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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08년을보내고희망의새해를

맞이하 습니다.

회원여러분추운겨울날씨에안녕하신지요?

새해에는좋은꿈이루시고건강하시기를기원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고 모두들

걱정합니다. 이렇게힘들고어려울때일수록우리는더욱

정신차리게되고열정적으로노력하는모습을보게됩니다.

때론계획했던일들이기대이상의성과를거두기도하는긍정의힘을믿게됩니다.

그동안회원님들의성원과참여로이번에통합되는한국연구재단의학문분류에의류학

계열이인공, 인간, 사회 역중화공, 디자인, 의류등세분야로나뉘어져전공에맞게

정리되면서이전에없던사회분야에의류가들어가게되었습니다.

지난 해 의류학회와 학회지 평가가 매우 우수하 고,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결과

내용을보면한국의류학회지인용지수도높게나타나회원여러분들께감사한마음가득합

니다. 또한학회지의얼굴인표지가 30여년만에새롭게디자인되어올 1월호부터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으로한국의류학회는올해도큰날갯짓을하며힘차게날아갈

것입니다.

강의와 연구에 바쁘신 중에도 학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학회발전을위한충언을서슴없이보내주시기바랍니다.

2009년춘계학술대회때모든회원님을만나뵙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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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제제33회회 정정기기총총회회및및 2009년년 춘춘계계학학술술대대회회

가다음과같이개최됩니다.

이번에는 2008년섬유의날금탑산업훈장을받으신 (주)

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님의 주제강연이 있고 다양한 special

topic session 및논문발표로이루어집니다.

회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와관심부탁드립니다.

1. 일일 정정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중앙대학교아트센터대강당

2. 논논문문발발표표신신청청 : 

1) 접수기간 : 2009년 1월 23일(금)~3월 4일(수)

2) 제출서류 : 논문초록(1페이지) 1부

→초록작성양식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http://www.

ksct.or.kr)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 당일주어질발표논문집(proceeding) 페이지수는각회

원소속기관의발표논문에대한다양한해석에부응하고

자, 1~4페이지까지유동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 습

니다.

4) 신청자격 : 신청저자전원이한국의류학회회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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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가가비비송송금금 : 신한은행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송금수수료는본인부담

3) 사사전전등등록록기기간간 : 2009년 3월 3일 ~ 3월 31일

2009년년도도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이이흥흥수수저저술술상상후후보보자자를를추추천천, 접접수수

받고있습니다.

1998년제정된이흥수저술상은의류학관련저술활동을활

성화하기위하여, 매년훌륭한저서에대하여한국의류학회에

서상패및부상을수여하는포상입니다.

회원님께서는다음의자격을갖춘후보자를적극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상자격> 5년이상한국의류학회정회원의자격을가진자

로서저서와관련된분야에서 10년이상교육및

연구활동을한자, 출판된지 3년이경과된의류

학관련우수저서의저자

<추천기간> 2009년 2월 13일 (금) 까지

<제출서류> 1. 추천서및추천자의견(양식 1) 2인이상

<제출서류> 2. 후보자의주요경력및이력서(양식 2) 1부

<제출서류> 3. 후보자의주요업적개요(양식 3) 1부

<제출서류> 4. 추천대상저작물개요(양식 4) 1부

<제출서류> 5. 추천자의저작물 2부

<접수처> 한국의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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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150-070) 서울시 등포구대림동 1122 신대림

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시상식>

2009년 4월 17일 (금) 정기총회에서시상

* 모든제출서류양식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www.ksct.or.kr)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 2009년년도도 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지지 문문편편 보보문문 모모집집

한국의류학회지제33권 6호및 12호에게재될 문보문을

모집합니다. 투고된 문보문에대해서는심사완료순으로

게재되므로, 이를감안하여투고를희망하시는분들은가급적

빠른시일내에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편 보문모집

이흥수 저술상 후보자 추천접수2009년도 한국의류학회
제 33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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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행 사
09:30 ~ 10:00 등록 및 교재배부
10:00 ~ 10:40 정기총회
10:40 ~ 12:10 주제강연
12:10 ~ 13:30 중 식
13:30 ~ 15:00 Special  Topic Session
15:00 ~ 16:30 분과별 학술발표회
16:30 ~ 17:00 Poster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
17:00 ~ 18:00 다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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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요령은한국의류학회지의투고규정을참고하여주시고,

다음사항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보문의내용뿐만아니라 문의문장표현을정확하게하여

투고해주시기바랍니다.

- 문문이이 미미흡흡한한 경경우우는는 ‘부부’판판정정을을 받받을을 수수 있있는는 중중요요한한

사사유유가가됩됩니니다다.

- 초록은 문으로작성하시고보문마지막에국문요약문을

작성하여주십시오.

- 투고기한: 3월말까지는투고되어야사독/ 수정등을거쳐

6호(6월호)게재가가능합니다.

■■ 부부산산··경경남남지지부부 명명칭칭 변변경경

한국의류학회의부산·경남지부의명칭을부부산산··울울산산··경경

남남지지부부로변경하 습니다.

행정구역의정비로인해울산이라는지명이포함되어야한

다는지부의의견을수렴하여이사회의에서인준받아 2009년

도부터명칭을변경합니다.

■■ 신신년년하하례례식식 개개최최

2009년한국의류학회신년하례식이 1월 7일(수) 서울대학

교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룸에서개최되었습니다. 

역대회장님, 평의원님, 16대이사님·편집위원등 60여분이

참석하셔서한국의류학회의발전과친목을도모하는자리가

되었습니다.

■■ 표표지지디디자자인인 변변경경

2009년도부터는한국의류학회지의얼굴인학회지표지디자

인이변경됩니다. 

2008년부터김은애편집위원장을중심으로하여, 연세대학

교정의철교수님께디자인을의뢰하고이사회의를거쳐수정

후최종디자인을결정하 습니다.

< 디자인설명 >

의복을구성하는기본요소인실을여러색이서로얽힌이

미지로표현하여, 한국의류학회의다양하고상호유기적이며

다학제적인학회활동을표현하고자하 다. 가운데의토르소

이미지는인간과의복으로나타나는, 긍극적으로는우리의삶

을보다의미있고가치있게만드는인간을위한연구라는것

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 문문 홈홈페페이이지지 활활성성화화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009년부터외국학자의논문투고시

(주저자와교신저자의소속이외국기관인경우)편의를돕기

위해투고료와게재료를면제하기로하 습니다. 또한, 외국인

들에게한국의류학회홍보를위해 문홈페이지전문관리인

1명을두었습니다.

앞으로 문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의류학회사무국으로연락바랍니다.

■■ 한한국국 섬섬유유··패패션션 학학술술단단체체 총총연연합합회회구구성성

(Korean Federation of Textiles & Fashion Academic

Societies, 문약칭: KFTF)

한국의류학회에서는의류학관련학회들의연합모임을주최

하여의류학관련단체들이마음과뜻을모으고, 공동학술대

회등을개최하기위하여이번에한국섬유·패션학술단체총

연합회를구성하 습니다. 

의류학회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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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의(2009년 1월 9일, 호암관)에서는한국의류학회회

장이신홍병숙교수가임시의장으로추대되었고, 앞으로의활

동을위해총회를갖기로하 습니다. 총 11개학회에서각 5

인이내의임원이참석할예정입니다.

총회일정은다음과같습니다.

총회일정: 2009년 3월 27일(금) 오후 5시

총회장소: 호암회관 2층마로니에룸

참석학회: 한국복식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의상디자

인학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한국패션문화협회,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한국패션일러스트협회,

한국한복문화학회

* 참석하실분은한국의류학회사무국으로연락부탁드립니다.

■■ 한한국국생생활활과과학학관관련련학학술술단단체체연연합합회회 구구성성 및및 워워크크샵샵 안안내내

한국생활과학관련학술단체총연합회는국가과학기술표준분

류체계에서생활과학분야에포함되는학회의모임으로 2009

년 1월 8일창립총회를갖고, 변화하는국가정책에생활과학

계가힘을모으기위해만든단체입니다.

2009년 1월에창립된 ‘한국생활과학관련학술단체연합회’에

서개최하는워크샵에대해알려드립니다.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역사관 2층세미나실

주제 : 연구지원및평가정책변화와생활과학계의대응

내용 : 학문분류 및 연구지원 결정과정/연구평가/학회지

투고·게재시스템사용법

대상 : 연합회소속학회임원및회원(회원별공지)

* 참석하실분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에서신청서를다운받아

학회메일(ksct@chol.com)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지지식식경경제제부부 R&D사사업업공공고고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하여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있는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지원계획중섬유산

업스트림간협력사업의지원규모가 300억원(신규 186.8억원,

계속 113.2억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에는 “웰빙친화적기술

개발사업” 15억원이포함되어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

용섬유 3대섬유분야를지원하게됩니다. 

또한,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은지원규모는 270억 원으로

디자인기술개발과디자인기반구축분야에지원하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R&D종합정보시스템(www.

ernd.go.kr) 이나한국섬유산업연합회(www.kofoti.or.kr)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프프리리뷰뷰인인상상하하이이 (Korea Textile & Apparel Show)

기 간 : 2009년 4월 22일 (수) ~ 24일 (금), 3일간

장 소 : 상하이마트 (Shanghai Mart)

규 모 : 150개사 / 400부스

행사구성 : 전시회 / 패션쇼 / Biz상담회 / 세미나등

주 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후 원 :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KOTRA, 상해시대외

경제무역위원회, 상하이TV

타겟시즌 : 2010년도 Spring/Summer

* 자세한사항은한국섬유산업연합회(www.kofoti.or.kr)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2009 ITA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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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바랍니다.

국제부 소식

국가기관 정책 및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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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NanoBio-

technology & Nanomedicine NanoBio 2009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notechnology is now

accepting abstracts for the upcoming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Nanobiotechnology & Nanomedicine 2009,

which will be held on June 22- 24, 2009 at the San Francisco

Airport Crowne Plaza, in in  San Francisco, California, the

USA.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March 1, 2009

·How to submit an Abstract: 

- Please email your abstract in MS Word file (.doc file) and

in Adobe Acrobat format (.pdf) to program@ianano.org 

- Complete and submit the online form: 

http://www.ianano.org/speakimg.htm 

■■ THE 38th TEXTILE RESEARCH SYMPOSIUM AT

MT. FUJI (2009)

At this conference, not only

the essential subjects of textile

science but also progressing new

fields such as nano fibers and

smart textiles are also focused.

·The Deadline of Application of Presentation: April 30,

2009 (Please send the attached sheet to the organizer by E-mail)

http://wwwsoc.nii.ac.jp/tmsj/japan/labo/textile/index.htm

■■ THE 10TH ASIA TEXTILE CONFERENCE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의복복구구성성분분과과 2009년년동동계계세세미미나나

2009년한국의류학회의복구성분과에서는동계세미나개최

합니다.

이번행사는의류생산업체인미주산업을견학하고자합니다.

행사일정은다음과같습니다.

일시 : 2009년 2월 3일(화) 오후세시

장소 : 의류생산업체미주산업 (서울시금천구독산동)

내용 : 직, 편물소재의류제작공정견학

신청방법 : 참가비입금순으로마감하며반드시입금과함

께참가신청서를보내주셔야합니다. 참가신청

서는메일로만받습니다. 

신청방법 : (-pattern-@hanmail.com)으로신청

참 가 비 : 1만원 / 입금계좌 : 신한 110-058-045027

(예금주 : 전은경) 

■■ 제제1회회 로로벌벌 패패션션 포포럼럼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

장소 : 크림 (삼성동, 삼성역 3번출구학여울방향 200M)

주최 : 지식경제부

주관 : 한국패션협회

강연 : Fast Fashion 발전방안, 일본SPA 생존전략연구등

- Kensuke Kojima KFM 대표

- Okada Giyoshi ㈜CzNET 대표

문의 : 한국패션협회 / 02-528-4742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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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패션션 브브랜랜드드 진진출출 마마케케팅팅 교교육육 과과정정

교육대상 : 섬유패션업체기획실, 전략실, MD 등관련실

무자

일 시 : 2009년 2월 19일(목) ~ 4월 2일(목), 

7주과정, 매주목요일저녁 6시 30분

장 소 : 연세대학교삼성관

문 의 : 한국패션협회 / 02-528-4742

■■ 로로벌벌 소소싱싱력력 향향상상을을 위위한한 1일일 교교육육

교육대상 : 섬유패션업체통합소싱팀, 생산팀, MD 등관

련실무자

일 시 : 2009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장 소 : 섬유센터 17층대회의실

참가비 : 2만원(점심및교재제공), 선착순 100명

문 의 : 한국패션협회 / 02-528-4742

■■ PFIN 2009 ~ 2010 F/W 남남성성복복 트트렌렌드드 설설명명회회

PFIN(대표이정민)이 라노와파리에서개최된 2009~10

F/W 해외남성복컬렉션의경향을분석, 발표하는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차기시즌기획에필요한실무적인정보를제안

하는이설명회에서는도시별주요이슈와시즌을주도하는

디자이너들의컬렉션리뷰등이소개됩니다.

일시 : 2009년 2월 18일(수)

장소 : 섬유센터 3층이벤트홀

문의 : PFIN / (02)3442-4235/6

■■ 0910 F/W 리리얼얼 트트렌렌드드 분분석석 설설명명회회

국내패션트렌드정보업체인㈜트렌드인코리아는 2월 6일

섬유센터에서 ‘0910 F/W REAL TREND ANALYSIS

SEMINAR’를개최합니다. 

국내시장에맞도록제작되어실질적인기획에도움이되는

TREND IN KOREA의전문적인트렌드분석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 : 삼성동섬유센타 3층이벤트홀

문의 : 트렌드인코리아 / 02-548-6532~3 

■■ 독독일일 쾰쾰른른 국국제제 봉봉제제기기술술 및및 섬섬유유가가공공 기기술술 전전시시회회

(World of Textile Processing)

30년이상세계봉제기술산업을선도해온세계최대의봉

제및섬유가공기술전시회로현재참가신청을받고있으며

개별참가외에한국공동관에관심이있는업체는한국봉제기

계공업협회로연락하시면됩니다.

일시 : 2009년 4월 21일 ~ 2009년 4월 24일(개최주기 3년)

장소 : 독일쾰른 Koelnmesse 전시장

문의 :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 02-2267-8232

■■ Yarn Expo Spring(China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Fibres and Yarns)

세계적인 텍스타일 페어 중 하나인 Yarn Expo가 2009년

봄시즌페어를개최합니다.

일시 : 2009년 3월 30일 ~ 4월 1일

장소 : China World Trade Centre Beijing, China

안내 : www.messefrankfurt.com 참조

전시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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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무무 도도식식 디디자자인인 북북

이미연·임지완 / 교학연구사

기본적인도식디자인을그리는방법부터현

재유행하는트렌드디자인과, 실물사진을

도식디자인으로옮긴예를구체적으로수록

하 다.

패패션션유유통통과과 마마케케팅팅

장은 / 교학연구사

패션유통을이해하기위한관련산업현황

과유통의기본개념을알아보고, 패션유통

업체와패션업체의유통부문에서전반적으

로이루어지고있는유통마케팅전략과머

천다이징전략을다루었다.

패패션션과과 라라이이프프

권수애외 4인 / 교학연구사

수년간대학에서패션과생활에관련된교

양과목을 강의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션에가까이다가갈수있도록하기위한

일환으로그동안강의내용을정리·발전시

킨책이다.

패패션션비비즈즈니니스스 시시스스템템론론

유지선·이호정 / 교학연구사

빠르게변화하는생활환경과소비자감성에

보다과학적으로접근하기위해현장실무를

중심으로한대처방법을정리하 으며, 특히

패션을공부하는학생들과패션산업계의실

무자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어어패패럴럴 품품질질 평평가가

김희숙·유화숙·최종명 / 교학연구사

의류소재의품질평가특성을실제의류제

품과연관시켜의복에따른중요특성을파

악하는데초점을맞추으며, 품질평가특성에

대해다루기전에의복에요한특성에대해

먼저생각해보도록하 고, 평가특성에대

한특징과 향요인, 각특성의측정원리와

방법에대해기술하 다.

패패션션산산업업과과 정정보보

이호정·김문 / 교학연구사

패션산업계직·간접적으로 향을미치고

있는패션마케팅정보, 패션사회·문화정보,

패션트렌드정보, 패션리테일정보등다양한

정보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금금위위수수의의 남남성성복복 패패턴턴

금위수 / 교학연구사

남성복 패턴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론서

로, 치수 재는법에서부터 하의, 베스트, 상

의, 코트, 셔츠패턴방법을소개한다. 여성

복 하의 패턴 방법과 패턴 보정법, 남성복

의다양한스타일에대한정보도함께수록

하 다.

샵샵마마스스터터

이은경·김양원·김지 ·김희균·백윤정·

이해 / 교학연구사

현샵마스터와샵마스터가되고자하는학

생들에게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을이해하

고, 상품지식을습득하고소비자들과함께

호흡하고의사소통하며소비자에맞는서비

스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드드레레스스 메메이이킹킹

양정은·성옥진 / 경춘사

“입체재단으로배우는드레스제작기초”

의개정판으로의상을전공하는학생들에게

유럽의정통오뜨꾸뜨레드레스제작을우

리나라 실무적 실정에 맞도록 좀 더 쉽게

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정리하 다. 아

이템별드레스제작과정을쉽게익혀드레

스에관심있거나졸업작품의상전을준비하

는학생들에게필수교본이다.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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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쉽고고 재재미미있있는는 패패션션 일일본본어어

정승일 / 경춘사

의류상인들을 위한 전문 외국어 교본으로

실점포 뿐 만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사용가능한실용일본어회화도서이다.

남남성성복복 패패턴턴의의 기기법법

곽태기·서완석 / 경춘사

남성복원형은남성모델들을대상으로지난

4년동안지속적으로남성복트렌드라인의

변화와가봉및보정을통하여제도법을만

들었다.

남성복패턴의기초적인측면에서드레이핑

을이용한방법으로보여주고있다.

중중국국소소수수 민민족족과과 복복식식

소황옥·김양희 / 경춘사

55개소수민족복식에대해서개괄적인정

리를 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사진과그림을인용하여각소수

민족에대해심도있게복식과문화에대하

여정리하 다.

패패션션마마케케팅팅

최채환 / 경춘사

대학의교재, 부교재또는현업의신입사원

의학습용으로현장에서실천되고있는패션

마케팅에대한이해를돕고자하는것을목

적으로, 우리나라의현장을중심으로우리나

라의실제사례를중심으로기술하 다.

이이탈탈리리아아, 패패션션과과문문화화를를말말하하다다

정인희 / 푸른솔

라노에 방문교수로 체류한 경험을 담은

‘이탈리아패션과문화안내서’이다.

52주동안의이탈리아이야기가편안한

과깔끔한사진으로표현되어있다.

The World of Fashion

Jay Diamond, Ellen Diamond / Berg.

패션산업을이해하기원하는학생들에게필

수적이며, 패션산업의역사와전세계시장

에서의패션의발달, 패션어패럴과텍스타

일산업의디자인, 제조에대해깊이있게다

루고있다. 각각의장은패션의역사, 디자

인이론그리고제품개발, 제조, 제품계획

에이르기까지산업의측면에초점을맞추

고있다.

The Why of the Buy

Patricai M.Rath, Stefani Bay, Richard

Petrizzi, Penny Gill / Berg.

소비자행동은패션산업, 디자인, 생산, 소

비, 그리고머천다이징등의전분야에있어

서 향을주며, 심리학, 사회학, 문화등이

소비에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향을주는지를설명하고있다.

Design and Patternmaking
for Strech Fabrics

Keith Richardson / Berg.

여러다양한의류에대한니트직물의특성

과 패턴메이킹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제공한다.

Menswear

Michael Londrigan / Berg.

신사복의역사적인시작에서부터현재의다

양화된신사복산업에이르기까지를보여주

고있으며, 제품기획자들이그들의고객을

끌어들이기위해서실행하는원칙, 과정, 기

술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다.

Mathematics for Retail
Buying 6th edition

Bette K. Tepper / Berg.

구매와머천다이징에직,간접적으로관련있

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유명한

교재이다. 저자는이윤을창출하는많은요

인들과관련한계산의필수적인개념, 실행,

과정, 그리고해석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