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학교는 교복을 입어!아이비클럽우리 학교는 교복을 입어!아이비클럽

IVYclub
Killing-Fit
IVYclub

Killing-Fit
아이비클럽의

착한가격, 완벽한 품질,  100%국내생산



원단가공 공정

봉제 공정

2. 원사제조

2. 재단1. 패턴제작

3. 원단제작

3. 봉제

6. 물류센타

6. 출고

5. 원단검수

5. 포장

4. 표면가공

4. 프레스, 아이롱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고만 고집하는 아이비클럽은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단부터 봉제까지 모든 제품이 국내생산됩니다. 

전 제품 100% 국내생산! 아이비클럽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비클럽 연혁

명품 학생복 아이비클럽은 삼성 제일모직 학생복 사업 팀에서
시작된 유일한 학생복 전문 기업입니다.

HISTORY

울마크블랜드

아이비클럽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울마크협회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재생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모혼방제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 2013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9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3 올해의브랜드 대상 수상
(10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학생복업계 최초 4방향 파워스트레치 원단 제품출시

2012 2012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8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2 한국 소비자의 신뢰기업대상 수상 
(8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주관)

2012 올해의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1 한국 소비자의 신뢰기업대상 수상 
(7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1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7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 

(8년 연속,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한국경제 신문 주관)

2011

노이시아(신축성 원단) 제품출시

THE COMPANY OF KOREA 2010 신뢰기업대상 수상 
(6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주관)

2010

젠트라(신축성 원단) 제품출시

UPF 40+(자외선 차단 원단) 제품출시

허리조절 후크(생각대로 바지, 스커트) 제품출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도입

제품 생산추적 시스템 도입(www.ivyclub.com)

한국의 경영대상 마케팅대상 디자인 마케팅부문

최우수상 수상 (3년 연속, 한국 능률협회 주관)

2009

2014 2014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10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4 올해의브랜드 대상 수상
(11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5 2015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11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학생복업계 최초 

언컨자켓(초경량 자켓) 제품출시2008
학생복업계 최초

체크안감(아이비체크 원단) 제품출시2007

2006 학생복업계 최초

매쉬안감(통풍성 원단) 제품출시

2005 학생복업계 최초 쿨맥스(흡한속건 원단) 

라이크라(신축성 원단), 은사안감 제품출시

2004 학생복업계 최초

싸이로필(SIROFIL)원단 제품출시

2003 학생복업계 최초 
최고급 양모(WOOL) 60% 원단 도입

학생복업계 최초 
국제표준 ISO9001 인증획득

2001 삼성 제일모직으로부터

(주)아이비클럽 사업독립

1999 삼성 제일모직 아이비클럽 학생복

업계최초 3년 AS보장 선언

1995 삼성 제일모직 아이비클럽 학생복 
사업팀으로 출범, 전국 유통망 구축

생산공정

1. 원료(호주산 최고급 양모 사용)



2.블라우스

4.스커트

1.와이셔츠

3.바지

일부품목제외

3D 입체패턴을 통해 인체 곡선에 맞는 

편안함과 S라인의 실루엣을 완성시켜

줍니다. 

특수 제작된 입체 패턴 사용으로 무릎 선을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

합니다. 

3D 입체패턴을 통해 인체 곡선에 맞는 

편안함과 S라인의 실루엣과 보이핏을 완성

시켜줍니다. 

허리 선과 주머니의 위치, 단추 위치를 

올려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합니다.

입체패
턴

입체패
턴

IVYCLUB with EXO & IRENE



아이비클럽 4방 파워스트레치 원단과 함께  

어떠한 움직임에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아이비클럽 
  방 파워 
스트레치 원단!

일부품목제외

아이비클럽 싸이로필 원단과 함께라면

찌는 듯 한 더위도 문제없어!

일부품목제외

펭귄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아이비클럽의
싸이로필 원단!

싸이
로필

원단

싸이
로필

원단

4방 파워스트레치 원단

4방 파워스트레치 원단



1.자외선차단 원단

3.완소라인

5.등판 메쉬 안감

2.스트라이프 배색

4.에어존

6.시크릿 커버

봉제사로 노출된 시접 부분에 다시 한번

테이프 처리를 하여, 피부 마찰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쾌적한 착용감을 더해 

완벽한 실루엣이 되도록 합니다.

자외선을 99.5% 차단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해줍니다. 또한, 항균 방취 기능으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셔츠 안쪽 카라와 소매 부분에

아이비 스트라이프 원단을 덧대어 쉽게

때가 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루 종일 뽀송뽀송 산뜻하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주는 에어로쿨이

땀과 냄새를 순식간에 없애줍니다.

DTY 꼬임을 준 메쉬 안감으로 교복이

피부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여 산뜻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단추 사이가 벌어져 속살이 들여다 보이

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일부품목제외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적용복종 : 와이셔츠, 블라우스



5.메쉬안감&메쉬주머니

바지 메쉬 안감

메쉬 주머니

메쉬 안감: 엉덩이 부분에 메쉬 안감을   

덧대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메쉬 주머니: 메쉬 소재의 주머니로 

감촉이 부드럽고 통풍성이 우수하여 

시원합니다.

6.메쉬 허리밴드

실리콘 처리된 아이비클럽 로고로

인해 셔츠나 상의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메쉬 소재로 청량감이

우수합니다.

4.Ultra초발수 가공원단

아이비클럽 바지

물

3M™스카치가드 용제를 사용하여 

원단의 표면장력을 상승시켜 우유나 

김칫국물 등을 바로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리게 합니다.

3.생각대로 바지

생각대로줄였을때 생각대로늘렸을때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원터치 슬라이드 후크의 기능적인 

“생각대로 바지”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최대 8cm까지 늘어나 내 허리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2.다리가 길어보이는 원리

슬림하면서 움직임이 편한 입체패턴을 

적용하고, 무릎선을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1.4방 파워스트레치 원단

적용복종 : 바지, 스커트 적용복종 : 바지 적용복종 : 바지 적용복종 : 바지, 스커트 적용복종 : 바지 적용복종 : 바지

기존의 2방향 스트레치가 아닌 

4방향 스트레치로 신체의 운동 성향에 

맞게 자유자재로 늘어나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바지바지

일부품목제외



일부품목제외

1.슬림&환상라인 스커트

3.생각대로 스커트

5.다리가 길어보이는 원리

2.싸이로필 원단

4.스커트 쿨(Cool)안감

6.비밀 주머니

일반 일반슬림Y라인 환상H라인

생각대로줄였을때 생각대로늘였을때

폴리에스테르

아이비클럽 환상라인 스커트의 콘솔지퍼

라면 실루엣도 살아나고, 뱃살까지 쏙~ 

들어가 보입니다.

감쪽같이 늘었다~ 줄어드는 “생각대로

스커트”는 원터치 슬라이드 후크로 쉽고

간편하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호주산 메리노 울 50% 함량+2/50S

고급 원사를 사용해 부드러운 감촉과

몸에 달라붙지 않는 효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 소재의 특징을 가진 폴리 원사를

사용하여 통풍성이 뛰어나 시원합니다.

또한 땀과 수분에도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허리 선과 주머니의 위치, 단추 위치를

올려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합니다.

여성용품을 센스 있게 보관할 수 있는

비밀 주머니를 부착하였습니다.

스커트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적용복종 : 스커트



생활
복

생활
복

5.등판메쉬

DTY 꼬임을 준 메쉬 안감으로 생활복이

피부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여 산뜻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6.에어존

적용복종 : 생활복

하루 종일 뽀송뽀송 산뜻하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주는 에어로쿨이

땀과 냄새를 순식간에 없애줍니다.

일부품목제외

1.자외선차단

자외선을 99.5% 차단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3.쾌속흡수/건조

땀을 빠르게 배출하고 신속하게 건조

시켜주어, 여름철의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2.항균방취

우수한 항균성을 가지는 은 성분을

함유하여 뛰어난 항균효과를 발휘하며,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냄새를 방지합니다.

4.천연면섬유

천연 면섬유로 부드러운 촉감과 우수한

내구성을 가졌으며, 흡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하여 땀을 흘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세탁성도 우수합니다.

적용복종 : 생활복 적용복종 : 생활복 적용복종 : 생활복 적용복종 : 생활복 적용복종 : 생활복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우리학교는 아이비클럽 체육복을 입어!

체육복체육복

1.자외선차단
자외선을 99.5% 차단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2.항균방취
우수한 항균성을 가지는 은 성분을

함유하여 뛰어난 항균효과를 발휘

하며,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냄새를 방지합니다.

3.쾌속흡수/건조
땀을 빠르게 배출하고 신속하게

건조시켜주어, 여름철의 쾌적함을

유지시켜줍니다.

4.천연면섬유
천연 면섬유로 부드러운 촉감과

우수한 내구성을 가졌으며,

흡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하여

땀을 흘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세탁성도 우수합니다.

일부품목제외

적용복종 : 체육복 적용복종 : 체육복 적용복종 : 체육복 적용복종 : 체육복



소비자가 인정한 대한민국 1등 학생복

아이비클럽 AWARDS

2014 올해의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

2015퍼스트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

아이비클럽 사회활동

아이비클럽 PPL

2014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사랑의 학교" 건설

2013      베트남 응에안, 타인호아지역에 교복 145,292pcs 지원

2012      베트남 다낭지역에 교복 60,000pcs지원

2009      굿네이버스 베트남을 통해 빈룽성, 하노이, 

호치민 다낭지역에 교복 90,000pcs 지원

SBS 러브FM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사랑의 교복' 지원

KBS2 해피FM 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

2008     김연아 선수와 함께 소년소녀가장에게 2억원 상당의 학생복 기증

KBS 라디오 행복한 아침과 함께 '사랑의 교복' 지원

MBC 라디오 여성시대 '사랑의 교복' 지원

2007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는 태안군 '사랑의 교복' 지원

KBS 라디오 행복한 아침과 함께 '사랑의 교복' 지원

MBC 라디오 여성시대 '사랑의 교복' 지원

나누는 삶은 아름다워지고
나누는 사회는 행복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비클럽은 세상과 소통하는 나눔문화를 열어갑니다.

SOCIETY&
CULTURE

2006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본부에 22억원 상당의 

학생복 80,000pcs 지원

2005      사랑의 열매 '소아암 환자 돕기' 기금 전달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동/하복과 2500만원 상당의 문화티켓 기증

2004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5억 6천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교복 17,000pcs 지원

아이비클럽과 삼성전자가 수급자 가정, 장애가정 등 

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교복 기증

고급 면스판 제품으로 신축성이 좋으며, 

포인트 라벨로 귀여움을 한층 부각시켰

습니다.

항균 스판덱스를 사용하여 냄새제거 및 

제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고탄력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고 신축성이 뛰어나

착용감이 좋습니다.

국내산 고급 면 소재 100%를 사용하여 

사계절 모두 착용 가능하며, 목 부분에

체크 원단을 덧대어 목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면티

2.스타킹
5.속바지

100% 국내산의 뛰어난 품질에, 활동량 

많은 남학생 양말은 고무사 처리를 하여 

벗겨짐을 방지합니다. 

6.양말

소가죽 100% 외피로 되어있어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7.벨트

4cm

고급 면스판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좋고, 

착용감이 좋으며 어깨끈을 밴드로 처리하여

늘어남을 방지합니다. 

편안하고 티 안 나는 4cm 키높이 실내화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3.롱다리 슬리퍼

4.이너웨어(여학생)

 액세서리
 액세서리

색상 : 흰색, 회색, 검정

드림하이 2 공부의 신드림하이 지붕뚫고 하이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