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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靑馬의 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활기찬 한해

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한국의류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춘계 · 추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4개 지부와 5개 

분과에서 13건이 넘는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새해에 국제학술지인 ‘Fashion and Textiles’가 창간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원고

의 온라인 투고 및 사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류학회지도 한단계 더 업그레

이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류학회지의 발간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는 사독위원들을 격려

하기 위하여 우수사독위원상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공고를 하고 내년 

총회에서 시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Charlotte에서 ITAA와의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19일에 있을 금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뉴욕 Parsons Design School의 Erin Cho 

교수가 초청연사로 참가하여 ‘글로벌 디자인 경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3년의 학회활동이 여러 후원자님들의 후원과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잘 이루어졌듯이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

로 다각적인 학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회원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사)한국의류학회장

유효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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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

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글로벌 디자인 경영’라는 주

제로 미국 디자인스쿨 파슨스(Parsons) 디자인 경영학과 교
수인 에린조(Erin Cho)를 초청해 디자인경영전략에 대한 
강연을 듣고자합니다. 또한 스페셜토픽세션 강연에서는 
최근 학계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해 조
성연 교수(호서대)의 “연구자와 연구대상보호를 위한 IRB
의 이해” 강연과 (주)크리에이티브팩토리 안수경 이사를 
모시고 소재기획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올해로 4번째인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시상식, 각 
분과의 논문 발표, 우수논문발표상(구두발표와 포스터발

표)시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한국의류학회가 산학연의 구심점이 되고 

활기찬 교육과 연구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

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일정

- 시간: 2014년 4월 19일(토) 오전 9시 예정

- 장소: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2동
- 주제: ‘글로벌디자인경영’

<세부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9:00~9:30 등록, 교재 배부 

9:30~10:20 총회

10:20~11:20
주제강연

주제: ‘디자인경영전략’

발표자: Erin Cho(Parsons Design School)

11:30~12:30

Special Topic Session I 
주제:  “연구자와 연구대상보호를 위한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이해”

발표자: 조성연 교수(호서대)

Special Topic Session II
주제: 소재기획

발표자: 안수경 이사(크리에이티브 팩토리)

12:30~14:20
중식 
*포스터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14:30~16:00 분과별 학술발표회

16:20~17:00 우수논문발표상 시상 및 다과회

*상기일정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논문발표시 유의사항

1)  발표자격:  논문발표 신청 저자 전원이 한국의류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 발표논문초록 1부
3)  제출방법: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논문제출』

(www.ksct.or.kr)에 제출함

-  발표논문의 표와 그림, 참고문헌 작성 시 영문으로 표기

해야 합니다. 
 <한국의류학회지 참고문헌 작성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내용이 이메일로 통보되오니, 회원정보에서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이신 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4년 2월 10일(월) ~ 3월 5일(수)까지

- 접수확인: 메일통보(발표 가능 여부: 메일통보)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추후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  
1인심사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후 1년 이내)

-  학술대회 당일 자신의 논문 포스터 앞에서 회원들의 질
의에 대한 응답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부재지, 심사 혜택을 받지 못함)

-  우수논문발표상시상식은 본인이 있어야 시상합니다.

- 포스터판 크기: 가로1.2m, 세로 2m 
(A4로 배치하는 경우 가로 4장, 세로 10장 크기임)

3. 참가비 및 사전등록

1) 참 가 비 : 회 원
- 사전등록 : 교수 및 일반 27,000원

대학원생 9,000원
- 당일등록 : 교수 및 일반 3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비회원 : 40,000원

2) 참가비 송금  
-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보내실 때는 본인 이름과  
소속명을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름과 소속이 없는 경우, 참가비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전등록기간: 2014년 3월 3일(월) ~ 3월 31일(월)까지

2014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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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학회 국제저널 Fashion and Textiles 발간 및 논문모집

한국의류학회에서는 전 세계의 패션 및 섬유 분야의 연
구자, 학자, 전문가, 실무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의류

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지식 선도그룹으로 
도약하고자 국제학술지인 Fashion and Textiles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Fashion and Textiles는 의류학 전영역인 Textile Science & 
Technology, Economics of Clothing and Textiles/Fashion 
Business, Clothing Science & Technology, Fashion Design & 
History의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는 
국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자,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출판사 중 하나인 Springer와 공동 출판 계약을 맺고 2014년 3월 
발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적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높은 품질의 학술지를 
발간해 온 Springer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SCOPUS, SSCI, ERIC, DOAJ, EBSCO 및 Gale 등 주요 데이

터베이스 색인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리라 믿
습니다.

Fashion and Textiles는 한국의류학회의 후원으로 발행되어 
게재료가 없으며 무상 배포하는 Open Access Journal로 한국

의류학회와 Springer사의 적극적인 홍보로, 논문의 피인용

수를 높여 명실상부한 국제학술지로서 학문적 구심점 역
할을 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한국의류학회 회원님들의 귀
중한 논문들을 많이 투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개최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패션브랜드를 탐구하

고 실제 상품기획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회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의 장
을 마련하기 위한 2014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제5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협찬브랜드를 섭외중이며 3월초에 개최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있는 이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개 요
- 행사명: 2014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 시상 및 전시:  2014. 10. 18(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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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2014년 3월 1일(토) ᆞ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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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1일(목)-

2014년 5월 31일(토)

ᆞ참가신청서 접수

(동일인의 중복지원 불가)

한국의류학회 이메일

e-mail: ksct@chol.com

2014년 7월 31일(목) ᆞ포트폴리오 제출 마감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14년 8월 15일(금) ᆞ1차 심사 통과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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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2일(금)

ᆞ2차 심사 제출물 마감

(우편의 경우, 12일 소인까지 
유효)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14년 9월 15일(월)

- 9월 26일(금)
ᆞ2차 심사

후원 브랜드의 결정에 따름

추후공지 

2014년 10월 1일(수) ᆞ수상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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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0일(금) ᆞ리플렛 제작용 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 웹하드

(추후공지)

2014년 10월 18일(토) ᆞ수상작 전시 및 시상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수상자는 반드시 참석)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진행일정은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www.ksc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2014년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모집

2014년도부터는 한국의류학회지가 연 6회 발간됩니다.

(발간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 국문·영문 혼용)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 부탁드리며 투고요령은 한국의류 
학회지 투고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되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문의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록과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연회비 납부

2014년도 연회비 납부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정회원 중 일반 및 교수의 연회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회비는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분이 
납부해주신 연회비는 학회지 발간, 학술활동, 홈페이지 관리 
등 한국의류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해주시면 학회지 뿐 아니라 학회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이나 관련기관의 세미나 및 좋은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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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결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창
(www.ksct.or.kr)에서 결제 

<연회비 금액>
- 대학원생 : 30,000원
- 교수 및 일반 : 50,000원
- 평생회원(만 40세 이상) : 500,000원
- 단체회원 : 100,000원

* 신규회원은 가입비 1만원을 결제 후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연회비 입금시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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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2014년 신년하례식 

(사)한국의류학회는 2014년도 신년하례식을 1월7일(화) 
12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관 마로니에룸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의류학회의 고문단, 이사, 편집위원, 평의원 등 50여분

이 모여 한국의류학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년 단체사업 우수상 
수상

(사)한국의류학회 의복구성분과에서 진행하였던 “여성 
노인의류 패턴설계 및 생산기술 연구역량강화” 사업이 한
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년 단체사업부분 심사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사업은 학계, 연구소, 복지기관 및 의류산업체에서 노
인의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워크숍을 진행함으로

써 의류 과학인들의 여성 노인의류에 대한 이해 및 연구 분
야 다각화에 도움을 준 사업이었다.

협찬사 소식

패션그룹형지 와일드로즈와 MOU 체결

최병오 회장은 스위스 와일드로즈 본사를 방문, 그레고 
퍼러(Gregor Furrer) 와일드로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와일드로즈의 아시아 상표권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

다. 패션그룹형지는 이번 상표권 인수를 통해 국내에서 시
장 안착에 성공한 와일드로즈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으로 진출시켜 전개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와일드로즈 아시아 상표권 MOU는 한-스위스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는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포럼에 참가한 최병오 회장은 ‘한국과 스위스의 제 3국 공
동 진출 세션’에서 스위스 아웃도어 ‘와일드로즈’의 아시아 
진출 전략을 발표하였다.

영원무역 창립 40주년

OEM산업을 기반으로 시작된 영원무역이 올해 창립 40
주년을 맞았다.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11년째 국내아웃도어브랜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아웃도어브랜드 최초로 매출 7천억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여 국내의류패션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고있다. 앞으로도 국내아웃도어브랜드로 우뚝 서기 위
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201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에도 협찬하

였으며, 영원아웃도어 소속 선수인 박희용(남자부문), 신
윤선(여자부문)이 동메달과 은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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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우씨엔아이 창립25주년 행사개최 및 서비스 제공

국내기술로 개발된 의류, 섬유, 패션용 Design CAD인 
TexPro를 개발, 보급하는 (주)영우씨엔아이가 2013년 11월 
29일 서울 구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창립25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영우씨엔아이에서는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TexPro 
정식 최신버젼을 기간별로 온라인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TexPro 교육기관 특별 프로모션” 행사도 홈페이

지(www.texclub.com)에서 진행하는 등 산학의 허브(hub) 
역할과 산산의 지식 및 기술 허브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안내

7회 2014년 제7회 3차원 의상제작 소프트웨어(CLO3D) 
정규 강좌 

1. 주최 : 유스하이텍

2. 후원 : 클로버추얼패션 
3. 주제 : CLO3D Modelist 업그레이드 교육 및 신규교육 
4. 대상 : 교수, 대학원생, 의류기업 실무자

5. 장소 : 유스하이텍 교육실

6. 일정 : 2월 17일 ~ 2월 21일 (1주간)

7. 교육일정

 - CLO3D 기존 사용자 교육 
 2/17(월) (오전 10:00~17:00) : 16명
 - CLO3D 신규 사용자 교육 
 2/18(화)~2/19(수) (오전 10:00 ~17:00) : 15~20명
 2/20(목)~2/21(금) (오전 10:00 ~17:00) : 15~20명
8. 신청접수 및 문의 
 이메일 (support@apparelbase.com)  

 전화 (070-4000-9733)  팩스 (0505-898-9000)
 담당자 : 지은주 대리 
9. 신청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ksct.or.kr)

신 간 서 적

한국복식문화의 흐름

경춘사 / 백영자, 최정 저

학생들이 좀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한국복

식 문화사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집필된 
선후배 제현의 연구성과에 필자의 연구를 
보태어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이론을 체계화한 한복구성학

경춘사 / 이주원, 김월계 저

본 서는 전공자가 아니라도 한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알수 있도록 기초이론

을 체계화하였고 사진자료를 수록하여 보
다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메이크업 뷰티 패턴 북
경춘사 / 김정희, 조정현 저

본 서는 메이크업 뷰티 패턴북으로 메이크

업 실습에 앞서 본 서를 통해서 기초 메이크

업 실습 패턴과 감각을 익히는데 있어서 도
움이 되는 책이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경춘사 / 한지수 저

본 서는 뷰티일러스트레이션을 처음 배우

는 입문자에게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기초단

계인 선과 면, 도구와 재료를 이해하여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주제, 이미지에 따른 
작품예시로 이해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하여 
메이크업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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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드레이핑

경춘사 / 이인아 저

본 서에서는 초보자들이 한복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
용성과 활용성 및 심미성이 요구 되는 생활 
한복을 선택하여 어린이 옷에서부터 어른 
옷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평상복을 중심

으로 패턴부터 제작까지의 전 제작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일본 나라조 복식의 연구

경춘사 / 세끼네신류 저 / 문광희 역

본 서는 일본 세끼네 신류의 ‘奇良朝服飾の

硏究’를 번역한 도서로 일본 나라시대 복식은 
일본 후세 복식의 근간이 되었고 특히 당시 복
식은 우리의 삼국시대의 복식제도와 혼연일

체가 되어 있었던 기간으로 우리나라의 고대

복식을 재규명해 보는 의미있는 역서이다.

IT 패션

교문사 / 남윤자, 박선미, 서상우, 이유리, 
이정임, 최경미, 추호정, 양희순, 이미아, 
이성지, 박진희, 이새은, 이하경, 최진우, 
김도연 저

IT 패션은 IT와 패션산업의 융합을 의미하

며 IT 산업이 적용된 패션의 모든 영역을 말
한다. 이 책을 통해 IT 패션의 개념과 범위를 
알 수 있으며, IT 패션의 생산부터 유통, 마
케팅까지 의류산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교문사 / 이지현, 한은주 저

본 서는 진화하는 현대 비주얼 머천다이징

의 특성과 전략에 맞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

을 제공하는 책이다. 총체적이면서 통합적

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유형이 아닌 무형의 경험

을 제공하는 복합적 엔터테인먼트의 중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복식미학 패션을 보는 시각과 패
션에 대한 생각

교문사 / 김민자 저

본 서는 옷과 인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욕망

과 영혼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있다. 복식양

식의 흐름을 통해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며, 
현대에서 창조적인 영역으로서의 패션을 
다루고 있다. 

맨즈웨어

교문사 / 존 홉킨스 저 / 김윤희, 이민선, 이진민, 
홍미정 옮김

본 서는 남성복의 역사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 궁정 복식, 상업 복
식, 유니폼, 군복 등을 통해 패션에 미친 남
성복의 영향을 분석한다. 

사진으로 보면서 준비하는 양장

기능사 실기

교학연구사 / 박순아, 구미지 저

한국 산업 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따라 사진

으로 보면서 양장 기능사를 준비할 수 있는 
책이다. 2012년 변경된 디자인 10개를 중심

으로 패턴을 제시하고 봉제과정을 사진으

로 실어 실기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개정판)성공적인 패션비즈니스

를 위한패션유통과 마케팅

교학연구사 / 장은영 저

본 서는 패션유통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산업

현황과 유통의 기본 개념, 유통업체의 유형

과 특성, 상권분석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패션 제품별 유통경로 전략과 소매업체의 각 
유형별 유통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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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을 위한 피팅 & 핀워크 모
드피터

교학연구사 / 나가야 이미코 저 / 조영아 옮김

『모드피터(기본편)』은 기성복이란 체형

을 커버하는 것으로 기성복을 아름답고 멋
지게 보이게 하기 위한 피팅과 핀워크를 기
본으로 하는 모드피터를 기본부터 설명하

고 있다.

어패럴메이킹 블라우스 원피스

교학연구사 / 이형숙, 윤미경, 박재경, 남윤자 저

상의류의 기본이 되는 토르소 원형과 소매 
원형, 블라우스와 셔츠, 원피스와 티셔츠의 
제작에 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크게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패턴 설계와 블라우스 원
피스드레스 생산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Fashion on Television
Helen Warner / Bloomsbury Academic

Fashion on Television은 패션, 텔레비전, 연예

인 및 celebrity culture 사이의 교차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분석 비평이다. Sex 
and the City, Gossip Girl, Ugly Betty, Mad Men 
같은 TV쇼의 사례 연구를 하여, TV가 어떻

게 주연 여배우를 스타일 아이콘으로, 시청

자를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로 만들었는지

를 알려준다.

DICTIONARY of TEXTILES 8th 
edition
P. Tortora, I. Johnson / Fairchildbooks

본 서는 섬유, 원단, 용어, 텍스타일 기술개

발자, 텍스타일 재료부터, 생산 공정에 영향

을 주는 관련법까지 텍스타일의 모든 것을 
담은 사전이다.

새롭게 개정된 이번 8판에서는 주요 국가의 
최신 텍스타일 trademark 정보 또한 포함되

어 있다.

Guide to Producing a Fashion 
Show 3rd edition
J Everett and K. Swanson /Fairchildbooks

본 서는 패션쇼를 올려야 하는 이유, 계획, 
모델 선정, 작품 및 악세사리 선정, 무대, 음
악, 예산, 쇼의 준비/실행/평가 등 패션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았다. 패션쇼 제작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풍부한 자료

를 제공해 준다.

Sourcing and Selecting Textiles 
for Fashion
Erin Cadigan / Fairchildbooks

본 서는 혁신적인 패션 전공 학생들을 대상

으로 쓰여졌다. 현재의 텍스타일 시장의 전
체적인 개요를 알려주며, 패션 컬렉션을 만
들 때 이 텍스타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적
용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류학회에서는 소식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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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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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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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우:150-909)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201동 1305호(신대림자이아파트)

(구주소: (우:150-909)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122 신대림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TEL: 02) 844-3601 / E-mail: ksct@chol.com

소식을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