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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ognition of problem that design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industries could cause 
damages to th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concept of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using pre-consumer textile wastes which are produced in cutting process and used to be disposed in 
landfill sit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literatures about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were 
reviewed, and design process including design development, producing, and presentation was performed. As a result, 
three fashion designs for environment using textile wastes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s. 
Using pre-consumer textile wastes, this study suggested realistic way of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which is 
not just showing environment image, but providing practical use as well as preventing the waste of resources. 
Second, through constructing textile wastes, both 2-dimensional and 3-dimensional designs were possible, and 
unexpected effects created new value of beauty. Third, because the amount and type of pre-consumer textile wastes 
are unlimited, this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could be considered as continuous prof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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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의 과학기술에 의한 유토피아 천명은 산업 

화와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지구상의 환경에 많은 문 

제점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 

들은 근래에 들어서 우리의 관심을 환경 보존으로 돌

려놓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해 

결 방안의 모색은 인류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사 

항이 되었다.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친환경 메시지를 전한 앨 고어 

(Al Gore)나, 빈곤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자는 'Take Action 2008' 캠페 

인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의 축구선수 나카타를 비롯 

해 세계 각국의 공인들도 곳곳에서 맹렬하게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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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은')현 시대에 환경 

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디자인은 제품의 전 수명에 걸쳐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게 되었 

다2). 따라서, ECONCIERGES# 2007년과 2008년에 

이 어 2009년 주요 트렌드로 설정 한 trendwatching.com1 2 3) 4 5 

을 비롯한 국내외 많은 트렌드 정보 회사들이 친환 

경 디자인(Design for Environment)을 미래의 핵심 디 

자인 개념으로 보고하고 있다.

1) 서정민, "에코족이라면 친환경 패션이 필요한 때,” 중앙일보, 2008년 6월 22일.

2) M. Frei, 4tEco-effective Product Design: The Contribu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Designing Sustainable 
Products,,, The Journal of Sustainable Product Design Vol. 7 (1998), pp. 16-25.

3) Half a Dozen Consumer Trends for 2009. ([relxieved 23 Januaiy 2(X)9]);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 
www.trenhdwatching.com

4) J. Fiksel (1993). "Design for Environment: The New Quality Imperative," Corporate Environmental Strategy Vol. 1 
No. 3, pp. 16-25.

5) Pfe-cgsumer Textile Waste란 소비자의 손을 거치기 이전, 즉 의류의 생산과정 중 주로 봉제과정에서 발생 

하는 직물폐기물로써 난단, 기테빠시, 썰물’ 재단밥, 천조각, 자투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패션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생활의 필수요소 

인 동시에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아름다움을 표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효용이 남아있음에도 불구 

하고 폐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짧은 수명주기의 

패션 제품들은 경제적 낭비와 환경에 부담을 동시 

에 주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자원 절약 

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패션에 대한 신 

선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패션에 

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은 주로 자연이나 에콜로 

지를 주제로 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 소비자에 의해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하는 리폼 패션디자인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환경 디자인을 

이미지나 폐기 이후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을 존중하 

는 디자인 활동의 시스템적 고찰이라고 정의10한다 

면 생산과정에서의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사람의 인체는 삼각형 이나 사각형과 같은 절대 적 

인 형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과정에서 다량의 직물 

폐기물을 발생하게 된다. 의류업체에서는 제품 원가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원단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컴퓨터 marker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원단 

사용률은 패션디자인과 원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 

지만, 대부분의 경우 90%를 넘지 못한다. 즉, 10%의 

이상의 원단이 의류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단 과정에 

서 폐기처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자 

의 손을 거치기 전에 폐기되어지는 폐원단(^re-consumer 
textile waste)'을 창의성 과 독창성을 살려 패션디자인 

에 재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pre-consumer 

textile waste인 폐원단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디자인 

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에콜로지 이미지 위 

주의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소중한 자원 

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다양한 미적 가치와 쓰 

임새를 부여하여 우리의 지구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패션디자인 방법을 제시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원단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그것을 토대로 한 디자 

인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친환경 디자인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와 친환경 패션디자인 

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 

자인 아이디어 전개와 폐원단을 이용한 제작 과정, 

그리고 결과물 제시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과정에는 컨셉, 타겟, 소재, 색채, 실루 

엣, 아이템, 표현기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폐원단을 이용한 제작 과정에는 폐원단 수집, 분류 

및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흐 

름도는〈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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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톤적 배경
■■■号■!證靈潔国議屈遹顶窸11 琲

- 친환경 패션디자인 선행연구 및 똠햠........  … … ….. :
・ 니시이 나미I I 너 시새 - . ■ _ ..三 r. - r - ： =. 亠;.. z：：.，.: ；

- 폐뭔단믈이욤한제작과정
・ 결과물제人 i

결 톤 上

・ 폐기물과 자뭔의 낭비를 감소하먼서 실제적인 쓰임새를 부여하는 친환경패션 디자인의 
새로우 유 혐 율 제시

- 독참曷应日异인 개발의 주요 원동력을 제공함믄 물론 단 하나밖에 이m w이니-:一 

희소성에도 부합
- 조각을 하나의 모듈로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평 변적 구성믄 ；當！: 이싯$卩| 台의 이세서 

이미지 듬 다양한 표현 가늠
・ 폐원 단 표현기법에 따라 무굼무진한 디자인 가눔성
・ 이회시에 J?-l 시과싱때시니사이비 비니리 시속시”可 니사긴 및 생산이 사%히므V 

수익모델로서 발전가능성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H. 이론적 배경

1. 친환경 디자인의 배경과 개념

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전은 공업 생 

산품의 다양화를 초래해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 

고,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실천적인 방향으로 환 

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노력 

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노벨상 수상자인 헌터 루이스(Hunter Louis) 등에 

의하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타입의 산업 

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새로운 타입 

의 산업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면서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비자는 친환경 제 

품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 친환경 제품은 높은 수준의 기능성과 뛰어 

난 디자인, 친환경 품질, 그리고 적절한 가격을 모두 

갖춘 제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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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란 주변의 시스템과 그에 속해 있는 주 

체가 상호관계 속에서 긍정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 

향으로 화합됨을 뜻한다. 그것은 환경과 인간 활동 

과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성，을 보장하고,，지 

속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의 의미는 제품 

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을 

존중하는 디자인 활동의 시스템적 고찰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디자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 일본 기술 평론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리타니 마사노리用는，기업은 제품 개발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그 쓰임과 폐기 단계까지를 고려해야 

하며, 환경 문제를 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 

체가 함께 연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도로 

시 맥캔지(Dorothy Mackenzie)”는，그린 디자인은 디 

자인 주류에서 파생된 부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 

자인 과정에 있어서 생산성, 기능, 미학만큼 중요하 

고 필수적이며 통합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브렐(Burall)負은 제품 디자이너는 자 

신이 다자인하는 제품에 대하여，디자이너는 재료의 

선정과 제품의 사용,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환경 피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와코 대학의 아키노 교수盘)는 앞으로는 디자 

이너가 l3R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R 운동이란 감소(Reduse), 재사용(Reuse), 재활용(Re

cycle) 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3R에 재생(Re

generation) 이 추가된 4R, 4R에 재충전(Refill)이 추가 

된 5R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환경 친화적 디자인인 저에너지 고효율의 제품은 

〈그림 2〉와 같이 생산, 소비, 처분의 3가지 단계로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친환경 디자인은 환경 보존 

1. 생산단계

환경 지향적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원료 투입

자원 사용의 최소화

제품 수명의 최대화

환경 지향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증대

2. 판매 및 

소비단계

/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은 포장 및 용기사용과 과대 포장금지

/ 용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 유지 및 보수가 쉽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제품

/ 환경 지향적임과 동시에 스타일과 기능이 진보된 제품

3. 사용 후 

처분다계

/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하는 제품

/ 폐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 쓰레기 소각을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그림 2> 환경 지향적 제품의 특성.

6) P. Hawken, A. Lovins and L. Hunter,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Massachusetts: 
Back Bay Books, 2008).

7) M. Th쵸m, tlEcoDesign - Form follows Substantiality,M 7th Volvo Sports Design Forum during the 2008 Edition 
of Sports Trade Fair Ispo. on the 29th of January, 2008 in Munich.

8) M. Moritani, *4What Can Design do for Ecology?,Axis World Design Journal Vol. 43. (1992), p. 33.
9) D. Mackenzie, L, Moss and J. Engelhards, Green Design: Design for the Environment, (London: Laurence 

King, 1991), p. 20.
10) P. Bumll, Green Design, (U.K.: Ashgate Publishing, 1991) p. 26.
11) J. Pile (1980). 현대디자인 사조, 박대순, 이재국 역 (서울: 창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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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활용과 같은 협의의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모든 기능과 목 

표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넓은 개념으 

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친환경 디자인 

은 생산성, 기능, 미학적 측면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 

이며, 생산에서 폐기까지 환경과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류의 환경과 미래 세대에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제품의 재활용 재사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을 위한 또한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인 디자인 활동이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 친환경 패션디자인

1)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

아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패션디자인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추세이다. 이 연희 외")는 지 

속가능한 패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Alastair Fual-Luck 
의 연구사례를 기초로 패션디자인 사례를 수집한 후, 

수집된 사례를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

newable design, multi-function design으로 분류하였 

다. 박수민과 유영선顺은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특 

성을 근거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하스 패션디자인 

의 표현 특성을 밝혔다. 로하스 제품의 사례 분석을 

통해 로하스 제품의 특성을 환경 친화, 지속가능성, 

건강 중시, 고감도 감성 추구라고 밝히고, 2000년 

이후 기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로하스 패션은 내츄 

럴 룩, 로하스 빈티지 룩, 로하스 멀티 룩, 로하스 

웰니스 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수현 

외16)의 연구에서는 오가닉 코튼을 이용한 지속가 

능한 패션디자인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요인에 관한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장남경 외”)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유기농 소 

재, 신소재, 감소, 다기능, 재생산, 주문생산, 재활 

용, 재사용으로 분류하였다. 섬유, 직물, 의류, 유통, 

소비자에 이르는 패션파이프라인의 단계별로 친환 

경 패션디자인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친환 

경 디자인 개념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디자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자연적 디자인이 모두 적 

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패션산업에 

서의 친환경 패션디자인 실행 방안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적인 실행방법으로 공급측면의 라벨 

링과 서비스, 수요측면의 그린 구매,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통합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수행된 친환경 디자인 연구는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배경이나 현황, 의미나 특성, 그리고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제적인 디자인 

제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 친환경 패션디자인 동향

친환경 디자인의 필요성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도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친환경 패션은 천연소재나 신소재와 같은 소재를 통 

한 친환경, 절감(reduce)이나 주문 생산과 같은 디자 

인 과정을 통한 친환경, 재활용과 같은 소비자 사용 

후 자원의 순환을 통한 친환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천연소재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소재는 오가닉 

코튼으로, 오가닉 코튼은 3년 이상 일체의 화학비료 

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는 면화 

로 제초제, 살충제, 고엽제 등을 살포하지 않으며, 손 

으로 직접 수확하여 온수와 천연원료의 비누에 의한 

가공을 하게 된다淄 또한, 탈색이나 표백을 위한 화 

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목화의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가닉 코튼은

12) W. Hopfenbeck, The Green Management Revolution: Lessons in Environmental Excellence,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13) 전종찬,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경 향에 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5권 1호 (2004), p. 264.
14) 이연희, 이현아, 박재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권 1호 (2007), 

pp. 1-32.
15) 亀수민, 유영선,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의 패션특성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2권 2호 (2008), 

pp. 307-318.
16) 김수현, 이재정, 정현숙, “오가닉 코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복식 57권 2호 (2007), pp. 115-131.
17) 장남경, 김윤정, 주잔나,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5권 6호 (2007), pp. 95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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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과 열전도율이 높고, 대전성이 낮아서 마찰에 

의한 정전기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아토피아 

과민성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므로 유아동복이나 

속옷의 소재로서 선호되고 있다.〈그림 3〉은 2003년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ALL Things Organic Con

ference and Trade Show"에 선보인 디자인이다. 미국 

의 tsdesign.com이라는 회사는 PVC 플라스틱 프린트 

와 화학염색을 사용하지 않은 오가닉 코튼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식품의 라벨과 같이 재미있게 표현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그림 4). 오가닉 코튼뿐 

만 아니라, 천연소재로 콩의 단백질, 옥수수의 전분, 

사탕수수의 잔여물, 대나무, 바나나와 같은 원료도 

친환경 소재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신소재로는 

리오셀계 섬유인 텐셀이 있는데, 친환경 소재로 각 

광받고 있는 이유는 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란 

목재 펄프에서 원료를 추출해 만들며, 100% 생분해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텐셀，은 펄프를 녹 

이는 용제의 최대 99.5%까지 재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량의 배출물은 적절한 생물학적 정화공정'%을 통 

해 증발되고 재활용 되므로 어떠한 위험 폐기물도 

생기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라 할 수 있다(그림

〈그림 3〉ALL Things Organic Conference and Trade 
Show, 2003.

Clothing Facts
AflMtmt Par Shirt

Fl
〈그림 4> tsdesigns.com의 〈그림 5> Hussain Chalaya

라벨. (줄처: Eco-design hand

book).

5). 또한, 미국의 파타고니아는 PCR(Post-Consumer 

Recycled) 신칠라 플리스(Synchilla Fleece)를 개발한 

최초의 의류용 소재이다. 여러 겹의 두께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폴리스로 양모나 가죽보다 부피가 작 

고 무게도 가벼우며 착용 시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첨단 소재이다. 또한, 이 소재는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일반 

폴리에스테르로 원사를 뽑는 것보다 석유자원을 절 

약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폐기물 감소가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절감은 생산단계에서 사용 후 처분단계까지 필요 

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감소하여, 환경오염을 최 

소화하고, 유행에 덜 민감하여 지속가능한 패션디자 

인을 말한다.〈그림 6〉은 1999년 A Priece of Fabric 

(APOC)에 발표된 이세미야케의 작품으로 원단 활용 

도를 높이는 동시에 원단 사용을 최소화한 절감된 

디자인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문 생산 방식 

에 의한 1대1 맞춤 생산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재고 

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패션이다.

재활용은 폐기되는 재가공, 재처리하거나 공정 과 

정에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수집, 분리, 가공의 일련 

의 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이나 재료들로 재가공 되 

는 것이다河). 폐기물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있어

18) L. Challa, Impact of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on Environment: Approach Towards Eco-Friendly Textile," 
([retrieved 2 February 2008]);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www.fiber2fashion.com

19) 친환경 섬유가 뜬다, 어패럴 뉴스, 2007년 3월 26일,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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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ssey Miyake （출처: Eco-Chic the Fashion 
Paradox^.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소비자 사용 후 폐기는 물론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상당한 양의 자 

원이 절약될 수 있다. 재활용 패션의 소재는 텍스타 

일, 헌옷, 일상용품 등 매우 다양하다. 새로운 소재를 

요구하는 현대 패션에서 재활용은 소재의 다양화는 

물론 이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까지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7〉은 조각 천을 패치 

워크하여 크기 와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를 준 재활용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은 다양한 색상의 

셔츠 칼라부분만 모아 여러 층으로 전체에 겹겹이 

사용한 원피스를 보여주고 있고,〈그림 9〉는 국내 

첫 재활용 패션 브랜드 메아리인데, 아름다운 가게 

에서 수거되는 헌 옷을 믹스 앤 매치로 새롭게 재구 

성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의 폐품을 이용 

한 재활용 패션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한 패션은 실생활에 쓰이는 종이, 비닐, 알루미늄, 

캔, 금속 등과 같이 물리적 특성을 달리 하는 이질적 

인 소재들을 의상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패션소 

재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의 소재에 대한 고정 

적 인 관념을 탈피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패션디자인

〈그림 7> Patch Cashmere
(줄처: Experimental Eco
design).

〈그림 8> Preen, 2004 F/W
(출처 www.firstview. 
com).

〈그림 9> 메아리의 친환경의류 （출처: 저자 직접 촬영）.

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전, 양철통, 

신문지를 소재로 한 패션（그림 10）, 트럭의 덮개, 자전 

거 바퀴,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소재로 한 Freitag 재활 

용 가방（그림 11）, 라벨을 이용한 의상（그림 12）, 폐 

의류를 활용한 매트（그림 13）, 7백 개 이상의 재활용 

알루미늄 캔 손잡이를 엮어 만든 벨트（그림 14） 등 

다양한 재활용 패션이 창조되고 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재활용 패션의 특성은 낡은 

의류의 리폼부터 일상생활의 친숙한 폐품까지 소재 

와 표현방법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재활용은

2°)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Reduce, Reuse, Recycle ([retrieved 3 January 200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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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Recycled flip-top, Francisca Ribeiro 
De Souza, 2004.

（그림 10> John Galiano, 2005〈그림 11> Freitag （출처: 

F/W （출처: www.firstview. 저자 직접 촬영）. 

com）.

〈그림 12> 라벨 코트 （츨처: 

저자 직접 촬영）'

〈그림 13> 폐의류로 만든 매트 （출처: 저자 

직접 촬영）'

원자재나 에너지 절감 효과기） 및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 

에도 역할을 하는 등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m. 디자인 프로세스

1.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

디자인 의도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 

의식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 

의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 생산 과정, 그 중에서 

도 재단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원단（pre-consumer textile 

waste）을 소재로 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쓰레 

기를 감소시키는 실제적인 친환경 패션디자인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컨셉은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폐원단 특유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창조적 영감을 제 

공하는 조형요소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가치 

와 표현양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다양하게 재단된 폐원단 조각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폐원단 단위 형태를 반복 

적으로 패치워크, 겹치기, 누비기 등의 방법으로 의 

상에 적용시켰다. 색상과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전 접촉한 의류 생산 공장에서 당 

일 재단된 폐원단을 수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 

한된 색채과 소재를 믹스 앤 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과 윤리의식이 있는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여성 캐릭터 정장을 디자인하였다. 실 

루엣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여 러 소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심플한 라인의 기본 스타일로 하였으며, 

자켓과 스커트 1벌, 코트와 팬츠 1벌, 원피스 1벌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총 3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21） J. Bernier, 환경, 전미연 역 （서 울: 한길사, 1999）,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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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

작품 I 작품 n 작품 m

컨셉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폐원단 특유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조형 

요소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가치와 표현양식을 형성

타겟 환경과 윤리의식 이 있는 20〜30대 여성

소재

폐원단(Wool)
[: i '

' 丄•警

… ， 1 \

뿨' A t"

"a a

「二戸빼]
[-J 1
1 1

潔’警 ••止"

색채 1_ 1 ■
실루엣 $ 4 I
아이템 자케 스커트 코트, 팬츠 원피스

테크닉 오버록, 패치워크, 겹치기 패치워크, 아플리케, 스티치 패치워크, 스티치

2. 폐원단을 이용한 제작 과정

작품 제작은 먼저 본 작품에 활용될 폐원단을 수 

집하기 위하여 국내 의류생산업체 5곳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폐원단 제공을 요청하였다. 폐원단 

이 발생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자 폐원단 제공을 

약속받은 업체와 사전 시간 약속을 하고 재단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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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공장을 방문하였다. 재단이 끝난 후 폐원단을 

수거하였다. 폐원단은 의복 패턴의 형태에 따라 자연 

스러우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재 

단 테이블에 직물을 여러 겹으로 연단한 후 재단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폐원단이 동시에 다량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었다. 수집된 폐원단을 패션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크기, 모양, 색상 별로 분류한 

후, 재구성과 배열을 반복하였다. 재단 테이블에 연 

단하고 남은 끝자락의 비교적 크기가 큰 폐원단은 큰 

패턴에 이용하였으며, 패턴과 패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작은 폐원단은 하나의 단위 형태로 보고 단 

위 형태를 반복하여 원하는 실루엣과 패턴을 만들어 

나갔다. 폐원단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디자인이라는 

컨셉을 최대한 살리고자 재단하고 남은 폐원단의 고 

유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패턴 제작은 

폐원단 조각을 단위 형태로 반복하는 디자인이 많아 

평면구성과 입체구성을 병행하여 제작하였다.

3- 작품 저시四품 1, 2, 3)

W.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자인 활동이 환경적 부하의 배출을 

전제로 하는 산업 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패션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생활의 필수요소 

인 동시에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아름다움을 표현하 

는 수단이기 때문에 효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경 

의 심각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실제 

적인 친환경 패션디자인 실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 

구는 패션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손을 거치 

기 전에 폐기되어지는 폐원단을 창의성과 독창성을 

살려 현실적으로 소중한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 

이고, 다양한 미적 가치와 쓰임새를 부여하여 지구 

의 폐기물을 줄 일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패션디자 

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친환경 디자인의 발생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대한

1) 작품 1
번호 작품 설명 및 사진

상의의 재킷은 크고 작은 폐원단을 서로 패치워크하여 깔끔 

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사이즈가 비교적 큰 

회색 폐원단을 한 면에만 배치하여 전체적인 폐원단 사용에 

있어 사이즈와 색상에 변화를 주었다. 하의의 스커트는 같 

은 형태의 폐원단 2겹을 오버록으로 처리한 후, 서로 교차시 

켜서 배열한 다음 각 단위 형태들이 연결되는 부분은 투명 

실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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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2

번호 작품 설명 및 사진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의 대비효과를 주어 강한 명시성과 함 

께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재는 다양한 크기의 면 스판 폐원단을 연결하여 바탕 원 

단을 만들었는데, 폐원단 크기 에 따른 자연스러 운 흑백 면 

분할을 의도하였다. 시각적 효과를 더하고자 말림 이 특징 인 

면 니트를 사용하여 부조적 인 입체 감을 나타냈으며, 폐 원단 

을 연결할 때 여러 겹으로 겹쳐 손바느질하였다.

3) 작품 3

번호 작품 설명 및 사진

다양한 폐니트 조각을 패치워크하는 과정에서 시접을 겉으로 나오게 제작하여 

니트의 끝이 말리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원피스의 몸판은 세로로, 칼라와 

팔은 가로로 방향을 바꿔 패치워크하여 시각적 대비를 주었다. 색상은 서로 조화 

될 수 있는 색을 배치하여 독특하게 반복시킴으로써 통일감과 율동감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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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자켓과 

스커트 1벌, 코트와 팬츠 1벌, 원피스 1벌의 아이템 

으로 구성된 총 3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재활용이나 에콜로지 이미지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의류 생산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는 

폐원단을 소재로 하여 원단의 사용률을 높이는 동시 

에 폐기물을 줄이고 실제적인 쓰임새를 부여하는 친 

환경 패션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폐원단 

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인 폐기물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의류로 인한 환경 

문제에 있어 하나의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폐원단을 재배치한 후 디자인을 완성하는 과 

정에서 우연의 효과를 통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 

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주 

요 원동력을 제공함은 물론 단 하나밖에 없는 옷이 

라는 희소성에도 부합될 수 있었다. 넷째, 폐원단 특 

유의 조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각을 하나 

의 모듈로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평면적 구성은 

물론 앗상블라쥬와 같은 입체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었다. 다섯째, 폐원단은 크기가 작은 조 

각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복으로 완성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연결이 되어야 한다. 

본 작품에서는 패치워크, 겹쳐 붙이기, 아플리케, 오 

버록 등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폐원단의 특성에 적합한 표현기법 

에 따라 무궁무진한 디자인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폐원단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 

하므로 일회성에 그친 친환경 패션디자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디자인 및 생산이 가능하므로 수익 모델 

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모든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업을 21세기의 새로 

운 환경사상 위에서 진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일반적 

인 통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미를 발견하여 폐원단 

을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원천으로 제시하였다. 앞으 

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산단계에 있어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및 소비, 사용 후 

처분 단계 등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을 존중하는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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