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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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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paradigm on contemporary fashion in
pursuit of social change towards ‘slowness’.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survey has been underta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eco-friendly ethics towards sustainability is in taking action.
The concept of ‘cradle-to-cradle’ is realized through reuse, recycle, organic material, and no use of chemical. Second, local
diversity is revolving quality and longevity. Good quality of fashion made by artisans and specificity in local area is to be
kept last. Third, people are recast in roles from simple consumers to self-made producers of their clothes. Users of clothes
are more active and skilled role in practice of handmade, reform, DIY, and open-source design. In Conclusion, the fashion
paradigm of ‘slowness’ is about designing, producing, consuming and living better to combine ideas for sense of nature's
time, culture's time and people'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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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주의가 “우리는 세계의 장엄함이 새로운 미에 의해 풍

부해졌음을 단언한다. 바로 속도의 미다” 라는 선언을 한 지

100년, 속도 경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산업 문명이 지배한 지

난 20세기는 과학기술의 편중 발달 속에 조화와 균형을 상실

한 세기였으며, 그 결과 환경 재해와 인간 소외와 같은 문명의

병폐들이 초래되었다. 

‘속도’를 앞세운 산업 문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

리함이 향상되었지만, 그에 대한 피해 또한 명확하고 심각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단순한 삶(simple life)’, 천천히 하면서도 일

을 더 잘한다는 뜻의 ‘슬로비(slobbie)’, 건강하고 지속적인 생

활을 뜻하는 ‘로하스(LOHAS)’,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창

조자들(culture creatives)’과 같은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웰빙(well-being)’ 또

는 ‘참살이’라는 말이 큰 유행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

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하였다. 최근

에는 ‘슬로 푸드(slow food)’, ‘치타슬로(Cittaslow)’, ‘슬로 트

래벌(slow travel)’, ‘슬로 디자인(slow design)’ 등 ‘느림’이라

는 화두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모두 산업사

회의 태동 이후 20세기 동안 당연시 되어 오던 근대주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고 있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패션은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인식, 그리고 철학

적 사고나 기술의 발달, 예술조류의 형상 등과 같은 사회적 영

향인자와 예술적 영향인자에 의해 그 표현을 달리하게 되며 특

히,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기준인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부터 근본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부상하

고 있는 ‘느림’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이를 패션 분야에 적용

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느림’의 패션 패

러다임을 파악함으로서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미래 패션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느

림’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윤희(2002)는 ‘느리게’의 개

념을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시간’의 관점에 한정하였고, 김미

경(2003)은 느리게 살기 경향의 분석에 있어서 사례 중심에 의

존하여 사회적 분석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느림’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

사회 ‘속도’ 위주의 가치기준에 대한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연구 문제는 첫째, ‘느림’ 이

라는 용어의 정의와 ‘느림’의 개념이 부상하는 사회문화적 맥

락을 살펴보고, 둘째, 산업 사회의 ‘빠른’ 성장에 대한 문제점

과 그에 대한 대안을 통하여 ‘느린’ 성장의 패러다임을 고찰하

고, 셋째,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패션의 변화 방향에 대

한 논의와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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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외의 사

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서적과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

중 매체 내용을 주요한 자료로 삼았다. 

2. '느림'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느림’의 정의 

‘느림(slowness)’에 대한 웹스터(Webster)사전의 정의를 살펴

보면, 첫째, 훈련의 부족으로 초래된 서투름, 둘째, 급함이나 서

두름이 없음을 표현하는 상태, 셋째, 일반적 수준의 지적 능력

결여의 뜻으로 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Attali(1998/1999)의 『21세기 사전』에 의하면 ‘느림’

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난한 시대의 퇴보, 하이

퍼 계급 안에서 자기 컨트롤의 미학으로 정의된다. 그가 정의

하는 하이퍼 계급(hyperclasse)은 21세기의 최상층으로 문화, 즉,

특허, 노하우, 능력, 혁신, 창작 등과 관련된 배당금을 받는 사람

들로 시장원리가 지배되는 사회에서 생산방식의 소유나 전수에

관한 특권과 상관이 없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더 빨라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현대에서 느리게 살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Sansot와 Honor는

‘속도’가 최상의 방침임을 거부하고 ‘느림’이야말로 개인의 자

유를 일컫는 가치임을 주장했다. Sansot(1998/2000)는 ‘느림’을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시간의 재촉에 떠

밀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았고,

Honor(2005)는 차분하고, 신중하고, 수용적이고, 정적이고, 직관

적이고, 여유롭고, 참을성있고, 반성적이고, 양보다 질을 추구하

는 태도로서 사람들, 문화, 일, 음식 등의 모든 것들과 실제적

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존재방식으로 정

의하였다.

이처럼 ‘느림’에 대한 정의는 ‘빠른’ 속도가 효율성의 척도로

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20세기 산업 사회의 가치관에서 볼 때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반면, 21세기에 들어 최상층

계급에 의해 추구되는 긍정적인 가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즉, 21세기에 ‘느림’은 게으름이나 빠름에 적응하

지 못하는 무능력이 아니라 이전의 성장위주의 가치관과 산업

구조에서 추구되었던 ‘속도’를 추구하는 삶에서 잃어버렸던 것

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고 편리함 대

신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문화와 환경,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

한 지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2.2. ‘느림’의 대두에 대한 사회 문화적 맥락

‘느림’을 삶의 새로운 가치로 삼아 문화적 변혁을 추구하는

‘느림’ 운동(slow movement)은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의하면

1986년 시작된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로마의 명소로 알려진 에스파냐 광장(Piazza di

Spagna)에 대표적인 ‘패스트 푸드(fast food)’식당인 맥도널드

(McDonald)가 문을 열자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의식 속에 지역과 전통의 음식을 즐기자는 ‘슬로

푸드’ 운동이 촉발되었다. 지역요리의 맛과 향을 다시 발견할

것을 목표로 하였던 ‘슬로 푸드’ 운동은 그 선언문(Petrini에서

재인용, 2001/2003)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에 상응하기 위

해서 인류는 이제 종이 소멸되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속도로부

터 벗어나야 합니다. 보편적인 어리석음인 빠른 생활에 저항하

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적인 추구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성에 도취한 흐름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느리고 오래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듯이 음식 뿐

만 아니라 속도에 침해된 다른 분야의 문화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슬로 트래벌(slow travel)’,

‘슬로 쇼핑(slow shopping)’, ‘슬로 디자인(slow design)’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9년 이탈리아 5개 도시의 연합으로 출범한 ‘치타슬

로(Cittaslow)’(“느림이 경쟁력”, 2008)는 삶의 질 전체의 향상

으로 관심을 발전시켰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치타슬로’ 마을은

2008년까지 12개 나라 101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전 세계 어

디를 가나 동질화된 도시에서의 빠른 속도의 삶을 거부하고 문

화의 다양성과 소도시의 특별함을 지지한다.1999년 결성된 ‘세

계느림기구(The World Institute of Slowness)’ 또한 느림과 관

련된 단체들의 연합으로 결성되어 ‘느림’의 보다 구체적인 방

법을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삶의 속도를 늦추자는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느림’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추종되고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비슷한

맥락의 삶을 의미하는 ‘로하스(LOHAS)’, ‘로보스(LOVOS)’,

그리고 ‘문화 창조자들(Cultural Creative)’과 같은 신조어가 전

파되고 있다. 

‘로하스’와 ‘로보스’는 각각 ‘Lifestyles of Human and

Sustainability’와 ‘Lifestyles of Voluntary Simplicity’의 약자로

공동체 전체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

경 중심의 소비생활을 하는 고소득, 고학력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로하스’는 미국의 내추럴 마

케팅연구소(Natural Marketing Institute)가 2000년에 처음 사용

하였고, 2006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 소비자의 약 30퍼센트가

해당된다. ‘로하스’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한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제품, 친환경적 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전자

제품,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투자, 자연적 가정 용품, 대체

예방 의학, 그리고 공정무역거래를 통한 제품 등으로 분류 된

다. ‘로보스’의 핵심 특성은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모든 행동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로하스’와 ‘로보스’는

비판력 있는 소비주의를 통하여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

환경주의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소비기반의 지속성을 아우

르는 삶을 중요시 한다. 

‘문화 창조자들’은 Ray & Anderson(2000/2006)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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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 처음 소개한 용어로 현대주의자와 전통주의자의 패러다

임을 벗어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5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대의 주류

로서 현대주의자의 삶에 대한 자세는 현상유지, 시스템을 받아

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 1870년에

기초를 세운 최초의 반문화로서 전통주의자의 삶의 자세는 과

거로의 회귀, 시스템을 배격하고 현대주의자의 세속적인 세계

관에 반대한다. 한편, 1970년에 기초를 세운 두 번째 반문화로

서 문화창조자들의 삶의 자세는 과거로의 회귀나 현재의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 미래로 투사하며, 경제 성장 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현대주의자의 물질적 세계관을 배격한다. 이들은 일반적

인 환경문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참살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느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술과 산

업이 가져다 준 문제에 직면하여 ‘속도’ 시대의 성장지상주의

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산업주의 가치관을

탈피하고자 한다. 

2.3. 속도시대의 문제와 ‘느린’ 성장의 패러다임

많은 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 발맞추어 온 생물 진화

의 유장한 시간의 흐름, 개개 생명의 삶과 죽음의 순환이 포함

되는, 즉 지구의 복원력과 관련되는 지구와 생물의 생태적인 시

간의 틀을 인위적으로 산업이나 상업 등의 경제성에 따른 조건

에 맞춤으로서 지구 환경의 위기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인간의

본질(substance)이 침식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논리에 의해 ‘속도’에 대한 숭배는 시

작되었고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 되었다. 본 장에서는 20세기

산업 사회의 태동과 함께 당연시 되어 오던 근대주의 가치기준

으로서 ‘빠른’ 속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시대의 대안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느림’의 개념에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McDonough and Braungart(2002/2003)에 의하면 현대의 산

업 구조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효율성을

위해 다른 가치들은 무시되었다. 그 중에는 인간과 생태계의 안

전, 문화적·자연적 풍요로움, 심지어 기쁨과 환희 같은 중요

한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의 기업가·엔지니어·디자

이너·발명가 등이 이러한 폐해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

니듯이, 오늘날 이 패러다임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

명 이 세상에 해를 입히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고 심각하다.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인 월드워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의 보고

서(Ray & Anderson에서 재인용, 2001, 2006)는 환경오염과

인구 증가로 인한 지구의 궁극적인 몰락과 위험은 실질적인 것

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Brown(2001/2003)에 의하면 인류는 지금 세계관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 관계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 즉

환경(ecology)이 경제(economy)의 일부라고 하는 사고로부터

경제가 환경의 일부라는 사고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는 지구 환

경의 위기가 경제 시간의 틀에 생태 시간의 틀을 끼워 맞춘

결과로 초래되었고 삶의 기반인 생태계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

음을 지적하며, 생태 시간과 경제 시간의 충돌을 피하고 양자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

생태 경제(eco-economy)’를 실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딥 에콜로지(deep ecology)’(Tsuji, 2003/

2005)는 1970년대 이후 환경 운동과 생태학 연구에 종사한 사

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갔다. ‘깊은(deep)’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짐으로

써, 근대 정신을 관통하던 인간 중심 사상을 뛰어넘는 것을 중

심 테마로 삼고 있다. 이를 시간의 관점에서 말해 본다면, 인

간 중심적 시간을 자연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이제까지의 방식

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을 자연의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딥 에콜로지는 ‘슬로

에콜로지(slow ecology)’의 다른 이름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산업주의보다 중요한 어떤 것

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경제를 원한다. 사실, 생태학자들은 세

계관의 혁신적 변화의 선봉에 있는데, 산업주의에서 지구를 인

간이 제일 위에 있는 피라미드로 보는 것과 달리, 이 세계관은

지구를 생물의 거미줄로 보고 인간을 거미줄의 한 가닥 실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

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자연

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게 속해 있

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과 조화로운 ‘느린’ 성

장을 원한다.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대안

을 모색하고자 했던 경제학자 Schumacher(1973/2002)는 일찍

이 산업문명이 지닌 기본적인 오류는 대체 불가능한 자연자본

을 계속해서 소득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며, 물질적인 풍요를 제

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부산물을

남기는 경제 성장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장

을 위한 성장’으로 전환됨을 지적하였다. 그는 근대 기술이 지

금까지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할 방향-모든 자

연계의 조화 법칙을 무시한 채 좀 더 큰 규모, 좀 더 빠른 속

도, 좀 더 큰 폭력을 지향하는-은 ‘양’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태

도로서 지양되어야하며, 성장의 개념을 ‘질’적인 의미로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데서 시작하여야 하며,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비폭력과 자연체계의 미묘한 조화에 존중한 태도로 재편해야

함을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대량 생산 기술인 거대 기술(super

technology)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생

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며, 인성을 망쳐놓는다. 반면에, 대중

에 의한 생산기술은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하고,

분산화를 유도하며, 생태계의 법칙과 공존 할 수 있고, 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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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대량 생산이 아니

라 대중에 의한 생산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방향은

기술을 인간의 실질적인 욕구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며 인간으

로 하여금 임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시간처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가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의 CEO들이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을 환경주의적으로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Hawken(1993/2004)에 의하면,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화 과정의 시작과 함께 자연의 힘에 따라 돌아가던 경제적

삶은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인간은

자연의 순환에 맞춰 사는 삶 대신에 쓰레기·환경파괴·비인

간화 등 산업주의의 어두운 면을 떠안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어떠한 철학이나 윤리도 수반하지 않는 산업 시스템의 힘은 ‘

부의 축적’만을 목적으로 문화적 전통과 세계 곳곳의 토착문화

를 파괴시켰다. 또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 발전과 더

불어 개인이 발전해 나간다고 믿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주당 노

동시간이 계속 증가했고, 삶의 속도를 높이고 더욱 열심히 일

함으로서 여유 있게 즐길 시간을 벌겠다는 헛된 시도가 계속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이 시대의 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이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원칙으로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요

구를 충족할 만한 환경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세대의 요구

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란 전국적·

세계적인 제품을 소규모 지역 제품으로 바꾸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간적이며 가치와 품위와 만족감을

주는 생산과정 및 서비스를 추구하고, 오랫동안 쓸모 있고 버

려진 뒤에도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남기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성장이 부딪힐 벽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하여 ‘탈산

업사회’라는 대안을 제시한 Illich(1975/2004)는 산업화와 기술

의 발달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어느 시점을 지

나게 되면 사람을 산업과 기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됨을

지적하였다. 즉, 산업사회의 제도는 인간의 필요를 결정하고 충

족시키도록 고안된 새로운 생산체제의 전체 효율성에, 자율적

인 개인과 주요 집단이 기여하는 바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아

니라 그 반대의 역할을 함으로서 기계의 권력이 증가하고 개인

의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어서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만 남도록

한다. 그는 기술적인 재앙에 대한 대안으로, 과도하게 산업화된

현재의 생산양식으로부터 공생적 생산양식으로 이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삶과 환경을 동일한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산업화된 도구 대신 사람들 사이의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생적 도구를 통한

절제의 즐거움과 검소의 해방감의 재발견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산업주의 시대 빠른 속도위주의 양적 성장을 추구

하는 가치관과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한 대량생산 기술은 환경

파괴와 같은 지구환경의 위기 뿐 아니라 문화적 전통의 파괴, 그

리고 인간성 파괴와 같이 우리 삶의 기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만

들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서

현재의 ‘빠른’ 성장에서 자연의 시간, 문화의 시간, 그리고 인

간의 시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느린’ 성장으로 나아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 내

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3.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특성

Norberg-Hodge(1992/2006)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경제학은 더

큰 번영을 누리기 위해 경제적 산출량을 계속 늘려야 하고, 이

를 위해 경제를 계획하고 운용하는 데 효율성이라는 표준이 활

용됨에 따라 통화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요소들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된다. 

산업사회의 경제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후 패

션 패러다임은 경제적 효율에 근거한 표준화로서 형성되었다.

Roose(1989/2003)에 의하면 기계류의 특성과 동력을 원천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공장에서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된 의복은

값 싼 가격과 대중매체에 의해 촉진된 취향의 단일화 경향 등

으로 전 세계의 패션을 동질화하였다. 대규모 제작 업자들은 대

량생산된 의복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도록 대중적인 마케팅

을 확산시켰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확산과 더불

어 의복에 대한 소비도 증대되었다.

이처럼 산업주의 ‘빠른’ 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연 환경

과 지역의 문화적 전통,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성취감 등 쉽게

계량화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무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해짐에 따라 ‘느린’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기되고

있음을 앞 장에서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경제적 모델과 마

찬가지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패션에서

‘느린’ 성장으로의 가치관 전환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변화 방

향을 고찰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Table 1. ‘빠른’성장과 ‘느린’성장의 패러다임 비표

패러다임 ‘빠른’ 성장 ‘느린’ 성장

생산기술 대량생산
자연·문화·인간이 

조화로운 생산

자연의 

훼손

많음

경제논리에 의한 

무한한 자연개발

적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연 개발

전통문화의 

훼손

많음

세계문화의 획일화

적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생산 

인간성 

훼손

많음

인간의 부품화

적음

인간의 자율성과 

만족을 중시한 생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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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친환경의 윤리성

McDonough and Braungart(2002/2003)에 의하면 산업혁명기

의 디자인은 ‘요람에서 무덤으로(cradle-to-grave)’ 모델에 따른

것으로, 자원을 채취해 만든 제품이 얼마동안 사용되다가 매립

지나 소각로 등의 ‘무덤’에서 폐기 처리됨으로서 자연에 많은

폐해를 남긴다.

Hawken은 오늘날 산업경제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to-grave)’라는 사고방식 대신 ‘요람에서 요람으

로(cradle-to-cradle)’라는 순환성이 강조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순환성은 모든 생산물과 부산물을 만들 때,

재활용될 다음 형태까지 고려된 디자인을 만드는 것으로서, 디

자이너들은 생산 전 단계부터 제품이 훗날 어떻게 재사용될 수

있을 지 고려하고, 동시에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한

다. 즉, 출시할 때의 제품 가치뿐 아니라 업체로 되돌아 왔을

때의 제품가치를 생각하는 새로운 디자인 법칙에 따라서 제품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변형, 재사용, 재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류 제품을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나 부드럽

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금속 물질과 화

학 물질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의복이 버려질 때

독성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이를 대신해 화학 약품을 전혀 사

용하지 않고 만든 천연 섬유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폐기된 후

다른 유기체의 식량으로 분해될 수 있다. 

실제로 1989년 곤충학자 출신의 Fox가 설립한 ‘내추럴 코튼

칼라사(Natural Cotton Colours, Inc)’(Bellis, 2007)는 환경오염

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작물 중 하나인 면화의 생산방법과정제

품을 구조적으로 바꿔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을 획기적으로 줄

였고,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생산된 면화는 리바이스(Levi

Strauss), 에스프리(Esprit) 등의 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리바이스사(“eco-jeans”, 2007)는 10여 년 전부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공장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디자

인 총책임자인 Kelvin이 새로운 유행의 진이 갖춰야 할 첫 번

째 덕목은 ‘우아 멋진 청바지다!’라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

은 ‘친환경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처럼 ‘친환경’은 패션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 현재 3년 이

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유기비료를 사용해 만든

오가닉(organic) 소재, 커피와 곰팡이, 치즈 등 천연 재료를 이

용한 염색, 대나무와 같은 대안적 소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재

생된 단추나 지퍼 등이 사용된 재생 가능한 친환경 진에 대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ig. 1은 100퍼센트 오가닉

면으로 만들고 부드럽게 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뻣뻣

해 보이는 리바이스사의 오가닉 청바지를 홍보하는 광고로 친

환경의 가치를 전달한다.

2007년 2월 뉴욕 컬렉션 기간 중 ‘지구를 구하자(Save the

Earth)’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L.E.N.Y(Limited Edition

N.Y)(“save us”, 2007)의 첫 번째 행사의 성공에서 하이 패션

계도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파

악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 패션 아이콘들이 참여해

화학 염색을 하지 않은 캐시미어·울·린넨·실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티셔츠를 만들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앨 고어

(Al Gore) 재단의 기후프로젝트에 기부하는 행사였다. 설립자

인 Gamboa가 ‘패션 디자인의 전달력은 강하고 가장 널리 퍼

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디자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하

여 패션과 환경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 한다’고 밝힌 설립 의

도처럼 멋지게 보이기 위한 이기적인 개념의 패션이 환경을 보

호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윤리적 개념을 주장하는 전달자의 역

할을 수행한다.

패션디자이너 중 Hamnett은 진정한 윤리적 패션의 혁신자로

서, 오가닉 면의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영

국의 패션잡지 『Marie Claire』에 의해 최고의 에코 브랜드

(“10 Best Eco”, 2007)로 선정되기도 한 그녀는 2003년 면섬

유 생산의 관습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는가를 목격한 후, 오가

Fig. 1. 리바이스 광고캠페인 (Vogue Korea. 2007. 9) 

Fig. 2. Hamnett의 슬로건 티셔츠 (Marie Claire U.K.,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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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면의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아이콘이 된

슬로건(slogan) 티셔츠는 친환경의 표준적 패션이 되고 있다.

Fig. 2는 100퍼센트 오가닉 면으로 만들어진 Hamnett의 티셔츠

로 ‘바다를 구하자(Save the Sea)’ 라는 구호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이처럼 생태학자들의 사상과 방식을 참조하여 패션에 접근

하는 것은 패션이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생산·소비되던

방식에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패션 즉, 윤리적인 관점의 패션으로 전환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즉,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화학 물질, 의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등이 얼마나 자연환경

을 오염시키는가를 인식하고, 화학 물질의 배제, 오가닉 소재의

사용 등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생산하고 패션으로서의 수명

을 다하더라도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아닌 재사용, 재생을 통

한 순환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지구환경을 파괴하거나 고

갈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3.2. 전통 문화의 다양성

패션(Vergani, 2006)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mode’라는 말

의 영문직역으로, 프랑스에서 ‘mode’란 말은 특정한 의복의 양

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1482년에 처음 생겨났다. 이후 패션은

느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권력의 형성과 상업적 교역,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계급의 출현과 같은 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며 의

복의 형태, 색상, 소재 등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14세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특성은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특별한

복잡성을 내포한다. 특히, 패션(패션큰사전, 1999)은 시대에 따

라 말의 뜻이 변하듯 현대에는 패션을 의상에만 국한시키는 것

이 아니라 전체 생활 필수품에 부가되는 정보이며,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됨으로써 가치가 창조되며, 그 가치가 시

간과 공간을 유동하면서 문화를 이룩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복은 음식 또는 주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활,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산업 구조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식이자 사

상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동안 산업주의의 지배적 가치관인

‘경제적 효율’에 근거하여 대량으로 생산소비된 패션은 전 세

계의 패션을 획일화시켰다. 글로벌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똑같

은 디자인의 옷을 세계 어디에서나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

라서 세계 어디를 가나 적어도 패션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

는 어렵게 되었다. 

McDonough and Braungart(2002/2003)가 주장하는 바처럼

산업주의의 생산 패러다임은 자연 세계의 중요한 특징인 다양

성을 디자인의 목표에 적대적이고 위험한 요소로 간주하고 문

화의 풍요로움을 압도함으로서,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동질성

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먹는 기술’의 복권을 요구하는 슬로 푸드

운동, ‘주거하는 기술’의 재생을 향한 ‘슬로 건축’ 운동이 곳

곳에서 태동하고 있는 것처럼 ‘입는 기술’의 재생을 향한 ‘슬

로 패션’이 제기되고 있다.

‘슬로 패션’은 복식을 생산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Black(2008)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대두한 자라(Zara), 에이치

앤 엠(H&M), 포에버21(Forever21)과 같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패러다임은 가능한 빨리 많은 양의 의복을 값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패션을 ‘버리기 쉬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슬로 패션’의 개

념을 통하여 고급스러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장인정신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복식을 생산하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에 함축된 ‘양’

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생산 방법으로, Fletcher(2008)는 ‘지

역적(Local)’ 디자인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녀에 의하면 ‘패스

트 패션’의 심각성은 단순히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과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의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체성과 관련

된 것으로서, 장소와 규모에 대한 민감한 고려를 반영하는 ‘지

역적’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지역적’ 디

자인은 대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빠르고 저렴한 획일적

패션이 아니라 지역의 규모, 자원,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

을 투자하여 만드는 고품질의 패션을 의미한다. 

‘슬로 패션’에 관한 『Guardian』의 기사(“Slow fashion”,

2008)에서 소개된 스코틀랜드 캐시미어처럼 ‘지역’의 이름이 곧

품질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상품이 많아지게 되면, 지역 사

회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 특유의 자원이나 제약 요인에 맞도록

형성된 토착문화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쌓은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

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을 통하여 생산되었고 그 결과, 더 낳

은 품질을 제공받게 됨으로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하

게 되는 장점이 있다. 

‘지역성’을 고려한 패션은 또한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맞게

디자인되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Fig. 3. Notkin의 담요디자인 (Sustainable Fashion & Textiles, 2008,

p.15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 533

다. 예를 들어 Fig. 3은 토론토(Tronto)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Notkin이 캐나다의 전통적인 통나무집에서 의복의 좀먹음이 많

이 생기는 것에서 착안하여 만든 담요로, 일부러 섬세한 구멍

이 있는 디자인을 함으로서 자연적으로 구멍이 생겼을 때 미적

으로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이 패션계에서는, ‘글로벌’ 패션에서 ‘지역적’ 패션으로 생

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하트(HaaT)’(“From

nature”. 200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산스크리트(Sanskrit)로 사

람과 사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동네 시장(village market)’을

의미하는 ‘하트’는 일본의 텍스타일 기술과 인도의 전통적인 수

공예 기법을 특징으로 한다. ‘하트’의 텍스타일을 맡고 있는

Minagawa는 ‘전통이 없었다면 살아가는 기준 그 자체가 모호

해질 것 같다’고 말하며 ‘인도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요소’들

을 통하여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이어갈 수 있

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하트’의 목표임을 밝힌다. Fig.

4는 인도의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인 핸드 스티치 퀼팅과 자수

로 만들어진 ‘하트’의 재킷과 스카프로 생산자의 특별한 기술

과 지역 문화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이처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에 의해 품질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에 맞는 디자인으로 편의성으로 제공하

고, 다양한 전통 문화를 활용함으로서, 빠르고 값 싸지만 ‘어디

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획일적 패션 대신 쉽

게 버릴 수 없고 오랜 시간 간직하게 되는 ‘특성’있는 패션이

귀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3.3.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

패션이 대량생산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많은 수의 옷을 가지

지는 못했지만, 종종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고쳐 입거나

수선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했다. 테일러나 드레스메이커 뿐 아

니라 솜씨 좋은 가족에 의해서 개인에 딱 맞게 제작된 좋은

소재의 의복은 오랜 시간동안 입을 수 있었고, 낮은 계급이나

어린 사람에게 ‘대물림’된 의복은 새 주인에 맞게 다시 고쳐졌

다. 그러나 패션이 대량생산화하면서 대부분의 패션은 생산자

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식화되어 전달되었고,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위치가 되었다. 공식화

된 패션과 소비 경험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편리한’ 것이

겠지만,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소규모 생산자의 대안적 패션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더

욱 제한될 뿐 아니라 ‘표준화’된 신체 조건에 맞출 것을 강요

받게 되었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바처럼 Illich(1975/2004)가 산업사회의

제도에서 개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고 단순한 소비자의 역

할만 남게 된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사람과 환경 사이에 자율적이

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집중화된 패션의 생산구조

속에서 단순한 소비자의 입장을 탈피하고, 생산 과정에 보다 활

동적이고 전문적인 역할로서 개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일찍이 Toffler

(1980)에 의해서 사용된 ‘프로슈머(prosumer)’란 신조어에서 발

견된다.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가 결합되어 소비자이지만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함을 의미한

다. 최근에는 주요한 사회적 변화를 정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Demos』(2004)에 의해 ‘프로암(Pro-Am)’

이라는 열정적인 비전문가(amateur) 집단이 경험과 많은 시간

을 통하여 개발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

(professional) 수준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션의 경우, 소비자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하는 것

은 수공예, 리폼, DIY(Do It Yoursef)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의복을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방법과 오픈소스(open-source) 등

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나타

Fig. 4. HaaT의 재킷과 스카프 (Eco-Chic, p.97) 

Fig. 5. T-construction night (Sustainable Fashion & Textiles, 2008,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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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Fig. 5는 전통적인 의복의 생산과 구매 방식에 대한 대안으

로 공동 작업에 의한 디자인, 개인화된 맞춤, 그리고 수작업의

제작 방식을 실행하는 L. A.의 지역브랜드에 의해 운영되는 ‘T

제작의 밤(T-construction night)’의 모습이다. 소비자는 원하는

옷감, 사이즈, 색상 등을 골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내

고, 그 과정을 디자이너와 재봉사들이 지켜보는 행사를 통하여,

누구나 즐기면서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

써 전 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

움이 된다는 개념이 패션에 적용된 것이다. 패션 산업은 전통

적으로 실제적인 생산지를 경쟁자에게 숨기는 클로스소스(close-

source) 모델이었지만,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오픈소스를 통하여 직접적으

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오픈소스를 통하여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

례로서, ‘페어드레이드(fairtrade)’(“Think fair”, 2008)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구촌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점점 거대화되어가는

패션 기업들이 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싼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적은 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옷을

만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가를 고려하고 페

어트레이드 브랜드를 구입함으로서 윤리적인 생산에 부분적으

로 참여한다. Fig. 6은 패션업계 최초로 함께 일하는 공장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환경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서 그들의 공장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조건을 얻도

록 배려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공장에서 만들

어졌는지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를 시도한 ‘노 스

웨트 어패럴(No Sweat Apparel)’사의 홈페이지에 담긴 이미지

로 노동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에 의해 집중화되고 통제된 패션 시스템을 탈

피하여 개인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민주화되고 분

산된 패션 시스템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인간은 패션을 단순히

소비하는 입장이 아닌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데 직접적

인 노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

산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자연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으로서 좋

은 작업의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게 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생산 과정은 산업주의

의 생산 방식인 정적이고 기계적인 작업 과정보다 더욱 창조적

이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개인은 상호작용에 따른

다양성과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을 배우기 위한 삶의 여유를

만들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을

산업주의의 패션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Table 2와 같

다.

4. 결 론

본 연구는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느림’의 패

러다임이 부상함에 따라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방향을 고

찰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산업주의 시대 ‘빠른’ 속도위주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

치관과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한 대량생산 기술은 경제 논리

에 의한 무한한 자연 개발로 심각한 자연의 훼손을 초래하였을

Table 2. 산업주의의 패션 패러다임과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비교 

패러다임 산업주의의 패션 패러다임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

생산기술 대량생산 자연·문화·인간의 규모에 맞는 생산

자연 개발에 대한 관점

환경오염의 비윤리성

요람에서 무덤으로, 화학물질의 사용, 

다량의 의류 폐기물 유발

친환경의 윤리성

요람에서 요람으로, 화학물질의 배제, 재사용, 

재생, 오가닉 소재의 사용

전통문화에 대한 관점

글로벌 획일성, 

질보다 양, 싼 가격, 저급한 품질, 빨리 만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세계적 요구에 맞는 범용성

전통문화의 다양성 

양보다 질, 전통방식과 장인에 의한 고품질,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드는, 간직하고 물려주는, 

지역적 요구에 맞는 특수성

인간에 대한 관점

단순 소비의 수동성

일방적 정보 전달의 클로스 소스, 

공식화된 패션의 소비, 패션에 개인을 맞추는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

상호 소통하는 오픈소스, 

셀프 메이드, 개인에 패션을 맞추는

Fig. 6. 노스웨트 어패럴사의 홈페이지 이미지 (http://www.noswea

tappar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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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획일화로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고, 인

간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킴으로서 인간성을 훼손하는 등 우

리 삶의 기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었다. 이러한 폐해에 대

한 인식 속에 ‘빠른’ 성장의 패러다임은 자연, 전통, 그리고 인

간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느린’ 성장

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느림’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

가 아니라 모든 걸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산업 사회의 가치관

을 탈피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의 추구에서 벗어나 성장지

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부정적 의미의 ‘느리게’가

아닌 자연, 문화, 그리고 인간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결과로서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자연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친환경의 윤리성이다. 

이는 생태학자들의 사상과 방식을 참조하여 패션에 접근하

는 것으로 패션이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생산소비되던 방

식에서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즉,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화학 물질, 의류 쓰레기 처리 과

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등이 얼마나 자연환경을 오염

시키는가를 인식하고, 화학 물질의 배제, 오가닉 소재의 사용

등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생산하고 패션으로서의 수명을 다

하더라도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아닌 재사용, 재생을 통한 순

환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지구환경을 파괴하거나 고갈시

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반영하는 고품질의 다양성이다. 

이는 유행에 맞춰 빨리 많은 양의 의복을 값싸게 생산하지

만 획일적이고 유행이 지나면 쉽게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패러다임 대신, 지역 특유의 자원이나 제약 요인에 맞도록 형

성된 전통 문화와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서 문화의 풍요로움을 향

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패션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양’

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에 의해 품질

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장소와 규모에 맞는

민감한 고려를 반영함으로서 쉽게 버릴 수 없고 오랜 시간 간

직하게 되는 ‘특성’있는 패션이 중시된다. 

셋째, 개인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이다. 

이는 생산자에 의해 집중화되고 통제된 패션 시스템을 탈피

하여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화되고 분산된 패션 시스템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인간은 패션을 단순히 소비하는 입장이 아닌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

미한다. 즉, 개인에게 오로지 소비의 즐거움만을 강조하는 대신

수공예, 리폼, DIY 뿐 아니라 오픈소스 등을 통하여 생산자로

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좋은 작업 기회를 통하여 삶의

만족감과 창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은 패션 활동과 관련된 자

연,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존중의 시각을 갖

고 접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패션의 패

러다임이 ‘느림’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대 패션의 구

체적 사례들에 대한 미적 특성의 고찰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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