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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학회부회장으로서미흡한역할에늘

송구한마음으로지내던차에, 지면으로

나마 회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 을 드

릴수있게되어기쁩니다. 모처럼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홍병숙 회장님과

임원진그리고회원여러분들의배려에

깊은감사의말 을드립니다.

현재국내의패션산업의환경, 특히내수중심으로성장해온패션기업들의사업환경은어

느때보다심한도전을받고있습니다. 최근몇년간지속된내수시장의정체, 수입브랜드

들의국내시장의진출확대, 특히“자라”, “GAP”과같은 로벌 SPA 브랜드들의국내시

장진출과기대이상의성과는국내시장의근본적인재편성을요구하고있습니다.

세계화시대의전지구적인무한경쟁을국내패션시장에서도직접체험하고있으며, 이

제 로벌시장확대만이국내패션기업들의지속성장을위한유일한해결책이되고있습

니다. 많은국내패션기업들이해외시장개척에노력하고있습니다만, 아직은극히일부기

업들만이중국을중심으로하는해외시장에서제한된성공을거두고있을뿐입니다.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무엇보다도 로벌 역량을 갖춘 패션인재

(Global Fashion Talent)의육성입니다. 따라서이시대의패션산업관련산학협력의최우

선과제는바로 로벌패션인재육성이라하겠습니다. 전문지식과외국어, 국제경제에대

한감각과지식, 그리고다인종다문화사회의적응에필요한인문·교양등폭넓은지식을

갖춘이른바통섭형인재가지금이시대한국패션기업에게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우물을깊게파려면넓게시작하라”는말은이시대패션인재육성에대한말이아닌가생

각합니다. 로벌패션인재육성을통한한국패션산업의성공적인세계화와지속적발전을

위한한국의류학회와회원여러분들의깊은이해와통찰, 나아가이시대한국패션기업들에

게요구되는패션인재육성을위한학회와회원여러분들의중추적인역할을기대합니다.

한국의류학회의무궁한발전으로세계의류학의학문적수준이한단계더도약하고, 나

아가국내산학협력의모범사례가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의행운과건강을아울러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08.  7  

한국의류학회부회장
보끄레머천다이징㈜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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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추계학술대회와제 9회패션디자인컨테스트가다

음일정으로개최됩니다.

이번학술대회에서는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총감독이신

권은숙(미국휴스턴대학교)교수님의기조강연이있습니다.  또

한 ‘special topic session’을통해의류학의주요이슈가되는

주제를선정하여회원님들간의의견을교류하고자하오니, 많

은참석부탁드리며회원님의적극적인논문발표신청과참여

를부탁드립니다.

1. 추추계계학학술술대대회회일일정정

·일 시 : 2008년 10월 24일(금) 09:30 - 17:30

·장 소 : 중앙대학교아트센터대강당

※이번추계학술대회는일정이아래와같이변경되오니, 착

오없으시길바랍니다.

2. 논논문문발발표표신신청청 : 

1) 접수기간 : 국문 - 2008년 7월 21일(월) ~ 9월 8일(월)

문 - 2008년 7월 21일(월) ~ 9월 8일 (월)

2) 제출서류 : 논문초록(1페이지) 1부.

→논문발표초록작성양식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에서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 접수방법 :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에서학술대회논문제

출파일에올리시면됩니다.

국문 -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학술대회논문제출」

문 - 한국의류학회이메일 (ksct@chol.com)

4) 발표논문집(proceeding)에실리는페이지수는 1~4페이

지까지유동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 습니다.

5) 신청자격 : 신청 저자 전원이 한국의류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합니다.

3. 사사전전등등록록

1) 참참 가가 비비 : 회 원 - 사전등록(교수및일반 27,000원, 

대학원생 9,000원)

- 당일등록(교수및일반 3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1) 참참 가가 비비 : 비회원 - 40,000원

2) 사사전전등등록록기기간간 : 2008년 9월 8일(월) ~ 10월 10일(금)

※송금수수료는본인부담

3) 참참가가비비송송금금 :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 2008년도추계학술대회’에대한안내는본학회의홈페이

지(http://www.ksct.or.kr)에서도지속적으로공지될예정입니

다. 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1세기지식기반사회를리드할유능한

패션디자인인재를발굴하고고부가가치패션문화산업으로서의

기반을구축하기위해제9회한국의류학회패션디자인컨테스트

를개최하고자합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 행행 사사 개개 요요

- 주 최 :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 지식경제부, 한국패션문화협회

- 일시및장소 : 2008. 10. 10(금)~16(목), 잠실종합운동장

- 추진일정

※전시일정은추후에변경될수도있습니다.

제9회 한국의류학회
패션디자인 컨테스트 개최 공고

한국의류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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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장 소

7월14일(월) ·개최공고 및 신청서 배부
의류학회 홈페이지,학회
논문집(http://www.ksct.or.kr)

8월18일(월) ~ ·서류접수 및 포트폴리오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9월18일(목) 제출 마감

9월20일(토)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10월 8일(수) ·2차 실물의상 사진제출 마감 추후 공고 (웹하드)

10월 9일(목) ·2차 실물의상 심사 및 면접 잠실종합운동장
·디스플레이

10월10일(금)~ ·전시 잠실종합운동장
10월16일(목)
10월24일(금) ·시상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10월18일(토)~ ·Cyber Gallery 전시 의류학회 홈페이지
10월31일(금) (http://www.ksct.or.kr)

시 간 행 사
09:30 ~ 10:00 등록 및 교재배부
10:00 ~ 11:20 분과별 학술발표회(질의 응답)
11:30 ~ 12:30 Special  Topic Session
12:30 ~ 14:00 중 식
14:00 ~ 14:10 회장님 인사
14:10 ~ 15:40 기조강연
15:50 ~ 16:30 포스터 발표
16:30 ~ 17:30 다과회, 우수발표논문시상, 디자인컨테스트시상



www.ksct.or.kr

※제9회 패션디자인 컨테스트 최종 심사 합격 작품은 ‘서서

울울 디디자자인인 올올림림픽픽’이 개최되는 잠실 운동장에서 전시되

며 수상식은 ‘2008년년 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 추추계계학학술술대대회회’에

서 있을 예정입니다.

- 시상내역

■■ 행행 사사 주주 제제

- Fashion & Green Design -

·환경운동으로부터비롯된자연친화를지향하는패션디자인

·리사이클링, 에너지절약, 내구성등을고려한디자인

·현대사회의환경문제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의컨셉을적

용한패션디자인

·인간과환경의조화를추구하는디자인

■■ 신신청청자자격격 및및 범범위위

- 한국의류학회회원(준회원포함 : 학부생및전문대학생은

준회원으로등록해야함)

- 여성복 / 남성복중선택가능함(단, 국내외에서이미발표

된작품을모방한작품또는본인이제작하지않은작품은

제외함)

■■ 신신 청청 양양 식식

- 신청서(소정양식)와 추진일정을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에서확인하시길바랍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회원님들의학회지투고의시간·경비

절약과진행과정확인을용이하게하고자온온라라인인논논문문투투고고

를 4월 21일부터시작하 습니다. 이에투고된논문이원문의

편집상태를그대로유지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PPDDFF 파파일일

로받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회원님들의많은참여와홍보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논문투고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에서로그인후, 학회웹사이트메인

화면에보이는 [온온라라인인논논문문투투고고] 배너를클릭하면 [온온라라인인

논논문문투투고고] 프로그램이시작됩니다.

*기타온라인논문투고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학회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의류학회지제32권 12호(2008년도 문편: 12호)에게

재될 문보문을모집합니다. 투고된 문보문에대하여는

32권 12호에심사완료순으로게재되므로투고를희망하시는

분들은가가급급적적빠빠른른시시일일내내에에투투고고해해주주시시기기바바랍랍니니다다.

투고요령은한국의류학회지의투고규정을참고하여주시되

다음사항을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의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여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이미흡한경우는‘부’판

정을받을수있는중요한사유가됩니다.

2) 초록은 문문으로작성하시고보문마지막에국국문문요요약약

문문을작성해주십시오.

3) 투고기한 : 2008년 8월 31일

※ 문보문투고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학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2008년도 문편 보문 모집 안내

온라인 논문 투고 안내

*

2008년 2호 3

구 분 수상자 상금 및 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1 200만원

후원자상 한국의류학회장상 1 100만원
한국패션문화협회장상 1 50만원

디자이너
이 희 상 1 뉴욕 패션연수

특 별 상
안윤정 상 1 해외 연수비 100만원
이 선 상 1 100만원

브 랜 드 on & on 1 100만원
특 별 상 W. 상 1 100만원
장 려 상 4 10만원
특 선 10 상장
입 선 00 상장

※ 위 수상내용 외 추가 시상 계획 중



NEWS LETTER

*

44 KSCT 뉴스레터

■■ 2008년년도도 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 제제 32회회 정정기기총총회회 및및 춘춘계계학학술술

대대회회 결결과과 보보고고

2008년 4월 18일(금) 중앙대학교아트센터대강당에서제

32회 정기총회와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

는 423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다문화 사회와 소비 트렌

드”라는 주제로 California Fashion Association의 Ilse

Metchek과 제일기획의 박재항 소장님의 강연을 들었고,

133편의 연구성과물로 회원 간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

니다.

또한 제 10회 이흥수저술상은 “의복구성 봉제 기초실습”

저서로성화경교수님이받으셨습니다. 

이번학술대회의우수논문발표상수상자는아래와같습니다.

■■ 명명판판제제작작

한국의류학회는명판디자인을이순재이사(건국대)께의뢰

하여 2008년 5월 2일한국의류학회사무국(서울 등포구대

림동 1122 자이APT 201동 1305호)에부착하 습니다.

■■ 이이태태리리 패패션션 탐탐사사

의류학회회원 26명의이태리패션탐사행사가 6월 25일

부터 7월 3일까지에있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The Italian Fashion World: Style and

trends, companies and distribution”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도무스아카데미에서의세미나에서는이태리패션제품의성

공요인및이태리직물업계의전통과신기술경향에대한강

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Cornliani clothing and textile

company와 Ratti 공장, Miroglio 쇼룸, 아울렛을 방문하여

이태리 패션제품의 특성 및 생산시설과 유통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설명과 Corso Como 10 등유명패션상권조사에

서매우알찬정보들을얻어수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극찬

리에이루어진 Ratti 소재박물관의유물과강연, 그리고빡빡

한 일정 가운데 틈내어 다녀온 베니스의 풍광은 모든 참가

회원들에게좋은추억이되었습니다.

앞으로도한국의류학회에서는정기적인해외학술활동을가

질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 홈홈페페이이지지 수수정정

2008년도한국의류학회사업중하나인국문홈페이지의수

정과 문홈페이지를제작하여 8월에오픈예정입니다. 회원

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의류학회 소식

패패션션마마케케팅팅분분과과
CRM에의한관계불편지각이고객불만족

에미치는 향/ 박선희*·박혜선 (배재대)

피피복복과과학학분분과과

이방향형상기억합금을이용한지능형보

온성아웃도어의복개발/ 이지연*·신연

욱·김희정·백범기·김은애(연세대)

의의복복구구성성분분과과

동적자세와피부분절을이용한기능성스

포츠웨어 패턴 개발과 평가 / 김소 *·

홍경희(충남대)

한한국국복복식식분분과과

조선중기기녀의일반연회(宴會)정장고

증디자인연구( 상물의상제작을위한

이미지작업을중심으로)/ 최해율(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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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생생회회비비 가가입입조조건건 완완화화

한국의류학회에서는회원님들의편의를돕고자“현재 45세

이상인 평생회원 가입조건을 40세”로 낮추었습니다. 

평생회비는 500,000원으로학회지, 패션과기술지를계속

해서받아보실수있습니다. 

내년에는연회비인상이있을예정이오니, 평생회원가입조

건이되시는분들의등록을부탁드립니다.

■■ 제제3회회 한한국국학학술술단단체체총총연연합합회회 통통합합학학술술대대회회 개개최최안안내내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매년 1~2회학술대회를개최

하고있습니다. 올해는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복

합학 등 다양한 회원학회들의 참여를 통해 학제간의 공동연

구의기회를창출하고, 학문과사교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

다. 이번행사에는우리학회도참여하여 “연구윤리”에관한

주제로세미나를개최할계획입니다.

학회회원님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일 자 : 2008년 8월 28일(목) ~ 29일(금)

(한국의류학회세미나는 8월 29일(금) 오전 10시

~12시까지입니다. 점심제공)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대금홀”

·참 가 비 : 10,000원(28일접수시)

·공통주제 : 대학교수업적평가개선방안및논문중복/표절

기준마련

·한국의류학회주제 : 복합학문의연구윤리실천

-학회지편집위원및학회분과별연구윤리실천강화방안확

충을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에서는 5개분과별로발표가있을예정입니다. 

관심있는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학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한국교육평가원에서는국가고사로서의상교사임용시험

의정책및대국민신뢰도제고에기여하고자 “2009학학년년도도

개개편편중중등등교교사사임임용용후후보보자자선선정정경경쟁쟁시시험험표표시시과과목목「「의의상상」」

의의 교교사사자자격격기기준준개개발발과과평평가가 역역상상세세화화및및 수수업업능능력력

평평가가연연구구”를시행하 습니다(연구비 25,000,000원).

한국의류학회가주관기관이되어한국복식학회, 한국직업교

육학회와공동으로진행하 고, 공청회는 6월 13일(금), 한양

대 HIT 6층세미나실에서있었습니다.

■■어패럴산업의고급기술인력양성사업

한국의류학회피복과학분과와의복구성분과에서는의류/봉

제산업의기술인력양성을통하여국내의류/봉제산업의생

산기반을확보하고, 고부가가치화추진하는 어패럴산업의

고급기술인력양성사업을진행하 습니다.

- 지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지원

- 지원기간: 2005년 9월 ~ 2008년 8월

- 사업내용: 교재개발, 교육

<피복과학분과>

<의복구성분과>

분과소식

사업년도 사업구분 사업내용

교재 ·특수 소재와 봉제 I

1차년도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니트소재, 스트레치소재-

2005.09~ ·특수소재 의류제작 기술교육 I
교육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니트소재, 스트레치소재

특성과 봉제법

교재 ·특수소재와 봉제 II
- 무늬소재, 레이스, 모피, 가죽 -

2차년도
·특수소재 의류제작 기술교육 I

2006.09~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니트소재, 스트레치소재

교육 특성과 봉제법
·특수소재 의류제작 기술교육 Ⅱ
-무늬소재, 레이스, 모피, 가죽소재특성과봉제법

교재 ·특수소재 봉제품 품질관리 및 평가법
·특수소재 의류제작 기술교육 I
-비치는소재, 광택소재, 니트소재, 스트레치소재
특성과 봉제법3차년도

·특수소재 의류제작 기술교육 Ⅱ2007.09~
교육

-무늬소재, 레이스, 모피, 가죽소재특성과봉제법2008.08

·특수소재 봉제품 품질관리 및 평가법 교육
-특수소재봉제품품질표시현황, 표시방법, 품질관
리, 시험법, 특수소재손상방지를위한정보교육

사업년도 사업구분 사업내용
교재 ·의류제품 생산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1차년도 ·의류제품 생산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무 교육 운
교재 ·여성복 샘플제작실습

2차년도 ·여성복 샘플메이커 양성 교육
교육

·의류제품 생산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의류제품생산관리전문가업무능력향상을위
한 재교육과정

교재 ·여성복 샘플제작실습

3차년도 ·샘플제작과정 자료 (PatII 샘플제작실습-
Tailored Collar Jacket)

교육 ·의류제품생산관리전문가업무능력향상을위
한 재교육

·여성복 샘플메이커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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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본사업과관련하여중소어패럴생산업체대상무상

교육 ‘특수소재봉제품품질관리및평가법’과 ‘기능경기대

회 (양장부분)의준비와지도’를실시하오니바쁘시더라도관

심있는여러분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교 육 명 : 특수소재봉제품품질관리및평가법

·일시및장소 : 2008년 8월 11일 ~ 12일 (2일간)/

연세대학교삼성관 410호

·교 육 명 : 기능경기대회 (양장부분)의준비와지도

·일시및장소 : 2008년 8월 8일오후 4시 ~ 5시 20분/

성신여자대학교생활과학관 101호

※자세한사항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에서확인부탁드립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지원하는부정기학술활동

에 전북지부(지부장:조성희)에서 지원한 “2008 『『韓韓』』

FASHION FAIR”가선정되어사업을진행중입니다.

■■제제19회회 서서울울텍텍스스타타일일디디자자인인 경경진진대대회회 개개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젊고유능한신인텍스타일

디자이너를발굴, 지원육성하여텍스타일디자인전문인력을

저변확대하고텍스타일디자인에대한인식을고취시켜텍스

타일디자인부문의진흥및섬유산업발전에기여하는행사를

개최합니다.

- 응모요령 -

·응모자격 : 성별, 연령, 경력및소속에제한없으나, 

대학재학이상자만응모가능

·응모신청 :

신청서배부 : 2008. 6. 26(목) ~ 2008. 9. 30(화)

신청서및작품접수 : 2008. 9. 30(화) ~ 2008. 10. 2(목)

(3일간)

신청서배부및접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인력개발팀

※홈페이지(www.kofoti.or.kr)에서신청서다운로드가능

■■프프리리뷰뷰 인인 서서울울 2008 개개최최 안안내내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세계섬유소재시장에서경쟁력을

갖춘기능성아이템을소개하고수출과내수중심의전시와

수출상담회등여러행사를기획하고있습니다.

·기 간 : 2008년 9월 3일(수) ~ 5일(금) 3일간

(Open 09:30~18:00)

·장 소 : 코엑스(COEX) 인도양홀

·주 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대구광역시

·행사문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패션전시팀

Tel : (02)528-4017~22 / FAX (02)528-4050 

e-mail : exhibit@kofoti.or.kr

■■ 2009 프프리리뷰뷰인인 대대구구(PID)개개최최일일정정 확확정정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회

장:안도상)는 대구국제섬유

박람회(PID)사무국은 2009

년년 3월월11일일부부터터 3일일간간 ‘자

연(Natural)’과 빛(Lighting)

을 테마로 EXCO(대구전시

컨벤션센터)에서개최하기로

하 습니다.

■■대대구구국국제제패패션션비비즈즈페페어어 개개최최

대구의의류, 쥬얼리, 안경등패션개념이가미된업종들의

토털패션전시회인 ‘대구국제패션비즈페어’가오는 12월월 7~9

일일 대대구구전전시시컨컨벤벤션션센센터터(EXCO)와와 한한국국패패션션센센터터(패패션션쇼쇼)

에에서서동동시시에에열열립립니니다다.

전시행사는 IT가접목된스마트의류, 웨어러블PC 등디지털

패션제품위주로하고, 전시장은△디지털패션관△패션소재관

△토털패션관△웰빙라이프관등4개로구성한다. 또중국을전

략적유치대상국가로정해닝보, 상하이, 광저우등의바이어를집

중유치하여행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 2009-2010F/W 소소재재기기획획을을위위한한 Fabric Update Seminar

개개최최

한국패션센터에서는‘지역업체의선진소재기획시스템구

축’사업을진행함에있어 09-10F/W 소재개발을위한 fancy

wear, functional city wear, active sportswear에 따른 각 그

룹별경향분석및소재개발을위한기획방향을제시합니다. 

사전등록하시는분에한하여「09-10F/W 소재기획을위한

가이드북2」과유럽소재샘플스와치가제공됩니다. 신청접

수는 8월 4일부터받습니다.

-행사개요-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장 소 : 한국패션센터 1층대회의실

·행사문의 : 한국패션센터소재정보기획팀Tel: 053-380-3364

국가기관 정책 및 사업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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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울 디디자자인인올올림림픽픽

서울시가주최하는제1회 세계디자인올림픽이 10월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열립니다.

서울시는 2010년세계디자인수도(WDC)로지정된것을계

기로서울을세계디자인의중심도시로자리매김하기위해디

자인 문화 종합축제인 ‘세계디자인올림픽(World Design

Olympiad SEOUL 2008)’을 10월월10일일부부터터 30일일까까지지 21일일

동동안안잠잠실실종종합합운운동동장장에에서서개개최최합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도제9회패션디자인컨테스트수상작전

시를서울디자인올림픽이열리는잠실종합운동장에서개최

할예정입니다.

■■제제 6회회 International Design & Emotion Conference

홍콩폴리테크닉과 Design & Emotion Society가주최하는

제 6회 International Design & Emotion Conference가 2008년

10월 6일~9일 4일에걸쳐홍콩폴리테크닉에서개최됩니다.

·행사문의

Tel:042)869-4595, e-mail:gamsung@gmail.com

■■ ITAA Conference

행사주제 : Evolving Patterns

일 시 : 2008년 11월 5일 ~ 8일

장 소 : Hyatt Woodfield, Schaumburg, Illinois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www. itaaonline.org)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 주) 우씨엔아이에서 “TexPro V.10.0” 업그레이드버전

이출시되어 TexPro에서펜톤컬러를실무에이용할수있습

니다. 프로그램활용및구직에도움을주고자 (사)한국직업진

흥원과 (주) 우씨엔아이가디자인 CAD자격증을올해말부

터시행할예정이다. 산학취업연계를통해학생들은자격증

취득후, 구직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www.texclub.com 참조하기바랍니다.

■■주)테크노코리아에서는 I- Designer serise 의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선보 습니다.

※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사항은 www.technokorea.co.kr

참조하기바랍니다.

■■ 박혜원 (창원대)교수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수

여하는제18회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수상하 습니다. 수상

식은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인 2008년 7월 15일(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열렸습니다.

■■한한국국패패션션센센터터 웹웹사사이이트트(www.fck.or.kr)리리뉴뉴얼얼

섬유패션정보를전문으로제공하는한국패션센터(이사장 :

김규만)에서는 2008년 7월웹사이트(www.fck.or.kr)를리뉴

얼오픈하 습니다.

한국패션센터웹사이트의모든정보는회원가입을통해서

만열람이가능하며특히 Trend / Market / Collection 정보는

유료로운 하고있습니다.

FCK 웹사이트에접속하면 ‘웹사이트서비스투어’를통해

서비스내용을체험할수있습니다.

회원 및 회원사 동정

국제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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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대대패패션션모모드드(개개정정판판)

정삼호 / 교문사

2008년 3월

아이템별패션스타일을의복의종류와액세

서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의특성을현대패션모드로서술하

다.

남남성성복복 테테일일러러링링

곽연신 / 경춘사

2008년 3월

정장재킷과바지제작과정을사진과그림

을제시하여세 하게담았다.

이이미미지지메메이이킹킹을을 위위한한 토토탈탈패패
션션··뷰뷰티티 코코디디네네이이션션

장성은, 이종숙 / 경춘사

2008년 4월

코디네이션의개념과원리, 요소와체형, 얼

굴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션 코디의

개념, 코디네이션실습과이미지연출에따

른코디법등으로구성하 다.

헤헤나나 아아트트

한지수 / 경춘사

2008년 5월

헤나아트시험에대비할수있게구성한책

으로, 헤나의기원과의미에서부터헤나의

재료, 디자인, 문양의분류, 아트디자인등

광범위하게소개하 다.

패패션션과과 상상

양숙희, 한수연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8년 2월

현대대중사회에서 접한관계에있는패

션과 상이라는주제에접근함에있어서,

대중 상매체에나타난패션현상을종합적

으로고찰하 다.

Fashion : Critical and
Primary Sources

Edited by Peter McNeil / Berg

2008. 12

패션학에대한모든주제(사회학, 미술사, 문

화사, 인류학, 사회이론, 의복과섬유학등)

에방법학적으로접근하고있다. 연도별로

구입할수있으며중세후기부터르네상스

시대까지 (Vol.1), 18세기(Vol.2), 19세기

(Vol.3) 그리고 20세기부터 현재(Vol.4)에

이르기까지 4개의볼륨으로이루어져있다.

Tartan

Author : Jonathan Faiers / Berg

2008. 9

씨족사회부터현대패션에이르기까지의역

사를통하여서 Tartan(스코틀랜드의격자무

늬의 모직)의 해체와 개발을 언급하면서

Tartan의언외의의미와그것이갖는문화

적인중요성을말하고있다.

Fashion: The Key
Concepts

Author : Jennifer Craik / Berg

2009. 3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패션 시스템의

의미, 어떻게패션이미디어를이용하는지,

어떻게패션이세계적인문화를이뤄나가고

도전하는지, 또한어떻게패션이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정치학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어떻게패션산업이구성

되는지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

The Men’’s Fashion
Reader

Edited by Peter McNeil / Berg

2009. 1

남성패션의본질, 역사, 문화에대해다루

고있으며, 방법학적인접근과중요한케이

스별연구를하 고, 의복의역사, 이론, 그

리고아이콘아이템, 소비, 미디어등의주

제별섹션으로이루어져있다.

신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