 시즌, 

드라마 원단을 활용한 ‘트라우져’를 시작으로

아이템을 확장해가며, ‘드라마 컬렉션’은

FRONTROW의 시그니처 컬렉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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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컬렉션 소개.

2 1 ___ 드라마 원단 소개.

2 ___ 드라마 컬렉션 소개.

3 ___ 드라마 컬렉션 히스토리.

4 ___ 18SS 드라마 컬렉션.

5 ___ 주요 홍보 콘텐츠.



DRAMA COLLECTION

무엇이 특별한가

드라마원단의장점에더해진,

입체패턴공법 + 준맞춤형사이즈체계

드라마 원단의 장점에

‘정교한 입체 패턴 공법’과 ‘준 맞춤형 사이즈 체계’를

도입해 탄생한 ‘드라마 컬렉션’은

우수한 소재와 좋은 공정이 만난

웰 메이드(well-made) 의류입니다.

2
4-way 스트레치

정교한

입체패턴공법

우아한드레이프성우수한복원력

준맞춤형

사이즈체계

드라마원단의장점



DRAMA COLLECTION

무엇이 특별한가

특허를보유한

입체패턴공법

드라마 컬렉션의 패턴은

특허를 보유한 FRONTROW의 패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입체 패턴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출원번호 10-2010-0024247

2
정교한

입체패턴공법



DRAMA COLLECTION

무엇이 특별한가

정교하게개발된사이즈체계

독보적인준맞춤시스템

내 키에 맞으면서도

팬츠 실루엣의 변형 없이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개발된

FRONTROW만의 디테일한 사이즈 체계입니다.

2
준맞춤형

사이즈체계





드라마컬렉션 히스토리.

3 1 ___ 드라마 원단 소개.

2 ___ 드라마 컬렉션 소개.

3 ___ 드라마 컬렉션 히스토리.

4 ___ 18SS 드라마 컬렉션.

5 ___ 주요 홍보 콘텐츠.



2016 F/W

2016

S/S

DRAMA 원단개발.

+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

트라우져스트레이트 Fit 추가출시.

+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 

+ Slim Straight Trousers ( Black, Navy )



2016 S/S _ 드라마 팬츠 ver.1 (부츠컷)

지난 2016 S/S 드라마 원단이 처음 선보여, 드라마 원단으로 제작한 [프론트로우 오리지널 라벨 팬츠]가 출시되었다.

첫 아이템은 부츠컷 실루엣의 슬렉스 < SLIM BOOTCUT TROUSERS >



2016 F/W _ 드라마 팬츠 ver.1 (스트레이트)

16FW 시즌, 드라마 원단을 활용하여, < SLIM STRAIGHT TROUSERS > 추가 출시



2017 F/W

2017

S/S

트라우져 2가지 Fit 업그레이드, 

트라우져 New Color 출시.

+ NEW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indide rose )

+ NEW Slim Straight Trousers ( Black, Navy, indie rose )

블레이져신규출시. 

+ Slit Cuffs Tailored Blazer ( Black, Navy, Cream )

쇼츠신규출시.

+ Relaxed Flare Shorts ( Black, Navy, Cream )

+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 

+ Slim Straight Trousers ( Black, Navy )



2017 S/S _ DRAMA 재킷 출시

드라마팬츠의 인기에 힘 입어 편안함과 완벽한 핏을 블레이져로 출시.





2017 S/S _ 인디 로즈, 크림 컬러 출시 / 쇼츠 출시





18SS 드라마 컬렉션.

4 1 ___ 드라마 원단 소개.

2 ___ 드라마 컬렉션 소개.

3 ___ 드라마 컬렉션 히스토리.

4 ___ 18SS 드라마 컬렉션.

5 ___ 주요 홍보 콘텐츠.



2018

S/S

NEW Color 출시.

+ NEW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 Blue, Grey, Brick Red, Red  )

+ NEW Slim Straight Trousers (Black, Navy / Blue, Grey, Brick Red, Red  )

+ Slit Cuffs Tailored Blazer ( Black, Navy, Cream /  Blue, Grey, Brick Red )

소재세분화.

+ Drama Original Collection

+ Drama Light Collection

+ Drama Rinen-like Collection

NEW



NEW Color 출시.

+ NEW Slim Bootcut Trousers ( Black, Navy / Blue, Grey, Brick Red, Red  )

+ NEW Slim Straight Trousers (Black, Navy / Blue, Grey, Brick Red, Red  )

+ Slit Cuffs Tailored Blazer ( Black, Navy, Cream /  Blue, Grey, Brick Red )

소재세분화.

+ Drama Original Collection

+ Drama Light Collection

+ Drama Rinen-like Collection

DRAMA COLLECTION

Drama Original
Drama Light Drama Linen-like

NEW NEW

2018

S/S



2018 S/S - DRAMA Original

드라마 오리지널1
데일리수트 DRAMA 오리지널,

뉴컬러출시

드라마 오리지널 컬렉션은

편안한 데일리 수트의 개념으로

트라우져와 블레이져를 세트업하거나,

단품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블루, 브릭레드, 레드 등 트렌드 컬러가

반영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블레이저재킷 / 198,000원
트라우저 / 148,000원







2018 S/S - DRAMA Light

드라마 라이트2
드라마원단을보다가볍게,

DRAMA 라이트

드라마 원단을 S/S 시즌에 맞는

가벼운 중량으로 만들어낸 ‘드라마 라이트’ 원단. 

활동성을 높여주는 트랙팬츠와

손 세탁이 가능한 실키한 블라우스를 선보입니다.

라이트팬츠 / 148,000원
블라우스 / 148,000원



2018 S/S - DRAMA Linen-like

드라마 린넨 라이크3
구김없이즐기는린넨,

린넨라이크소재

린넨을 흉내낸 린넨 라이크 소재는 린넨 원단의

단점인 구김을 방지하면서도 린넨 특유의 소재

적 특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킷과 쇼츠가 출

시될 예정입니다.

가격미정



주요 홍보콘텐츠.

5 1 ___ 드라마 원단 소개.

2 ___ 드라마 컬렉션 소개.

3 ___ 드라마 컬렉션 히스토리.

4 ___ 18SS 드라마 컬렉션.

5 ___ 주요 홍보 콘텐츠.



10명중 4명이재구매한

라인이 살아있는 #인생팬츠



2016 S/S _ 드라마 팬츠

캠페인 필름

https://vimeo.com/162800514

https://vimeo.com/162800514


2016 S/S _ 드라마 팬츠

[ PROMO. ]

What's Your Drama? 

지금 당신의 드라마를 갖고 있나요? 

(2016.05)

https://www.youtube.com/watch?v=e4jf5xcnKCs

https://www.youtube.com/watch?v=e4jf5xcnKCs


2016 F/W _ 드라마 팬츠

캠페인 필름

https://vimeo.com/177675344

https://vimeo.com/177675344


2017 S/S _ 드라마 팬츠

[ PROMO. ]

고객 품평 영상

https://vimeo.com/208633557

https://vimeo.com/208633557


2017 S/S _ 드라마 쇼츠

[ PROMO. ]

White in the City

인플루언서 리얼웨이 컨텐츠.





2017 F/W _ 드라마 컬렉션

캠페인 필름 ( ICONS )

https://vimeo.com/227848899

https://vimeo.com/227848899


2017 F/W _ 드라마 컬렉션

캠페인 룩북 (인플루언서 ‘ICONS’ ver.)



2017 F/W _ 드라마 컬렉션

[ PROMO. ]

글랜스 TV 외주 필름

https://vimeo.com/249470920

https://vimeo.com/24947092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