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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2015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4월 18일에 있을 한국의류학회 2015년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우수논문 사독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류학회지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사독위원들의 노고도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우수논문 사독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 분야를 고

려하여 “따뜻한 기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류학”으로 정하였습니다. 

총회 강연은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께서 그 동안 매진하고있는 “관점을 디자

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special session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미식 교수께서 

“의류학에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실제”에 대하여 또한, 서울대학교의 서

정욱교수께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유 경제 그리고 산업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정보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회원님들의 연구와 학업의 도움이 되시길 기원

합니다.

한국의류학회는 2015년에도 의류학 분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활동

을 전개할 것이며 항상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갖고 발전에 힘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 성원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한국의류학회장 유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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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2015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

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따뜻한 기술과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한 의류학’이라는 주제로 전 ㈜카카오의 홍보이사

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고문을 역임한 박용후 대표(㈜피와

이에이치)의 주제 강연과 이미식 교수(서울여대)의 ‘의류

학에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실제’, 서정욱 교수

(서울대)의 ‘연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유 경제 그리고 
산업 재산권’이라는 스페셜토픽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부터는 분야별논문발표회에서는 각 분야

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이흥수저술상 및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시상식, 올해부터 시상되는 우수사독위원상 시상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한국의류학회가 산학연의 구심점이 되
고 활기찬 교육과 연구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
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정

- 시간: 2015년 4월 18일(토) 오전 9시
- 장소: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 83동
- 주제: ‘따뜻한 기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의류학’

<세부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09:00~09:30 등록, 교재 배부 

09:30~10:20 총회

10:20~11:20
주제강연

주  제: 관점디자인   
발표자: 박용후 대표(㈜피와이에이치)

11:30~12:30

Special Topic Session I Special Topic Session II

주  제:   ‘의류학에서 봉사-학습

(Service-Learning)

의 실제’

발표자: 이미식 교수(서울여대)

주  제:   ‘연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유 경제 
그리고 산업 재산권’

발표자: 서정욱 교수(서울대)

12:30~14:30 중식 

14:30~16:30 분야별 구두논문 발표회

16:30~17:00 분야별 포스터논문 발표회

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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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일(월) ~ 3월 4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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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보내실 때는 본인 이름

과 소속명을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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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전등록기간: 2015년 3월 2일(월) ~ 3월 31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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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모집 안내

   2015년 한국의류학회지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의류학회지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
에 연 6회 발행(국문ᆞ영

문 혼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 
부탁드리며 투고요령은 
한국의류학회지 투고규

정을 참고하여 주시되 아
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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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록과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개최 안내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패션브랜드를 
탐구하고 실제 상품기획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회와 업계 간의 긴
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5년 패션상품기획콘테

스트(제 6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협찬브랜드를 섭외중이며 4월에 개최공고를 할 예

정입니다.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있는 이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개 요
- 행사명: 2015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 시상 및 전시: 2015. 10. 17(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  추진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4월에 한국의류학회 홈페

이지(www.ksct.or.kr)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한국의류학회 국제저널 FATE

1.  2015년도 special collection: 2014년도 개최되었던 
KCST-ITAA 조인트 심포에 발표되었던 논문 중에 4-6
편 선정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 출판하기로 하였으

며, 주제는 “Innovations in Teeaching and Industrial 
Practices” 이며 guest editor는 이윤정 교수(고려대)가 
맡으셨습니다.

2.  2016년도 special collection: “Fashion and Gender”를 주제

로 guest editor인 Dr. Sharron Lennon과 Jennifer Yurchisin
이 2015년도 6월까지 투고를 받아 2016년도에 special 
collection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3.  Youngone Best Paper Award: 2014년도에 게재되었던 22
편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2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2015년도 10월 학술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함. Youngone 
Best Paper Award와 관련된 내용은 저널 홈페이지에 공
지되어 있었습니다.

2nd ITAA-KSCT Joint Symposium 2014

2nd ITAA-KSCT Joint Symposium 2014가 2014년 11월 13일
(목) 오후 2시 ~ 6시에 Hilton Charlotte Center City, Charlotte, 
North Carolin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The Culture of Collaborations: New Directions in Clothing 
and Textiles Teaching and Research’라는 주제로 80여명의 국
내 및 해외학자가 참석하여 논문발표(구두 11편, 포스터 28
편)가 이루어졌고, 한국의류학회 이사이자 국제저널위원

인 이유리 교수(서울대)가 CTRJ Reviewer상을, 전 부회장이였

던 황춘섭 교수가 Research and Teaching Scholarship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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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for Special Collections for Fashion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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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2015년도 연회비 납부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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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

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좌 번 호: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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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해주

시면 됩니다.

*연회비 입금 시 꼭 본인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학 회 소 식

1. 2015년 신년하례식 

한국의류학회는 2015년 신년하례식을 1월 6일(화) 12시, 서울

대 호암관 마로니에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류학회 고
문단, 이사, 편집위원(국내, 국외)등 약 50여분이 모여 한국의류

학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한국의류학회 평의원 투표절차 변경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년에 한 번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출,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등 학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평의원 선출을 기존에 우편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
해 제20대 평의원 투표(2014.12.10~12.26 실시)부터는 온라

인 방식으로 바꾸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방식이라 참여율이 높지 않았지

만, 다음 평의원투표부터는 학회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투
표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한국의류학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 간 서 적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경춘사 / 홍인숙, 유진경 저

본서는 과목별로 2003-2014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과목별 핵심내

용을 정리하고 내용 구성 순서에 맞춰 키워

드별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정리한 책이다. 

비주얼머쳔다이징

경춘사 / 신수연, 홍정민 저 

본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명쾌한 개

념과 이론을 토대로 장마다 다양한 사례와 사

진을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

록 전개하였다.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은 

VMD개념, 2장은 프로세스, 3장은 구성요소, 

4장은 POP의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NEWS LETTER

*
6  KSCT 뉴스레터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아이콘

교문사 / 김민자, 권유진, 송수원, 이예영,  
최경희, 이진민, 이민선 저

본서는 패션의 창시자 찰스 프레드릭 워스

부터 초현실주의 패션을 선보인 빅터 앤 롤
프까지 현대 패션의 근간을 이룬 패션 디자

이너 총 60명의 삶과 철학, 대표적인 의상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패턴캐드

교문사 / 박선경, 김민정, 정병규 저

본서는 패션업계에서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서도 가장 보편화된 유까시스템(Yuka system)

을 활용하여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이 남성복 
패턴 제작 분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다. 또 패턴 제작 전체 과정을 이해하면서 디
자인을 변형시켜 응용할 수 있다.

액세서리 디자인

교문사 / 존 라우 지음, 박은경, 박주희, 
권하진, 노주현 옮김

본서는 액세서리 디자인은 가방, 신발, 모자

류, 장신구에 대해 콘셉트부터 생산까지 다루

고 있다. 또한 주목받는 국제적 디자이너들과

의 인터뷰도 담고 있다. 이들이 공개하는 디자

인 과정과 그 이면의 사고는 액세서리 창조를 
위한 영감에 특별한 통찰력을 부여할 것이다.

[개정판] 컴퓨터패션디자인 운용
마스터 (필기검정 지정도서)
교학연구사 / 손희순, 김종준, 최정임, 김소진, 
최경미, (주)영우씨앤아이 저

본서는 컴퓨터패션디자인운용마스터 필기 
검정 지정도서이다.

각장별로 내용 및 사진자료와 필기검정의 
유형, 그리고 5회에서 12회까지 과년도 필기

시험이 업데이트 되었다.

기초 패턴 디자인

교학연구사 / 임지영 저

본서는 패션 전공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
도록의복제작의 기초에서부터 복종별 기본 
원형 제도법, 패턴디자인의 단원으로 구성하

여 의복의 대량생산 공정과 평면패턴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디
자인으로의 패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extile Design
교학연구사 / 이선화 저

본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디
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자인

의 가치를 어떻게 제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를 알려주면서 디자인의 기본적인 지식과 테
크닉을 습득하여 전문디자이너로서의 발전

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Who's Who in Fashion 6판

Holly Price Alford, Anne Stegemeyer/ Fairchild 
Books

본서는 패션 산업에 풍부한 색채를 더해 주
고 있는 300명이 넘는 패션 레전드의 프로필

을 담았다. 신인과 패션이단아, 과거와 현재

의 패션피플을 같이 다루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6판에서는 디자이너 외에도 메이크

업 아티스트, 에디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까지 그 범위를 넓혀 패션피플의 정보를 제
공 해주고 있다.

Apparel Quality  
A Guide to Evaluating Sewn 
Products
Janace E. Bubonia

본서는 의류 제품 평가에 대한 안내서로써, 고
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품질을 보장 해주기 위
해, 제품의 시작부터 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 디자이너, 생산자, 머천다이저, 실험 연
구소, 소매상에 그들의 역할을 제시해 준다.

Cool Shades
Vanessa Brown /Bloomsbury Academic 

본서는 현재의 비주얼 컬처에서의 선글라스

의 커다란 비중을 다룬 최초의 학문적 연구이

며, 선글라스의 파워가 세계적인 기표임을 밝
혀 준다. 선글라스는 “Cool” 하다는 개념을 각
종 현대 문화에서 예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Creative Fashion Illustration 
How to Develop Your Own Style
Stuart McKenzie/ Fairchildbooks

본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원
하는 사람을 위한 자료다. 따라 그리기 쉬운 
연습 자료는 독자들이 필수 기술을 발전시

키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팁을 익혀, 자신

감과 실험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