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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한국의류학회·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한국의류학회의·20대·회장·안춘순입니다.·丙申년·새해에·회원·

여러분의·댁네에·큰·복과·행운을·기원드리며·삼가·새해·인사를··

올립니다.·

회원·여러분의·큰·성원에·힘입어·㈔한국의류학회는·2016년에도·

국내외·의류학계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기·위해·열심히·매진할·것입니다.·

올해는·특히·한국의류학회가·설립된·지·40년을·맞는·뜻·깊은·해입니다.·20대·이사

회는·학회의·40주년을·맞아·회원·여러분들께·보다·알찬·학술활동을·제공해·드리고자··

계획하고·있습니다.·올해의·주요·학술활동으로·춘계학술대회·및·정기총회,·4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그리고·11월의·ITAA-KSCT·조인트·심포지움이·있습니다.·올해의·첫·번째·

행사로서·2016년·춘계학술대회·및·정기총회는·‘신인류·시대,·패션의·창조적·혁신’이라는·

주제로·오는·4월·16일·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특히,·주제강연에·전세계·럭셔리·핸드백·시장의·주역인·시몬느의·박은관·회장님

을·모시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학회의·부회장이시며·춘계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보다·유익한·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애쓰고·계신·연세대학교·

고애란·교수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또한,·대회·부조직위원장으로서·논

문발표를·관장해·주시는·가천대학교·김미영·교수님과·전국의·대회·조직위원·교수

님들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회원·여러분!·2016년·춘계학술대회에·회원·여러분의·활발한·참여를·부탁드리며·

오는·4월·16일·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뵙기를·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16년·1월
㈔한국의류학회·회장·안·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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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한국의류학회·회원·여러분!·

2016년·새해에·회원·여러분의·큰·발전과·행복을·기원합니다.·

창립·40주년을·맞이한·한국의류학회가·올해·계획하고·있는·많은·사업·중·첫·번째·학술행사인·춘계

학술대회의·조직위원장을·맡게·되어·회원·여러분께·인사드립니다.

초연결사회,·인공지능시대의·도래,·만성화된·경제불황,·기후·환경문제·등·섬유/패션산업분야에도·

혁신적인·패러다임·변화가·요구되는·시기에·와·있습니다.·그동안·의류학·및·섬유/패션산업·발전의·구심점·역할을·해

온·한국의류학회가·산·학·연의·공동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앞으로의·더욱·큰·공헌을·준비하기·위해·‘신인류·시대,·패

션의·창조적·혁신’이라는·주제로·춘계학술대회를·개최합니다.·

기조강연은·0914·도산·플래그쉽·스토어·오픈으로·서울에·뿌리를·둔·글로벌·브랜드의·출발을·알리신·박은관·회장님이··

“한국·글로벌·패션브랜드의·태동”을·주제로·강연합니다.·스페셜토픽세션에서는·국내·섬유/패션산업의·발전을·위한··

정부정책방향에·대한·김화영·과장님의·설명과·박영숙·대표님의·섬유/패션산업에의·적용을·위한·메가트렌드·분석··

강연이·진행됩니다.·또한,·친환경의·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다양한·친환경·윤리적·패션기업의·사례발표와·제품전시·

시간을·마련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소중한·연구결과의·발표를·통해서·의류학의·학문적·발전과·섬유/패션산업의·발전에·기여하고,·미래의·

지속성장가능한·섬유/패션산업을·이끌어갈·새로운·연구주제를·도출해내는·뜻·깊은·학술대회가·되기를·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2016년·춘계학술대회에·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부탁드리며·4월·16일·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1월
춘계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의류학회·부회장·고·애·란

2016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2016년·한국의류학회·춘계학술대회가·아래와·같이·개최됩니다.·

이번·춘계학술대회에서는·‘신인류·시대,·패션의·창조적·혁신’이라는·주제로·㈜시몬느·박은관·회장의·‘한국·글로벌·패

션브랜드의·태동’이라는·기조강연이·있습니다.·박은관·회장은·전·세계·럭셔리·핸드백·마켓의·9%를·점유하고·미국·시장

의·30%를·차지할·정도로·전·세계·프리미엄·핸드백·마켓을·장악하고·있는·㈜시몬느를·이끌고·있으며,·0914·도산·플래그쉽·

스토어·오픈으로·서울에·뿌리를·둔·글로벌·브랜드를·본격적으로·시작하신·한국의·자랑스러운·기업인입니다.

또한·스페셜토픽세션·강연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김화영·과장의·‘섬유·패션산업발전을·위한·정부정책방향’과·플레시먼

힐러드·코리아·박영숙·대표의·‘메가트렌드·분석’에·대한·강연을·마련하였습니다.·

이와·함께·각·연구분과의·논문·발표,·친환경·윤리적·패션기업의·사례발표가·진행되며,·정기총회에서는·이흥수저술상,·

영원신진학자학술상·시상이·있을·예정입니다.·

이번·학술대회도·한국의류학회가·산학연의·구심점이·되고·활기찬·교육과·연구의·교류의·장이·될·수·있도록·많이··

참석하셔서·유익한·시간이·되시길·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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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안

1. 일정

-·시간:·2016년·4월·16일(토)·오전·9시
-·장소:·연세대학교·백양누리

-·주제:·‘신인류·시대,·패션의·창조적·혁신’

<세부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09:00~09:30 등록

09:30~10:00 정기총회

10:00~11:20
주제강연 
주제: “한국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태동”

강연자: 박은관 회장 (시몬느, 0914) 

11:30~12:30

Special Topic Session I
주제: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방향

강연자:  김화영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Special Topic Session II
주제:  섬유패션산업에의 적용

을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

강연자:  박영숙 대표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12:30~14:40 중식, 포스터논문관람

14:40~16:20 분야별 구두논문 발표회

16:30~17:00 포스터논문 질의응답

17:00~17:30 우수논문발표상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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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한국의류학회지·참고문헌·작성규정>을·참고·

발표논문·제출기한:·2016년·2월·1일(월)·~·3월·4일(금)까지

-·접수확인:·메일통보(발표·가능·여부:·메일통보)

*··이메일로·통보되오니,·회원정보에서·반드시·현재·사용·

중이신·메일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술대회·발표·논문을·추후·학회지에·투고하는·경우··

1인심사·면제혜택(학술대회·발표·후·1년·이내)

-··학술대회·당일,·자신의·논문·포스터·앞에서·회원들의·

질의에·대한·응답·준비

(질의응답·시간에·부재시,·심사·혜택을·받지·못함)

-··우수논문발표상시상식은·본인이·있어야·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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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월·1일(화)·~·3월·31일(목)까지·

2016년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모집 

한국의류학회지·논문을·모집합니다.·

연·6회(발간일:·2월,·4월,·6월,·8월,·10월,·12월·말/·국

문.영문·혼용)가·발간되며·올해부터는·회원님들의·게재에·

도움을·드리고자·한·호에·12편·실리던·논문이·14편으로··

증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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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및 신주소 변경 안내

2015년·8월부터·우편번호·체계가·변경됨에·따라·원활한··

업무진행·및·학회·발간물·관리를·위해·회원님들의·주소를··

신규·체계인·5자리·우편번호와·신주소로·수정부탁드립니다.

정보수정·:··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www.ksct.or.kr)··
로그인·→·주소·변경·창에서·수정·

회원여러분의·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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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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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밀한·소통의·장인·2016년도·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제·7
회)를·개최합니다.·

현재·협찬브랜드를·섭외·중이며,·2월말~3월초에·개최공고

를·할·예정입니다.

의류업계·진출을·목표로·하는·학생들에게·좋은·기회가·

되고있는·이·대회에·많은·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

와·관심·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행사명:·2016년·한국의류학회·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주··최:·(사)한국의류학회

-·후··원:·국내·대표·의류브랜드

-·시상·및·전시:··2016.·10.·15(토)··

한국의류학회·추계학술대회·

*·자세한·사항은·3월초에·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www.ksct.or.kr)에서·확인부탁드립니다.

학 회 소 식

1. 2016년도 신년하례식

한국의류학회는·2016년·신년하례식을·1월·7일(목)·12시,·연세

대학교·백양누리·더라운지·진리홀에서·개최하였습니다.·한국

의류학회·고문단,·이사·및·편집위원·등·45분이·모여·한국의류학회

의·내실있는·발전을·위한·화합의·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

2. 임숙자 상임고문 3·1여성동지회장에 선임

한국의류학회의·상임고문이신·임숙자·전·이화여대·교

수께서·지난·1월·7일·3.1·여성동지회장에·취임하셨습니다.·

임숙자·고문은·이화여대·가정대학장,·제11대·한국의류학

회·회장·등을·역임하셨습니다.·3.1·여성동지회는·여성·선

열들의·3.1독립정신을·계승하기·위해·1967년에·조직된·단

체입니다.·

3.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6년 단체사업

한국의류학회·피복과학분과에서는·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2016년·단체사업에·‘소비자의·신뢰도를·향상시킨·

등급제·친환경·인증마크의·개발’의·주제로·단체사업을·준비·

중에·있습니다.

연회비 안내

2016년도·연회비·납부에·관하여·알려드립니다.·

연회비는·

-·회계연도(1월~12월)를·기준으로·함

-··학회지·발간,·학술활동,·홈페이지·관리·등·다양한·사업에·

쓰임

-··학회지·뿐·아니라·학회에서·개최하는·워크샵이나·관련

기관의·세미나·및·정보를·제공·받으실·수·있음

연회비는·아래의·계좌로·입금하시거나·신용카드를·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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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

주시면·됩니다.

*연회비·입금시,·꼭·본인이름으로·입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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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ITAA-KSCT Joint Symposium-2016

3rd ITAA-KSCT Joint Symposium-2016

미국 ITAA와 한국의류학회의 2016 ITAA-KSCT 조인트 심포지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됩니다.

2016 ITAA-KSCT Joint Symposium의 초록은 2016년 4월 1일까지 한국의류학회(ksct@chol.com)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움 주제 :   The Culture of Collaborations: 

New Directions in Clothing and Textiles Teaching and Research

Session 1:   Collaborations in Curriculum, Undergraduate Programs, and  

Industry Relations

Session 2:   Collaborations in Innovative Research/Creative Activity in Clothing and Textiles

• 발표형태 :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 초록작성 : Cover Page(1장)와 Abstract(2장)를 영어로 작성

• Cover Page -   초록 제목, 신청하고자 하는 session 번호 및 제목, 발표형태, 저자명, 소속,  

연락정보(모든 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Abstract  -   single spaced, Word.docx 파일. 제목(single spaced, 최대 30단어), 저자명 

및 소속은 기입하지 않음. 표와 그림은 초록 내 해당 부분에 삽입

ITAA ∙ KSCT 간의 협약에 따라 

금번 ITAA-KSCT Joint Symposium에서 발표하시는 모든 

KSCT 회원은 ITAA member fee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16 ITAA Annual Conference

2016년 11월 8일(화)-11일(금)

Hyatt Regency Vancouver, Vancouver,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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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학회 국제저널 Fashion and Textiles 논문모집

Special Collection for “Protective Clothing”

Fashion and Textiles·is·pleased·to·announce·a·call·for·papers·for·a·special·collection·on·the·topic·of·Protective·Clothing·
to·be·co-edited·by·Prof.·Eunae·Kim·and·Prof.·Emiel·DenHartog.·

Articles submitted to the special collection can relate to development or evaluation of material, construction and 
design of protective clothing.

Topics·for·this·special·issue·may·include·(but·are·not·limited·to)·the·following:
● Smart/intelligent·protective·clothing
● Thermo·physiological·safety·of·protective·clothing·
● Designing·protective·clothing·with·high-tech·materials
● Ergonomics·and·comfort
● Thermal/·Cold/Heat/Flame·protection
●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nuclear·protection
● Impact·protection
● Personal·protection·with·sports·performance·and·healthcare
● Sensory·properties·of·protective·fabrics
● Care·and·maintenance·of·protective·clothing
● Self-decontamination·of·contaminated·protective·clothing
● Standards/test·methods/instruments

Full papers are due August 31, 2016. For additional submission information, visit the journal website http://www.springer.
com/materials/journal/40691. Accepted papers will be published in early 2017.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f. 
Eunae Kim (eakim@yonsei.ac.kr) or Prof. Emiel DenHartog (eadenhar@ncsu.edu).

Special Collection for “Thermal Manikins and Their Applications in Clothing Research”

Fashion and Textiles, invites you to submit to a special article collection on the topic of applications of thermal manikins and 
mathematical models to assess clothing physical properties to be co-edited by Prof. Faming Wang and Dr. Yehu Lu.

This special article collection will focus on cutting-edge knowledge on thermal manikins and application of manikins to 
assess clothing as well as to help to design and engineer smart and intelligent clothing products. Articles submitted to the 
special collection can relate to development of thermal manikins and designing & evaluating clothing using manikins.

The main topic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dvances·and·applications·of· thermal·manikins·(whole·body·and·parts,·baby·manikin,· immersion·manikin,·sweating·

manikin·etc.)
● Virtual·manikins
● Clothing·physiology
● Modeling·of·human·thermoregulatory·system·and·thermal·stress
● Assessment·of·clothing·using·manikins·and·models
● Flame·mannequins·and·modeling·of·skin·burns
● Intelligent·clothing·and·equipment
● Test·methods,·standards·and·norms

Please submit your paper by Nov. 15, 2016. For further information and submission instructions visit the journal website or 
contact Prof. Faming Wang (dr.famingw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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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간 서 적

여성복패턴메이킹

경춘사 / 김경애 저

본서는 정확한 제도설계부터 패턴 배치 및 재
단까지 실습함으로서 의류제도설계 및 재단

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의류패션산업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는 작업지시서(최신개발서) 서
식을 수록하여 정확한 제품생산의뢰서 작
성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패션디자인패션머천다이징

경춘사 / 한연희, 김인경, 김지혜 저

본서는 패션실무에 근접한 브랜드 상품기

획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우리가족생활한복만들기2
경춘사 / 양정은, 채수정 저

본서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좀 더 쉽고 편
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한복 제작 지
침서이다. 생활한복의 중급편으로 유아복

부터 성인 여성, 남성, 소품까지 난이도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마케팅

교문사 / 고은주, 패션마케팅연구실

본서는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 사례들을 
통해 국내의 많은 패션 기업들의 인식을 한
층 더 제고하고, 패션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속가능 실천의 가
이드라인과 교육자료로써 활용되기를 바라

며 기획된 저서이다. 

패션상품 디자인기획

교문사 / 엄소희, 장윤이 저

본서는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

하고 기획과 상품개발 단계에서의 디자이

닝 과정을 발상의 예시와 함께 다룬 책이다.

디지털 클로딩 개론

교문사 / 고형석 저

본서는 미래 의류 산업의 핵심이 되는 3D 구
현기술을 다룬 책이다. 디지털클로딩은 의
상, 디자인 생산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만
들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교문사 / 염미선 저

본서는 패션 디자인 전공자가 갖추어야 할 
패션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규칙과 원리를 
담고 있다. 패션 실무 외에 디자이너의 독창

적인 예술적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꼭 필요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체
계적인 설명을 통해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패션을 위한 소재기획 워크북

교문사 / 정인희, 조윤진 저

본서는 20명 내외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수업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패션 소
재기획을 가르치는 여러 교수자들에게 도
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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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을 위한  
디지털 패션디자인

교문사 / 김숙진, 최정, 조희은, 양은경, 
나윤희 저

본서는 패션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발
전을 보여주는 3D 디지털 패션의 이해와 활
용을 담았다. 패션브랜드를 창업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콘텐츠 제작을 비롯하여 
온라인 마켓 입점, 브랜드 홍보, 상품 거래, 
대금 관리까지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A to Z를 
모두 모았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 패션 관련 
종사자들의 1인 창업을 위한 지침서이다.

한국복식사 개론

교문사 / 김문자 저

본서는 한국복식사의 전반을 큰 그림 삼아 
새로이 발견된 유물과 연구 성과로 완성하

였다. 고대 한국복식의 원류를 시작으로 하
여 시대를 크게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었고, 그 흐름에 따라 한국 복식사의 면
면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색채표현과 패션

교학사연구사 / 정동림, 권형신 저

본서는 패션, 섬유 전공자가 현장에서 필요

한 색채학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패션 섬유 
작품과 색채표현 과정을 연계하여 정리한 
책이다. 

The Fashion Designer's 
Sketchbook
Fairchild Books / Sharon Rothman 저

본서는 패션 관련 전공 학생과 패션 컬렉션

을 만드는 디자이너들, 자신만의 창의적인 
미학을 발전시키길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

게 필수적인 자료이다. 

Promotion in the Merchandising 
Environment 3판

Fairchild Books / Kristen K. Swanson,  
Judith C. Everett 저

새롭게 개정된 이 도서의 3판은 홍보 과정과 
성공적인 홍보 캠페인 제작을 위해 사용되

는 홍보 통합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 
급격히 늘어난 디지털 미디어 보도, 최신 소
매 광고와 홍보 활동의 예시와 이미지를 제
공하여, 학생들은 본서를 통해 소매용 제품

의 성공적인 홍보 캠페인 제작에 대해 완전

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tternmaking with Stretch Knit 
Fabrics
Fairchildbooks / Julie Cole 저

본서는 수백장의 단계별 일러스트레이션과 
설명으로, 니트 및 직물 관련의 디자인, 패턴 
메이킹, 재봉기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초
급, 중급 학생들 모두에게 패턴 초안을 만드

는 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Sneakers - Fashion, Gender, 
and Subculture 
Bloomsbury Academic / Yuniya Kawamura 저

본서는 스니커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하위 
문화를 다룬 최초의 학문적 연구서이다. 1980
년대부터 미국 스니커즈 매니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창출하였고, 동시

에 Reebok, Puma, Nike 같은 스니커즈 제조업

체는 세계적 패션 브랜드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