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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늘 학회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참여

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학회 창립 31년만에 숙원사업이던 학회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5번 출

구) 새로 지은 26평의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 매우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사 다닐 일도 없어 안정적으로 사무국이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관건립기금을 열심히 모아주신 역대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회기도 제작하 고, 국· 문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좋은 자료나 의견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보내주

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 투고나 심사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

는 중이며 학회 표지도 바꾸려고 여러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

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는 회원님들이 주인이십니다.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한해도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교육성과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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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학회제32회정기총회및 2008년춘계학술대회가

다음과같이개최됩니다.

“다다문문화화사사회회와와소소비비트트렌렌드드”의주제로뜻깊은논의의장이

펼쳐질이번춘계학술대회는정기총회와이흥수저술상시상,

기조강연, special topic session 및논문발표로구성됩니다.

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1) 일일 정정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아트센터대강당

2) 논논문문발발표표신신청청 :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www.ksct.or.kr)

메인화면에서논문발표신청서와초록작성양식을다운받아

작성하신후학회 E-mail(ksct@chol.com)로접수(2008년

3월 6일까지)하여주십시오.(구두발표자의경우발표당일

사용할 Powerpoint자료는 심사통과 후 E-mail로 제출-

2008년 4월 7일(월) 까지)

3) 발발표표가가능능여여부부와와추추후후절절차차통통보보 : 초록심사후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통보할 예정입니다.(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에 회원등록 시 기재하 던 E-mail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수정하여일치시켜주십시오)

4) 신신청청자자격격 : 신청저자전원이한국의류학회회원임을원칙

으로합니다.

5) 참참가가비비및및 사사전전등등록록안안내내

참참 가가 비비 : 회 원 - 사전등록(교수및일반 27,000원, 

대학원생 9,000원)

- 당일등록(교수및일반 3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비회원 - 30,000원

참참가가비비송송금금 :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송금수수료는본인부담

사사전전등등록록기기간간 : 2008년 3월 3일 ~ 3월 31일

★논문발표신청자는반드시회원가입(비회원인경우)을해

주시고학술대회참가비는사전등록을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008년도이흥수저술상후보자를추

천, 접수받고있습니다.

1998년제정된이흥수저술상은의류학과관련된저술활동

을활성화하기위하여, 훌륭한저서를저술하 다고인정되는

자를포상함을목적으로, 매년한국의류학회에서상패및부

상을수여하는포상입니다.

회원님들께서다음의자격을갖춘후보자를적극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상자격> 5년이상한국의류학회정회원의자격을가진

자로서저서와관련된분야에서 10년이상교

육및연구활동을한자, 출판된지 3년이경과

된의류학관련우수저서의저자

<추천기간> 2008년 2월 15일(금) 까지

<제출서류> 1. 추천서및추천자의견(양식 1) 2인이상

2. 후보자의주요경력및이력서(양식 2) 1부

3. 후보자의주요업적개요(양식 3) 1부

4. 추천대상저작물개요(양식 4) 1부

5. 추천자의저작물 2부

모든제출서류양식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에서다운받을

수있습니다.

<접수처> 한국의류학회

연락처 : Tel. 0502-222-2656 / Fax. 02-844-2651

주 소 : (150-070) 서울시 등포구대림동 1122

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시상식> 2008년 4월 18일(금) 정기총회에서시상

* 자세한행사일정및신청은한국의류학회지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8년제 9회한국의류학회패션디자인컨테스트는 10월

경추계학술대회에맞추어개최됩니다. 기존의디자이너상외

에여러브랜드상시상이있을예정입니다.

주제, 시상내역, 일정등자세한내용은차후에한국의류학

회홈페이지에공지해놓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제 9회 한국의류학회
패션디자인컨테스트 개최 공고

이흥수 저술상 후보자 추천접수2008년도 한국의류학회
제32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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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회회기기 제제작작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007년도 9월한국의류학회를상징하

는학회기를제작하여 2007년 10월추계학술대회때부터사용

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공식적인행사와학술대회에 학회를

상징하는기로사용할것입니다.

소재 : 벨벳(바탕색 : 자주)

학회로고및 씨 : 금색과자주

사이즈 : 가로 90cm 세로 130cm

■■ 사사무무실실 구구입입 및및 이이전전

한국의류학회가 31년만에숙원사업이던학회사무실을구입

하게되었습니다. 이를위해회관건립위원회에서 2007년 10

월 24일학회사무실을매매가 2억원에 GS 자이아파트(26평

형-실평수 18평)를계약하 습니다. 12월 3일학회사무실을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에서서서울울 등등포포구구대대림림동동1122자자이이

아아파파트트 201동동1305호호(우우편편번번호호150-070)로로이이전전하여새살림

을차렸습니다.

12월 7일에는역대회장님, 회관건립위원회, 이사님들을모

시고학회사무실오픈식을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의

선물로학회사무실이편리하고, 풍성해졌습니다.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에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학회사무실약도는홈페이지에서확인바

랍니다.)

■■ 윤윤리리강강령령 제제정정

최근창작물에대한저작권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도의류학에관한학문연구와패션산업의

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학술단체회원으로서의자세

및연구자로서지켜야할연구윤리의원칙과기준을규정한

윤윤리리강강령령을을만만들들어어 2008년년 4월월 18일일 정정기기총총회회및및 학학술술대대

회회에에서서인인준준받받아아시시행행할할예예정정입니다.

■■ 학학회회지지 출출판판 일일정정

2008년부터는한국의류학회회원님들의논문투고와게재를

원활히하기위해학회지 9/10월호합본을풀어매달발간되게

하 습니다. 따따라라서서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지지는는연연간간 12회회(국국문문 10

회회, 문문 2회회), 기기술술지지 1회회, 소소식식지지2회회로로출출판판될될예예정정입니다.

■■ 홈홈폐폐이이지지 제제작작 및및 수수정정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008년도큰사업중하나인 문홈

폐이지제작및국문홈페이지의전반적인문제점을수정작업

할예정입니다. 또한학회홈폐이지에서온라인논문투고를가

능하게해회원님들의편의를도모할예정입니다.

■■ 온온라라인인 논논문문 투투고고

한국의류학회에서는투고와심사를신속하게진행하고자이

메일을이용한온라인투고를병행하여접수하고자합니다.

- 투고된논문이원문의편집상태를그대로유지하기위해

서 기본적으로 PPDDFF파파일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DF 전환을 위해서는 Adobe Acrobat 6.0 professional

이필요합니다. 전환후에도그림이나 씨가깨진것이

없는지반드시확인하신후투고하시기바랍니다. 

- PDF 전환 software가미비된경우 이나 MS word로

보내실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투고내용이복사

되거나변경되는것에대하여학회에서는책임질수없으

므로투고자가세심한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 이메일로논문을투고하기위해서는 ‘한국의류학회투고

규정(2005. 6. 17)’에따라논문을작성하시어「논문투고

신청서」와함께한국의류학회이메일(ksct@chol.com)로

보내주시면됩니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

되므로논문이양동의서를반드시작성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을보내신후에는반드시확인전화를해주시기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논문 투고 및 문편 보문 모집

의류학회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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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년도도 문문편편 보보문문 모모집집

한국의류학회지제32권 6호(2008년도 문편: 6호, 12호)

에게재될 문보문을모집합니다. 투고된 문보문에대하

여는 32권 6호에심사완료순으로게재되므로, 이를감안하여

투고를희망하시는분들은 가가급급적적 빠빠른른 시시일일 내내에에 투투고고해해

주주시시기기바바랍랍니니다다.

투고요령은한국의류학회지의투고규정을참고하여주시되

다음사항을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의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미흡한 경우는‘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2) 초록은 문문으로작성하시고보문마지막에국국문문요요약약

문문을작성해주십시오.

3) 투고 기한 : 3월 말까지는 투고되어야 사독/수정 등 프

로세스가 진행되어 6호 (6월호) 게재가 가능합니다.

* 문보문투고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학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한국의류학회지 투고규정」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시스템

미비로현재는이메일로만투고가가능하며, 시스템이

준비되는대로활용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의의복복구구성성분분과과>

의복구성분과에서는노동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지원으로 수행중인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사업기간 :

2005. 9~2008. 8) 중어패럴산업의고급기술인력양성을위한

‘여성복 샘플메이커 양성교육Ⅰ’을 대졸미취업자 대상으로

2008년 1월 7일~18일까지진행하 습니다.

앞으로 2차교육과정인 ‘여성복샘플메이커양성교육Ⅱ’이

경력자대상으로진행예정이며, 일정은추후한국의류학회홈

폐이지에서확인바랍니다.

<피피복복과과학학분분과과>

피복과학분과에서는노동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지원으로 수행중인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사업기간 :

2005. 9~2008. 8) 중어패럴산업의고급기술인력양성을위한

‘특수소재의류제작기술교육Ⅰ’을업체대상으로 2008년 2월

21일 22일서울여대에서교육예정입니다. 2차교육과정도업

체대상교육으로날짜와장소는미정이며, 추후한국의류학회

홈폐이지에서확인바랍니다.

■■한한국국섬섬유유산산업업연연합합회회 해해외외유유명명 섬섬유유소소재재전전시시회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해외유명섬유소재전시회참

가지원을통해우수섬유소재업체의수출시장개척및최신

소재개발정보교류를위해해외전시를할업체에지원을한

다. 자세한내용은한국섬유산업연합회홈폐이지에서확인부

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패션전시팀

(www.kofoti.or.kr)

T: 02-528-4022, E-mail: swing227@kofoti.or.kr

■■ 프프리리뷰뷰 인인 상상하하이이 2008 (Preview in SHANGHAI 2008)

(Korea Textile & Apparel Show)

·기 간 : 2008년 4월 22일 (화) ~ 24일 (목), 3일간

·장 소 : 상하이마트 (Shanghai Mart)

·규 모 : 150개사 / 400부스, 약 35,000명

·행사구성 : 전시회 / 세미나 / 트레이드쇼 / 수주패션쇼 /

수출상담회 / 초청바이어비즈니스상담회등

·주 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후 원 : 산업자원부, KOTRA,

상해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 상하이TV 등

·타겟시즌 : 2009년도 Spring/Summer

국제부 소식

국가기관 정책 및 사업공지

분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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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6회회 International Design & Emotion Conference

홍콩폴리테크닉과 Design & Emotion Society가주최하는

제 6회 International Design & Emotion Conference가 2008년

10월 6일~9일 4일에걸쳐홍콩폴리테크닉에서개최됩니다.

2008년 1월 31일까지초록접수마감이며, 회원여러분들

의활발한참여바랍니다. 

·참가문의 : tel:042)869-4595, e-mail: gamsung@gmail.com

■■ The 86th Textile Institute World Conference

Fashion and Textiles: Heading towards New Horizons

CALL FOR PAPERS

The 86th Textile Institute World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the Textile Institute (U.K.) and the Institute

of Textiles and Clothing of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will be held in Hong Kong from 18 to 21

November 2008. Dead line for 31 March 2008.

Intended delegates are now invited to submit abstracts for

the conference. You will meet fashion and textile professionals

all over the world in the dynamic city - Hong Kong.

86th Textile Institute World Conference Secretariat

Institute of Textiles and Clothi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el: (852) 3400 3084 

Fax: (852) 2773 1432

Email: tctiwc08@inet.polyu.edu.hk

■■ 2008 ITAA Conference

Save the Date for ITAA’s 2008 Annual Meeting

November 5-8, 2008

Hyatt Woodfield, Schaumburg, Illinois

A suburb of Chicago, located just 10 miles from O’Hare

International Airport

Have we got a special room rate at the Hyatt for you -

$129 a night!

* 세부사항은 홈폐이지(www.itaaonline.org)를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 INVITATION TO THE 37th TEXTILE RESEARCH

SYMPOSIUM IN DAEGU (2008)

The 37th Textile Research Symposium will be held on this

coming August 20(Wed) - 23(Sat), 2008 at Inter-Burgo Hotel

in Daegu, Korea.  This annual symposium has been started in

1972 as a domestic Japanese meet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extile research and communication between

scientists and/or technologists by Professors Kawabata and

Niwa. Today i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meeting on textile

research covering a wide range of fields, from fiber science to

apparel engineering. 35th Textile Research Symposium was

held at Zhejiang Sci-Tech University in Hangzhou, China.

In order to invite more and more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to the symposium and promote the textile

research and the communication, we have decided that 37th

Textile Research Symposium will be held in Daegu, Korea,

jointly organized by the Technical Committee Textile

Processes (TCTP) of Korea Fiber Society and Textile

Science Research Group (TSRG) in the Textile Machinery

Society of Japan.

At this conference, not only the essential subjects of

textile science but nano fibers and smart textiles which are

progressing remarkably are also focused.  The following is a

list of topics (sessions) mainly discussed at this conference.

1. Fiber Science and Engineering

2. Nano Fibers

3. Smart Textiles 

4. Industrial Textiles

5. Design and Quality of Textiles 

6.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7. Miscellaneous

The Deadline of Application and Preliminary Registration:

April 30, 2008 (Please send the attached sheet to the

Japanese organizer by Fax or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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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Application of Registration

: To Korea, till July 31, 2008

Deadline of Full paper

: To Korea, till August 19, 2008

Application and Preliminary Registration Form: by Fax or

E-Mail Fax +81-76-234-4100 and +81-6-6382-4263

*자세한사항은아래의 E-mail 주소로문의부탁드립니다.

Prof. Yo u Huh: E-mail : huhyou@khu.ac.kr

Prof. Seung Jin Kim : Email : sjkim@ynu.ac.kr

■■ 한국의류학회 16대 부회장님이신

이창구보끄레머천다이징경 기획실

상무님이새사령탑에선임되셨습니다.

신임이창구대표님은 LG상사출신으

로 중국의 시장개방 직후 북경지사에

서 근무했으며, 홍콩과 인도네시아를

거쳐 90년국내에서수출입업무를총

괄하기까지주로해외를무대로활약해오신경력을갖고계십

니다.

■■최경희회원님께서 2007년 9월1일부터대구대학교조형미

술대학패션디자인학과교수로채용되셨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는의류학과에서는한국복식분야에김월계

회원님, CAD분야에문윤경회원님, 패션마케팅분야에박수

경회원님이 2008년 3월부터신임교수로채용이되셨습니다.

■■ 서울대학교의류학과이은 교수님께서 2008년 1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한한국국전전통통문문화화학학교교 교교수수초초빙빙

·학과 : 전통미술공예학과

·전공 : 전통섬유전공 1명

·원서접수처 : 충남부여군규암면함정리 430번지

전통문화학교교무과

·마감일: 2008년 1월 28일~ 1월 30일

■■ 서서울울디디지지털털대대학학교교 교교수수초초빙빙

·분야 : 디지털콘텐츠학부

·전공 : 디지털디자인,디지털패션,아트비지니스분야각 1명

·온라인접수및기간 : www.sdu.ac.kr,

2008년 1월 5일~ 1월 29일까지

■■ (주주) 성성창창인인터터패패션션

·분야 : 앤클라인뉴욕 (의류) 매장인테리어 / VMD 경력

사원채용

·기간 : 채용시까지

·문의 : TEL) 02-2109-4509,  insa@scif-gw.co.kr 

■■ 리리앤앤풍풍(한한국국)주주식식회회사사

·분야 : Compliance officer

·기간 : 채용시까지

·문의 : TEL)02-3441-6507, HRkoradmin@lifung.co.kr

문이력서, 이력서는MS-word로작성, 이메일접수

■■한국의류학회대구·경북지회부회장이신계명문화대김

효은교수님의이너웨어전시회가 2007.12.19(수)-12.24(월)

에대백프라자 10층갤러리에서있었습니다.

■■ 0809 F/W Real Trend Seminar

·일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국제회의실

(지하철3호선학여울역)

(약도 http://setec.or.kr/kr/around/map.do)

·신청 : tel 02.548.6532/6533 fax 02.548.6535

(1월 9일부터온라인신청이가능함.)

단체회원사 전시회

구인, 구직

회원 및 회원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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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리 옷옷 만만들들기기

안명숙 , 박진은, 장현주 / 교문사

2007년 10월

이책에서는여자의기본적인저고리, 치마

에서부터남자의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

자, 두루마기그리고아동복과간단한소품

에이르기까지만들기에대한방법을자세

히소개하여이해하기쉽게구성하 다.

패패션션 이이미미지지 업업

오경화, 김정은, 구미지, 성연순, 김세나 / 교문사

2007년 9월

현대사회에서살아가는우리들이자신에게

어울리는패션감각을키우고의생활과패

션전반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FL32

류근종, 류근 , 이정원 / 교문사

2007년 9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수있도록구성된도서이다.

패패션션 일일러러스스트트레레이이션션

이인성 / 교문사

2007년 8월

의류학, 의상학, 패션디자인과관련된분야의

학생이나시각적표현이필수적인산업분야

의실무자를대상으로패션의이미지를시각

화하는효과적인방법을훈련하는교재이다.

패패션션 디디자자인인 테테크크닉닉

이금희·한정아 / 경춘사

2007년 6월

창의적인디자인제작을위하여디자인인

스프레이션부터작품제작의기법을익히는

것을목적으로예제를사진과함께소개하

고주제와관련된테크닉을익혀작품디

자인으로표현하고이를컬렉션의쇼나갤

러리에서전시할때까지의전과정을담아

예시로소개하 다.

섬섬유유 신신소소재재 강강의의

신인수·홍경옥·유복선 / 경춘사

2007년 3월

패션산업전공자에게전반적인섬유공업의

이해와새로운신합섬소재의기본과원리

에충실한과학적지식을알기쉽게정리하

다.

남남성성복복 실실무무

김지 ·곽연신·백운현 / 경춘사

2007년 11월

시스템오더에의한남성복매장을경 하

려는 사업주를 비롯하여 매장 판매원들의

업에실제적도움을주고자남성복에대

한 일반적 지식뿐 아니라 사이즈 측정 및

가봉과정과작업지시서작성등의현장실

무부분을수록하 고학생들에게는남성복

업계에진출하는데필수적인기본적지식과

기술을소개하 다.

컬컬러러와와 코코디디네네이이션션

이금희 / 경춘사

2007년 6월

색의이론과색의조화를기초로하여패션

에접근하기위한색과이미지및디자인을

살펴본후실제패션에적용하여색의연출

을중심으로의상의코디네이션과피부색의

관계를예제중심으로소개하 다.

드드레레스스 제제작작 실실기기

양정은·성옥진 / 경춘사

2007년 11월

드레스패턴제작의비용과시간이절약되

어보다많은패턴을제작할수있는 1/2바

디를이용하여제작하는방법을개발, 수록

하여다양한드레스제작을할수있도록구

성되어있다.

신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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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자자인인패패턴턴과과 산산업업패패턴턴

곽연신 / 경춘사

2007년 2월

국내 의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까의

슈퍼알파버전 2.X로원형을제작하고디자

인패턴으로변형하며그레이딩, 마킹하는

과정을수록하여매뉴얼위주가아닌실제

패턴을제작하는예제위주로구성하 다.

패패션션 디디자자인인

한성지·김이 / 교학연구사

2007년 2월

경쟁적인패션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소

비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독창적인

패션디자인에대한필요성을설명하고있다.

패패션션유유통통

이호정·여은아 / 교학연구사

2007년 6월

패션 유통산업의 구조와 동향을 고찰하고

선진국의사례를연구하여한국패션유통산

업의방향설정에도움이되는내용으로구

성하 다.

스스커커트트··팬팬츠츠
남윤자·박재경·이형숙·최경미 / 교학연구사

2007년 12월

전체구성은패턴설계와스커트 팬츠생

산의두부분으로크게구분하여, 이론적개

념을설명하고의류생산에관심을가지고

있는많은학생들에게다양한스커트나팬

츠디자인을실현할수있도록길잡이역할

을할수있게구성하 다.

PROPORTION-BASED
WOMEN’S PATTERN

최 림·김홍·선승우 / 교학연구사

2007년 11월

인체의비례개념인 8등신에기초한패턴에

비율치수의가감분을조절함으로써다양한

소비자에게적용가능하도록한제도법을설

명하고있다.

A Cultural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Bonnie English / Berg

2007. 1

동서양패션의인상적인분야에대해서, 생

생하고이해하기쉽게유익한정보를제공

해준다. 패션역사에대하여유일한기여를

하는도서로서, 1차세계대전이전의상업과

문화의상호관계, 패션의민주화, 패션의구

성, 미국인들의패션, 포스트모더니즘과패

션, 안티패션, 일본인들의패션개념, 세계

화와 E-패션에대한내용이들어있다.

Changing Fashion

Annette Lynch, Mitchell Strauss / Berg

2007. 8

패션연구, 문화연구, 사회학, 심리학, 미술

사학등의 이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패션

변화 조사에 대해서 다중적으로 접근하

다. 또한미디어, 복식스타일이왜, 어떻게

유행에 앞장서는지, 유행에 뒤쳐지는지를,

주된이론들을토대로하여간략하고명쾌

한안내를하고있다.

Dress Sense

Donald Clay Johnson, Helen Bradley Foster

/ Berg

2007. 11

사람들이옷을입는방식에관해감각과정

서의중요성, 그리고의류에대한가치와의

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

다. 복식과의류에관해문화별, 정서적그

리고감각적체험을하도록도와준다.

Why Women Wear What
They Wear

Sophie Woodward / Berg

2007. 11

매일아침옷을입는간단한행위를통해우

리는스스로에대한이미지와자아를표현

하게되는데, 이책은사람들이옷을입을때

어떻게입을것인지를결정하게하는사회적

관심과억압등에관해새로운관점을제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