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2019년도 (사)한국의상디자인학회
2차 학술대회

- Fashion 4.0 with Digital Transformation -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떨어지는 낙엽이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11월의 늦은
날에 ‘2019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차 학술대회’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2차 학술대회는 ‘Fashion 4.0 with Digital Transformation’ 이
라는 주제로 1차 학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패션산업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소 : 세종대학교 군자관 3층 312호
주최 : (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회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공모전’ 시상
식과 ‘제16회 넥타이디자인공모전’ 시상식도 열리오니 함께하셔서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도, ‘2019 KFCDA Annual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위치한 세종아트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뷔페점심과 재미있는 경품행사를 준비하였으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술대회가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우: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 본관 636호
TEL : 010-9740-2209(사무국), 010-3853-2201(편집국)
Homepage : www.kfcda.or.kr

(지하철 이용)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세종대)
하차 후 6번 출구
(시내버스 이용)
파랑(간선) 721
초록(지선) 119, 3216,
4212

오전에 실시되는 주제강연에서는 패션제품 생산과정에서의 기술혁
신 현황을 살펴보고자 2개의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제강연 I에
서는 국내 최대 의류 벤더업체인 세아상역의 박미성 이사님이 ‘3D
Virtual Sample Market Status’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십니다. 주제강
연 II에서는 침체된 국내 생산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화두
로 떠오르고 있는 ‘패션제품 생산을 위한 Smart Factory 추진방법’
에 대하여 린 경영컨설팅의 김형덕 대표님이 강연해주십니다.
오후에는 특별강연으로 울마크 컴퍼니의 이현원 대표님께서 패션
4.0시대에 대표적인 천연섬유 울(Wool)의 발전동향에 대한 정보를
‘울마크 트렌드 및 스포츠 마켓을 위한 메리노 이노베이션’이란 주제
로 발표해 주십니다. 또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오랄과 포스터 발표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 학생지도와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09:30∼16:30

◆ 장소 안내 (세종대학교 군자관 3층 312호)

2019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장
김 희 선

(자가용 이용)
대양AI센터 주차
_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논술고사로 오전 8시
이후에는 주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긴급 안내
* 당일날 세종대학교 내 논술고사 실시로 주변 교통이 복잡하고
교내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을 이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동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학교 근처 공영주차장 안내
(광진광장공영주차장, 위의 지도 참조, 시간당 3000원)
Tel: 02-465-2026
* 대양 AI센터 주차장: 3,000원 (종일권)
▷학술대회 접수 데스크에서 구매

◆ 회비 안내
참가비 : 30,000원 (석사 및 준회원 10,000원)
게재비 : 20,000원 /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40,000원 (석사 및 준회원 10,000원)
계좌 : 국민은행, 373701-04-067018 (사)한국의상디자인학회

일정표

포스터논문발표

09:30~10:00 등록, 포스터 게시 (군자관 3층 로비)
<학술대회>
주제 : Fashion 4.0 with Digital Transformation
10:00-10:10 . 개회사 및 회장 인사
. 회장 : 김희선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사회 : 라선정 교수 (공주대학교)
<주제강연> . . 사회 : 곽태기 교수 (세종대학교)
10:10-12:00 주제 강연Ⅰ
3D Virtual Sample Market Status
강연자 : 박미성 이사 (세아상역)
주제 강연Ⅱ
패션제품 생산을 위한 SMART FACTORY 추진방법
강연자 : 김형덕 대표 (린 경영컨설팅)
12:00-13:00 중식 (대양 AI센터 2층 빅베어8 뷔페)
13:00-13:30 포스터 논문 발표
좌장 : 박송애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13:30-14:00

Zero Waste 패션디자인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사회 : 안현주 교수 (한성대학교)
넥타이디자인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사회 : 최원석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특별강연> 사회 : 정재윤 교수 (세종대학교)
14:00-14:40 울 마켓 트렌드 및 스포츠 마켓을 위한
메리노 이노베이션
강연자 : 이현원 대표 (울마크 컴퍼니)
14:40-15:20 구두 논문 발표
좌장 : 김은경 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15:40-16:00 우수 논문 시상식
사회 : 지혜경 교수 (한성대학교)

16:20-

◆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제품정보가 패션제품의 이미
지형성에 미치는 영향
강성욱* (유한대학교)

◆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나타난 애슬래저룩 연구
강희명* (한양여자대학교)

◆ 실리콘계 용제 드라이클리닝 시에 섬유와 오구의 특성이 세탁성 및
재오염성에 미치는 영향
곽수경*

상정선

박명자 (한양대학교)

◆ 실리콘계 용제에 의한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서의 염색견뢰도에 관
한 연구
곽수경*

상정선

박명자 (한양대학교)

◆ 텍스타일디자인 교육에서 TRIZ 창의성 원리의 적용
구희경* (한양여자대학교)

◆ NCS 직무역량과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구희경* (한양여자대학교)

◆ 한국 패션브랜드의 베트남시장 진출을 위한 여성복 디자인 –호찌민
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권다영*

김인경 (건국대학교)

◆ 복식의 의례적 유형에 관한 연구 -전통설화를 중심으로김애련* (한양여자대학교)

◆ 패션 정보지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별 직물의 섬유 조성
김인화*

박명자 (한양대학교)

◆ 15〜18세기 출토복식 편복포 구성요소의 형태변화 연구(1)
-깃과 겉섶을 중심으로김정애*

이동아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 15〜18세기 출토복식 편복포 구성요소의 형태변화 연구(2)
-무, 소매, 길이를 중심으로김정애*

이동아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 테크니컬 스쿠버다이빙 습식 잠수복 연구
김효숙*

최인영

신현숙 (건국대학교)

◆ 생활한복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현황 분석 연구 -홈페이지 및 SNS
를 중심으로김희선*

안영실 (한양여자대학교)

◆ 메간헤스(Megan Hess)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기법과 작품연구
남가람*

김숙진 (세종대학교)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무궁화를 중심으로라선정* (공주대학교)

국제애뉴얼 전시 시상식
사회 : 류경옥 교수 (장안대학교)

◆ 백제 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석수를 중심으로-

폐회사

◆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소장 19세기 면갑 유물의 특징

* 국제애뉴얼 전시 시상식 후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구두논문발표
◆ 패션디자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현황
발표자 : 류경옥* (장안대학교)
토론자 : 최정욱 교수 (경희대학교)

라선정* (공주대학교)
박가영* (숭의여자대학교)

◆ 오복제도(五服制度)의 감성공학적 분석
박민재*

◆ 고신축성 위편성물의 편성 조직에 따른 신장특성과 의복압
상정선*

발표자 : 이희경* 곽태기 (세종대학교)
토론자 : 하승연 교수 (공주대학교)

박명자 (한양대학교)

◆ 패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귀인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서민정* (한양여자대학교)

◆ 거북목 증후군 체형의 20대 여성 재킷 패턴 개발
서유라*

◆ 감성이미지를 활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경향 연구
-블러그 일러스트 작가 중심으로-

조우현 (성균관대학교)

김효숙 (건국대학교)

◆ 사슴 민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개발 연구
서은아*

곽태기 (세종대학교)

◆ 커스터마이징 메이크업 팔레트 개발: 소비자 평가 데이터 마이닝 분
석 기반
선준호*

장시훈

이규혜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 빅사이즈 온라인 쇼핑몰의 상하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치수체계 연구
설경희* (한양여자대학교)

◆ 여자 중학생의 체형분류에 관한 연구
신장희* (경성대학교)

◆ 최신 기술에 능통한(Tech-Savvy) 소비자의 패션상품쇼핑 –성별의 조
절 효과
안채림*

이규혜 (한양대학교)

◆ 가톨릭 사제들의 착용 제의(祭衣) 분석 -색과 문양에 나타난 상징을
중심으로여승화*

이상은 (건국대학교)

◆ 온라인쇼핑 전성시대에 패션소비자의 오프라인점포 선호 동기
오승택*

이규혜 (한양대학교)

◆ 국내 기획생산을 위한 지능형 유연 봉제 시스템개발
윤혜준*

윤지원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입형변형모(笠形弁形帽)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이동아* (강원대학교)

◆ 퍼스널 컬러가 패션관심, 유행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정아*

김찬호 (한양여자대학교)

◆ 뷰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및 직무만족의 관계
이종숙*

석혜정 (성결대학교, 오산대학교)

◆ 젠더 뉴트럴 패션 브랜드 현황과 특성 -온라인 패션 사이트를 중심
으로임민정* (서원대학교)

◆ 드랙퀸 스타일의 변천과 특성
임병수*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 사회책임적 광고와 사회책임적 패션광고 노출에 따른 브랜드 태도
변화
장경혜* (계명문화대학교)

◆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눈속임 기법
장정임*

이연희 (한양대학교)

◆ 아동복 디자인과 애견의류 디자인 비교 연구 –아동복 리틀스텔라와
애견의류 미밍코를 중심으로전수민*

김숙진 (세종대학교)

◆ 난연니트원단을 이용한 소방내의 개발
전향란* (호원대학교)

◆ 남성복 원형의 앞목너비와 뒤목너비의 치수가 의복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향란*

최경은 (호원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패션산업 내 채용현황 분석 -취업사이트를 중심으로정화연* (국제대학교)

◆ 화상환자 압박복 착용에 따른 인체생리반응
조신현* (장안대학교)

◆ 패션, 문화, 예술관련 메이커 스페이스 특성
지혜경* (한성대학교)

◆ Held loop 조직의 변화에 따른 역학적 특성 고찰
최원석* (한양여자대학교)

◆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군복의 특징
장지수*

하승연 (공주대학교)

◆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하위문화의 의미
한자영* (국제대학교)

◆ 신한복 브랜드 분석에 따른 치마 디자인 선호도 연구
허승연*

차수정

안명숙 (광주대학교, 서원대학교)

◆ 주상절리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개발
허승연* (광주대학교)

◆ 3D 체형 자료에 의한 성인남성의 체간부 형태 유형화
홍은희* (한양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