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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friendly design expressed in Korean fashion. Environment-friendly design can be categorized 
into choice of material, extention of products life cycle, and recycling design.

In this study, Korean fashion designers can be found having the conciousness of environment 
for fashion design since 1990.

First, in choice of material, the designers used Natural fibers which are cotton, linen, wool, 
and etc, and used natural dyes. Some of the designers have moved from using real fur to using 
fake fur for animal welfare. But fake furs produced from synthetic or regenerated fibers ha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textile production processes. Some of the designers used 
fake leather made from the skins of an edible fish which are otherwise going to waste.

Secondly, Design for extension of products life cycle can economize the resources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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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or extension of products life cycle are classified into reversible clothing, many function 
clothing, modular style, patina clothing, simple style, and layerd look.

Finally, recycling design are classified into recycling of daily necessaries and expression 
techniques of recycling design which are designer's works used patchwork, mash techniques, 
and handmade of knits or buttonhole stitch.

I.서 론

1990년대 디자인의 가치와 발전의 방향으로 인 

도하는 중요한 흐름으로써 환경문제를 우선적으 

로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새로운 사회 운 

동의 일환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그 

린'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정치, 경저】, 그리고 사 

회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대표되어 왔 

다.

디자인계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의 재료 

와 생산 과정을 고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그 

린 디자인，또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일반적 용 

어를 사용하여 그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최근 환 

경문제를 고려한 디자인의 방향은 '생태적으로 

균형된' 방법이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이것 

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걸 

쳐 발생되는 에너지 소비, 재활용도, 오염도, 폐 

기문제 둥의 총체적 개념에서 재료와 생산 방법 

을 평가하고 이를 디자인 문제 해결의 초기 단계 

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즉, 환경 이라는 광의의 복잡한 문 

제를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그린 디자인의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그 원리들을 미래의 디자인과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로서 연구하고 실현 

하려는 것이다.

패션 분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 

슈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말에는 패션 

테마로 에콜로지가 둥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내 의류학 분야에 

서도 환경테마와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가 행해지 

고 있다.

김 L2) 둥은 환경 친화적 인 복식디 자인과 섬 유제 

품을 제안하였으며, 한"과 정叫은 현대 복식에 표 

현된 에콜로지 이미지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 

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재활용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환경디자 

인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복식에 반영된 환경디 

자인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며, 경제적 

인 패션테마로 패치워크를 이용한 의상디자인贸 

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복식보다는 외국 복식의 사례가 

대부분이 었고, 복식에 반영된 환경 이나 에콜로지 

이미지 차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환 

경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고찰함 

으로써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세계 무 

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 

로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과 기본요소 그리고 패션에서의 환 

경친화적 디자인의 발생배경을 살펴보았고, 실증 

적 분석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디자이너들 

의 그룹 컬렉션 발표집, 국제 미술 의상전, 패션 

잡지 둥에 실린 작품 중에서 환경친화적 디자인 

이라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소재선정, 제품수명의 

연장, 재활용 디자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 

을 분석 고찰하였다.

1) 김문숙, 최나영,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Vol. 6, No. 1, 1998.
2) 김문숙, 녹색규범과 미래 복식디자인의 방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楫1・ 5, No. 1, 1997.
3) 한소원,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 정연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Vol. 30, 1996.
5) 김윤회,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6) 황지연, 패치워크 기법을 웅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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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디자인

1.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

'환경친화'라는 용어는 90년대 들어서 돌연 사 

회를 시끄럽게한 단어이지만 '정말로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뜻밖에도 막연히 환경 

에 대한 이미지를 표방하는 단어로 거론되어지고 

있다. 종종 '그린，, '에콜로지', '내츄럴' 둥의 단어 

로 흔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현재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으로 더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다.”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 역시 그 출발은 자 

생적이라기 보다는 디자인 주변과의 연계적 성격 

이 매우 짙으며, 따라서 총체적인 연결고리의 한 

정점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30년전 빅터 

파파넥의 생태학적 디자인 연구이래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연구발전은 매우 답보적인 상태로 머물 

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인간 생존의 지 

속성 측면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품의 포장과 재료의 재생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이와 같은 지난 10년간의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초기적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기본요소

환경문제에 대해 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일본 기술 평론가로서 폭넓은 활동 

을 하고 있는 모리다니 마사노리씨는 "기 업은 제 

품개발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그 쓰임과 폐기 

단계까지를 고려해야 하며, 환경문제를 기업에게 

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연구해야만 한 

다”9＞고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ICSID의 회장인 

，안티 뉴메스니에미，는 환경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자고 제안하였고,도로시 맥켄지 

는 "그린 디자인은 디자인 주류에서 파생된 부속 

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생산 

성, 기능, 미학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통합적 

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m라고 하였다.

와코(和光)대학의 다케하라 아키코 교수는 앞 

으로는 디자이너가 3R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3R 운동이란 감소(reduce), 재사 

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3R에 재생(regeneration)이 추가된 

4R, 4R에 재충전 (refill) 이 추가된 5R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한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产)

오스트리 아의 공업 디 자이 너 인 Victor Papa- 
nek은 디자인 과정에서의 재료 선택, 대량생산과 

정, 제품의 포장, 완성된 제품, 제품의 운송, 쓰레 

기 문제 둥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 
라고 주장하였다. Burall은 제품 디자이너는 자 

신이 디자인하는 제품에 대하여 “요람에서 무덤 

까지” 즉,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정과 제품의 사 

용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 피 

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 

져야 한다.”s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디자인총회 (American Design Co- 
uncil)는 1992년 120,000명의 디자이너들에게 다 

음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원리'를 준수해 줄 

것을 공포하였다. 첫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 셋째, 자연 

자원을 새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 

째, 내구성, 보수, 유지,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제 품의 구매 와 사용을 이 런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 자 

원을 선택하고 생산과 조작의 경우에도 에너지를

7) 홍사윤, 환경친화적 가전제품 디자인을 위한 실천방안과 프로세스의 제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 52, 1996.
8) 조영식, 디자인 개발과정에서의 green design 요인, 1995.
9) “What can design do for ecology?", Japan'. Axis World Design Journal 43, 1992, pp. 33-34.

10) Design News, vol 212, JIDPO, 1990, p. 9.
11) Doro 난Mackenzie, Louise Moss, Julia Engelhards, Green Design： Design for the Environment, U.S.A: 

Laurence King, 1991, p. 20.
12) 존 파일, 박대순 • 이재국 譯, 현대 디자인 사조, 창미, 1985, p. 161.
13) Victor Papanek, The Green Imperative, Thames and Hudson, 1995, pp. 29-32.
14) Burall, P., Green design, London: The Design Counci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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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는 방법을 채용한다•⑸ 또한 파리에서 열 

린 ICSID Professional Promotion & Educa
tion Meeting에서는 각 나라에서 모인 디자이너 

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토론하 

였다. 첫째, 디자이너는 디자인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에너지와 자 

원을 보존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보존 측면에서 

전제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모듈을 변형시킴으 

로써 제품을 최신화 해야 한다. 셋째, 부족한 자 

원을 재생하기 위해 소비자는 물론 정부, 디자이 

너 및 제조업자는 더욱 노력하여 낡은 제품의 부 

속품을 가려내어 재활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관 

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석우는 그린 

디자인의 형식을 Disassembly Design, Recycl
ing Design, Recase Design, Refill Design, Re
charge Design, Regeneration Design, Reduc
tion Design"）으로 나누었으며, 권은숙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을 

위한 디자인,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분해를 위한 디자인, 캐스 

캐이딩을 위한 디자인 둥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한

천연자원의 성산성 유지

향상을 추구 Rechargeable 저!풓）

・ 과대호창 및 공해 방지 

（Refuse 발생의 억제 ） 
•산업펴！기믈의 최소화 

（Recycling이 효과）

〈그림 1> 그린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개발 및 평가의 연구범위如를 구분하였 

다. 여훈구는 그린 디자인을 사회 • 생태학적 밸 

런스와 인간 복지의 지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 

며 그린디자인 시스템询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 

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제품 디자인의 

방향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친화 

적 디자인의 요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이너와 제조업자는 환경친 

화적인 제품의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제품 

을 다시 만드는 비용이나 쓰레기 둥을 줄이기 위 

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셋째, 재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넷째, 최소한 

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소각하거나 매 립할 

때 자연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 

가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제품이 운반, 판매되 

도록 제품을 제대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생태학 

적 측면과 제품의 운반시에도 다량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공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디자이너는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m. 패션에서의 환경친화적 디자인 
발생배경

디자인은 쓸모있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 

는 기능적인 면,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름 

답게 보여야 하는 심미적인 측면, 그리고 자본주 

의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 

는 경제적인 문제 둥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런 

데 성장 일변도의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중반을 

넘어선 오늘날에는 제시한 기능과 디자인, 가격 

외에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항목으 

로 '환경'이라는 저】4의 변수가 대두되었다. 그리 

고 패션분야에서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패션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은 1960년대 히 

피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반전과

15） Design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Innovation Special, 1992, p. 3.
16） June Frazer, 환경과 디자인: 환경정책, 산업디자인 118, vol. 22, 1991, p. 23.
17） 한석우, 환경보전 및 그린 디자인에서의 산업디자이너의 역할, 산업디자인 133, 1994, p. 28.
18） 권은숙, 그린 소비주의가 그린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산업디자인 통권 140, 1995, p. 83.
19） 여훈구, 그린 디자인을 위한 굿디자이너로서의 역할, 산업디자인 132, 199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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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외치며 기계문명에 대한 거부로 수공업적 

인 것을 추구하고, 자연과 대지로 돌아가자고 표 

방하고 나서면서 부터이다. 히피들은 낡아서 헤 

어졌거나 일부러 찢어 입은 것으로부터 당시 유 

행했던 벨보텀 팬츠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에 

징, 패치워크와 같은 자수, 페인팅 둥의 장식을 

더 한 개 성있는 청 바지를 입 었고중고시 장의 

군수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군복이나 

오래 입은 옷에서 느낄 수 있는 낡은 듯한 옷을 

착용함으로써 유행을 조롱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것, 수공예적인 것 둥 대지에 뿌리를 내 

리는 생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겨났으며, 공 

업문명과 환경오염을 낳게한 공장에 대한 거부로 

단순한 기술이 다시 시도되어졌다.泌 따라서 자 

수, 손뜨개 둥 수작업을 부활시키고 자연섬유와 

천연염료를 선호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60년대말의 히피룩은 70년대말 반항적인 이미 

지와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코디네이트시킨 펑크 

룩으로 이어졌다. Punks는 아프리카인들의 몸치 

장을 동경하여 모히칸 헤어스타일과 바디 페인팅 

을 하였고, 무산계급의 상징 인 남루한 옷차림 즉, 

중고가게에서 1940년대의 의복을 구입하거나 떨 

어진 옷을 패치워크20 21 22)하였으며, 주로 금속단추와 

지퍼가 많이 달린 검정 가죽재킷과 청바지를 착 

용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옷을 찢거나 더럽혀진 

옷을 밖으로 꺼내어 고정시켜 입었다. 그리고 핀, 

플라스틱 옷걸이못, 텔레비젼의 부품들, 면도날 

둥 사소하고 하찮은 물품들이 펑크패션이란 범위 

내에서 둥장23 24〉했으며, 또한 저가품이면서 유용가 

치가 없는 것들을 디자인에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미의식에 충격을 주었고, 추한 것, 일상생활의 하 

찮은 것들에게서 새로운 미를 발견하도록 하였 

다. 펑크는 그들의 내적 갈등과 사회문제 즉, 기 

아, 핵무기 사용의 저지, 환경오염, 물질 만능의 

저주 둥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20) 서유리, 조규화,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9, No. 2, 1995, p. 281.
21) 마르끄 알랭 • 데깡, 이연숙 譯, 유행심리, 동국출판사, 1993, p. 157.
22)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p. 82.
23) Hebdige, Dick,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1979, p. 107.
24) 마르끄 알랭 • 데깡, 이 연숙(譯), opt. ci* p. 157.
25) 염혜정,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78.
26) 서유리, 조규화, opt- cit., p. 286.

이러한 패션경향은 소비사회 즉, 탈산업적 문 

명의 필연적 산물인 낭비에 대한 거부이며 진정 

한 의복에 대한 욕구이다. 다시말해 번잡스럽게 

자주 바뀌며 끊임없이 대중을 기만하는 유행에 

대한 반대로써 의복을 통해 자기개성을 표현하려 

는 욕구이다. 또한 이것은 광고와 대중매체로써 

상업과 공업에 이익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 

행되는 위선적인 복장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24)

80년대 말에 이르러 심각한 환경문제를 계기로 

에콜로지가 패션테마로 등장하였다. 에콜로지 패 

션은 인공적 행위에 의해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히피 패션과 같은 배경을 지 

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패션경향은 이제 패션이 

단지 자기표현의 수단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 

회적 메시지를 포함하게된 시대임을 의미하여 주 

는것이다.25 26,

이러한 패션은 자연스러운 멋을 부가시키기 위 

해 천연섬유를 선택하고 특호】, 천연염료로 염색 

된 소재를 사용하여 소박함과 편안한 착용감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1990년대는 경기불황과 패션산업 침체의 악재 

속에서 의복의 기존관념에 대한 반발과 자연으로 

의 회귀를 상징하며, 히피 패션을 새로운 감각으 

로 재현시킨 네오히피가 등장하였다. 또한 냉소 

적이고 실용적인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반영한 

그런지- 패션이 선보여 히피의 독특한 이미지와 

레 이 어드 룩을 계승하였다严＞

이것음 과거에 유행했던 옷을 현대 감각에 맞 

게 소화해 입음으로써 단지 유행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절약과 에너지 절약, 그 

리고 재활용 운동에 참여한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패션에서의 환경친화적 디자 

인의 발생배경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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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친화적 패션디자인의 발생배경

구 분
대표적인 환경 

친화 패션 경향
패션의 발생 개념 복식 특성

1960년대

히피

Grungy look, 
Ethnic look, 
Layered look 
Second hand style

자유와 사랑, 평화（반전 

운동）, 자연으로 회귀, 환 

경문제, 기계문명에 대한 

거부, 기성사회의 법규, 

관습에 반발

낡아서 헤어졌거나 일부러 찢어 입은 

진에 징, 패치워크와 같은 자수, 페 

인팅하여 입음.

자수, 손뜨게 등 수작업의 부활

넝마와 같은 패션 창조

동양풍, 민속풍

1970년대

펑크

African look
Layered look
Beggarman look
Hungry look
Thrift shop look
Second hand style

기아, 핵무기 사용의 저 

지, 환경오염, 물질만능 

의 저주

남루한 옷차림

떨어진 옷을 패치워크한 차림

헤어진 블루진

누더기 복장

생활용품을 의상에 매치

지그재그형 프린지 스타일

1980년대

에콜로지

Ethnic look
Eco-look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생태환경, 자연환경보호,

자연으로의 회귀

천연섬유의 선택

천연염료로 염색된 소재 사용 

소박함과 편안한 착용감 

핸드메 이드 느낌 의 수예 

패치워크, 손뜨개니트 

민속풍

1990년대

네오히피

Hippie look
Layered look
Grunge look

의복의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발

자연으로의 희귀

다양한 길이의 옷을 걸쳐 입는 레이어 

드룩

과거에 유행했던 옷을 현대감각에 맞 

게 입음

IV. 패션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

II장에서 살펴본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기본 요 

소에 따라 패션에 반영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이것을 바탕으 

로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을 소재 선정, 제품 수명의 연장, 

재활용 디자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소재 선정

환경 보호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 이 높아짐 에 따 

라, 환경친화적인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레이온이나 나일 

론 둥 합성섬유의 개발은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합성 섬 유는 제 조과정 에 서 발생 하는 아산화질 소 

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 

경오염 에 대 한 문제가 대두되 기 시작하면서 소비 

자들은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소재에 더 많은 관 

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천연섬유인 면도 20 
단계 이상의 생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수 

질오염과 공기오염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화학비 

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후 손으로 

수확한 면섬유에 중금속이 섞이지 않은 염료로 

염색을 한 덴마크의 그린코튼이나, 비료나 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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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션에 반영된 환경친화적 디자인 특성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기본요소

패션에 반영된 환경친화적 

디자인 특성
패션경향 대표적 디자이너

소재 선정

천연섬유 :그린코튼, 삼베, 모시 둥

합성섬유:환경친화적 공정으로 생

산된 섬유 （예 : 텐셀）

인조섬유: 인조모피, 인조피혁, 식용

어류의 껍질로 대체

기 타: 니트류, 천연염료의 사용

히피룩 

에코룩

김회진 :무명, 광목, 종이 인조모피 

루비나 : 니트, 인조가죽

이상봉 : 천연식물소재, 인조가죽

이신우: 삼버】, 모시, 옥양목, 니트 인

조모피, 닥지, 창호지

지춘희: 마, 면, 모 둥천연소재

제품수명의 

연장

양면 겸용 옷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스타 

일이나 단순한 실루엣

다기능 의류（한 벌의 옷으로 여러 벌 

의 옷 효과）

모듈러 스타일

파티나 효과를 이용한 옷（예: 스톤 

워시드 진）

조각천으로 패치워크된 키치풍

레이어드룩 

키치풍 

뉴히피 룩

오은환: 리버시블

이신우: 단순한 실루엣 

장광효: 레이어드 룩 

한혜자: 레이어드 룩

재활용 

디자인

고쳐 입기

폐품화된 생활용품의 재활용

조각천으로 패치워크

매쉬기법

올풀기 및 프린지 스타일

블랭킷 스티치, 아플리케 등 핸드메 

이드기 법

니트의류의 재사용

레이어드 룩 

그런지 룩 

펑크룩 

beggarman 
look 
프린지 

스타일

김철웅:패치워크 기법, 스프링, 부 

직포, 비닐

루비나:패치워크, 블랭킷 스티치, 비 

닐과 니트, 그물과 알루미늄

설윤형 :패치워크, 매쉬기법,

아플리 케

진태옥:패치워크, 매쉬기법, 비닐

제 없이 남미에서 재배된 유기면인 독일의 오코 

텍스 둥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표백이나 염색 공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삼베, 독성이 강한 화학염료 대신 천연 

염료를 사용하거나 다시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니트제품의 사용, 합성섬유라도 환경 친화적 공정 

으로 생산된 텐셀 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자연보호와 동물 애호사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피 산업은 퇴조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모피 사용을 반대하는 모임에 의해 인 

조모피가 천연모피 대용으로 사용되거나 천연모 

피를 트리밍으로만 사용하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합성섬유나 재생섬유로 인조모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함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산공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북미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도마뱀이 

나 거북껍질 대체용으로 대구, 메기, 그리고 베도 

라치 같은 식용 생선에서 부산물로 얻게 되는 껍 

질을 사용하고 있다. 메기는 부드럽고 무두질한 

양가죽과 비슷한 느낌을 주며, 대구는 윤기와 광 

채가 있어 도마뱀 껍질과 비슷하다. 이것으로 만 

든 가죽제품은 질기고 잘 바래지 않으며 재단과 

재봉이 용이하다.27,

27)Dorothy Mackenzie, Louise Moss, Julia Engelhards, op. 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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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간 멋, 1991, 6, p. 182, 배용）

〈그림 3>
（'91-'92F/WSFA, 김희진）

이러한 식품의 부산물로 생기는 물고기 가죽을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어나 뱀을 잡지 않 

아도 되고,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 이라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예로 국내 패션에 

서는 가공되지 않은 생지색의 독특한 느낌의 무 

명올 소재로 사용하여 복식을 발표한 이영희와 

홍미화 등의 작품이 있으며, '91 S/S 서울 컬렉 

션에서 박혜숙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실 

루엣과 천연소재 모시를 사용하여 세계 유행 경 

향인 에콜로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그 

림 2〉는 배용의 작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굵은 마 

로 짠 옷으로 올의 풀림과 생마의 색감을 통해 자 

연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3〉은 김희진의 

작품으로 자연소재 인 종이를 꼬아 만든 베스트이 

다.〈그림 4〉는 이신우의 작품으로 삼베나 모시 

등의 자연소재를 직접 손으로 짜는 직조방법을 

택하여 자연의 질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95 S/S SFAA에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표현 

하고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과 천연소재 

를 위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제 

21회 중앙디자인 그룹 추동 컬렉션의 공통된 테 

마는 에콜로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디자이 

너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하여 주목올 끌었다. 그 

중 이상봉은 인조가죽（그림 5）올 사용하여 적절 

한 매치로 변화를 추구한 작품을 발표하였고, '98 
S/S 서울 컬렉션에서는 천연식물 소재의 뷔스 

티에를 사용하였다. '91-'92 F/WSFA어서 이신 

우는 투박하고 포근한 질감의 인조모피와 두꺼운 

실의 니트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짠 후드가 달 

린 롱스웨터를 선보였다. 오은환은 리버시블 소 

재를 사용하거나 인조밍크（그림 6）를 사용하여 

다양한 길이의 코트를 선보였다. '98 S/S 서울 

컬렉션에서 박윤수는 핸드 니트 수영복（그림 7） 
을 발표하여 기존의 관념올 깨뜨렸고, 니트 디자 

이너 정미경은 핸드 니트 원피스（그림 8）를 선보 

여 도시여성을 위한 기능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올 

제안했다.

이러한 자연소재와 천연소재의 사용은 폐기되 

어도 분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환경에 크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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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91S/SSFA, 이신우）

〈그림 5>
（월간 멋, 1990, 7, 이상봉）

를 주지 않으며, 인조피혁과 인조모피의 사용은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줄일 수 

있고, 니트소재는 다시 풀어 재사용할 수 있으므 

로 경제적이며 핸드 니트는 공업제품처럼 환경오 

염을 야기시키지 않으므로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융통성 있고 

적응성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면 겸용 옷은 융통성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다.2 28® 리버시블은 양면을 사용하여 한 벌의 옷으 

로 두 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오은환은 리버 

시블 소재의 한 면을 화화적 패턴으로 커팅한 코 

트 （그림 9）를 선보였다.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단순한 실루엣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오래 

입을 수 있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한 벌의 옷 

으로 여러 벌의 옷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기능 

의복은 구체적으로 소매를 떼거나 붙여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 긴 바지와 반바지로 길이를 조절 

할 수 있는 디자인, 칼라를 붙이거나 떼고 입올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 바지, 스커트, 반소매 티 

셔츠, 가디건이 한 조를 이루어 다양하게 조합시 

킬 수 있는 모듈러 스타일29）도 등장하였는데 이 

것은 레이어드 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한혜

2. 제품수명의 연장

패션산업은 필요와 요구 사이의 상관관계 없이 

그저 낭비와 그 물량 때문에 번창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 소비 

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신제품과 유행의 창조로 

인해 사람들이 옷을 입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외 

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복이 환경 친화는 차치하고 인간과도 친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행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래 입 

을 수 있는 옷올 디자인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

28） Dorothy Mackenzie, Louise Moss, Julia Engelhards, op. cit., p. 142.
29） 김용숙, 의류제품 전과정 관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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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92F/WSFA, 오은환）

（BAZAAR 한국판,

1998, No. 18, p. 37, 박윤수）

자의 작품인〈그림 10〉은 한지 효과를 낸 노방 스 

커트와 블라우스 재킷의 레이어드 룩을 선보였는 

데 노방이 겹치지면서 생기는 색의 어우러짐이 

독특했다. 이외에도 장광효는 '92 F/W SFA 작 

품에서 블라우스와 재킷을 레이어드 효과를 노려 

코디네이트 시켰다.

양면 겸용이나 다기능, 그리고 모듈러 스타일 

등의 의복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 경제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제품의 수명 

을 고려해야만 하고 소재는 처음 세탁 후 모양이 

나 색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고색（古色）을 띠게 하는 파티나 효과를 이용한 

스톤워시드 진이나 가죽자켓 같은 경우 입은 흔 

적이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30,〈그림 11〉은 오은 

환의 의상으로 치자, 소목, 산수유, 청대 등의 동 

양적인 자연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것으로 오랫 

동안 입혀져온 바랜듯한 혼적을 표현하였다. 이 

러한 낡고 퇴색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탈색 및 염

30） 퀸터 호른트리히, 환경과 디자인, 산업디자인 113, Vol. 21, 1990, p. 46.

〈그림 8>
（BAZAAR 한국판

1998, No. 18, p. 45,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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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91-'92F/WSFA, 오은환）

색이 이용되어지고 있는더〕, 탈색과 염색시 환경 

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생산공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파티나 효과를 이용한 의상의 유행 

은 장농 속에 있던 낡거나 닳은 기존의 의상들을 

다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적합한 디자인올 하고, 지금 

까지 의도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해온 제품수명의 

단기화를 지 양하는 둥 적극적 인 노력을 기 울여 야 

할것이다.

3. 재활용 디자인

재 활용에는 제 품올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거 

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가치재 

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방법, 제품을 일부 다 

시 사용하는 '재이용'방법, 그리고 가공 처리를 

거쳐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서 활용하는 '재생'방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M

31） 월간폐기물, p. 23, 1993. 5.

—325 —

〈그림 10>
（'91 S/SSFA, 한혜자）

〈그림 11>
（ELLE 한국판

1995, No. 4, p. 50, 오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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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제 미술의상전, 

1995, p. 40, 박윤수）

〈그림 13>
（국제 미술의상전, 

1995, p. 42, 박항치）

재활용 의상에는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서 입 

거나, 폐품화된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거나, 다시 

풀러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니트 의류 등이 있으며, 

폐품에서 얻은 조각천을 이어 만든 패치워크 기 

법을 이용한 의상으로 키치풍을 반영하거나 그런 

지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치 오래 입 

거나 자주 빨아서 낡아 보이는 천으로 만든 의상 

을 다른 스타일과 혼합하여 레이어링시켜 착용하 

거나 무릎이 닳고 닳아서 구멍난 바지, 실올이 풀 

려 헤어진 옷 둥의 걸인 스타일도 재활용 의상으 

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재활용 의상을 폐품화된 

생활용품의 재활용과 표현기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① 폐품화된 생활용품의 재활용

현대복식에서는 직물 이외에 피혁, 종이,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금속판 둥의 다양한 소재를 도 

입하여 소재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러한 시도 

는 지금까지의 소재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탈 

피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패션디자인의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창조적 계기가 되었다. 못쓰게 된 폐 

기물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드는 정크아트의 

영향으로, 1970년에 이미 쓸모없는 폐기된 소재 

를 의상에 도입한 시도가 있었다.

패션분야에서는 예술의 한 장르인 정크아트의 

영향과 1970년대 펑크패션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 

고방식으로는 예기치 못하는 물건, 실생활에 쓰 

이는 하찮은 것들 즉, 안전핀이나 자물쇠, 쇠사 

슬, 면도기 둥이 의상에 도입되어 장식적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미의식을 파괴하고, 재 

료의 한계를 극복함과 함께 새롭고 신선한 재료 

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아가려는 이러한 흐름은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32）

32） 장경희, Recycling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57.

〈그림 12〉는 박윤수의 작품으로 오래 되 어 유행 

이 지난 넥타이를 재활용하여 매쉬기법으로 엮어 

서 만든 원피스이다. 이신우도 '92F/W 서울 컬 

렉션에서 넥타이를 펼쳐서 연결한 타이 드레스를 

선보였다. '95 광주비엔날레 국제 미술의상전에 

서 오은환은 노방 안에 동전을 넣어 장식한 재미 

있는 의상을 선보였고,〈그림 13〉은 박항치가 지 

퍼를 재활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아이디어가 돋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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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 16>
（'91-'92F/WSFA, 김철웅）（'92F/WSFA, 한혜자）

〈그림 15>
（'93S/SSFA, 박윤수）

〈그림 17>
（'92F/WSFA, 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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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W 서울 컬렉션에서 한혜자는 문명의 도 

약과 함께 다가오는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인간 

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아름다움과 연결지어 

새롭게 표현하려 하였다.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광물질에 따사로운 색과 생명을 주고, 

알루미늄이나 비 닐파이프를 이용해 아트적이면 

서 미래 감각의 모드를 연출했다. 비닐파이프를 

평직으로 엮어 연출한 칼라풀한 원피스（그림 14） 
와 알루미늄 조각을 얇은 노방과 매치시킨 작품 

은 다른 소재의 매치라는 세계적인 트랜드와 걸 

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윤수는 은 

색 스팡클을 이용한 수영복（그림 15） 위에 팩킹 

용 비닐을 입히고, 비닐 코트 속에 버려진 헌잡지 

를 구겨 넣어 시드루 효과를 낸 의상을 발표하였 

고,〈그림 16〉은 김철웅이 스프링을 엮어서 짠 베 

스트이고,〈그림 17〉은 임태영의 작품으로 투명 

비닐 안에 구슬을 넣은 조끼이다.〈그림 18〉은 김 

동순의 작품으로 비닐과 레이스 둥이 조각조각 

연결된 재킷, 팬츠, 스커트 둥은 재활용 감각을 

한껏 살린 재미 있는 시도였다. 이신우는 창호지 

를 재활용하여 원피스로 만들었으며, 코튼 네트 

를 이용하여 만든 원피스（그림 19）는 한국적이면 

서도 아름다운 작품이 었고, 모시원피스와 오건디 

스커트의 레이어드 룩, 비닐 레이스 오건디 둥에 

의한 트랜스퍼런트 그리고 레인코트와 함께 우산 

살이 들어간 비닐스커트 둥 유머와 재치가 어우 

러진 작품을 선보였다.

이와 같이 폐품화된 생활용품 중에서 재활용되 

어져 의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소재들은 다양하 

므로 의 상디 자이 너 들에 게 는 재 활용뿐만 아니 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재 발굴이라는 측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② 표현기법

표현기법에는 패치워크 기법과 매쉬기법이 있 

고, 올풀기 및 프린지 스타일, 아플리케, 블랭킷 

스티치, 핸드 니트 등이 있다.

패치워크는 수공예적 작업으로 쓰다남은 천과 

같은 폐품을 이용하거나 낡아 못쓰게된 헌 옷조 

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의 

상을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은 설윤 

형, 이신우, 김희진, 지춘희, 그리고 오은환 둥을

-- 11— "fr—

〈그림 18>
（'93S/S SFA, 김 동순）

〈그림 19>
C93S/S SFA, 이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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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91S/S SFA, 오은환）

〈그림 22>
（'91-'92F/WSFA, 진태옥）

細#

〈그림 21>
C92F/WSFA, 이신우）

〈그림 23>
（'91-'92F/WSFA,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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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WWD 한국판, 

1994, 6, p. 81, 안지희）

들 수 있다.

오은환은 패치워크 기법을 현대의상에 웅용하 

여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의상（그림 20）을 선보였 

다.〈그림 21〉은 이신우의 작품으로 핸드 니트 조 

각을 2가지 색상으로 제한하여 패치워크한 소박 

한 느낌의 베스트이다.〈그림 18〉도 비닐과 레이 

스 조각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믹스하여 

패치워크한 의상이다. 이외에도 설윤형은 '93 
S/S 서울 컬렉션에서 전통 모시 조각보를 현대 

의상에 응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제 안하였다.

매쉬기법은 쓰다남은 천조각을 연결하거나 천 

테이프 자체를 다양하게 엮어 의상을 만들 수 있 

는 방법으로 ,91-,92 F/W 서울 컬렉션에서 진태 

옥은 색색의 천테이프를 엮어서 의상（그림 22）을 

만들었고, 박항치는 단색의 천테이프를 여어서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어 디테일 변화에 활용했 

다.

그런지룩은 오래 착용하여 올이 풀리거나 찢어 

져서 낡은 둣한 스타일, 봉재선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시접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실밥이 

너덜거리는 의상이나 가봉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김회진의 의상은 재봉을 

하지 않은 끝단처리나 가위질 자국이 그대로 남 

아있는 밑단처리（그림 23） 둥의 커팅기법을 구사 

하여 자연스럽고 지적인 여성미를 나타내려 하였 

다.

한 올 한 올 손으로 떠가며 만들어 가는 정성으 

로 기계 문명에 시달려온 현대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핸드 메이드는 린넨과 면직물의 자연색과 

손으로 짠 제직의 순수함, 손으로 짠 니트 조직과 

그물 조직 등이 폭넓게 쓰여졌다. 대한복식디자 

이너협회의 ,94-,95 추동 컬렉션에서 안지회는 에 

콜로지 영향의 내추럴한 분위기를 재킷을 블랭킷 

스티치로 마무리한 의상〈그림 24>, 올이 풀린 조 

각천의 패치워크, 프린지 스타일의 자켓 둥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시접의 올풀기를 정리하기 

위해 핸드 메이드 느낌 이 나도록 가장자리를 블 

랭킷 스티치로 마무리한 의상들도 선보여, 낡은 

옷을 재 활용하여 착용한 느낌 을 준다.

이와 같이 공업문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반발로 시접의 을풀림이나 프린지 장식, 핸드스 

티치 둥 수공업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상에 표 

현하고자 하였다.

V. 결 론

환경문제는 이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건축, 산 

업, 포장, 제품, 그래픽 그리고 패션 둥 디자인 분 

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패션계에도 80년대 후반부터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패션 테마가 둥장한 이래 환경과 패션 

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패션 분 

야에서 환경친화적인 경향은 단순히 한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패션 테마나 환경이미지를 반영 

하는 것으로만 끝나서 는 안될 것 이 다.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디자이너 작품을 분석 

고찰해 본 결과, 소재 선정에 있어서 디자이너들 

은 면, 마, 모 둥 천연섬유를 사용하고, 동물보호 

를 위해 천연모피대신 인조모피와 식용 어류의 

껍질로 대체된 인조피혁을 사용한다. 그리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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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염료의 사용 둥 환경에 해를 가능한한 적게 끼 

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디자인은 양면 겸용 옷, 다기능 의 

류, 모듈러 스타일, 파티나 효과를 이용한 옷, 단 

순한 실루엣, 그리고 레이어드 룩으로 자원과 에 

너지 절약 차원에서 디자이너의 작품을 살펴 보 

았다. 또한 재활용 디자인에서는 낡아서 못쓰게 

된 넥타이나 지퍼를 이용한 디자인이나 비닐, 창 

호지, 한지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재활용한 디자 

인, 쓰다남은 천조각을 이어붙인 패치워크 기법, 

천 테이프를 엮어 짠 매쉬기법, 기계문명에 시달 

려온 현대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손뜨개 니 

트나 블랭킷 스티치 등의 핸드 메이드를 이용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디자이너들도 

외국 디자이너 못지않게 환경보호를 위한 디자인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편안하고 자연스런 실루엣, 바다와 하늘, 토 

양의 색상, 자연이나 꽃, 동물의 이미지를 프린트 

하거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사용하거나 하는 

둥의 '환경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계 

가 환경문제에 대해 단순히 피상적인 시각에서 

그 관심을 반영하여 실용적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겉만 환경관련 디자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의 밀접성을 인식하여 급속도로 파괴되어가고 있 

는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단지 

기능과 미관만을 생각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직물 

생산이나 디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 

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와 

인간, 인류, 지 구를 생각하는 커 다란 시야와 관심 

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하는 사회적, 도덕적인 책 

임의식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디자인이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가능한 환경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 

람직 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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