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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존경하는한국의류학회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제가18대회장을맡은

지어느새3개월이지났습니다.

그동안우리한국의류학회의현황이나문제점을파악하고학회의발전과

비전을확립시키기위한방안들을모색하기위해노력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로, 분과및지부활동에참여하면서회원여러분의많은의견을듣고교

감을나누었습니다. 그리고미래지향적인학회로발전하기위하여, 이사님들

을모시고학회발전방안을주제로워크숍을개최하 습니다. 오전과오후에

걸쳐서국제교류및학술대회개최, SSCI 및 SCI급학술지추진전략, 학문분류, 산학협동, 회원의저변

인구확대등학회가나아갈방향에관하여집중적이고진지하게토론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참신하

고발전적인의견들이많이도출되어이제회원여러분과임원진이힘을합쳐구체화하는것만남았습

니다.

국제화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먼저한국의류학회지를국제저널로추진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하

고있습니다. 국제저널이단기간에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는것을우리모두잘압니다. 이제시작입

니다. 회원여러분의더많은관심과협조가필요합니다. 2012년에는 ITAA와하와이에서공동학술대

회를개최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과학문적인교류의기회가마

련될예정입니다.

학회지에E-ISSN 번호를받았으며DOI도각논문마다삽입됩니다. 추계학술대회부터는학술대회논

문집에도 ISSN을부여받을계획입니다. 최근발표된한국의류학회지의한국학술지인용색인지수

(KCI)가지속적으로높게평가되는것은회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덕분으로생각하며, 여러분들

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이제외국학자들도우리학회지에관심이많아져홈페이지를통하여검색할수

있게하 습니다. 외국학자가우리학회지논문을인용하는횟수가증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번추계학술대회에서는미래의패션을조망해보기위하여지식융합연구소이인식소장의미래인

간, 호모 휴쳐리스와 최근 관심의 대상이 증가하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미시간주립대학 Brenda

Sternquist 교수의주제강연, 코넬대학 Juan P. Hinestroza교수의 special session을준비하 습니다. 분

과별논문발표에서는기존의분과외에융합된주제의분과를만들어한주제에대하여다각적인접근

을들여다보고분과간전문지식을교환함으로써융합적인마인드를키우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지속적인관심과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올해장마는예년의 3배에달하는강수량을보일만큼비가많이오고폭우로인한피해가큽니다. 

회원여러분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2011년 7월

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장장김김은은애애

인사말 ····································1

2011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2

제 3회 패션상품기획기획콘테스트
공모전··································· 3

제 14회 이흥수저술상 추천접수········ 3

제 2회 원신진학자학술상············ 4

2011년 문 논문편 모집··············· 4

한국의류학회지 논문의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의 문 표기 ·················· 4

국제학술행사···························· 5

교육······································ 5

신간······································ 5

통 권 : 제9호

발 행 : 2011년 7월 31일

발행인 : 김은애

편집인 : 박정희

발행처 : (150-070) 서울 등포구 대림동 1122

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전 화 : (02) 844-3601

전 송 : (02) 844-2651

편집처 : 한림원(주)

(사)한국의류학회 www.ksct.or.kr 2011년 제2호

인사말 지면안내



NEWS LETTER

2011년한국의류학회추계학술대회가아래와같이개최됩

니다.

이번추계학술대회에서는나날이경쟁이심화되는패션환

경에서미래패션을예측하고이에대한대비를하기위해‘미래

패션@테크놀로지. 로벌리즘’을주제로하고이인식소장(지

식융합연구소)과 Brenda Sternquist 교수(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주제강연이 있습니다. 또한 Special Topic

Session에서는 국내 산·학계의 중요한 문제인 Creative

Research와 패션 인력배출의 현황에 대한 주제로 Juan P.

Hinestroza교수(Cornell University)와황진숙교수(건국대학

교)의강연이있습니다.

그리고각분과의논문발표, 우수논문발표상(구두발표부분

과포스터발표부분)시상으로이루어질예정입니다.

회원들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다양한주제로학술대회강

연을준비하 습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1.일일정정

- 시간: 2011년 10월 15일(토) 9시 30분

- 장소: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 주제: 미래패션@테크놀로지. 로벌리즘

2. 논논문문발발표표시시 유유의의사사항항

- 발표자격: 논문발표신청저자전원이한국의류학회회원

임을원칙으로함

- 제출서류: 발표논문초록 1부

- 제출방법: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www.ksct.or.kr) 

『학술대회논문제출』에제출함

* 모든내용이이메일로통보되오니, 회원정보에서반드시

사용중이신메일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2011년년 7월월 29일일(금금) ~ 9월월 5일일(월월)까까지지

·접수확인: 메일통보

·학술대회발표논문을추후학회지에투고하는경우심

사혜택이있습니다.(학술대회발표후 1년이내로한정)

·학술대회당일자신의논문포스터앞에서회원들의질

의에대한응답준비를해야합니다.

(질의응답시간에부재시에는, 심사혜택을받지못함)

·우수논문발표상시상식은 본인이 있어야 시상합니다.

(부재시에는시상이취소됨)

·포스터판크기: 가로1.2m×세로 2m 

(A4로배치하는경우가로 4장, 세로 10장으로배치함)

3. 참참가가비비 및및 사사전전등등록록

1) 참가비 :

·회원 - 사전등록(교수및일반27,000원, 대학원생9,000원)

- 당일등록(교수및일반30,000원, 대학원생10,000원)

·비회원 - 40,000원

2) 참가비송금 :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송금수수료는본인부담이며, 보내실때는본인이름과

소속명을적어보내주셔야합니다.(이름과소속이없는

경우, 참가비확인이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3) 사전등록기간 : 2011년년 9월월 1일일(목목) ~ 9월월 30일일(금금)까까지지

2011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

22 KSCT 뉴스레터

시시간간 행행 사사 내내 용용

09:30~10:00 등록, 교재배부

10:00~10:10 회장인사

10:10~11:00
주제강연 I : 호모퓨쳐리스
발표자: 이인식지식융합연구소장

11:10~12:00

주제강연 II : Fast Fashion International Expansion to
the Developing World

발표자: Brenda Sternquist, Professor
(Michigan State University)

12:10~14:00 중식및포스터논문발표

14:00~15:00

Special Topic Session I : Can nanotechnology be
fashionable?

발표자: Juan P. Hinestroza, Professor
(Cornell University)

Special Topic Session II : 패션인력배출의현주소
발표자: 황진숙교수(건국대학교)

15:10~16:40 분과별학술발표회

16:40~17:00 Poster발표에대한질의응답

17:00~19:00 우수논문발표상시상, 다과회

<일일정정별별 세세부부 계계획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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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패션산업의유능하고창의적인인재를발굴하고의류

업계진출을목표로하는학생들에게패션브랜드를탐구하고

실제상품기획업무를경험함으로써기업이요구하는전문인

력양성을위한학회와업계간의긴 한소통의장을마련하

기위해제 3회한국의류학회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개최

합니다.

포트폴리오접수및심사를거쳐각브랜드별로 브랜드상

수상 1팀에는상장과상금 100만원을수여하고, 장려상수상

팀들에게는상장과부상이수여됩니다. 

국내대표의류브랜드의참여로이루어지는공모전에의류

학전공자(학부생대상)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많은관심

과홍보부탁드립니다.

■■ 행행 사사 개개 요요

- 행사명: 제 3회한국의류학회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대표의류회사

(주)골드윈코리아, (주)돌실나이, (주)보끄레머천다이징,

(주)뻬띠앙뜨,(주)샤트렌, (주)신원, (주)이엑스알코리아,

패션그룹형지(주), (주)코오롱인더스트리

- 시상일시및장소: 2012년 4월 14일(토) 

한국의류학회춘계학술대회

※자세한 사항은 9월 1일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www.ksct.or.kr)에공지될예정이며, 추진일정은사정

에따라바뀔수있습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이흥수저술상후보자를추천·접수받

습니다.

1998년제정된이흥수저술상은의류학과관련된저술활동

을활성화하기위하여훌륭한저서를저술하 다고인정되는

자를포상함을목적으로매년한국의류학회에서상패및부상

을수여하는포상입니다. 

다음의자격을갖춘후보자를적극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수상자격 : 5년이상한국의류학회정회원의자격을가진

자로서저서와관련된분야에서 10년이상교

육및연구활동을한자, 출판된지 3년이경

과된의류학관련우수저서의저자

2. 추천기간 : 2012년년 2월월 29일일(수수)

3. 제출서류 : ①추천서및추천자의견 2인이상

②후보자의주요경력및이력서 1부

③후보자의주요업적개요 1부

④추천대상저작물개요 1부

⑤추천자의저작물 2부

4. 시상 : 상패및상금(500만원)

제 14회 이흥수저술상 추천접수

제 3회 패션상품기획기획콘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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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랜랜드드명명 수수상상자자(팀팀) 부부상상 및및 상상금금

브랜드상

The North Face 1 상장및상금 100만원

돌실나이 1 상장및상금 100만원

비키 1 상장및상금 100만원

베스티벨리 1 상장및상금 100만원

뻬띠앙뜨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샤트렌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씨 1 상장및상금 100만원

EXR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오브제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오즈세컨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온앤온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지이크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지이크파렌하이트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캠브리지멤버스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코오롱스포츠 1 상장및상금 100만원

크로커다일레이디 1 상장및상금 100만원

하니와이 1 상장및상금 100만원

장려상 ○○ 상장및부상

<참참여여브브랜랜드드>

일일 시시 내내 용용 장장 소소

2011년 9월 1일(목) 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1년10월 1일(토) ~
10월31일(월)

참가신청서접수
한국의류학회이메일
e-mail: ksct@chol.com

2012년 1월 31일(화) 포트폴리오제출마감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2년 2월 10일(금) 1차심사통과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2년 2월 24일(금)
2차심사제출물마감
(우편의 경우, 24일 소인
까지유효)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2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2차심사
후원브랜드의결정에
따름추후공지

2012년 3월 30일(금) 수상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2년 4월 6일(금) 리플렛제작용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웹하드
(추후공지)

2012년 4월 14일(토) 수상작전시및시상
한국의류학회춘계학술대회
(수상자는반드시참석)

<추추진진일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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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제출서류양식은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www.ksct.or.kr)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5. 접수처 : (사)한국의류학회

6. 시상식 : 2012년4월14일(토) 제36회정기총회에서시상

한국의류학회에서는미래의의류학을이끌어갈젊은신

진학자들을발굴하고, 의류학분야의학문발전을촉진하고

자‘한국의류학회 원신진학자학술상’을제정하 습니다.

2012년춘계학술대회때제 2회‘한국의류학회 원신진학

자학술상’을수여하고자하오니자격요건에해당되시는회

원님들은아래의내용을참고하시어적극적으로참여해주

시기바랍니다. 

본사업은 (주) 원무역에서후원하는것입니다.

1. 자격요건

·만 42세이하(1970년 1월 1일이후출생)의한국의류

학회 회원 중 최근 2년간 (201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한국의류학회지에 주저자(first author)나

교신저자로 3편이상의논문을게재한자

2. 심사기준

1) 논문계열은 3개분야 (인문, 사회, 자연계열) 중본인

이선택

①인문계열- 복식미학및디자인, 한국복식, 기타

②사회계열- 의상심리및패션마케팅

③자연계열- 피복과학, 의복구성

2)연구실적물인정범위

①최근 2년간한국의류학회지논문및SCI(E), SSCI(E)

급논문

②주저자(first author) 및교신저자논문만인정

③학문발전에의기여도

※계열별 심사시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상이

취소될수도있음

3. 제출물

①한국의류학회 원신진학자학술상지원신청서

(대표논문 3편선택)

②이력서

③연구실적목록(최근 2년)

④대표논문(3편)의사본각 2부씩

4. 시상

①상장및상금 (계열별각 300만원)

②시상일시및장소: 2012년 4월 14일(토) 

한국의류학회춘계학술대회

5. 수상자는한국의류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대표논문을발

표함을원칙으로함

6. 접수기간: 2012년 1월 31일(화)까지

7. 접수처 : (사) 한국의류학회사무국

한국의류학회지제35권 12호(2011년도 문편:12월호)에
게재될 문논문을모집합니다. 

투고된 문논문은심사완료순으로 35권 12호에게재되
므로투고를희망하시는분들은이를감안하여가급적빠른
시일내에투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투고요령은한국의류학회지투고규정을참고하여주시되
다음의사항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논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의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여투고해주시기바랍니다.

2. 초록도 문으로작성하여주십시오.

3. 투고기한: 2011년 9월 30일(금)까지는투고되어야 12호
(12월호)게재가가능합니다.

국내과학기술분야학술지의국제네트워크참여및국제

표준준수를독려하고국제화유도를위해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표와그림및참고문헌을모두 문으로표기

할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이에한국의류학회지는 7월게재

논문부터표와그림, 참고문헌을반드시 문으로표기하기로

하 습니다. 

본학회지에논문을투고하는회원께서는표와그림, 참고

문헌을반드시 문으로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문표표기기에에관관한한참참고고자자료료는는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지지홈홈페페이이지지

(www.ksct.or.kr) 자자료료실실의의 [참참고고문문헌헌작작성성규규정정], [의의류류용용

어어집집], [로로마마자자표표기기법법]을을 참참고고하하시시기기바바랍랍니니다다.

한국의류학회지 논문의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의 문 표기

2011년 문 논문편 모집

제 2회 원신진학자학술상



■■ ITAA’’s 68th Annual Conference

-일시: November 3-6, 2011

-장소: Sheraton Philadelphia City Center Hotel

Philadelphia, PA USA

*세부사항은홈페이지(www.itaaonline.org)를참고하여주

시길부탁드립니다. 

.

■■ (주주)클클로로버버추추얼얼패패션션 전전시시회회

3차원디지털패션기술을선도학

고 있는 (주)클로버추얼패션에서

2011년 8월 31일(수)부터 9월 2일

(금)까지서울삼성동무역센터코엑

스 B홀에서개최되는대한민국대표

섬유소재 전시회“프리뷰 인 서울

2011”참여할예정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패패션션소소재재가가공공실실습습

경춘사/ 안 무저

소재에대한이해를높혀서예비패션전문

인들이실무현장에서패션소재를기획·소

싱하고, 생산공장에서제품을발주할때큰

도움을주는책이다.

한한복복구구성성

경춘사/ 조윤숙,홍선옥저

각기다른체형·체격·연령·성별에따른

합리적인제도와치수산정그리고쉽고편

안하고예쁘게나오는바느질방법등의노

하우를그림과표로서체계화시키고, 과학

적인한복구성법의이론적틀을함께하고

있다.

컬컬러러리리스스트트(1,2권권)

경춘사/ 한지수저

패션과뷰티전공자를위하여색채를전공과

관련을두어컬러리스트이론과실기를함께

기술하 다. 2010년도까지의컬러리리스트

산업기사및기사시험필기기출문제와실기

기출문제와예상문제를부록에수록하 다.

동동대대문문(D.D.P)을을 알알자자

경춘사/ 정승일, 박병두저

내국인을위한외국어, 무역실무, 패션디자

인, 인터넷쇼핑몰, 상도의교육은물론외국

인을위한보다전문화된교육을담고있다.

또한, 이책이동대문에관심을갖고아껴주

시는초·중·고·대학생, 취업및창업희

망자등모든사람들에게필독지침서이다. 

신 간

교 육

국제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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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아시시아아 복복식식의의 역역사사

교문사/ 홍나 , 신혜성, 이은진저

이책은동아시아의대표국으로한·중·일

삼국의 시대별 복식문화의 특징을 비슷한

시대로구분하여비교하고, 그와관련된많

은유물자료를제시함으로써당시복식의

구체적인형태와시대적변화를한눈에잘

알아볼수있도록구성하 다.

애애플플세세대대를를위위한한 패패션션스스타타일일링링
과과 의의복복구구성성

교문사/ 이경손저

애플세대여성을위한패션스타일링법과

의복디자인에대한내용으로, 단순히이론

적설명에만그치지않고직접의복을만들

어볼수있도록의상의제작도면과완성된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하 다.

의의복복과과 건건강강

교문사/ 최정화, 김명주저

외부환경과는별개로자기가원하는환경

을만들고, 어디를가든항상함께하며인체

를보호해주는‘휴대용맞춤형환경’이라

는관점에서의복을바라보고, 적응해야하

는환경과인체와의관계, 건강을위한의복

의역할, 특수기능복의개발및활용등에

대해기술하고있다.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패패션션 & 텍텍스스타타일일

교문사/ 케이트플레처저/ 이지현, 김수현

옮김

제한된자원과불안한현실속에서긍정적

미래를위한디자인으로서의지속가능성에

대해보다전문적인정보와아이디어, 비전

을제시해주고있다. 패션산업의시스템적

인복잡한관계와 향력, 패션의재료와원

료의본질적성향, 소비자와생산자간의상

호적 관계들을 조명하면서 패션 디자인과

환경관계의중요성을담고있다.

패패션션스스타타일일링링을을위위한한코코디디네네이이션션

교문사/ 이경손, 김희섭, 박 신저

모든사람들이성공적인이미지를연출하는

데지침을담고있는책이다.

소소곤곤소소곤곤정정겨겨운운옛옛바바늘늘질질이이야야기기

교학연구사/ 김은경, 박인자저

『옛바느질이야기』는생활속에서응용할

수있는규방소품들을중심으로초보자들이

쉽게따라할수있도록사진과함께자세한

설명을 하 다. 또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물본도첨부하 다. 

샵샵마마스스터터 1··3급급이이론론서서, 문문제제집집

교학연구사/ 조 아 , 최경아, 안민숙, 

김미경저

패션마케팅의리더국가공인자격시험을위

한준비서이다.

Shoes
A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Giorgio Riello and Peter Mcneil/ Berg

이책에는당신이신발에관해알고싶어하

던모든것그이상이담겨져있다. 중국의

전족에서부터 sex와하이힐, ‘게이신발’의

코드까지각장마다상당히이해하기쉬운

다양한범위의주제를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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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Trends
Analysis and Forecasting

Eundeok Kim, Ann Marie Fiore and

Hyejeong Kim/ Berg

디자인, 머천다이징, 심리학, 소비자행동을

포함한여러 역에걸친접근을제시한다.

이교재는학부생들에게패션트렌드분석

과예측의중심개념을소개하는목적으로

만들어졌다.

Japanese Fashion
Designers
The work and influence of Issey Miyake,

Yohji Yamamoto and Rei Kawakubo

Bonnie English/ Berg

20여년의리서치를바탕으로, 이세이미야

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 이 세

명의중심디자이너들의작품에대해대단

히상세하고, 유일하게포괄적인자료를제

공한다. 그들의주요한공헌과차세대일본

디자이너들과유럽의디자이너들에게까지

미친 향을담았다.

Victorian Fashion Accessories

Ariel Beaujot/ Berg

독자들에게여성악세사리세계로의매력적

인여행을떠나게해준다. 악세사리와그의

미에관련된 19세기 국문화사의전면적

인광경을보여준다. 패션연구, 역사, 커스

튬, 문화연구등관련학과의학생과학자,

그리고 복식사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으로도움을주는책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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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위위 성성명명 소소속속

회장 김은애 연세대

부회장

유효선 서울대

황춘섭 경희대

안춘순 인천대

백덕현 FnC코오롱

박흥식 (주)신원

총무 박정희 서울대

재무이사
최해주 한성대

유태순 대구가톨릭대

편집위원장 고애란 연세대

학술이사

황진숙 건국대

박명자 한양대

전은경 울산대

김미 경원대

이인성 이화여대

채금석 숙명여대

조직이사

홍경희 충남대

박은주 동아대

구양숙 경북대

신윤숙 전남대

김경애 우석대

홍보이사

이연희 한양대

이경화 가톨릭대

이미 인하대

산학이사

권 아 신라대

오경화 중앙대

황선진 성균관대

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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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의의류류학학회회 18대대 이이사사명명단단 18대대 편편집집위위원원 명명단단

소식 모집합니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 소식을 모집합니다.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원활한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학회의 공지사항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동정을 알리는

회원 소식을 운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구인, 구직, 기타 알리고 싶은 내용 등의 공지사항이나 회원님, 또는 지인의 인사, 경조사, 수상, 발표 및 기타

여러 동정 등의 회원 소식이 있으시면 학회 이메일(ksct@chol.com)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150-070) 서울특별시 등포구 대림동 1122 신대림 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TEL: 02) 844-3601 / E-mail: ksct@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