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클럽

100%
국내생산

ATB-UV+
자외선 차단은 물론, 
뛰어난 항균효과까지!

소비자가 선택한 아이비클럽!
1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아이비클럽이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학생복 부문
15년 동안 고객 만족도 1위!

brand 
power

아이비클럽
15년 고객만족도 1위



 아이비클럽 

All
바른 생각



아이비클럽은 약속합니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학생복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비클럽은 노력합니다.

디자인부터 원단, 품질까지 무엇 하나 거짓 없이 만들어
아이비클럽을 선택한 소비자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All바른 아이비클럽

소비자가 선택한 아이비클럽
바른 학생복을 위한 외길
학교가 선택한 아이비클럽

All바른 디자인

트렌디하게
체크 안감, 체크 배색
NO패드

학생답게
생각대로 치마, 바지 / 스티치
착시효과
  

All바른 원단

건강하게 
노이시아
친환경 발수가공

편안하게
4방향 파워스트레치
쿨론
  

자유롭게 
파이로클
ATB-UV+
쿨스판 
울

All바른 품질

믿을 수 있게
전 제품 국내 생산
인증마크
인증센터   
협력업체

All바른 동행

널리 이롭게 나누는 사회공헌
아이비클럽 A/S
아이비클럽 대리점 현황



아이비클럽은 올바른 학생복을 고집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생답게 입을 수 있는 학생복만을 만듭니다.

All바른 아이비클럽

소비자가 선택한 아이비클럽, 1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교복의 고급화를 선도하며,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 및 친절 서비스 등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아이비클럽이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학생복 부문에서 

15년 동안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전국 소비자 학생복 만족도 투표결과

대상: 전국 소비자 투표 총 3,817,527건(15세 이상 국내 거주자/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일대일 유선조사)
주최/주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선정 기준: 인지도, 매출, 언론 및 전문기관 인증 브랜드, 시장점유율 등

12.45

2.73엘리트학생복

3.12스마트

1.71스쿨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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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학생복을 위한 외길

아이비클럽 자부심

아이비클럽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복 브랜드로서 

최고급 원단과 국내 순수기술로 매년 1등 품질의 학생복을 만듭니다.

아이비클럽은 학생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국내 최고 학생복 브랜드의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학교가 선택한 아이비클럽

학교 주관구매 선정 1등 브랜드
(2017년 기준 낙찰 집계 수, 당사 수의계약 포함)

스쿨룩스

엘리트학생복 576학교

스마트 603학교

475학교

783학교

학생복업계 최초
 국제표준 ISO9001 인증획득

학생복업계 최초
 흡한속건 원단(쿨맥스),

신축성 원단(라이크라), 

은사안감 제품 출시
학생복업계 최초

 체크안감 제품 출시

(아이비클럽 체크 원단)

학생복업계 최초
 제품 생산추적 시스템 도입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도입

신축성 원단(젠트라) 제품 출시

자외선 차단 원단(UPF 40+) 제품 출시

허리조절 후크 제품 출시

14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5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학생복업계 최초
 보온성 원단(싸이로필) 제품 출시

최고급 양모(울) 60%원단 도입

학생복업계 최초
 통풍성 원단(매쉬안감) 제품 출시

학생복업계 최초 
 초경량 재킷(언컨재킷) 제품 출시

학생복업계 최초
 신축성 원단(올노이시아) 제품 출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8



아이비클럽은 좋은 추억을 남깁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 학창시절을 돌아봤을 때

올바른 학생복을 입은 멋진 모습을 추억하길 바랍니다.

All바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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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 고유 체크안감은 순은사의 정전기 방지, 항균·방취효과와

스트레치 안감의 신축성으로 실용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셔츠 안쪽 카라와 손목 부분에는 체크 배색 원단을 덧대 때가 타지 않습니다.

체크로 멋있게, 순은사로 항균기능까지

체크 안감, 체크 배색

고급스러운 명품 교복의 완성

자연스러운 어깨라인

NO패드

한층 더 우수한 착용감과 슬림함

어깨 패드를 빼고 보강천, 심지 등 부자재를 사용해 

트렌디한 자연스러운 어깨라인을 만듭니다.

인체곡선에 맞는 입체패턴을 적용해 착용감이 우수하고 슬림해보입니다.



작고 짧지 않은 트렌디한 학생복

착시효과

학생복에 과학을 입혀 놀라운 착시효과 발휘

아이비클럽은 작고 짧게 만들지 않습니다.

허리와 무릎 선을 높이고, 단추 간격을 좁히는 착시효과를 적용한 

편안하고 과학적인 디자인입니다.

원터치 슬라이드후크와 형태안정가공

생각대로 치마, 바지 / 스티치

성장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배려

생각대로 줄이고 늘리는 교복
학생복에 원터치 슬라이드후크를 삽입해 

자유자재로 허리를 조절합니다.

아이비클럽만의 특수공법! 형태안정가공
치마 안쪽을 스티치로 처리해 

주름치마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보다 단정한 라인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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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착시 세로형 착시



아이비클럽은 까다롭습니다.

친환경 소재와 최고급 원단만을 엄선해 더 편안하고 기능적인 학생복을 만듭니다.

All바른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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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닿는 셔츠와 블라우스에 

친환경 스트레치 소재인 노이시아를 사용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클럽만의 독창적인 올 노이시아는 기존 소재보다 신축성이 높아 

편안한 착용감과 월등한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친환경 스트레치 소재

노이시아

식물성 원료로 우리 아이 민감한 피부도 안심

친환경 발수가공제로 발수 가공한 바지와 치마는 

습기나 오염물로 인한 교복 오염을 방지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오염물 완벽 차단

친환경 발수가공

깔끔한 학생복을 유지하는 방법

Regular
(DTY)

4th
grade

2th
grade

NoisiaStretch
(DTY+PU
(spandex))

4th
grade

4th
grade

ALL Noisia

※ 등급이 높을수록 세척 중 오염의 가능성이 낮음

세탁오염도와 내화학성 테스트
스트레칭 비율(%)

스트레칭 테스트

ALL Noisia

86%

Noisia 55~65%

Highly 
Elastic 

PE
35~45%

Regular 
PE 15~20%



뛰어난 흡수성과 수분 발산 기능

쿨론

한여름 더위에도 걱정 없는 땀, 냄새

땀 흡수가 중요한 활동복과 체육복에 사용하는 쿨론 원사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보다 흡수성이 뛰어나 단시간에 땀을 흡수하고 증발시킵니다. 
※ 일부 품목 제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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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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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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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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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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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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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쿨론
흡수성 테스트

흡수높이
(mm/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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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만의 고신축성 원단

4방향 파워스트레치

활발한 우리 아이들, 어떤 활동도 문제없는 편안함

아이비클럽은 학생복 업계에서 최초로 

가로와 세로의 4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치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가로방향 스트레치 소재는 안정성이 검증된 효성 크레오라 스판을 사용하며, 

세로방향 스트레치 소재는 친환경 소재인 젠트라를 사용해 

세탁 후 형태 변형이 없고 회복성과 신축성이 우수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4방향 파워스트레치 원단
■ 기존 Zentra원단

14

2

4

6

8

10

12

가로 신장률

가로 신장률

세
로

 신
장

률

세
로

 신
장

률

가로/세로 신장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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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라 신축성 테스트

젠트라

나일론

PBT

PET

100

50

5 3025201510

60

70

80

90

신축성(%)

외
부

압
력

(%
)

※   젠트라는 복합방사 기술에 의해 코일 구조의 크림프를 형성하여 우수한 
신축 성능을 발휘 합니다.

아이비클럽만의 고신축성 원단 

4방향 스트레치
활발한 우리 아이들, 어떤 활동도 문제없는 편안함

아이비클럽은 학생복 업계에서 유일하게 4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또 친환경 소재인 젠트라를 사용해 세탁 후에도 형태 변경이 없고 회복성과 신축성이 우수합니다.

4방향 스트레치 원단 신장률 테스트

4
방

향
 스

트
레

치
 원

단

기
존

 젠
트

라
 원

단

가로 신장률

세로 신장률

※   일부 품목 제외

젠트라 신축성 테스트

※  젠트라는 복합방사 기술에 의해 코일 구조의  
크림프를 형성하여 우수한 신축 성능을 발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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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흡수성과 수분 발산 기능

쿨론
한여름 더위에도 걱정 없는 땀, 냄새

쿨론은 일반 폴리에스테르 보다 흡수성이 뛰어나 단시간에 땀을 흡수하고 증발시킵니다.

일방향
투과성

DRY
TOUCH

연속
흡수성

속건성
(확산성)

쿨론 흡수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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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론 속건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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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품목 제외

쿨론
속건성 테스트

Polyester

Cotton

COOLON

10

100

80

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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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수
분

함
량

(%
)

시간(min)



ATB-UV
90% 

건조됨

Polyester
70% 

건조됨

Cotton
40% 

건조됨

ATB-UV+ 원사는 특별한 단면구조로 땀을 빠르게 배출하고 신속히 건조시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뛰어난 항균효과까지 제공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자외선 차단과 빠른 건조

ATB-UV+

무더운 여름에도 변함없는 쾌적한 하루

놀랍도록 가볍고 따뜻한 보온기능성 섬유 

파이로클

아무리 추워도 우리 아이 온기는 그대로

파이로클은 외부 공기로 인한 체온 손실을 방지해주는 탁월한 보온성을 가진 소재입니다.

땀과 수분을 신속히 배출하고 건조시키는 섬유입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자
유
롭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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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B-UV+ 
속건성 테스트
(세탁 후 30분 후)

Polyester

열손실

PYROCLE

땀배출

공기 
단열

파이로클 보온효과

Nylon

118 100 142

Polyester

※ 제시한 수치는 상대값이며 동일 가공조건 적용시의 수치입니다.

PYROCLE

파이로클 경량성 테스트

땀, 수분 배출

공기 통과

자외선 차단

땀, 수분

ATB-UV+

피부



쿨스판 소재는 신축성과 냉감효과가 뛰어나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쿨한 터치감의 가볍고 통기성 좋은 원단 

쿨스판

구김 없는 활동성에 시원함까지, 만능 원단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광택 

울

학생복에 한 층 더 곁들인 품격

유색 폴리스판 휴비스 PWY

 COMFORT STRETCH

 - 특수 가연기술을 통해 의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축성 부여

 LIGHTWEIGHT

 - 약간의 경량성으로 인해 활동의 편안함 제공

 SOFT TOUCH

 -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터치 발현

멜란지 폴리스판 효성 COTNA

 천연 감촉의 부드러움

 -  효성만의 기술로 탄생한 벌크성이 탁월한 폴리섬유로  

면의 부드러운 터치의 장점은 살리고,  

구김과 보풀의 단점은 개선

 영구적 흡한속건

 - 타 섬유 대비 우수한 흡한속건성이 있어 활동이 편리

 우수한 형태안정성

 - 고성능의 폴리 조직으로 구김이 적고 관리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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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 터치감의 가볍고 통기성 좋은 시원한 원단

쿨스판
구김 없는 활동성에 시원함까지, 만능 원단

쿨스판 소재는 신축성과 냉감효과가 뛰어나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유색 폴리스판

멜란지 폴리스판

휴비스 PWY

효성 cotna

• COMFORT STRETCH
특수 가연기술을 통해 의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축성 부여

• LIGHTWEIGHT
약간의 경량성으로 인해 활동의 편안함 제공

• SOFT TOUCH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터치 발현

• 천연 감촉의 부드러움
효성만의 기술로 탄생한 벌크성이 탁월한 폴리섬유로 
면의 부드러운 터치의 장점은 살리고,  
구김과 보풀의 단점은 개선함

• 영구적 흡한속건
타 섬유 대비 우수한 흡한속건성이 있어 활동이 편리

• 우수한 형태안정성
고성능의 폴리 조직으로 구김이 적고 관리가 편함

흡수•발산•증발 시스템

증발

섬유

흡수

피부
땀

※   일부 품목 제외

고급 울 원료를 사용해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도 뛰어납니다.

캐시미어 가공(방모)으로 우수한 드레이프성과 우아한 색감,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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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광택

울
학생복에 한 층 더 곁들인 품격

고급 울 원료를 사용해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도 뛰어납니다. 

또 캐시미어 가공(방모)으로 우수한 드레프성과 우아한 색감,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아이비클럽의 방모(울 80%, 메리노종 램스울 15% 함유)와 소모(울 60% 함유)는 

울마크컴퍼니에서 인증한 품질이 보증된 울마크 블렌드 제품입니다.

(울마크 블렌드 로고는 신모 함량이 50%-99.9%인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아이비클럽의 방모(울 80% 함유)와 소모(울 60% 함유)는

울마크컴퍼니에서 인증한 품질이 보증된 울 리치 블렌드 제품입니다.

(울 리치 블렌드 로고는 신모 함량이 50%-99.9%인 제품에만 사용 가능)

자
유
롭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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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은 정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입을 학생복이기에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올바르게 학생복을 만드는데 전념합니다.

All바른 품질



우리 아이가 입기에,

전 제품 국내 생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질 좋은 교복 생산에 전념

올바른 품질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아이비클럽, 믿을 수 있는 올바른 품질의 브랜드

호주산 최고급 양모를 사용해 원단 가공부터 봉제까지 

전 제품을 100%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비클럽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Q마크 울마크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모든 심사 기준에서 합격하여
우수한 품질을 보증 받음

엄격하기로 유명한 울마크컴퍼니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재생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모혼방 제품임을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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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가공
호주산 최고급 양모 사용

패턴 제작
인체공학의 최첨단 패턴기술을

접목하여 최적의 형태 결정

봉제공정
동종업계 유일하게 자사 공장을 

보유하여 품질 좋은 학생복 제작

원단 가공 패턴 제작 봉제 공정

호주산 최고급 양모 사용 인체공학의 최첨단 패턴기술을
접목하여 최적의 형태 결정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공장을
보유하여 품질 좋은 학생복 제작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아이비클럽 모든 제품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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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크
아이비클럽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모든 심사 기준에서 합격하여 

우수한 품질을 보증 받음 

울마크 블렌드 
아이비클럽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울마크컴퍼니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재생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모혼방 제품임을 인정 받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아이비클럽 모든 제품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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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크
아이비클럽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모든 심사 기준에서 합격하여 

우수한 품질을 보증 받음 

울마크 블렌드 
아이비클럽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울마크컴퍼니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재생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모혼방 제품임을 인정 받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아이비클럽 모든 제품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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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크
아이비클럽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모든 심사 기준에서 합격하여 

우수한 품질을 보증 받음 

울마크 블렌드 
아이비클럽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울마크컴퍼니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여,

재생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성이 

우수한 모혼방 제품임을 인정 받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아이비클럽 모든 제품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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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입는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아이비클럽

협력업체

함께 만들기에 더 확실한 품질

아이비클럽은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공장과 30여 개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복의 질과 생산량에 자신있습니다.

(주)아이비클럽

(주)대원모방

소모,방모

계열사

직원 360명

(주)
제이케이어패럴

남자 자켓/생활복

봉제협력업체

직원 105명

남부섬유(주)

남자 와이셔츠

봉제협력업체

직원 75명

(주)대성섬유

체육복,생활복

봉제협력업체

직원 72명

동우어패럴

여자 치마

봉제협력업체

직원 90명

(주)동해플러스

남/여 니트

봉제협력업체

직원 100명

(주)태흥어패럴

여자 블라우스

봉제협력업체

직원 61명

(주)한남글로벌

남자 바지

봉제협력업체

직원 117명

태양어패럴

와이셔츠,블라우스

봉제협력업체

직원 55명

창대F&C

베스트,생활복

봉제협력업체

직원 40명

(주)예지패션

여자 자켓/블라우스

봉제협력업체

직원 115명

부자재 업체 외
16개 업체

안감, 단추, 심지 외

원/부자재협력업체

직원 118명

대한방직 외
5개 업체

타소재, 다이마루, 니트

원/부자재협력업체

직원 282명
유성어패럴

남/여 바지

봉제협력업체

직원 95명

눈으로 확인하는 추적서비스

아이비클럽만의 인증센터

고객의 안심을 위한 정보 제공

인증센터는 높은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아이비클럽만의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입니다.

제품 구입 후 생산이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 번호 입력 방법 ]

교복 안쪽 세탁라벨의 

생산연도 + 바코드번호를 붙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연도 + 바코드 번호 )  ex :19+NAA364MJ001

교복 안쪽 세탁라벨 생산연도
바코드 번호

1단계 대리점 수주 2단계 원단 공장 3단계 봉제 공장 4단계 대리점 입고

수주날짜 

2018.04.27

업체명 

(주)대원모방

업체명 (주) 제이케이어패럴

입고날짜 2018.06.07

생산완료일자 2018.07.23

입고날짜 2018.08.01

대리점명 안산점

연락처 031-407-3311

생산이력 결과보기

바코드 19NAA364MJ001 생산연도 2019년형 신제품 대리점 수주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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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은 언제나 학생과 함께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에서 돕겠습니다.

All바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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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의 노력

널리 이롭게 나누는 사회공헌

더불어 걸어가는 아이비클럽

아이비클럽 A/S

아이비클럽은 신체 성장 변화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성장변화에 따른 수선에 대해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8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의류 10,000pcs 기부

2017 - 아이비클럽 임직원 성남 연탄 기부

 - 은여울중학교 교복 기부

 - 대구 영화학교 교복 기부

2014 - 아프리카 '사랑의 학교' 건설

2013 - 베트남 응에 안, 타인 호아 지역에 교복 145,292pcs 지원

2012 - 베트남 다낭 지역에 교복 60,000pcs 지원

2009 - 굿네이버스 베트남을 통해 빈룽성, 하노이, 호찌민 다낭 지역에 교복 90,000pcs 지원

 - SBS 러브 FM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사랑의 교복’ 지원

 - KBS2 해피 FM 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

2008 - 김연아 선수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에게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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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 본부에 22억 원 상당의 학생복 80,000pcs 지원

2005 - 사랑의 열매 ‘소아암 환자 돕기’ 기금 전달

 -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동/하복과 2500만 원 상당의 문화티켓 기증

2004 -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5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사랑의 교복 17,000pcs 지원

 - 아이비클럽과 삼성전자가 수급자 가정, 장애가정 등 소년소녀 가장에게 사랑의 교복 기증

·소비자보호법의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 해 드립니다. 단, 봉제불량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무상 A/S는 학생들의 신체 성장 변화로 인한 늘림 수선에 한합니다.

·타사 제품 또는 물려 입기 제품은 무상 A/S에서 제외됩니다.

·��유상 A/S의 경우 고객님의 의사에 의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대리점의 수선 능력 범위와 수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 내에 비치된 A/S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즌 복종 무상서비스 항목(1년) 유상서비스 항목

동복

자켓 - 소매 늘림 수선 (성장에 따른 수선)

개인 취향 및 멋내기용,

완제품의 형태를 변형

시킬 우려가 있는 수선

자켓, 바지, 치마 - 밑단 수선 (성장에 따른 수선)

바지, 치마
- 허리, 기장 늘림 (성장에 따른 수선)

- 단추, 훅 등 의류 부자재 교체

하복 바지, 치마

- 밑단 수선 (성장에 따른 수선)

- 허리, 기장 늘림 (성장에 따른 수선)

- 단추, 훅 등 의류 부자재 교체

2017 -  대구 영화학교 교복 기부

 - 한국자원봉사센타협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의류 전달식’

 - 아이비클럽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

2014 아프리카 '사랑의 학교' 건설

2013 베트남 응에안, 타인호아지역에 교복 145,292pcs 지원

2012 베트남 다낭지역에 교복 60,000pc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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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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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이롭게 나누는 사회공헌

2017 -  대구 영화학교 교복 기부

 - 한국자원봉사센타협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의류 전달식’

 - 아이비클럽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

2014 아프리카 '사랑의 학교' 건설

2013 베트남 응에안, 타인호아지역에 교복 145,292pcs 지원

2012 베트남 다낭지역에 교복 60,000pc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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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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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이롭게 나누는 사회공헌



아이비클럽 대리점 현황

  39 All바른 동행  38All바른 동행

서울

은마상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상가 A블록 232호 02)561-6695

강동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94 2층 02)481-3708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78-11 2층 02)2696-0556

관악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31-1 관악프라자 2층 02)882-5754

광진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54 02)2201-7187

중곡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1-1번지 02)444-3970

구로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0-40 1F 02)2688-1199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904-6 서우빌딩 2층 02)808-6767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7동 인천빌딩 2층 02)930-8676~7

도봉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88-127 2F 02)900-6001

동대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0-2 1층 02)966-6722

동작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0-5 02)823-1318

서대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51-2 02)373-9490

방배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95-23번지 02)537-6761~2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9-24 반포쇼핑 8동 1층 02)537-6695~6

성북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35-22 2층 201호 02)744-5950~1

송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4-5 2층

양천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95-2 2층 02)2695-5080

신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2-80 2층 02)844-1318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3-19 그린빌파크 103호 02)779-4605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15 2F 02)356-1318

중랑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571-2 월드프라자 201호
02)2207-2640, 
02)494-5193

부산

금정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90-3 1F 051)900-6464

신부곡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57-24 051)515-1829

기장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406-12 051)724-2111

대연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58-4 1F 051)639-0222

수정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49-8 051)468-8889~90

명장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9-63 051)526-1671

사직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77-8 051)506-0523

신만덕점(덕천분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921-14번지 051)331-4155

구포점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29-1 051)335-8802

화명점(덕천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2268-1 위너스빌딩 202호 051)341-1467

괴정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493-25 051)293-2473

대신점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40-23 051)246-8001

연산점(양정분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92 연산 오성빌라맨션 다 112호 051)851-9963

영도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4가 125-6 051)414-9001

정관점(기장분점) 부산광역시 정관면 용수리 636-9 051)727-0040

개금점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3동 208-21 051)897-0828, 7877

양정점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369-12 051)864-9966

전포점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357-59 051)808-8801

반여점(명장분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632번지 프레스센타상가 126호 051)781-5594

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8-6 13/2 051)742-1116

신시가지점(해운대분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동신상가 104 051)701-8301

대구

대명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40-13 053)625-6695

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397-6 053)642-8871

달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95-31 아이비빌딩 1층 053)626-0015

성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125 053)585-7677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영남네오빌상가 108,109호 053)982-2700

복현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289-3 053)383-2266

칠곡점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89 053)322-8015

비산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228-3 053)571-7706

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49-4 053)741-6337

시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41-8 053)794-1318

수성시장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62-1 053)756-9888

지산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157-27 053)784-6777

인천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91-4 032)934 4641

부평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66 032)544-9955

인천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884-1 1층 032)467-1292

부평1호점(부평점분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4-7 032)556-0900

서구점(부평점 분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6-3 032)565-8622

광주

첨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7-2 062)974-3688

신하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31-10 062)956-4878

봉선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041-6 062)653-4150

문흥점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53-10 062)262-2323

일곡점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762번지 대웅아파트상가 103호 062)262-6633

서방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356-2 062)512-5115

운암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4(출고지) 062)527-8308

금호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48-17 062)371-2107

대전

신탄진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17-24 1층 042)935-3191

대덕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79-2 2층 042)628-6935

대동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50-1 042)284-0566

내동점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1-9번지 042)528-1378

도마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4 앤젤크리닉 103호 042)582-2285

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176 042)487-1378

관평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71 042)934-3191

대전유성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39-3 042)822-2555

울산

울산무거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86-1 052)249-2626

울산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7-18 052)260-1966

울산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0-7 052)236-7788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191 052)211-6679

세종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65 라온프라이빗시티 1동 204호 044)862-2388

조치원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25-6 044)862-2387

경기

가평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40-9 2층 031)582-7901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5-3,4 동양트레벨Ⅱ 2층 207호 031)973-2267

백석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902 대우로얄마트 동관1층 031)902-1702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7 동부썬프라자 1-1203 031)918-1701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1 벽산상가 2층 02)3678-0300

광명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32번지 02)2625-2545

광주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2-7 2층 031)765-5547

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16-1 2층 031)555-5666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4 유공프라자 2층 031)399-0300

김포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164 031)997-4641

호평내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11-6 가남빌딩 201호 031)593-1314

마석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7-5 1층 031)594-1314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1-1 무광오피스 3층 032)321-8781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79-1 그랜드프라자 103 031)719-4334

성남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506 031)751-6234

동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3 031)216-2220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10-2 031)245-3067

수원남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93 031)248-7660

시흥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5-3 11/5 031)315-8831

중앙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 안산종합상가3동 203호 031)410-6100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810번지 031)407-3311

선부점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76-6 서림빌딩 201호 031)475-5500

원곡점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64-16 031)494-7002

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연지동 97 031)672-0704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금강벤처빌딩 305호 031)384-0300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97번지 2층 031)444-0300

양주점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50-212번지 지하1층 031)859-5555

양평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75-1 031)773-2700

여주점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108-4 031)886-1318

신갈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1 031)286-2110

수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5-4 031)263-0877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369 대흥빌딩 111 031)323-5191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48-1 031)842-1030

이천점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70-10 031)633-1171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0-3, 50-39 031)944-4089

문산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1-47 2층 031)952-3445

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82-1 031)947-4087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31-2 11/3 031)657-2288

송탄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52-11 031)667-7288

포천송우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52-8 031)544-3236

포천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3-35 031)534-1636

경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5-5 031)794-8321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1-9 금정프라자 2층 031)613-6292

화성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78-2 031)222-3522

향남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6-5 031)352-3400

강원도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8-2 033)648-9101

동해점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39-7 033)532-9449

삼척점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5-1 033)575-6118

속초점 강원도 속초시 교동 482-142 상가 2 033)635-9955

영월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5-33 3/3 033)374-2881

원주점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80-23 033)764-6611

철원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79-1 033)455-7996

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67-5 033)257-7912

태백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1-2 033)553-5155

충북

금왕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43-3 043)877-4588

제천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11번지 043)647-8818

진천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 8길 2 043)532-1318

청주남문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65-1 043)250-3359

서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94 043)237-3352

충주점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132번지 2층 043)845-4903

충남

계룡대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리 182-6 042)841-3365

공주점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40 041)853-0311

논산점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565-19 041)733-1617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1동 중앙2로 17-25번지 041)355-5949

대천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5-9. 2층 041)933-7142

부여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6-2 041)833-1617

서산점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81-1번지 041)667-2300

온양점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53-15 041)531-0855

예산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77 2층 041)332-6987

천안역전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03-3 041)568-8193

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211-1 1층 041)574-4411

청양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75-17 041)943-3944

태안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83-4번지 041)674-1318, 3074

홍성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5-12 2F 041)633-6464

전북

고창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194-5 063)563-2003

군산점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10-6번지 063)445-6667

김제점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205-8 063)546-5454

익산점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1가 53-7 063)855-7379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1-3(출고지) 063)275-4343

효자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86-3 063)221-1318

정읍점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334-3 063)532-7780

전남

고흥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79-4 061)834-0085

곡성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33-22번지 061)363-3211

광양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82-3 061)763-6282

동광양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93-5 061)792-4212

나주점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219-18 061)334-5984

목포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 2동 960-340 061)276-4777

벌교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8-1 061)858-0606

순천점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8-6 061)743-3141

여수점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62번지(출고지) 061)663-6363

여천점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8-2 061)681-6633

영광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12-7 061)353-9469

완도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19-1 061)554-9202

화순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1-3 061)375-1122

경북

경산점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50-12 053)813-4401

경주점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03-53 054)772-2997

구미점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296-8번지 3호 054)452-3320

김천점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64-87 054)432-2432

문경점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78-12 054)554-1112

상주점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4-25 054)533-8246

안동점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29-1 054)856-3900

영주점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41-22 054)634-4832

왜관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98-1 로얄아파트상가 A동 2-2호 054)974-1669

포항효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253-129 054)283-4307

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천동 24-10 054)231-1883

경남

고현점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178 055)633-4479

옥포점(고현분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36-11 055)688-1485

거창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0-4 055)943-5001

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268-2 055)322-4800, 2244

장유점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161-12 넥스코아 상가 201호 055)313-7730

진영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15-10 101호 055)343-9905

남해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52-2 055)863-0630

밀양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515-46 055)353-9111

덕계점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29-2, 102호 055)364-8860

양산점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488-12 055)372-2525

진주점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193 055)745-9033

마산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20-7 055)242-6030

중리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36, 상가-106 055)293-4004

상남점(창원분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원주상가 2133호 055)262-7878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87-4 055)266-6630

진해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31-4 055)542-0748

통영점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163-37 055)646-0100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789-4 064)756-4828



아이비클럽은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학생복을 입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을 위한 바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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