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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를 펴내며

에스모드 서울은 25년 동안 자라 빛나고 든든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너무도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한 실증이 여기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에 압축되어 담겼습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패션전문 스쿨을 일으켜 보고 싶다는 의지를 지니게 된 것은 참으로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떨리는 마음

으로 첫 발을 내디딘 1989년 9월, 폴 두와리누 당시의 에스모드 파리 교장이 남긴 말은 지금도 생생하여 잊을 수 없습니다. “모방만 있을 뿐 독창

성도 고유성도 없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한국에야 말로 진정한 패션 교육기관의 출발이 너무도 절실하다”는 그 지적, 그것은 참으로 뼈아픈 것이

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도전과 모험 그리고 시련을 치르며 4반세기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로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입힐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의 적응력을 기르는 일, 이것이 에스모드 서울 교육의 기본 바탕이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

로도 그 정신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숱한 ‘최초’를 시도했고 성취시켰습니다. 기업연수 의무제, 기업과의 산학협동 워크숍, 최초로 복종별 세부전공제 실시, 졸업작품 외부심

사제,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화 등 여러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고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에스모드 서울 교육의 시도와 정착은 이제는 패션 분야를 

초월하여 다른 산업 현장에까지도 도입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음을 자부심 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실들을 한눈에 비춰볼 수 있는 또 한 권의 작품집을 여기 내놓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 25주년 기념 작품집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여기에는 2000년대 이후 에스모드 서울이 과감하게 시도한 교육 개혁 이후의 학생 작품들이 그 정수만 간추려져 수록되어 있습니다. 패션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증언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실증했는지를 이 작품집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션을 

전공으로 배우는 이에게는 최상의 패션교육 교과서가 될 수 있고, 그를 이끌고 가르치는 이에게는 패션교육의 지도서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집임을 자부합니다. 실제로 「에스모드 서울 10년사」 편찬 이래 5년마다 집대성 해 놓은 「15주년 작품집」, 「20년사」와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는 한국의 패션디자인 교육사를 대표하고 교과서적인 사료가치가 매우 높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패

션사는 문명사의 첨병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에는 재기 가득하고,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빛나는 젊은이들이 넘칠 듯이 모여듭니다. 이들로 인하여 장래가 믿음직한 것은 물론

이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세계의 인재로 기여할 젊은이들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의해 에스모드 서울은 당당하고 

빛나는 업적을 쌓아 갈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아름답고 실팍한 미래의 숲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도정에서 여기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인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를 소중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 놓습니다.

2014.9.18 

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박 윤 정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Over the last 25 years, ESMOD Seoul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This vigorous growth has been like that of a tree, splendid and 

strong, spreading its limbs and bearing beautiful fruit.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represents an ultimate symbol 

of this growth. 
                           

Before the formation of ESMOD Seoul, I had yearned for a long time to establish a reputable fashion school in Korea. What Paule 

Douarinou, the former principal of ESMOD Paris, said to me during my first step towards realizing my dream still resonates with me 

today. She said, “Korea, a barren land full of imitation yet lacking creativity and authenticity, is certainly in need of a real fashion insti-

tution.” Her words reflected the tragic reality of the state of the Korean fashion industry. 
                           

Yes, we started our journey in that environment. 
                           

Since then, we have gone through a quarter-century of ceaseless challenges, adventures, and adversities. And now we are here.  ESMOD 

Seoul’s education has always and will continue to emphasize having students create ‘wearable’ clothes that can sell and be worn yet 

remain grounded in flourishing creativity thereby preparing our students for the professional industry. 
                           

As a result, we have established ourselves as leaders in various fields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Our many accomplishments 

include the following: we have established programs for the students such as a mandatory internship program, academic–industrial 

cooperative workshops, specified major programs, external jury systems for graduation collection evalu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fashion culture in Korea. The effects of these newly established programs have reached far beyond the realm of fashion to 

other industries.  And we are very proud it. 
                           

These achievements are illustrated in the book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This book has captured the essence of students’ works after the educational reforms triggered by the ESMOD education system in 

2000. In order to succeed in fashion, one needs to forecast and witness trends in the market. This book clearly illustrates how ESMOD 

Seoul has led and achieved this success. This creative and unique book can be the ideal textbook for those studying fashion as well as 

being an outstanding reference book for educators. In fact, every five years since the publication of 10 Years’ History of ESMOD Seoul, 

we have produced commemorative publications such as 15 Years’ Anniversary Work Book, 20 Years’ History and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It represents the history of fashion education in Korea and is valued highly as a textbook. Fashion 

history positions itself at the forefront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ESMOD Seoul is where young people with unprecedented talents and ambitions gather and grow. Students trained at ESMOD Seoul 

will become global contributors to the fashion world. Along with the talent fostered in our school, ESMOD Seoul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prestige and position as a top fashion institute in the country. We are truly proud to present the history of our school.
                           

ESMOD Seoul is heading through a new half-century with the goal of building another prosperous future. With that in mind, I present 

to you a new, promising project: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September 18, 2014 

President  ESMOD Seoul

Yoon Chung Park 



에스모드 서울이 개교 25주년을 맞아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를 출간한 것은 에스모드 서울 뿐만 아니라 한국 패션 

출판계에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트와 문화, 자연과 도시, 현재와 미래 등 다채로운 콘셉트에서 출발해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의 ‘무제한적’ 

상상력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 실린 이 책은 패션을 공부하는 패션학도들에겐 물론이요, 한국 패션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졸업작품도 결코 현재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게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내놓아도 부끄

럽지 않을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고, 패션교육기관에서 펴낸 가장 훌륭한 작품집으로 오랫동안 

회자되길 바랄 뿐입니다.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는 여러 고마운 분들의 노력으로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밤을 새워가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졸업생들, 작품 촬영에서 출간까지 모든 작업을 진행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인수 교무처장께 감사드립니다. 

 

홍장현 실장 이하 한국을 대표하는 일곱 분의 패션 포토그래퍼의 손에서 학생들의 작품은 감각적인 비주얼로 재탄생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정상급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톱 모델까지 ‘대한민국 패션계 드림팀’으로 손꼽히는 여러 분들의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편집으로 작품집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구선모 실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9.18

에스모드 서울 교장  
장 혜 림

To celebrate 25 years of ESMOD Seoul, we have published the book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This project 
is not only meaningful to ESMOD Seoul, but also to the whole fashion publication industry in Korea. This book contains the works of 
ESMOD Seoul students exploring various concepts such as art and culture, nature and city, and present and future. I believe that this 
book will inspire not only fashion students but also anyon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We have tried to present the students’ graduation collections, as even the works completed ten years ago still remain fashionably current. 
We have strived to create a book that will not seem antiquated even if presented in the future at ESMOD Seoul’s 100th year anniversary. 
We hope this book will be introduced to a wide audience and be cited as a notable reference book in the field of fashion education.
 
ESMOD Seoul’s Unlimited Project: 25 ETCetera… has been published due to the help of so many generous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the graduates who have worked hard to create unbelievable works with passion and dedication. The Academic Director, In Soo 
Hong, also deserves sincere thanks for his help throughout the photographing, editing and printing stages. 

Thanks to Korea’s seven best fashion photographers including Jang Hyun Hong, the original works of ESMOD students have been 
recaptured in outstanding images.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excellent fashion team composed of Korea’s best hair and makeup 
artists as well as the nation’s top models.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the graphic designer Sun Mo Ku for his thorough and pol-
ished editing of this book.

September 18, 2014  

General Director ESMOD Seoul 

Hae Lim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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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Seul A Lee
promotion 2013 

하준길, 김도형
Jun Gil Ha, Do Hyung Kim
workshop 2012 

최민우
Min Woo Choi
promotion 2013 

심경은
Kyung Eun Shim
promotion 2010 

장준희
Jun Hee Jang
promotion 2013 

문소미
So Mi Moon
promotion 2013 

국영호
Young Ho Kuuk
promotion 2013 

necklace: 양시영, top: 김소진
Si Young Yang, So Jin Kim
workshop 2011 

조성빈
Sung Bin Cho
promotion 2009 

조성빈
Sung Bin Cho
promotion 2009 

조소연
So Yeon Jo
promotion 2010 

최민준
Min Jun Choi
promotion 2010 

박근영
Keun Young Park
promotion 2012 

이가이
Ga Yi Lee
promotion 2008 

김현욱
Hyun Wook Kim
promotion 2010 

문소미
So Mi Moon
promotion 2013 

김선호
Sun Ho Kim
promotion 2007 

장필규
Pil Kyu Jang
promotion 2006 

지윤희
Yun Hee Jee
promotion 2006 

정영구, 최민준
Young Gu Jung, Min Jun Choi
workshop 2012, promotion 2010

이민석
Min Seok Lee
promotion 2010 

김마리
Marie Kim
promotion 2013 

고아라
A Ra Go
workshop 2011 

국영호
Young Ho Kuuk
promotion 2013 



이슬아
Seul A Lee
promotion 2013 

강현주
Hyun Joo Kang
promotion 2012 

임세아
Se Ah LIim
promotion 2011 

엥겔하르트 리사
Lisa Engelhardt
promotion 2013 

최지영
Ji Young Choi
promotion 2006 

최지영
Ji Young Choi
promotion 2006 

유명의
Myoung Eu Yoo
promotion 2011 

이지원
Ji Won Lee
promotion 2010 

김마리
Marie Kim
promotion 2013 

백서현
Seo Hyun Baek
promotion 2012 

김유경
Yu Kyung Kim
workshop 2013 

이슬아
Seul A Lee
workshop 2011 

이종흔
Jong Heun Lee
promotion 2012 

김현진, 최민준
Hyun Jin Kim,
Min Jun Choi
workshop 2012,
promotion 2010

김세란
Se Ran Kim
workshop 2011 

이세영
Se Young Lee
promotion 2009 

김성희
Sung Hee Kim
promotion 2005 

김성희
Sung Hee Kim
promotion 2005 

이보라
Bo Ra Lee
promotion 2012 

이여미
Yeo Mi Lee
promotion 2010 

장지호
Ji Ho Jang
promotion 2011 

손지민
Ji Min Son
promotion 2012 

홍이슬
Yi Seul Hong
promotion 2013 

홍이슬
Yi Seul Hong
promotion 2013 

전선영
Sun Young Jun
promotion 2006 

전선영
Sun Young Jun
promotion 2006 

정진
Jin Jung
workshop 2013 

박진양
Jin Yang Park
workshop 2013 

박준영
Jun Young Park
promotion 2009 



최서현
Seo Hyun Choi
promotion 2011 

임희원, 김보미
Hee Won Lim, Bo Mee Kim
workshop 2011 

이기석
Ki Seok Lee
workshop 2011 

김유경, 백현진
Yu Kyung Kim, Hyeon Jin Baek
workshop 2013 

최영기
Young Ki Choi
promotion 2009 

백진수
Jin Soo Baek
workshop 2012 

함소영
So Yoeng Ham
workshop 2013 

오아라, 이풀미
A Ra O, Pul Mi Lee
workshop 2013 

김재우
Jae Woo Kim
workshop 2011 

양채은
Chae Eun Yang
promotion 2013 

박민성
Min Sung Park
promotion 2011 

장미
Mi Jang
promotion 2009 

최인정
In Jeong Choi
promotion 2005 

김사라
Sarah Kim
promotion 2013 

김사라
Sarah Kim
promotion 2013 

문은영
Eun Young Moon
promotion 2011 

서기원
Ki Won Seo
promotion 2011 

장원우
Won Woo Jang
promotion 2010 

홍진국, 박예림
Jin Guk Hong,
Yeh Lim Park
workshop 2012 

장지호
Ji Ho Jang
promotion 2011 

권선희
Sun Hee Kwon
promotion 2005 

박준영
Jun Young Park
promotion 2009 

석혜영
Hye Young Seok
promotion 2012 

석혜영
Hye Young Seok
promotion 2012 

강현주
Hyun Joo Kang
promotion 2012 

백서현
Seo Hyun Baek
promotion 2012 

유은정
Eun Jung Yoo
promotion 2009

박민성
Min Sung Park
promotion 2011 



이지수
Ji Soo Lee
workshop 2011 

강예린
Ye Rin Kang
promotion 2013 

이슬아
Seul A Lee
workshop 2011 

최다슬
Da Sle Choi
workshop 2011 

이사민
Sa Min Lee
promotion 2013 

이사민
Sa Min Lee
promotion 2013 

김현욱
Hyun Wook Kim
workshop 2009 

주효순
Hyo Soon Joo
promotion 2007 

강자은
Ja Eun Kang
workshop 2012 

이유진
You Jin Lee
promotion 2007 

홍이슬
Yi Seul Hong
promotion 2013 

정보람나
Bo Ram Na Jeong
promotion 2005 

정보람나
Bo Ram Na Jeong
promotion 2005 

김보라
Bo Ra Kim
workshop 2012 

최영기
Young Ki Choi
promotion 2009 

김사라
Sarah Kim
promotion 2013 

김사라
Sarah Kim
promotion 2013 

정문석
Moon Seok Jung
promotion 2006 

이설희
Seol Hee Lee
promotion 2010 

이종흔
Jong Heun Lee
promotion 2012

손지민
Ji Min Son
promotion 2012

전선영
Sun Young Jun
promotion 2006 

김명희
Myung Hee Kim
promotion 2009 

한송희
Song Hee Han
promotion 2012 

김현욱
Hyun Wook Kim
promotion 2010 



photographer 

김영준  Young Jun Kim
김윤희  Yoon Hee Kim
김희준  Hee June Kim
박자욱  Ja Wook Park
유영규  Young Kyu Yoo
주용균  Yong Gyun Zoo
홍장현  Jang Hyun Hong

hair 

강현진  Hyeon Jin Kang
김승원  Seung Won Kim
백흥건  Heung Gwon Baek
이에녹  E Noc Lee
이혜영  Hye Young Lee
조영재  Young Jae Cho

makeup 

공혜련  Hye Ryun Kong
박이화  I Wa Park
안성희  Sung Hee An
이미영  Mi Yeoung Lee
이준성  Jun Sung Lee

model 

강소영  So Young Kang
김원경  Won Kyung Kim
김원중  Won Jung Keem
박세라  Se Ra Park
박수진  Su Jin Park
박형섭  Hyung Sub Park
변우석  Woo Seok Byeon
송경아  Kyung Ah Song
양다움  Da Om Yang
유은비  Eun Bi Rye
이석찬  Seok Chan Lee
이선정  Sun Jung Lee
장기용  Gi Yong Jang
장수임  Soo Im Jang
주선영  Seon Yeong Joo
최준영  Jun Yeong Choi
황은경  Eun Gyeong Hwang
황인승  In Seung Hwang
Alexa
James
Kamila
Kara
Laci
Lisa
Mark

이 작품집은 에스모드 서울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출판되었습니다.
This work book wa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ESMOD Seoul.

발행처  에스모드 서울

Published by ESMOD Seoul

발행인  박윤정

편집디자인  구선모(모라)

인쇄  드림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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