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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providing not only the latest design technique trend for 

zero waste fashion, but information about creative fashion design education through 

eco-fashion industry trend in globally and domestic which is focusing on eco-fashion 

labelling. 

  The research were processed with literature related eco, sustainable, green fashion 

books, former articles, newspapers, and web sites. 

  The results as follows; The certification about eco-fashion product is moving to ‘Life 

Cycle Assessment’ from focused on primary process like material, finishing, dyeing. 

Especially simplicity of process means reducing the wastes. And fabric wastage for adult 

outwear was estimated 15% percent of total fabric used in general design studios.

  Three cases for Zero waste fashion were as follows; First, Jigsaw puzzle by Timo 

Rissane and Mark Liu were different zero waste methods, but the result was same. 

Rissene’s method was based on traditional cutting like ‘cut and sew’ but traditional cutting 

can lead to design that have an abundance of fabric and drape. Jigsaw of Rissene was 

approached with description a pattern-cutting technique in which all piece interlock with 

each other generating no waste from design production. Another Jigsaw by Liu was related 

with innovative textile design. DTP makes the possibilities for zero waste garmen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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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endless. The dress intricately cut from 10 pieces, wastes none of the fabric 

required to make it. Second, Subtraction Cutting by Julian Roberts provides unexpected 

fluid, organic forms and zero waste fabric. Utilizing Roberts plug(tunnel) technique enables 

any part of the garment that is removed for fit or aesthetics to be re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garment. Third was ‘Bio Couture’ by Suzanne Lee. She has created garments 

from cellulose bacteria which grow in a bathtub using only green methods addressing in 

such as way ecological issues and exploring the future of fashion design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y.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에코 패션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Eco-Fashion( ), Zero Waste Fashion Design(

인 직쏘우 퍼즐 서브스트렉션 커팅               ), Jigsaw Puzzle( ), Subtraction Cutting( ), 

바이오 쿠튀르               Bio Couture(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 . . ⅠⅠⅠⅠ

최근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  , 

량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 , 

반에서 년까지 세계 대 년까지 세계 대 2020 7 , 2050 5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

표했다1)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위한 추. 

진전략과 정책에 따르면 생활의 녹색혁명을 통한 모

범국가 구현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 

추상성광범위성을 정책실현 가능성면에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친환, 

경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이다2) 따라서 모든 산. 

업과 생활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패션산업에서도 환  

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패션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의복은 패션이라는 . 

유행성을 내포하여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매 시즌

마다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빠른 패

션 사이클로 인해 상품은  한 시즌의 소모품으로 전

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행성은 패션은 안. ‘

티 환경 이라는 의식과 사회적 비난을 받아 온 것도 ’

사실이다 하지만 패션이란 인간의 의식을 반영하. ‘

는 시대적 산물 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그리고 ’

한 시대의 의식과 삶의 태도와 시대의 거울 이라는 ‘ ’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의 환경 지향적 생활 트

렌드는 곧 패션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

게 된다. 

윤리적 패션 착한 패션  ‘ (Ethical Fashion)’ ‘ (Good 

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친환경 패션 제품Fashion)’ ‘ ’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패션업계에서

도 친환경 마켓의 성장을 유도하였고 기업으로 하, 

여금 친환경 패션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 

패션 제일모직 금강제화 에이치 엔 엠LG , , , (H&M) 

등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를 주축으로 하여 SPA 

친환경 패션제품을 속속 출시하며 친환경 의류산업

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영국의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 

은 친환경 패션을 통해 패션 종(Katherine Hamnett)

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설파하고 있으며 갭(GAP)

은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인증을 가진 디자이너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Design)

치고 있다3).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도 점차 친환경 패션 제품의   

생산은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 윤, 

리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이란 주변의 시스템과 그에 속해 있는 주체가 

상호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

로 화합됨을 뜻한다 그것은 환경과 인간 활동과의 .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성 을 보장하고 지속적, ‘ ’ , ‘

인 발전 을 유도하는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

내포하고 있다4).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친환경 패션연구는 친환  

경 개념 에코 지속가능한 친환경 로하스 슬로우( , , , , , 

그린 패션 등 을 라이프스타일과 연계시키거나 친환)

경에 대한 인식 가치 등의 개념을 소비자 구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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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시킨 연구5)6)7)8)가 있었다 또한 디자인의 속. 

성과 관련된 설문조사 그린 마케팅 현황 조사, 9) 등  

이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폐원단 재활용 디자인 . , , 

슬로우 패션 기후변화에 따른 다목적 패션 디자인 , 

연구10)11)12) 제품개발 친환경 색채 트렌드 및 이미, , 

지 분석연구13)14)15)16)17) 등이 있었다 친환경 디자인 . 

의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변형패션 수공예, 

적 스타일 건강지향적 디자인 기능의 효율성 내구, , , 

성 윤리성 감량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18)19) 조형적 . 

가치로의 접근 연구20)에서는 적용성 다목적성 통시, , 

성 유희성 등의 분류와 특성을 제시 하였다 이상, . 

의 연구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패션 연구

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디자인 현황 의식 가, , 

치 의복행동 미적 특성 디자인 개발 디자인 분류 , , , , 

등의 접근이 시도 되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친환경 패션제품 인증(Eco 

사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패션Fashion Labelling)

산업의 동향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두되는 디자인 

스튜디오 차원의 쓰레기 발생 감량화 를 (zero waste)

위한 실험적 사례 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 

실험적인 디자인 제작 테크닉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실천적 방향과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의 국내외 친환경 동향  

을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설

명하고 대표기업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러한 동향, 

에 발맞추어 디자인 발상과 실험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 

의 디자이너겸 파슨스 패션 스쿨의 교수인 티모 리

사넨 과 호주의 마크 리우(Timo Rissanen) (Mark Liu)

가 제안한 직쏘우 퍼즐 의 공통점과 (jigsaw puzzle)

차이점 그리고 리사넨 의 패션디자인 구성 (Rissanen)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단 쓰레기 발생을 기준(zero 

으로 분류한 의복 제작 카테고리의 내waste fabric)

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 디자이너로서 독특한 . 

창의적 재단방법으로 글로벌 순회강연을 하는 줄리

안 로버츠 가 제시하는 서브트렉션 (Julian Roberts)

커팅 방법과 영국 런던 컬리지 (subtraction cutting) 

오브 패션 연구교수인 수잔 리 가 런(Suzanne Lee)

던 임페리얼 대학의 생물학자 다비드 박사와(David)

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바이오 쿠튀르(bio couture)

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험적의 사례 연구는 기존의 개념적 고찰   

중심의 친환경 패션디자인 연구와 친환경 산업동향 

중심의 연구와 달리 미래 디자이너를 배출시키는 대

학교육의 현장에서 실천적 적용이 가능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적용을 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실험적 사례 수집은 친환경   

관련 디자인 문헌 해외신문의 기사 국내외 패션정, , 

보지, ted.com21)을 참고하였으며 사진 자료는 2011

년 월 년 월까지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10 - 2012 2

알아보았다. 

또한 친환경 이란 자연환경이나 지구에 부담이   ‘ ’

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의식 행, 

동 방법들이 제조에서 유통 폐기까지 그 과정 속, , 

에서 환경 보호적 의식과 노력이 고려된 것을 통칭

하였음을 밝힌다.  

  

친환경 패션 디자인 산업의 친환경 패션 디자인 산업의 친환경 패션 디자인 산업의 친환경 패션 디자인 산업의 . . . . ⅡⅡⅡⅡ

국내외 동향국내외 동향국내외 동향국내외 동향

패션 산업은 단계가 복잡하고 구조적인 산업으로   

유통 운송 제작 과정에 전 세계가 연관되어진 탄, , 

소 발생량이 높은 산업이다 그림 또한 패션산업< 1>. 

은 글로벌 산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제품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각각의 제품. 

들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탄소 발생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림 < 2>. 

또한   Fashion Theory Fashion Theory Fashion Theory Fashion Theory 의 편집장인 레지나 루트

는 특별 논문집(Regina A. Root) Eco Fashion「 」 
22)에서 그 동안 거대한 패션 산업의 성장 뒤에서 황

폐화 되어온 지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거. 

대 패션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패션 디자인 분야에

서 보다 실천적이고 사회적 책임 있는 대안들이 제

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렇듯 친환경 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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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과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 

본 장에서는 국내외 패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패션디자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 패션 인증 표준의 변화와 패션친환경 패션 인증 표준의 변화와 패션친환경 패션 인증 표준의 변화와 패션친환경 패션 인증 표준의 변화와 패션  1.   1.   1.   1. 

제품 제작과정의 중요성 대두제품 제작과정의 중요성 대두제품 제작과정의 중요성 대두제품 제작과정의 중요성 대두                    

글로벌 패션 기업에서는 각 기업체 마다 자사의   

친환경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마케팅화로 연결시켜 

발표하고 있다 표 갭 에서는 기업의 사회< 1>. (GAP)

적 책임과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정책에 반

영하며 년부터 2009 LEED(Leadership in Energy 

인증을 획득한 디자이and Environmental Design) 

너를 확보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로 잘 알려진 파. 

타고니아는 전 매출의 를 환경기구에 기부하면서 1%

리사이클 섬유사용 및 재활용 가능 제품 디자인 생

산에 주력하고 있다 아디다스도 제조공정중의 환경 .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이

키에서는 년부터 가죽이 미치는 환경 부담에 2006

대해 연구하고 있다 막스 앤 스펜서. (Marks & 

그림 와 가 제시한 그림 와 가 제시한 그림 와 가 제시한 그림 와 가 제시한 < 1> Farrer Fraser(2009)< 1> Farrer Fraser(2009)< 1> Farrer Fraser(2009)< 1> Farrer Fraser(2009)

패션산업 공급체인 설명도패션산업 공급체인 설명도패션산업 공급체인 설명도패션산업 공급체인 설명도

출처 ( : Shaping Sustainable Fashion p.25 )

그림 패션 제품의 탄소 배출량의 사례 그림 패션 제품의 탄소 배출량의 사례 그림 패션 제품의 탄소 배출량의 사례 그림 패션 제품의 탄소 배출량의 사례 < 2> < 2> < 2> < 2> 

출처( : Shaping Sustainable Fashion p. 30) 

와 리바이스 역시 세탁방법을 통한 환경부Spencer)

담 최소화 노력과 친환경정책을 속속 발표 시행하고 

있다23).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성은   

단순한 기업의 홍보용이 아니며 점점 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비관세 장벽

화 확대되는 기업의 책임 등으로 인한 필수 조건이 , 

되고 있기 때문24)이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량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제 저탄소 

경영은 기업의 생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인 것이다. 

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국내외   2011 「

에코라벨 동향 및 업계 활용방안 세미나」25)에서 제

시된 패션 관련 국제 표준 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공공정의 간소화 폐기물 감소 윤리. , , 

적 생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이는 그 동안 의

류학 연구에서 원료 중심 재료중심과 가공 중심의 , 

차적 친환경 연구의 틀을 넘어서 제품 제조 공정1

재단 및 제봉 윤리적 공정 과 밀접한 내용으며 기( , )

업의 윤리적 의식과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가공공정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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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글로벌 패션 기업의 친환경 정책표 글로벌 패션 기업의 친환경 정책표 글로벌 패션 기업의 친환경 정책표 글로벌 패션 기업의 친환경 정책< 1> < 1> < 1> < 1> 26)26)26)26)        

·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 denim clean water program

인증 획득 디자이-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너 확보
  (2009)

관련 데이터 축적 폐기물 관리방침 개- environmental footprint assessment 
발 등 (2010)

·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ism
야생 생태 지역에 대한 보존- The Conservation Alliance : 

전 매출의 를 환경기구에 기부하기- 1% For The Planet : 1%
· Common Thread/Garment Recycling· Common Thread/Garment Recycling· Common Thread/Garment Recycling· Common Thread/Garment Recycling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 사용 제품 생산 및 재활용 가능 제품 디자인 생산- 

·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친환경 소재의 개발 환경 오염 소재 및 공정에 대한 개선 대체 소재- : , PVC 

의 개발 등

환경 오염 방지 제조 공정중의 직접적인 환경 부담 오염 방지 노력- : , 
사용 제한 물질에 대한 표준 인체 유해 물질 완경 오염 물질의 사용을 적- : , 

극적으로 

억제하는 관련 표준 의 개발  ‘A-01 Requirements' 

· Sustainable Materials· Sustainable Materials· Sustainable Materials· Sustainable Materials

년까지 전 제품에 최대 유기농 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011 5% 
페트병 재활용 재 수거되어 제조된 를 적용 중- , recycled polyester

년부터 를 설치하여 가죽 사업이 미치는 환경 부- 2006 Leather Working group

담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환경 유해물질인 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함- PVC

· Plan-A· Plan-A· Plan-A· Plan-A
개 - Climate change, waste, sustainable raw material, fair partner, health 4

부문에 걸친
의 친환경 정책  M&S

판매 의류 제품의 를 기계 세탁 온도 를 만족시- Think Climate : 70% 30「 」 ℃

켜 소비자 세
탁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세탁시 의 에너지가 온수 사용  (60 , 85% ℃ 

으로 소비

됨  )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restricted substance list, global effluent guidelin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등 발간  Handbook 

· Wear Responsibility· Wear Responsibility· Wear Responsibility· Wear Responsibility
냉수로 청바지 세탁 하기 자주 세탁하지 않기 가급적 빨래줄 건조하기 등 - , , 

자사 제품

착용과 보관에 따른 환경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  
화학물질 물 사용 최소화화학물질 물 사용 최소화화학물질 물 사용 최소화화학물질 물 사용 최소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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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자원사용 절감 제품 인증 에너지 사용의 억제 , 

공정 인증 환경오염 유발물질 사용 억제 드라이 , , 

클리닝 환경 오염 억제책으로 이룰 수 있다 또한 . 

폐기물 감소는 섬유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의류 제품의 환경 부담 평가 폐기물 Assessment), , 

감소 제품 및 공정 인증으로 성취 할 수 있고 윤리

적 생산은 생산 노동 인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생

산환경의 친환경성 평가로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친환경 표준을 표준 에  ‘pubric ’

서 표준 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혀 광범위‘private ’

한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적 규범‘ ’

에서 상품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으로 친환경 ‘ ’

표준이 변모하고 있으며 경험적 특성‘ (experience 

을 표현하는 표준에서 작업자의 근characteristics)’

로조건이나 원산지 규정과 같은 신뢰성 특성‘

의 표준으로 변화화고 (credence characteristics)’

있다고 하였다. 

즉 경험적 실험적 표준 중심에서 신뢰성 중심의   

표준으로의 변화는 결국 생산 제작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작 완성된 중심 에. ‘production ’

서 제작 과정의 중심 으로 소재와 원료의 ‘process ’

공정 뿐 아니라 패션제품의 구성 및 제작을 진행하

는 스튜디오 작업 재단 봉제 등 에서도 보다 친환경( , )

적 규범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따라서 현재. 

로서는 다소 실험적일 수 있으나 스튜디오 차원의 

표 표 표 표 < 2>< 2>< 2>< 2>에코 라벨링 추진 일정에코 라벨링 추진 일정에코 라벨링 추진 일정에코 라벨링 추진 일정
27)27)27)27) 표 에코 라벨 운영 방안표 에코 라벨 운영 방안표 에코 라벨 운영 방안표 에코 라벨 운영 방안< 3>< 3>< 3>< 3>

28)28)28)28)

친환경적 구성 제작 기술 사례의 조사 연구는 앞으

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섬유산업 연합회는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 트  , 

렌드 인증시스템 필요에 의해서 한국형 에코라벨 ,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표 최종적으로 < 2>.  2013

년 월 이후에는 에코 인증 라벨을 확산시키겠다는 7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운영 방안으로서 소비. 

자 안전 친환경 공정 사회적 기준 리사이클 친환, , , , 

경 원료 기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표 , < 3>.

 

국내외 친환경 패션기업의 사례와 친환경국내외 친환경 패션기업의 사례와 친환경국내외 친환경 패션기업의 사례와 친환경국내외 친환경 패션기업의 사례와 친환경  2.   2.   2.   2. 

정책 동향정책 동향정책 동향정책 동향                    

자네트 헤손 과 코니 울라제윅  (Janet Hethorn)

의 저서 (Connie Ulasewicz) sustainable fashio「

에서는 친환경 디자인 범주에 대해 로컬n ‘ (local)’, 」

수공예적 오가닉 리사이클 리디자인 빈티지‘ ', ' ', ' ', ' ', '

세컨 핸드 에코 프린팅 원단 쓰레기 감소', ' ', ' ', ' ', '

그린 마케팅 사회적 책임 에너지 절감 에코 ', ' ', ' ', '

인증 등을 언급하고 있다' 29) 이러한 친환경 패션 디. 

자인 내용을 실천 표방하는 국내외 패션 기업체의 

사례 중 언론 보도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친환경 정책 및 캠페인 사례 로컬 ‘ ’, ‘

커뮤니티 성공 사례 윤리적 기업 사례 등으로 나’, ‘ ’ 

누어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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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및 캠페인  1) 

영국 패션 기업 막스 앤 스펜서는   ‘climate 

change, waste, sustainable raw material, fair 

의 개 부문에 걸친 라는 partner, health’ 5 Plan-A「 」

친환경 정책과 판매의류 제품의 를 기계 세탁온70%

도 를 만족시켜 소비자 세탁에 의한 에너지 절30℃

감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Think Climate’ 
30). 

와 쌍벽을 이루는 럭셔리 브랜드 집합제국   LVMH

피노 프렝땅 르두트- - (PPR: Pinault-Printemps-Red 

oute)31)의 그린 정책 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 

의식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전 공정에서 환경 영향, 

력을 검사하고 실천하며 그 경제적 이득과 손해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진화된 개념이다 즉 온실. 

가스 배출 물 사용량 오염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 , , 

라 변화하게 되는 온실가스의 증감 등 다양한 그린 

지표를 보고하고 실질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실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적 마인드가 혼합된 정책

이다32). 

리바이스는 오래된 청바지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헌 청바지를 수거하는 친환경 운동을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포에버 블루 캠페인 이라는‘ ’

그림 리바이스 의 환경홍보  그림 리바이스 의 환경홍보  그림 리바이스 의 환경홍보  그림 리바이스 의 환경홍보  < 3> (Levi's)< 3> (Levi's)< 3> (Levi's)< 3> (Levi's)

출처 ( : http://blog.naver.com/mr_

chameleon?Redirect=Log&logNo=15012444

4203)

그림 유니클로 의 리사이클 홍보그림 유니클로 의 리사이클 홍보그림 유니클로 의 리사이클 홍보그림 유니클로 의 리사이클 홍보< 4> (Uniqlo)< 4> (Uniqlo)< 4> (Uniqlo)< 4> (Uniqlo)

출처 ( : http://blog.naver.com/seselly?Redire

ct=Log&logNo=50127030417,

http://blog.naver.com/bolgerri?Redirect=Log&logNo=50111

686596)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장학

금으로 기증을 하였다 그림 < 3>33). 

유니클로 의 친환경 리사이클 캠페인은   (UNIQLO)

유니클로가 판매한 의류를 고객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회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기업의 사회 , 

공헌 활동 이(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다 유니클로에서 판매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 

며 고객이 입던 의류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거나 , 

철저한 선별 작업을 거쳐 재활용한다 유니클로의 . 

리사이클 캠페인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

하는 글로벌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브랜드로서 사회 및 환경에 책임을 label Apparel) 

다하기 위해 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으며2001 , 

브랜드 중 유니클로가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 캠SPA

페인이다 그림 < 4>34).

로컬 커뮤니티 실천 기업 2) 

미국의 로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는 패션 기업체로 브루클린 인더스트리스<

가 있다 그림 브루클린 (brooklyn industries)> < 5>. 

인더스트리스는 오가닉 소재의 사용은 물론이며 

자연 풍력을 이용하거나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100%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고 브루클린 지역 내에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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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프린팅하며 뉴욕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에 중

점을 두는 등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 , 

수많은 양의 탄소배출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즉 . 

지역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친환경 업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실천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윤리적 기업  3) 

  (1) The IOU Project

는 디자이너 카비타 파머  The IOU Project (Kavita 

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각각의 제품에 사용Parmar)

되는 원단을 만드는 인도의 장인들의 이야기에서 부

터 옷이 만들어져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제품에 박

힌 코드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접속하였다QR . 

즉 생산과정을 추적 제공 직물제조자에게 정당한 , 

윤리적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는 영어의 나는 당신  The IOU Project "I owe You(

에게 빚졌습니다 의 뜻으로 소비자가 입는 옷이 어)"

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지에 

대해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물 사진, 

을 제공함으로써 옷에 담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일환으

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림 < 6>.

  (2) ORGDOT 

오르그 닷은 친환경 소재 행복한 일자리 창의적  , , 

인 디자인으로 사람과 자연을 행복하게 하는 패션을 

만들고자 하는 윤리적 패션 기업이다 친환경 소재. 

와 생산 기법을 적용하여 지구에 부담을 덜 주고 만

드는 이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 삶의 질을 높

이고자 한다. 

친환경 소재로 국내 봉제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  

하고 생산비 상승분을 유통 단계 간소화로 해결하고 

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

는 소셜벤처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림 대표 < 7>. 

상품으로는 유기농 면으로 만든 의류 페트병에서 , 

섬유를 뽑아 만든 유니폼 옥수수 전분으로 제작한 , 

생분해성 비닐 포장이 있으며 와이번즈의 그린 , SK 

유니폼 서울 에코백 구글코리아 메리츠화재 , 'TEDx ' , , 

등의 친환경 단체복이 있다35).

에코 파티 메아리  (3) 

국내에서 리사이클 디자인 브랜드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으로는 단연 에코 파티 메‘

아리 를 꼽을 수 있다 에코 파(Eco Party Mearry)’ . 

티 메아리는 아름다운 가게에 소속된 재활용 재품 

브랜드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물품 중 재사용이 

어려운 일부 의류 인근 구청의 현수막 가죽소파, , , 

나무상자 등을 활용한 재활용 디자인 제품을 개발, 

판매한다 동시에 재활용 디자인 제품을 매개로 환. 

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구를 지키는 

캠페인을 통한 에코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추구한

다 또한 에코 파티 메아리 제품의 구매 사용을 통. , 

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정

착시키며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통해 버려지는 '

것 을 최소화하고 그 활용 방안의 적극적 모색을 활'

성화 시키고자 하는 윤리적 기업이다 그림 < 8>. 

페어 트레이드 코리아   (4) 

페어 트레이드 코리아는 한국의 희망무역 공정무  (

역 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가난한 여: Fair Trade) , 

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

격에 거래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루 라(g:ru)

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페어 트레이드 코리아. 

는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전통기술과 

문화적 다양성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환경과 건강, , 

보호 윤리적 소비를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림 , <

9>. 

그루는 면 울 마 실크 등의 자연소재와 재활용   , , , 

소재 베틀로 짠 원단 등을 사용하여 핸드메이드의 , 

감성을 살린 옷을 만들며 생산지의 자연환경에서 얻

을 수 있는 훌륭한 친 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환경보

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자칫 끊길 . 

뻔한 생산지의 전통기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손으

로 실 짓기 옷감짜기 천연염색 손뜨개 블록 프린, , , , 

팅 손 자수의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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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그림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그림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그림 사회적 책임 에 대한 < 5> < 5> < 5> < 5> 

브루클린 인더스티리 정책 설명 브루클린 인더스티리 정책 설명 브루클린 인더스티리 정책 설명 브루클린 인더스티리 정책 설명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출처 ( : 

www.brooklynindustries.com)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6> IOU < 6> IOU < 6> IOU < 6> IOU 

출처 ( : www.iouproject.com)

그림 오르그닷그림 오르그닷그림 오르그닷그림 오르그닷< 7> < 7> < 7> < 7> 

출처 ( : www.orgdot.com) 

그림 에코 파티메아리그림 에코 파티메아리그림 에코 파티메아리그림 에코 파티메아리< 8> < 8> < 8> < 8> 

출처 ( : http://www.mearry.com)

그림 페어 트레이드 패션 브랜드 그림 페어 트레이드 패션 브랜드 그림 페어 트레이드 패션 브랜드 그림 페어 트레이드 패션 브랜드 < 9> < 9> < 9> < 9> 

그루 그루 그루 그루 출처 ( : http://www.fairtradegru.com)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 . . . ⅢⅢⅢⅢ

실험적 디자인 사례실험적 디자인 사례실험적 디자인 사례실험적 디자인 사례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위한 정책동향과 국내외적  

으로 알려진 기업의 친환경 노력을 통해 패션산업에 

있어 친환경에 대한 변화는 이제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패션 디자인 분. 

야에서 패션 스튜디오 차원의 원단 쓰레기 절감과 

공정의 간소화 등은 패션 디자인 교육과 창의적 발

상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험적 구성법 개발과 일반적인 

원단 소재가 아닌 실험실에서 농장처럼 패션소재를 

키우는 바이오 쿠튀르 등의 실험적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쩨로 웨이스트 커팅쩨로 웨이스트 커팅쩨로 웨이스트 커팅쩨로 웨이스트 커팅  1. (Zero Waste Fabric   1. (Zero Waste Fabric   1. (Zero Waste Fabric   1. (Zero Waste Fabric 

     Cutting)     Cutting)     Cutting)     Cutting)

디자이너이자 파슨스 패션 스쿨교수인 리사넨은   

저서 에 Sustainable Fashion “Creation Fashion 「 」

이라는 제목without the Creation of Fabric Waste”

의 글을 실었다 그는 패턴 메이킹이 친환경 패션 .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의복 제작

과정에서 예상되는 쓰레기 발생을 기준으로 패션디

자인 창조방법을 구분하였다 그림 < 10>36). 이는 재 

단과 재봉 방법 에 따라 예상되는 쓰(cut and sew)

레기 원단 혹은 소재 실 발생을 기준으로 구분됨을 ( , ) 

말한다 그의 분류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서 재단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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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하는 일반적 구성방식 패브릭 재cut & sew( + 

단 봉재 옷 쓰레기 편물에서 조각 없이 형+ = + ), 

태를 만들어가며 니팅하는 얀 니integral knitting( + 

팅 옷 방법이 포함되는 얀 니팅 = ) fully fashion( + 

봉재 옷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의 방법+ = ), a-poc

옷 니팅 혹은 위빙 패브릭 패브릭에 따라 재( + = , 

단 옷 약간의 쓰레기 이다= + ) . 

일반적인 재단 후 재봉 방법은 평균 의 원단   15%

쓰레기 발생률을 보이며 의 경우는 쓰fully fashion

레기 발생이 거의 없거나 약간 생길 수 있는 영역이

고 그림 역시 약간의 쓰레기가 발생 할 a-poc< 11> 

수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 

라 방법을 조합을 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친환경 패

션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는 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았던 의 구  cut & sew

성방법도 창의적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직쏘우 퍼즐. (jigsaw 

패브릭 재단 봉재 옷 패션이라고 puzzle : + + = ) 

명하였다 즉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미리 예상되는 . 

패턴을 한 장의 원단에 완벽하게 레이아웃 시킴으로

써 원단의 쓰레기를 제로 로 한다는 것(zero) 37)이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0> < 10> < 10> < 10> Fashion creation methods- waste Fashion creation methods- waste Fashion creation methods- waste Fashion creation methods- waste 

perspective by Timo Rissanenperspective by Timo Rissanenperspective by Timo Rissanenperspective by Timo Rissanen

출처( : Janet Hethorn, Connie Ulasewicz(2008), Sustainable 

Fashion Why Now?, NY : Fairchild book p.187)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1> APOC Queen, spring/summer, 1999< 11> APOC Queen, spring/summer, 1999< 11> APOC Queen, spring/summer, 1999< 11> APOC Queen, spring/summer, 1999

출처 ( : Eco-Chic, p.52)

리사넨은 년 월 미국의 파슨스 스쿨에서   2010 9

를 개설하여 그의 이러Zero waste fashion course

한 실험적 아이디어를 교육으로 연결 시켰으며 또한 

이러한 패턴의 실험적 연구와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을 통해 가시화 시켰다 미국의 오가닉 패션 브랜드. 

인 룸스테이트 의 창업자인 스코트 마킨(Loomstate)

레이 한 과 실질적인 비즈니(Scott Mackinlay Hahn)

스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 사례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사넨은 세기 초 마들렌느 . 20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을 배우면서 재zero waste 

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즉 이러한 . 

사례는 패션의 창의적 디자인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실험. Zero Waste Fashion

적 사례에 대해 뉴욕 패턴 디자인 센터장으로 있는 

산드라 에릭슨 은 아직은 다소 실(Sandra Ericson) “

험적으로 보일지라도 차세대 아이디어로는 명백하

다”38)고 긍정적 평을 내놓고 있다. 

디자인 창작과 제작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의 다른 사Zero Waste Fashion 

례로서는 호주 디자이너이며 영국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수학한 마크 리우 의 사례도 있(Mark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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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우의 경우는 원단 프린팅과 함께 진행되는데 . 

미리 원단에 재단이 될 선을 무늬 프린팅과 함께 동

시에 프린팅한 후 이를 그대로 잘라서 솔기를 밖으, 

그림 을 설명하는 그림 을 설명하는 그림 을 설명하는 그림 을 설명하는 < 12> zero waste fashion< 12> zero waste fashion< 12> zero waste fashion< 12> zero waste fashion

RisseneRisseneRisseneRissene

출처 ( : http://www.nytimes.com/2010/

08/15/fashion/15waste.html?pagewanted=all)

그림 후드 셔츠 패턴 좌 과 그림 후드 셔츠 패턴 좌 과 그림 후드 셔츠 패턴 좌 과 그림 후드 셔츠 패턴 좌 과 < 13> zero waste ( ) zero < 13> zero waste ( ) zero < 13> zero waste ( ) zero < 13> zero waste ( ) zero 

으로 만든 남성셔츠 우으로 만든 남성셔츠 우으로 만든 남성셔츠 우으로 만든 남성셔츠 우waste pattern ( )waste pattern ( )waste pattern ( )waste pattern ( )

출처 좌( : Shaping Sustainable Fashion, p.94( ), 

우p.133( ))

그림 의 그림 의 그림 의 그림 의 < 14> Mark Liu Strapless Dress(left), High Neck Dress(wright) and Details(down)< 14> Mark Liu Strapless Dress(left), High Neck Dress(wright) and Details(down)< 14> Mark Liu Strapless Dress(left), High Neck Dress(wright) and Details(down)< 14> Mark Liu Strapless Dress(left), High Neck Dress(wright) and Details(down)

출처( : Sustainable Fashion, p.194, p.201)

로 나오도록 재봉을 하면 쓰레기 발생이 없는 장식

적인 드레스나 블라우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그림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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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트렉션 커팅서브트렉션 커팅서브트렉션 커팅서브트렉션 커팅  2. (Subtraction Cutting)  2. (Subtraction Cutting)  2. (Subtraction Cutting)  2. (Subtraction Cutting)

의 기본 명제는 패턴의 재단  Subtraction Cutting

선이란 의상의 최종 외곽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기존의 패턴의 재단선. 

은 의상을 완성했을 때 가장 바깥쪽의 실루엣을 이

루는 선인데 이러한 기본을 바꾸는 생각이다 재단. 

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이용하여 접기 말기, , , 

뒤집기 묶기 등을 이용해 인체가 움직이는 공간을 , 

형성하도록 하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크, 

기와 형태가 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 15>39). 

은 줄리안 로버츠  Subtraction Cutting (Julian 

그림 발상을 테크닉으로 그림 발상을 테크닉으로 그림 발상을 테크닉으로 그림 발상을 테크닉으로 < 15>< 15>< 15>< 15>

재현재현재현재현

출처 ( :www.julianand.com)

그림 를 통한 패턴 그림 를 통한 패턴 그림 를 통한 패턴 그림 를 통한 패턴 < 16>dual view< 16>dual view< 16>dual view< 16>dual view

구성방법구성방법구성방법구성방법40)40)40)40)

출처 ( :Subtraction Cutting School, p.2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7> Tunnel Technique< 17> Tunnel Technique< 17> Tunnel Technique< 17> Tunnel Technique

출처 ( :www.julianand.com)

그림 과 그림 과 그림 과 그림 과 < 18> Subtraction Cutting Julian< 18> Subtraction Cutting Julian< 18> Subtraction Cutting Julian< 18> Subtraction Cutting Julian

출처 ( :www.julianand.com )

그림 작품그림 작품그림 작품그림 작품< 19>Subtraction Cutting < 19>Subtraction Cutting < 19>Subtraction Cutting < 19>Subtraction Cutting 

출처 ( :www.julianand.com )

가 고안한 디자인을 위해 패턴을 만드는 것Roberts)

이 아니라 패턴을 가지고 디자인 하는 역발상 기법

이다 원단을 자른 패턴 조각을 하나씩 붙여서 더해. 

가는 플러스 재단이 아닌 한 장의 원단 내에 구멍(+)

을 내고 접기 말기 뒤집기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 , 

빼어가는 마이너스 재단이다 기본 법칙은 조감(-) .  

법인테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혹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관점의 변화로 재단하게 된다 따. 

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옆으로 펼쳐져 전

개되는 평면의 패턴이 아닌 것이다 그림 이는 < 16>. 

의복을 만드는 소재가 유연성과 중력에 의한 드레이

프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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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쿠튀르바이오 쿠튀르바이오 쿠튀르바이오 쿠튀르  3. (Bio Couture)   3. (Bio Couture)   3. (Bio Couture)   3. (Bio Couture) 

바이오 쿠튀르는 미래의 패션 전망을 제안하기 위  

해 자연을 일종의 동력화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소개된 창의적 실험적 사례이다 기본 핵심 개념은 . 

미래 의류의 소재를 식물처럼 키우는 microbial- 

사용의 연구로  액체의 큰 통에서 식물성 cellulose 

가죽과 같은 소재를 키우는 것이다.

  Fashioning The Future: tomorrow’s wardrob「

의 저자인 수잔 리 는 이 프로젝트e (Suzanne Lee)」

의 책임자이며 런던의 예술대학교 Central Saint 

에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디자인과 Martins . 

최첨단의 전기와 나노 테크놀러지를 결합하기 위해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생물학자 데이비드 박(David) 

사와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잔 리는 녹차 설탕 미생물을 실험 통에 넣  + + 

표 바이오 쿠튀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의복의 사례표 바이오 쿠튀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의복의 사례표 바이오 쿠튀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의복의 사례표 바이오 쿠튀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의복의 사례< 4> < 4> < 4> < 4> 

미생물 작용에 따라 물질생성 다 자란 후 건조시킨 소재 인디고 염색 후 만든 재킷

입체로 몰딩한 쇼트 재킷 탄닌으로 착색시킨 재킷 과일 염색 후 만든 점퍼

출처 ( : http://www.biocouture.co.uk/ )

고 일정온도를 유지 시켜 여러 겹의 막이 형성되도

록 하였다 일종의 발효와 같은 작용을 통하여 막이 . 

두껍게 형성되면 이를 걷어서 수분을 증발시켜 자연 

건조시킨 후 여기에서 의복의 소재를 얻을 수 있다. 

식물성 가죽 소재처럼 부드러움과 질긴 성질의 소재

가 생성된다 처음에 건조과정에서 몰딩을 하여 형. 

태를 잡게 되면 재단과 재봉이 필요 없는 의복을 완

성 시킬 수 있으며 염색도 가능하여 인디고 탄닌, , 

과일 염색 등 천연 염색에 의한 다양한 색상의 소재

를 얻을 수 있다 식물성 바이오 소재는 쓰레기 발. 

생이 전혀 없고 남은 조각은 그대로 자연 생분해가 , 

되는 점이 환경에 부담이 없는 쓰레기 감량화의 실

험적 패션으로 평가된다.

이상으로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 하는 패션 디자인  

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례

를 살펴보았다 패션 산업에서 최근 불어오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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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환경 패션 디자인 시도 중 제조 공정 즉 재단, 

과 제봉 혹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구성과정에 구

성과정에 초점을 맞춘 방법들이며 이는 전통적 방법

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제작 방법의 실험적 사례와 내용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제작 방법의 실험적 사례와 내용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제작 방법의 실험적 사례와 내용표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제작 방법의 실험적 사례와 내용< 5> < 5> < 5> < 5> 

사례 개념
대표 

디자이너
협업 기법 및 내용

쓰레기

발생
대표사진

Zero 

Waste 

Cutting : 

Jigsaw 

Puzzle

물리적 

창의적 /

재단법

에 의한 

접근

Timo 

Rissane

미국( )

미국 파슨스 패션

스쿨 친환경 패션(

디자인 코스 개

설),

오가닉 기업체룸

스테이트

한 장의 옷감에 모든 패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도록 미리 고안하

여 패턴을 구성하고 이를 재단 후 

봉재시에 완벽하게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함

      

없음

Mark Liu

호주( )
 -

옷감의 무늬를 프린팅하면서 동시

에 재단선도 함께 프린팅 되도록 

하여 그려진 패턴 선에 따라 재단 

후 봉재를 하면 옷이 완성되는 기

법

없음

Sub-

traction 

Cutting

Julian

 Roberts

미국( )

S u b t r a c t i o n 

Cutting School 

미국 영국 캐나, , 

다 호주 아시아 , , 

국가들에서 교육, 

온라인 강연

관점의 변화로 패턴은 바뀔 수 있

음 패턴은 접히고 꼬이고 말리고. , , 

지그재그로 묶이고 할 (rolling), , 

수 있음 한 가지 시점 에서 펼( ( )

쳐진 형태였던 기존의 가치관 변

화).

패턴은 수학도 자로재는 것도 아니

고 공간과 균형의 문제.

패턴은 가능성이며 옷감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쳐지는 성질이 있고 

유연해서 접힐 수 있는 성질이 있

음을 통한 실험적 발전 터널 테크. 

닉 플러그 테크닉 위치전환 기법 , , 

등

소량/ 

없음

Bio 

Couture

생물학

적 접근

Suzanne

 Lee

영국( )

런던 패션 스쿨의 

연구교수로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생물학자 Dr. 

와 연구Davis

을 통해 Ted.com

세계로 아이디어 

확산

녹차 설탕 미생물 항온처리하+ + 

여 식물성 천연가죽 생산 식물을 . 

농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필요한 소

재를 키워서 사용하고 자연에 생분

해하는 방법 몰딩 재단재봉이 다. , 

가능한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 천. 

연염색이 가능. 

소량-

생문해

됨/

없음

에 대한 역발상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 표 와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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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 . . ⅣⅣⅣⅣ

  세기에 들어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각 나라마다21

의 노력과 국제적 트렌드가 구체화되고 있다 패션 . 

산업은 오랫동안 반 환경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

으나 패션이란 동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매

체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 의식과 동

향이 고스란히 패션에 유입되어 반영되는 것은 사실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친환경 패션의 다양한 연구  

를 기본으로 하여 최근 친환경 패션 인증사업(Eco 

과 발맞추어 디자인 창작 및 제Fashion Labelling)

작 스튜디오 차원의 친환경적 노력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가공공정의 간소화 폐기물 감소 윤리, , 

적 생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증 산업은 그 동

안 의류학 연구에서 원료 중심 재료중심과 가공 중, 

심의 차적 친환경 연구의 틀을 넘어서 제품 제조 1

공정과 밀접한 내용이며 기업의 윤리적 의식과 디자

이너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공공정의 간소화와 폐기물 . 

감소는 섬유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의류 제품의 환경 부담 평가 폐기물 Assessment), , 

감소 제품 및 공정 인증으로 성취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디자인 룸에서는 원단 쓰레기가 평균 15% 

정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 

으로서의 직쏘우 퍼즐Zero Waste Fashion (Jigsaw 

방법이다 이는 티모 리사넨과 마크 리우 Puzzle) . 

등이 해당되나 방법은 서로 달랐다 리사넨의 경우. 

는 한 장의 옷감 안에 모든 패턴이 꽉 짜여지게 하

는 패턴의 개발로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형태로 

쓰레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퍼즐처럼 짜 맞추는 

기법이었으며 리우의 경우는 옷감에 프린팅을 할 때 

미리 패턴도 동시에 프린트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다 이후 재단과 재봉을 하는데 시접은 밖으로 장식. 

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 Subtraction 

방법인데 이는 줄리안 로버츠가 고안하여 최Cutting

근 활발히 교육 중에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 

존의 패턴 방법이 평면적으로 옆으로 펼쳐지는 조감

법을 취했던 것과 달리 위에서 혹은 아래서 바라보

는 관점의 변화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발상을 하였

다 결국 관점에 따라 패턴이 바뀌면서 쓰레기는 전. 

혀 발생되지 않도록 접고 꼬이고 말리고 묶여지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바. 

이오 쿠튀르가 있다 이는 앞의 두 가지 방법과 달. 

리 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생분해가 되는 소재를 농

장처럼 키워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이다 영국의 수. 

잔 리의 아이디어와 생물학자 데이비드의 공동 연구

결과 인데 다소 모험적일 수 있으나 실제 녹차 설+ 

탕 미생물을 통한 실험실에서 재배하듯이 식물성 + 

가죽을 키우는 방법으로 몰딩과 커팅이 동시에 가능

하고 적은 쓰레기는 바로 생분해되어 환경에 전혀 

부담이 없는 방법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 

환경 부담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도록 쓰레기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애쓰

는 과정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디자인의 사고

의 틀을 깰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사고. , , 

역발상을 통하여 디자인 패턴제작 재단 재봉이라, , , 

는 패션 디자인의 틀과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제시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 

험적 사례는 창의적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

수적 결과도 함께 도출 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와 차별화된 다소 실

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디자인 창작의 교육과 미

래지향적 패션디자인 발전을 위해 패션디자인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도들

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 

감량화의 환경부담 완화 뿐 아니라 디자인의 역발상

과 같은 창의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디자인 연

구와 디자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 

패션 디자인 친환경 인증의 방향이 가공공정과 쓰레

기 발생 억제와 같은 매우 세밀한 실천적 과제에 초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졌던 디자이너의 

환경 책무도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현장감 있는 

친환경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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