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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신지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 10월 18일에 개최될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Fashion, Passion & Innovation’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부회

장이시며,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

회 위원장이신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께서 의류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기조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의적 디자인과 그를 통한 사회적 공헌활동

에 대하여 KAIST의 배상민 교수의 주제강연이 있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인상을 수상

한 배상민 교수께서 우리 의류학자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기대됩니다. 오후의 스페셜 
세션에서는 최성권 교수께서 현재 산업분야에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것입니다. 또한 패션마케팅 분과에서 그동안 숙고하여온 패션

마케팅 분야의 교과 과정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패션마케팅 분야는 의류학  
분야 중 현재 가장 많은 회원들이 연구/교육하고 있는 분야로 이번 교과 과정연구에  
대한 발표가 타 분과의 회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3일에는 ITAA-KSCT Joint Symposium 2014이 미국 North Carolina주의 Charlotte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외의 회원이 참석하여 의류학 교육과 연구에 대하여 정보

를 교환하고 소통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가능

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말, 그 동안 준비하여온 국제학술지인 ‘Fashion & Textiles’가 첫 논문을 web
상에 띄워놓았습니다. 그 이후 총 9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올해 말까지 24편정도의 
논문이 open acess로 전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 될 예정입니다.

http://link.springer.com/journal/40691/1/1/page/1 을 클릭해 주세요!

항상 학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을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2014. 7
한국의류학회장 유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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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2014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

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Fashion, Passion & Innovation’

라는 주제로 패션그룹형지(주)의 최병오 회장의 기조 강연

과 KAIST 배상민 교수의 주제강연이 있습니다. 또한 스페

셜토픽세션 강연에서는 최근 학계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3D 프린팅에 대해 최성권 교수의 강연과 패션마케팅

분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

굴하기 위한 2014년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

트 시상식, 각 분과의 논문 발표, 우수논문발표상(구두발표

와 포스터발표)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년 10월 18일(토) 오전 9시

- 장소: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 83동

<세부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09:00~09:50 등록, 교재 배부 

09:50~10:00 회장인사

10:00~10:30
기조강연  
주  제: ‘패션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발표자: 최병오 회장(패션그룹형지㈜)

10:30~11:30
주제강연

주  제:  ‘창의적 디자인과 그를 통한 사회공헌활동’(가제)

발표자: 배상민 교수(KAIST)

11:30~13:30
중식 
포스터논문 참관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참관

13:30~14:30

Special Topic Session I Special Topic Session II

주  제:  ‘패션산업의 3D 프린팅 
활용’(가제)

발표자:   최성권 교수(서일대)

주  제:  패션마케팅분야 
교과 과정연구

발표자:  김미영, 여은아 , 오현정,  
유혜경, 이규혜, 이진화 
교수

14:30~16:00

<구두발표>

패션

마케팅
피복과학 의복구성

복식미학·

디자인
한국복식

2014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시상식

16:00~16:40 포스터 질의응답

16:4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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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
3)  제출방법: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논문제출』

(www.ksct.or.kr)에 제출함

-  발표논문의 표와 그림, 참고문헌 작성 시 영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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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14년 8월 1일(금) ~ 9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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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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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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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소속이 없는 경우, 참가비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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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학회 국제저널 Fashion and Textiles 

창간호 발간 및 논문모집 안내

  한국의류학회에서는 전 세계의 
패션 및 섬유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의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학술지 Fashion 
and Textiles를 2014년도에 창간하

였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기술 전문 출판

사인 Springer에서 출간하는 Fashion 
and Textiles는 의류학 전 영역인 Textile 

Science & Technology, Economics of Clothing and Textiles, Fashion 
Business, Clothing Science & Technology, Fashion Design & History의 4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제간의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9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앞으로 계
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논문검색 http://link.springer.com/journal/40691/1/1/page/1)

Fashion and Textiles는 게재료가 없으며 무상배포되는 Open 
Access Journal입니다. 또한, FATE에서는 ‘Fashion and Gender’
라는 주제로 특별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주제에 관
심있는 회원님들은 2015년 1월까지 투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국제적인 학술지로서 학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님들의 귀중한 논문투고 및 열람요청 부탁드립니다. 

2014년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모집 안내

2014년도부터는 매달 발행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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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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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록과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nd ITAA-KSCT Joint Symposium-2014

올해로 두번째 ITAA-KSCT Joint Symposium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31편의 논문이 구두와 포스터 
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의 논문리스트는 한국 
의류학회에서 참가하는 회원님들의 발표 논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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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최 :  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ITAA)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KSCT)

● 개최장소 :   Hilton Charlotte Center City Charlotte, North Carolina, USA
● 개  최  일 : November 12-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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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시상식 안내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패션브랜드를 
탐구하고 실제 상품기획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회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4년 패션상품기획콘

테스트(제5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64팀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1차 심사 중에 있

습니다. 해마다 참가자의 수준 높은 작품으로 좋은 대회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에 참가

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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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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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15일(금)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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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2일(금)

2차 심사 제출물 마감

(우편의 경우, 13일 
소인까지 유효)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14년 9월 15일(월)

-9월 26일(금)
2차 심사

후원 브랜드의 결정에 따름

(추후공지)

2014년 10월 1일(수) 수상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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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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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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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는 반드시 참석)

*상기일정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진행일정은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www.ksc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연회비는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분

이 납부해주신 연회비는 학회지 발간, 학술활동, 홈페이지 
관리 등 한국의류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해주시면 학회지 뿐 아니라 학회

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이나 관련기관의 세미나 및 좋은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연회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

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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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회원 : 가입비 1만원 결제 후 연회비 납부

*  연회비 입금시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학회소식

1.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년 단체사업 수행

한국의류학회 피복과학분과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 2014년 단체사업에 ‘여성을 위한친화형 3D 허리

보호의복의 설계환경분석’의 주제로 단체사업(사업비: 500
만원, 기간: 2014. 5. 1 ~ 2014. 11. 30)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전은경 교수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전은경 교수(울산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

최한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7월 11일, 서울 코엑스)

에서 “국내 시판 일회용 올인원 방역 보호복의 사이즈 분석”  
논문으로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 ‘의류학 연구윤리’ 개정

한국의류학회에서는 의류학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에 관
한 제반사항을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올바른 연구활동 수
행 및 연구윤리위반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 ‘의류학 
연구윤리’를 출판하였으며 이후의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애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주영 교수(피복과학), 박순지 
교수(의복구성), 남미우 교수(패션마케팅), 김양희 교수(복식미

학), 최연우 교수(한국복식)가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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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소식

옵티텍스코리아 쉽고 빠른 혁신적 패턴CAD 
  옵티텍스(Optitex)는 의류, 가
방, 자동차, 항공, 산업 섬유, 
가구 산업 등에 쓰이는 3D 가
상 프로토타이핑 & 2D CAD 
소프트웨어이다. 세계최초 상
용화한 옵티텍스(Optitex) 3D
는 가상 모델에 사실적인 피팅

을 보여준다. 모든 제품들에 
정의된 모든 양상(직물의 물
성, 색상, 아트웍, 악세서리,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들의 컨셉을 3D 모델에게 직접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 간 서 적

남자수의 만들기, 여자수의 만들기

경춘사 / 곽명숙, 박춘화 저

본 서는 현재 수의강의를 하며, 한복업체(연

화우리옷)를 25년이상 운영한 박춘화 저자

와 중부기술교육원 한국의상과에서 한복강

의를 하고 있는 곽명숙 저자가 만나 전통수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출간하였다. 

한복기능사·산업기사 문제집

경춘사 / 곽명숙, 박춘화 저

본 서는 2014년 새롭게 바뀌어진 한복기능

사 산업기사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출제기준에 맞추어 내용과 문제를 수록

하였고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및 실기공개

문제를 수록하였다. 새로운 실기예상문제

도 수록하였다. 

패션스타일리스트 필기실기 문제집

경춘사 / 류혜경, 이지현

본 서는 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패션스타일리스트시험의 최신 필
기와 실기 문제로 구성되었고 2014년까지의 
기출문제와 실전예상문제를 수록하였다.

패션아트드로잉

경춘사 / 채금석 저

본 서는 패션 흐름의 변화에 맞춘 패션드로

잉 실기교재이다. FIT이 강의방식을 이용하

여 여러 자료를 더하여 패션디자인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비전공자도 
패션드로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메이크업 디자인북

경춘사 / 이화순, 장미숙, 조기여, 이운현,
황지호 저

본 서는 메이크업의 기초지식인 COLOR 
WHEEL, GRADATION을 다루었고, 모델의 얼
굴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 충분한 패턴연습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성공적인 메이크업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니폼의 이해

경춘사 / 이경화 저

본 서는 유니폼의 개념, 특성, 종류 및 마케

팅에 대해 알아보고, 신성장 산업인 유니폼 
산업에 대해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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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이념과 복식문화

교문사 / 서봉하 저

본 서는 저자가 10여 년간 아시아 42개국 300
여 개 지역의 시장과 사원, 골목길을 누비면

서 촬영한 사진들을 실어 내용의 이해를 돕
고,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박물관이

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역사 복식이 아닌 실
제로 착용되고 있는 전통 복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초부터 배우는 스커트 블라우스 
제작

교학연구사 / 구미지, 이정임 저

본 서는 의복구성 수업 중 가장 기초 단계를 
다룬 책이다. 각종 용구와 옷감의 특성, 기초

적인 봉제법, 패턴 제도, 다트의 활용 등에 관
한 내용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습득해 나갈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스커트와 
블라우스 디자인별 패턴 제도법과 제작 과정

을 단계별 그림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패션드레이핑: 기초편

교학연구사 / 한성지, 이주현 저

본 서는 드레이핑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드
레이핑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이 
책은 각 단계별로 명확하고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여 드레이핑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
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판 패션디자인

교학연구사 / 한성지, 김이영 저

본 서는 패션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의 요소, 
원리와 발상, 프로세스 단계별 설명과 실제 
브랜드에서 작업 사례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패션디자인과 색채

부분을 좀더 디데일하게 설명하여 학생들

이 접근하기 쉽게 개정되었다.

Patternmaking for Menswear
Fairchild Books / Myoungok Kim, Injoo Kim

본 서는 여러 다양한 의복의 종류, 디자인 구
성 요소와 직물 및 니트 원단 용의 패턴 메이

킹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자가 남성

복 패턴 제작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남성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 치수 측정과 
피팅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준다. 

Technical Sourcebook for 
Designers 2nd ED.
Fairchildbooks / Jaeil Lee, Camille Steen

본 서는 의류 산업 분야의 현역 또는 예비 디
자이너들의 테크니컬 디자인 스킬에 관련

된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도서는 테크

니컬 디자인 프로세스, 현재의 의복 생산 제
조 관행 및 관리 기준을 반영하는 패션 업계 
기준을 포괄적으로 잘 보여 준다.

Fashion and Museums Theory 
and Practice
Bloomsbury Academic / Marie Riegels Melchior, 
Birgitta Svensson

본 서는 21세기에 박물관에서 패션이 인기

를 끌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학

자와 큐레이터를 한 자리에 모았다. 이 도서

는 복식사, 패션연구, 박물관연구 등 여러 분
야를 넘나드는 내용을 다루면서 학생과 학
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Professional Sewing Techniques 
for Designers 2nd ED
Fairchildbooks / Julie Cole, Sharon Czachor

본 서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디자인을 할 때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최신의 재봉 가
이드 도서이다. 상세한 주석을 단 1000 개 이
상의 스케치가 재봉 기술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