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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패션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Gaynor Lea-Greenwood 저 │ 성희원, 이승희, 김은영 공역
2015│9788968664083│224면│크라운변형판│반양장│18,000원

도서소개
이 책은 PR부터 브랜딩, 간접 광고, 유명인, 스폰서십, 비주얼머천다이징까지 중요한 패션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
다. 저자 게이너 리-그린우드(Gaynor Lea-Greenwood)는 패션 마케팅을 강의하는 학자로서 패션 미디어, 세계화,
효과적인 투자 수익률까지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패션 마케팅과 관련되는 모든 수업에 필요한 책이
다. 각 장마다 사례 연구와 질문 등을 통해 강사, 학생, 관련 분야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게임: 패션 산업 따라잡기
Gordon T. Kendall 저 │ 이윤정, 고선영, 이미영, 이수진 공역
2015│9788968664908│256면│국배변형판│반양장│20,000원

도서소개
이 책은“오늘날의 패션은 게임이다!”
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한다. 저자 Gordon Kendall은 대부분의 패션 교재들
이 패션 산업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패션 산업을 패션 게임이라는 시각에서 네 가지
유형의 게임 플레이와 게임 법칙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각 게임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패션 비즈
니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패션 산업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패
션 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류디자이너를 위한 테크니컬 디자인 지침서, 제2판

근간

Jaeil Lee, Camille Steen 공저 │ 이재일, 조은주 공역
2018│국배변형판│반양장│가격미정

도서소개
이 책은 글로벌 의류산업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의류 디자이너들이나 머천다이저들이 의류제품 생산 과정에서 작업지
시서나 플랫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어떻게 하는가?”
라는 방법론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특히 테크니컬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들, 즉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계절별 패션 트렌드, 의류제품의 구성과 핏 평가 등을 포함한 의류제품 생
산 과정을 다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타겟 소비자들이 원하는 의류상품을 제작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 생산
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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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패션 디자인을 위한 TexPro master(실전 맞춤형 교재)
유지헌, 이지원 공저
2011│9788958329688│480면│국배변형판│반양장│33,000원

도서소개
이 책은 국내에서 개발하여 국내외의 패션 CAD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TexPro 프로그램의 실전 맞춤형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장황한 해설을 최소화하였다.
•자격시험 유형의 예시를 각 장에 제시하고 이를 풀어 가는 독특한 구성이다.
•다양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응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부 연구문제에는 해설을 덧붙여 독
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다양한 작업 사례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CAD 활용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CD로 준비하여 제공한다.
이 책은 패션 CAD 운영 마스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현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패셔노믹스
Donna W. Reamy, Deidra W. Arrington 공저
유지헌, 신수연, 박혜정, 임성경, 김민경 공역
2014│9788968661327│400면│국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도서소개
패셔노믹스는 학생들이 경제 원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패션업계의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
도록 하는 학문이다. 경제적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 개념이 섬유 및 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한다. 우선 산업 혁명이 패션업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수요와 공급 등의 경제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주식시
장, 기업 인수합병, 경제 및 기타 지표, 경영활동 계획을 위한 산업 전문가들의 금융 정책, 국내 소비자들과 해외
소비자들의 차이점의 중요성, 패션업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텍스타일 : 핵심
Sara J. Kadolph 저 │ 유지헌, 김경선, 김소진, 김민경 공역
2013│9788968661832│336면│국배변형판│반양장│25,000원

도서소개
텍스타일 산업 종사자들의 소비자 욕구, 정부 정책 및 법률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섬유, 실, 패브릭, 컬러,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사용과 관리 그리고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 지
속 가능성 등 텍스타일 관련 핵심 정보를 압축하여 제공한다. 텍스타일 복합 산업 종사자, 의류·의상학 관련 전
공 학생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위한 텍스타일 종합 지식 서적이다. 이 책을 통해 텍스타일의 정확
한 용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섬유, 실, 패브릭 공법 및 가공에 관한 지식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예측하고 선
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의 개요와 학습 성과를 각 장의 시작 페이지에 제시하고 핵심 용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텍스타일 요약에서는 중
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각 장의 끝부분에는 단원 요약, 핵심 용어, 검토 문제, 심화 문제 등으로 학습 효과
를 높이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해 추천 문헌과 웹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명한 컬러 사진과
표 그리고 그림을 첨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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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ryn Hagen 저 │ 김미숙, 임성민 공역
2012│9788997927616│592면│국배변형판│반양장│43,000원

도서소개

자신감을 가지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커리어를 준비하라.
•전반적인 패션의 인체표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방법을 다룬다.
•포토샵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었다. 컴퓨터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품을 향상시킬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비율과 스타일링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남성과 여성의 인체를 같은 장이나 페이지에 제시
한다.
•현대 패션 트렌드에서 스트리트웨어, 액티브웨어, 레이어링과 다양한 스타일을 믹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술적인 도식화와 극적인 그림을 강조했다. 학생이 그림의 기술적인 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
는다.
•DVD를 첨부했다. 그림과 색채 표현 시연이 수록되었고 배우기 쉬운 기술이 제공되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벗
어나 학생들이 인체 및 의복에 색채 표현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개정판
조현주, 이광훈, 정혜민 공저
2016│9788968667886│280면│국배변형판│반양장│22,000원

도서소개
우리 주위의 사물이나 자연경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색에 따라 넓게 혹은 좁게 보이기도 하며, 의
복 하나로 그날의 기분이 바뀌기도 한다. 그만큼 색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으며 디자인과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책은 각종 디자인을 위한 색채에 중점을 두고 색채의 기초지식과 배색기법, 색
채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었으며, 특히 각종 디자인에 있어서의 색채는 형이나 재질, 취미나 기호, 생
활환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과 색채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색채의 이해 제4판
Linda Holtzschue 저│박영경, 최원정 역
2015│9788968662072│248면│46배변형판│반양장│18,000원

도서소개
이론에서부터 실기까지 색채에 대한 이해력 상승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네 번의 출판을 거친
‘ 색채의 이해’
는 색채에 대한 감정적이고 직감적인 반응과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적 이론을 연
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권위 있고, 따라 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서 전보다 색채를 편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다양한 광원에 대한 색채의 연색성, 다양한 배치에 따른 색채의 변화, 고비용의 색
채 사용 시 실수를 피하는 방법,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에서 접하는 색채에 대한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판의 특징
• 약 35%의 내용을 수정 및 확장

• 폭넓은 범위의 디자인 법칙

• 창조적인 색채 마케팅 이슈

• 산업환경에서의 색채 활용에 대한 유용한 팁

• 색채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워크북
•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컬러리스트들의 아이디어 수록
• 전통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디자인에서 창조된 색채에 대한 설명과 각각 다른 매체로의 상호소통에서 발생하는
이슈

도서구입은 본사 영업부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전국 각 대학 구내서점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제2판(DV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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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국, 이탈리아
김용익 저
2015│9788968665011│264면│신국판│양장│18,000원

도서소개

삼성 임원으로 밀라노에서 12년간 근무하며 피부로 겪고 경험으로 얻은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A to Z!
이탈리아 섬유, 패션 산업의 업, 미들, 다운 스트림 전반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
이다. 더불어 구두, 가방, 안경 등 액세서리는 물론 생산, 유통, 물류체계 그리고 전통적인 가업 중심의 장인정신을
통한 앞선 기술까지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무척 증가하고 있는 M&A 현상과 사례, 이탈리아 패션 산업
의 강약점을 다루고 있어 특히 관심 있는 국내 학계, 업계에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패션 분야 도서안내
제목

저자

역자

출간연도

ISBN

면수

가격

글로벌 어패럴 비즈니스 시스템, 제2판

Maurice J. Johnson,
Evelyn C. Moore

천종숙, 신상무

2009

디자이너를 위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Kathryn Hagen

김미숙

2006

895832208X

616면 39,000

리테일 바잉, 제7판(DVD포함)

Jay Diamond,

고은주, 이승희, 황진숙

2005

8958322004

502면

베이비복 만들기

조현주, 정혜민

2007

블라우스 만들기

이광훈, 정혜민, 임병렬

2006

아이템별 패턴제작과 봉제기법

조현주, 정혜민

2012

9788958327363 376면 25,000

텍스타일, 제10판

Sara J. Kadolph

유지헌, 이준석, 정영규,
김소진

2009

9788958325505 564면 35,000

패션과 소비자 행동

Michael R. Solomon,

이승희, 김미숙, 황진숙

2006

패션디자인의 발상 기법

이광훈, 정혜민, 조현주,
이명준

패션 바잉과 머천다이징

Tim Jackson,
David Shaw

패션 리테일링

9788958326519 462면 20,000

22,000

9788958322108 227면 20,000
895832211X

8958322543

232면

720면

23,000

31,000

2010

9788958328353 224면 22,000

이규혜, 이유리, 이윤정

2009

9788958326953 336면 20,000

Ellen Diamond

이승희, 김미숙, 박혜선,
전양진

2008

9788958324539 520면 33,000

패션: 개념에서 소비자까지, 제9판

Gini Stephens Frings

조길수, 천종숙, 이주현,
강경영

2008

9788958325451 528면 33,000

패션액세서리

Celia Stall-Meadows

김용숙, 김정숙, 유숙희,
권수애, 최해주

2008

9788958324171

최신의류소재, 개정판

조길수

2006

8958322233

강의용 견본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견본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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