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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ustainability has been a big issue over the whole global industry lately and is an important 
fashion trend that reflects the modern phase of the time. The concept of sustainable fashion in-
cludes physical fashion products made from eco-friendly or recycle materials as well as ethical val-
ue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 labor or working condition. Fashion 
companies of advanced countries who are aware of the geo-environmental and ethical issues found 
that generating profits by setting trends and pursuing external beauty can no longer be the ulti-
mate goal of fashion companies, and start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ashion as 
a future-oriented trend. Not only fashion industry but also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playing a leading role to educate the peopl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ashion and making large investments to foster industry specialists in educational institu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stainable fashion design education program that fits the domestic 
university curriculum and government-leading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set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successful cases of foreign govern-
ment-led sustainable fashion education that can be introduced to improve domestic sustainable 
fashion education. The empirical study of the research is developing 12-15 week university level 
education program to foster specialists in sustainable fashion. The survey carried out by the stu-
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s the change of perception on sustainable fashion. 
Developed university level program can be spread to municipal corporation,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and etc. in order to derive participation and problem perception of the citizens on 
sustainability. Developing systemized sustainable fashion design education program would be the 
first step of sustainable fashion by educating students who will take the leading role in the future 
fashion industry. Moreover, it can strongly influence future customer education as well as a special 
education inducing interest on sustainability in everyday life. A follow-up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fashion to take root successfully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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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지속가능한(sutainable), 친환경(eco), 윤리

적(ethical)이라는 말은 다양한 상품을 수식하는 단어

로 사용된다. 특히 이 세 가지 단어를 함축적으로 내

포한 지속가능성은 지구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호 정책에서 시작되

어 오늘날에는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미래지향적 개발과 윤리적인 책임문제

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는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

하며 지구환경 오염과 인권 유린이라는 새로운 문제

를 갖게 되었다. 이를 인식한 선진국의 패션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일뿐만 아니

라 지구환경보호와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가능 패션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최

근 이러한 트렌드는 국내 패션산업에도 지속가능 패

션을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소비자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선진국은 국가주도의

지원 뿐 아니라 대학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은 지속가

능 패션을 하나의 특화된 주요 연구과제로 인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속가능 패션의 가능성

과 창의적인 패션상품 개발을 연구함으로서 지속가

능 패션을 실천하는 기업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

다.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인권과 미래세대의 존중,

생태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핵심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

능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1) 그러므로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미래 패션산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속가능 패션 사례와 교

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증명하고, 근본

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통하여 국내 패션산업에 지속

가능 패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

었다. 이로써 지속가능 패션의 활용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패션상품의 개발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상품의 실

용화,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 패션

의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이 분야에 전문

인력 육성에 힘쓸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일상의 패션 활동

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되

었다. 사전 기초 연구로서 연구자는 2009년 9월부터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London, UK)에서

MA Textile Design 과정을 이수하며 지속가능 섬유

패션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 중 TED

(Textiles Environment Design)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세미나에서 지속가능 섬유 패션에 관한 전반적

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자의 영국

에서의 리서치와 작품 활동을 토대로, 그 핵심 내용

을 국내의 지속가능 패션 산업과 연계시켜 연구의

범위를 연장시키고자 한다. 연구자가 경험한 지속가

능 섬유 패션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

육 기관에 적용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시하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D.I.Y(Do It Yourself) 패션상품의 개

발 방안을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한 과정으로 제

안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지속가능 섬유 패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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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지속가능 디자인
지속가능성은 웰빙(well being), 환경, 사회적 공정

성 바탕위에 있다. 또한 UN총회(United Nations Ge-

neral Assembly)는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Three Ps"(People, Planet,

and Profit)를 고려한 컨셉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구

성을 설명한다.2)

People(사람)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 공

동체 안에서 상호의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 조건과 연결된다.

Planet(행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지구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환경적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Profit(이익)은 사회의 존속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경제적 조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서 가장 중시되는 발전의 목표이다.

1972년 스위스에서 인간 환경에 대한 유엔회의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

최된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인류 공통의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지나친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과 산

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3

년 브룬틀랜드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면서 지속가능한 이라는 단

어의 사용 유래를 찾을 수 있다.3)

오늘날 지속가능한(Sustainable)은 정치 사회 전반

은 물론 마트에 그린 마일리지 전용코너가 생길 정

도의 생활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4) 지속가능 디자

인은 우리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실

천할 수 있는 디자인 부분의 한 영역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한 분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하는 <그림 1>5)을 보면 사회, 환경,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Bearable(적합한), Equitable(공정한),

Viable(가능한)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함축적인 의

미의 단어가 sustainable(지속가능한)이며, 그러므로

지속가능 발전 우리 사회의 공동성장과 만족을 위해

가치있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가장 이상적 발전의 모

토이다.

<그림 1> Sche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Johann Dréo

- www.google.co.uk

지속가능 디자인은 지속가능 발전의 취지에 합당

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미적 가치추구와 함께 사회

윤리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 디자인

이 물리적 형질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면, 지속가능 디자인에 내포된

윤리적 이념과 가치는 내면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

구성원의 소통에 의해 표현되며 사회 공동체 안의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통해 표출된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형

평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수익과 환경보호, 사회적 평

등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디자인 활동이다.

김현성6)은 ‘그린보이'에서 느림의 미학을 통한 의

미있는 삶을 찾는 일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모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완전한 지구를 만들어 가

는 시작이라 주장하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위한 노력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제해야

할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 디자인이 친환경 재료의 선

택과 함께 화학적 재료사용,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이용한 최소한의 자원 소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따르면

지속가능 디자인이란 눈에 보이는 생활의 편리함, 다

양성, 경제성, 유행성을 쫓기 보다는 참된 삶을 위해

현대사회가 선택한 디자인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알라스테어 푸에드-럭(Alastair Fuad-Luck)의 연

구에 따르면, 지속가능 디자인의 특성을 타임레스 스

타일(Timeless style), 리뉴어블 디자인(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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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멀티 펑셔널 디자인(multi-functional de-

sign)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7)

첫째, 타임레스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근시안적인 유행 트렌

드를 쫓기보다는 과거의 전통과 클래식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시간이 지나도 그 디자인의 가

치가 유지될 수 있어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고 제품

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둘째, 리뉴어블 디자인은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이용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데 일

차적 의의가 있으며, 재료의 희소성에 의한 디자인의

희소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재료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통해 업

사이클 제품 개발로 연장까지 가능하며, 민속적 공예

기법과 문양 같은 전통 문화를 이용한 수공예 기법

을 사용한 지속가능 디자인 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

의 디자인 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

셋째, 멀티 펑셔널 디자인은 새로운 기능과 디자

인의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는 산업 사회에서 신상

품의 출시와 함께 사장되는 구제품을 방지하기 위해,

다기능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메

시지를 타이포 그래피 디자인과 친환경 그래픽을 이

용해 전달하는 디자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8) 보

통 이러한 디자인 제품은 많은 대중에게 쉽게 노출

되는 제품이거나 기능성보다는 상품의 시각적 메시

지 전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면 티셔츠

에 사회적 이슈의 문구를 프린트하는 디자인은 이러

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현대사회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이 제품디자인 산업

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며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김

수현9)은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디

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기후변

화와 환경문제, 디자인과 생태환경의 연관성, 그리고

디자인 패러다임과 국제경쟁력의 상호관계로 분석하

였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

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일컫는 말

로서 디자인 분야의 패러다임 또한 시대적으로 변화

한다. 산업혁명을 원동력으로 발달된 산업 사회는 기

계화, 공업화로 인한 양적 성장이 주가 되는 기계 미

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로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

패러다임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시각적, 기능적, 경

제적 특징이 디자인 제품의 중요 평가 요소로서 내

적인 가치 평가보다 생산자의 의도에 의한 외관 디

자인이 중요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등장한 디지털

혁명은 디자인 패러다임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의 자유로운 소통에 의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패

러다임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문명은 시공간을 초

월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다양성의 미학을 가치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의

사용성과 소비자와 제품의 상호작용이 주요 평가 요

소로 자리 잡았다.10)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규제로 각

종 환경 협약이 강조되고 있어, 친환경성, 윤리성, 경

제성이 내재된 지속가능 디자인 제품의 필요성이 한

층 더 강조되고 있다.

2. 지속가능 패션
지속가능 패션의 디자인 특징은 앞서 알라스테어

푸에드-럭이 정의한 세 가지 특성인 전통성, 지속성,

기능성과 함께 독창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디자

인 제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의 지속

가능 패션은 생태적 관심에서 시작되어 친환경 패션

으로 인식되면서 디자인의 독창성 보다는 환경적 지

속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하지만 현대 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 패션의 독창성 있는 디자인은 트렌드만을

쫒는 패스트 패션과 구별되는 디자인 특징이며, 지속

가능 패션 이미지의 ‘착한 제품, 가치 있는 소비’와

함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된다. 이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디자

인 활동과 재활용 재료, 폐기물을 이용한 희소가치가

있는 디자인 제품으로 나타난다.

지속가능 패션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 대변한다면, 이들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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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앞의 조건 중 환경요인 중심으로 표

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 사용으

로 정리된다. 또한 경제요인 중심은 공정무역과 노동

인권 보장을 통한 공정한 부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

한 윤리적 가치관으로 귀착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한 방법으로 지속가능 패션이 가지는 사회적 소통으

로서 역할을 들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표

현되는 지속가능 패션은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이슈

를 패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사용

자와 제품의 상호작용과 사용자와 대중의 소통을 통

한 사회요인 중심의 실현 방법이다.

1) 친환경 생산

오가닉(organic)은 유기농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는 식물, 화학적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

로 사육된 가축의 수식어로 익숙하게 사용되며 친환

경 의미로 사용된다.

패션분야는 20세기 이후 과학의 발달로 인조섬유

인 화학 섬유가 발명되면서 패션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조섬유 소재의 경제성, 편리성,

합목적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

나 1970년대 히피문화현상과 함께 소비자는 자연적

인 것을 찬양하고 화학재료의 사용을 거부하였다.11)

이러한 움직임은 에콜로지12)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최대한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형태로 패션에

표현되었다.

인조섬유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섬유를 사용하고,

합성염료 대신 천연염료를 사용하며,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코튼과 울을 사용하는

일은 쉼 없이 발전해온 과학 문명으로부터 잠시 떨

어져 느리게 생각하고, 적게 얻어도 된다는 자연 순

화적인 생태적 방법의 지속가능 섬유 패션으로 표현

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최대한 가

까울 때 가장 이로울 수 있다는 깨달음은 70년대 이

후 꾸준히 지속가능 패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과학 발달은 환경보전에 부정적인 합성 인

조섬유의 개발만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케이트 플레쳐(Kate Fletcher)13)는 지속가능 섬유

패션을 위한 첫 번째 시작의 조건을 지속가능 섬유

의 다양성으로 설명하였다. 앞서 논의되었던 자연 친

화적인 다양한 천연섬유는 복식의 역사가 시작된 기

원전부터 나타났다. 천연섬유는 다른 화학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섬유로서 천연섬유의 사

용이 지속가능 섬유를 대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천연섬유의 재배과정에

서 발생되는 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

력과 함께 대안 섬유를 통해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안 섬유의 내용으로는

재생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환경적 책임감이 있는

섬유, 천연섬유의 친환경적 가공방법, 유기농 재배방

법 등이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대안 섬유 외에도 더

많은 친환경적 지속가능 섬유 개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2) 친환경 사용

앞서 설명한 유기농, 친환경 섬유가 지속가능 섬

유 패션의 첫 번째 단계인 원재료의 문제가 생산자

측이 실행 가능한 지속가능성이라면, 친환경 사용은

소비자의 구매와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다. 친환경 사용은 재활용

재료의 사용으로 이미 완성된 제품을 재해석 재창조

하여 만드는 일로서 소비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속가능 패션 분야이며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해 디자이너의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상품 개발에 따른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

장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패션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맥도우(McDonough)와 브라운가트(Braungart)14)

는 대부분의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예품은 오래되거

나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

재료 원래의 기능이나 외관에 못 미치는 '다운사이클

링'(downcycling)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과학기

술의 발달은 재활용품의 물리적 특성을 변형하여 이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외관과 기능성을 살린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단순히 개인에 의한 수

공예품 제작이 아닌 패션산업에 경제성과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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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패

션산업의 최고 럭셔리 디자이너 라벨 브랜드에서도

재활용품을 이용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작품을 선

보이며 ‘업사이클링(Upcycling)’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3) 윤리적 가치관

21세기는 가치 융합 비즈니스의 시대이다. 과거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척도는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였다면, 오늘날은 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영향에 의해 비즈니스 가치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제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적 책임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며 공존과 상생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 기

업은 제품의 외향적 가치 외에 내재된 가치를 높이

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15)

미적 가치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기

업에서 내적인 아름다움과 이윤의 정당한 분배를 목

적으로 한 패션기업의 탄생은 그린마케팅을 통한 비

즈니스의 한 형태이며 사회운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사회의 발전은 국가 간 빈부격차와 다

문화의 충돌에 따른 소수문화의 차별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아웃소싱 생산의 증가로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고유의 문화

가 사라지고 같은 트렌드를 공유하는 현상이 생겨났

으며, 민속적 수공예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력 착취로 이용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유럽의

시민사회와 세계적인 NGO(Non Governmental Orga-

nizations) 단체들은 제3세계의 장기적 빈곤을 해결하

기 위해 패션기업의 생산공장 건립, 제조과정의 환경

개선, 공정한 이윤배분을 통한 현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4) 사회적 소통

패션의 전파이론에는 상향전파 이론과 하향전파

이론이 있다. 상향전파 이론은 패션 트렌드가 하위문

화에서 발생하여, 상위의 최고 디자이너 라벨 브랜드

의 컬렉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향전파 이론

은 정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집단이나 영향력

있는 패션디자이너, 패션리더에 의해 제안된 패션 스

타일을 대중적으로 추종하며 트렌드화 되어 위에서

부터 아래로 전파되는 이론이다.16)

오늘날의 패션산업에서 패션 전파이론은 패션 트

렌드를 설명하기에 오류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전파현상을 분석했

을 때 최고 럭셔리 디자이너 라벨 브랜드의 디자이

너에 의해 선도되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은 대중에

게 가장 영향력 있게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의미

와 작품성을 알릴 수 있으며, 스튜디오 디자이너를

비롯한 패션 기업의 디자이너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카린 샤크넷(Karin Schacknat)은 “Fashion with a

Message”(메세지를 담는 패션)라 하였다.17) 패션은

인체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로서 그 어떤 문화 예술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노출이

용이하고, 패션의 조형적, 미적, 메시지 전달이 가능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이

슈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캐서린의 슬로건 티셔츠는 현대 사회의 다

양한 문제점과 이슈를 다룬 슬로건을 프린트하여 소

비자로 하여금 사회의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쉽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면 티셔츠에 슬로건을 프린트해서 인터넷 쇼핑

몰을 통한 판매가 용이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구성원

으로서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패션산업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패션산업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사례를 2009년 이

후 출판된 지속가능 패션 관련 출판물과 인터넷 포

털사이트(영국Google UK, 한국 Naver)에서 “sustai-

nable fashion, recycle fashion, 지속가능 패션, 재활

용 패션, 친환경 패션"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조사한

후 현재 활동하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 지속가능 패션산업

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선별하였다. 선별

된 사례는 앞서 정의한 ‘친환경 생산. 친환경 사용,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소통’에 따른 지속가능 패션

의 네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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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아이템
디자이너 및

기업
지속가능 패션 사례 국가

친환경

생산

의류 알렉산더 맥퀸 친환경 소재 사용 영국

신발 마놀로 블라닉 야자열매, 물고기 스킨 등의 친환경 자연 소재 사용 이탈리아

가방

(가죽제품)
페라가모 식물성 가죽사용, 메탈 소재 지양 이탈리아

의류 및

패션소품

스텔라

맥커트니
친환경 소재, 저화학 가공, 모피사용금지 영국

아디다스 물 절약, ‘DryDye’ 염색가공 미국

H & M 친환경 소재 사용 컬렉션, 물 사용 절약 스웨덴

이세이 미야게
의류제작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A-POC 컬렉션으로 퍼포먼스
일본

친환경

사용

의류

마틴 마지엘라 빈티지 의류의 재해석, 재활용품을 이용 벨기에

입생로랑 재고 빈티지 원단 사용 프랑스

안젤라 존스 프린트된 중고 면 티셔츠를 사용한 볼 가운 드레스 제작 미국

트레이드

메이드

재활용품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을 추구하는 신진디자이너의 단체로

다양한 스타일의 재활용 패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음
영국

신발 테라 플라나
신발 제작 시 필요한 고무를 폐타이어로 대체, 재활용 일본 전통

소재 사용, 친환경 생산 공정
영국

가방

(가죽제품)

에코이스트 사탕, 스낵류의 플라스틱 포장 비닐을 매쉬 기법을 이용하여 재활용 미국

헨리 베글린
자연스러운 느낌의 식물성 가죽 가공 기법과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수공예 장식이 특징
이탈리아

의류 및

패션소품

리코드
자사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디자이너에 의해 재디자인한 리미티드

디자인 상품
한국

에코파티

메아리

아름다운 가게에서 공급된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품 제작 및 블로그를

통한 교육
한국

카르미나

캠퍼스
펜디의 장인정신과 재활용품이 결합된 고품질 가방, 액세서리 제작 이탈리아

윤리적

가치관

의류 및

패션소품

피플트리 유기농 소재 사용, 공정무역, 엠마 왓슨의 참여를 통한 그린마케팅 미국

라이징 타이드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친환경 재료사용, 아프리카 전통 문화 존중, 근무환경과

근로자 인권 존중
미국

그루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에코 비즈니스, 생산자의 인권보장 한국

신발 탐스 One for One의 마케팅으로 나눔 실천 미국

유통회사 바니스 뉴욕
공정무역을 통한 그린 마케팅으로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진행
미국

사회적

소통

의류 및

패션소품

비비안

웨스트우드

사회적 문제를 타이포그라피를 이용한 슬로건으로 노출하여 관람객의

사회적 참여 촉구
영국

프란코

모스키노

에콜로지 패션을 처음 컬렉션에 선보였으며, 사회비판 의식을

풍자적으로 패션에 접목
이탈리아

유니폼

프로젝트

365일 검정색 미니 드레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 연출

프로젝트로서 인도의 빈곤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사업에 후원
미국

가방 V73 명품가방을 에코백에 프린트하는 기법으로 명품지향적인 사회 비판 이탈리아

유통회사 M & S
의류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그린 마케팅 홍보
영국

<표 1> 패션산업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사례

패션산업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사례로서 상업적 가

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본 장의 연구는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 상품개발 교육을 위한 선도 작업

이 된다.

패션산업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사례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 각 분류의 모든 사례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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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함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의 패션 소품이

많았으며, 특히 의류를 제외한 패션 소품만을 전문으

로 하는 디자이너와 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사례

별 국가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패션

선진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국내는 친환

경 사용에 치중한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네 가지로 분류한 사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친환경 생산에 의한 사례는 디자이너 라벨 브랜드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원재료의 고비용보다는 친환

경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재료선택과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실천 사례로 평

가된다. 둘째, 친환경 사용의 사례는 신진디자이너부

터 유명 디자이너 라벨 브랜드까지 다양한 범위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국내외 지속가능 패션 사례 중

가장 폭넓게 실천된다. 이는 재활용 재료의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업사이클을 통한 재활용 패션상품의 질적 향상으로

소비자인식 변화와 참여를 유발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례로 평가된다. 셋째, 윤리적 가치관

사례는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 철학으로

인권존중, 부의 공정한 분배, 지역문화 보존 그리고

친환경 생산방식을 실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속가능 패션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실현

한다. 넷째, 사회적 소통으로 표현되는 지속가능 패

션 사례는 사회비판 의식이 있는 디자이너에 의해

풍자적으로 표현되는 타이포그라피, 이미지 등의 메

시지를 통해 패션 활동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접목

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Ⅲ.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 사례
1. 국가 주도형

1) 국내 사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18)에 의해 지

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이 발표된 이후 선진국 등

해외 133개국에는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NCSD)19)

가 구성돼 각종 정책을 조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 창립되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은 2010년 서울에

서 개최 된 G20의 주제로 채택 될 정도로 국제사회

는 물론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실천 과제이다.20)

아직은 국내의 섬유패션 산업에 지속가능 패션 디

자인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한 미흡

하다. 서울시와 부산시 자치단체의 활동을 조사한 결

과 친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가능 디자인을 위한 교육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 패션 산업을 위

한 지원은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와 사회

적 기업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21)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

성한다.

(1) 환경보전 교육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Eco Mileage)

제도는 생활 속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

로서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과제 중 친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실

천과제는 궁극적으로 지구환경 보호라는 지속가능 패

션의 목적과 일치하나 섬유패션 산업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시민참여 유도 프로젝트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는 데일리 프로젝트로 선거

후 버려지는 폐 현수막을 이용해 에코백 만들기 프

로그램을 진행해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에게 재활

용품을 이용한 패션소품 만들기를 교육하였다.22)또한

서울지방 우정청은 우체국 홍보용으로 폐현수막 252

개를 이용하여 595개의 에코백과 파우치를 제작하여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였다.23) 이러한 시민참여에 의한

지속가능 패션은 제작 참여과정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교육할 수 있고, 소외계층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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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기업 지원

2008년 대학생 소셜 벤처 회사로 설립된 터치포굿

(Touch4Good)은 2009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Work Together' 공모전에서 노동부장관 최우

수상, 서울특별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 대상

선정, 2010 S/S 서울패션페어 참가 등의 경력으로

2010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제2010-0173호)으로 지

정되었다. 터치포굿은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제작 분

야와 도시환경 교육 분야로 나눈다.24) 폐현수막, 광

고판 등을 이용하여 원재료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

킨 패션디자인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주요 아이

템은 가방으로 2012년 9월 광화문 교보문고 핫트랙

에서 열린 에코상품기획전에도 소개되면서 많은 언

론의 주목을 받았다.

터치포굿의 도시환경 교육은 기존의 생태교육 중

심의 환경교육과 차별화되는 도시환경 교육으로 도

시 생활에서 접하는 에너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

육이 캠프나 강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가정에서도 셀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와 함

께 DIY 용품도 개발하고 있다.25)

또한 여성환경연대는 2007년 (주)페어트레이드코

리아를 설립하여 인도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유기농

면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티셔츠를 ‘그루’

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2008년에는

패션쇼도 개최하면서 의류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

다.26)

2) 해외 사례

(1) 영국

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 중 한 곳인 공예협회

(Craft Council)는 2006년 ‘Well Fashioned’라는 전시

를 개최하였다. 레베카 얼리(Rebecca Earley)를 필두

로 마련된 이 전시는 영국의 에코패션에 대한 현 상

태를 검토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린’ 패션의 소재, 절

차, 기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전시에서

는 오가닉 소재와 대체섬유인 대마, 대나무, 와일드

실크를 전시하고 천연소재와 합성섬유를 비교하였다.

‘Well Fashioned’는 소비자와 연계하여 재활용품을

이용하거나 커스터마이즈 클로싱(customized cloth-

ing)을 하는 에코 패션 디자이너도 참여하였다.27) 이

전시는 공예협회의 전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

문하였으며 공예와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

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디자인 협회(Design Council)는 2007년

에 지속가능 디자인의 내용을 포함한 조지콕스 보고

서(Gorge Cox Review)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

서 영국의 생산성(Productivity)과 업무수행(perfor-

mance) 및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진행으로 발표

하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해결책을 주도하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영국의 주된 디자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

다.28)

영국 패션 협회(The British Fashion Council:

BFC)는 영국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런던 패션 위

크(London Fashion Week)를 주관하고 디자이너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포럼(The Colleges Forum)을

개최하여 각종 세미나와 학문적 연구 발표를 통한

영국의 패션 대학과 패션산업의 연계를 수행한다. 그

밖에 주요 업무로 디자이너의 발전을 위해 그들이

패션산업에서 비즈니스적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지

원하며 디자인 어워드(Design Award), 에코 디자인

어워드(Eco Design Award), 패션 어워드 디렉트

(Fashion Award Direct), 100% 디자인(100% de-

sign), 리디자인(ReDesign) 등의 행사를 주관하여 디

자이너의 창의적인 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29)

2009년 영국 정부는 Department for the Environ-

ment, Food & Rural Affairs Sustainable Clothing

(DEFRA)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DEFRA는 패션산업이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 중에는 지속가능

패션의 대중인식(Public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clothing, November 2008)도 포함하고 있다.30)

(2) 캐나다

2012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서 2013 Spring/ Summer 에코패션위크(Eco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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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가 열렸다. 에코패션위크는 패션 의류 디자인

및 생산에서 지속가능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

는 비영리 단체이며, 에코패션위크는 의류 디자인부

터 생산, 유통 및 판매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방법을 연구하고 패션업계 종사자와 일

반 대중에게 환경에 대하여 좀 더 책임있는 실천방

안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밴쿠버 시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를 슬로

건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에코패션위크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

력은 캐나다 밴쿠버는 전통적으로 패션 강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지

향적 가치로 평가되는 지속가능 패션에 주목한 에코

패션위크의 영향으로 벤쿠버가 새로운 패션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2. 교육 기관 주도형
대학기관의 전문화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

은 미래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파

파넥31)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디자이너

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

임이란 생태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국가, 사회, 안에

서 진정한 문제로 인식․해결하고, 인종과 계층, 경

제적 소외 계층까지 공존할 수 있는 현실세계를 위

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2)

1) 국내 사례

국내 대학에는 직접적으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해외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해외 사례에 앞서 국내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선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리

하였다. 국내에는 아직 전문화된 대학 정규과정의 지

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료조사는 지속가능 디자인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을 토대로 국내 교육기관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

인 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

육에 관한 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홍길만33),

성진이34)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연구

모두 중등 교과과정 미술수업을 위한 제안으로서 연

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 패션 디

자인 상품의 실용화, 대중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 소비자 인식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타깃

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 디자인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디자인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가능 디

자인 교육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이라는 측면은 연구자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

이 있다.

현재 교육기관의 디자인 교육 방법은 실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35) 결과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짜

여진 교육프로그램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시각적으

로 아름답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목적

을 둔 디자인 교육이 아닌, 디자인의 내재된 이론적

의미와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학문적 체계 수립을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 디자인 교육은 외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내제된 의미가 중요한 특성상 이론적 정의와 필요성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인권과 미래세대의 존중,

생태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핵심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

능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

이다.36)

2) 해외 사례

해외 사례는 미국과 유럽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10개 대학의 실태

를 조사하였다. 10개 대학 선정은 에티컬 패션 포럼

(EFF: Ethical Fashion Forum)이 선정한 Top10

Sustainable Fashion Programmes and Courses를 토

대로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의 TED를 중심으

로 한 사례는 연구자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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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 정 특 징

미국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MBA in Design

Strategy and BA in

Fashion Design

비평을 중요시하는 교과 구성, 교과 과정 중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세미나를 필수 과목으로 수강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Sustainable Design

Entrepreneur Certificate

교과 과정의"Greenimg"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디자인 연계과목을 포함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

Otis College of Art &

Design, Los Angeles
Sustainability Minor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요람에서 요람까지 등의

환경적 주기 분석: 미래를 위한 생태학적 전략과

시스템 개발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New York

Sustainable Fashion

Course

사회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제조를 검사하고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의류 및 섬유 산업 환경:

디자인, 문화, 패션, 윤리적 관행, 아웃소싱 및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University of Delawar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n

Fashion & Apparel

Studies programs

섬유 및 의류 기업의 인권, 노동 기준,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원칙

영국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UAL; University

of Art London)

MA Textile Futures

세계적인 패션스쿨로 유명한 본 학교의 MA텍스타일

과정은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환경 친화적 섬유 개발

로 섬유디자인의 경계에 도전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UAL)

BA(Hons) and MA

Textile Design

세계적인 패션스쿨로 유명한 본 학교의 MA텍스타일

과정은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환경 친화적 섬유 개발

로 섬유디자인의 경계에 도전

London College of Fashion,

(UAL)

MA Fashion and the

Environment

전체론적 뿐만 아니라 학제 간의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싶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과정

Winchester School of Art
BA(Hons) Fashion &

Textile Design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 디자인의 창조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교육

독일 ESMOD Berlin
MA Sustainability in

Fashion

미래 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생태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 패션

체험 접근

<표 2> Top10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과정

EFF37)는 전 세계 패션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

능 패션 디자인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교가 지속가

능성을 위한 특별코스, 학위과정 등의 전문 과정을

개설하였고, 사회 및 환경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

다.38) EFF가 선정한 10개의 대학은 미국 다섯 곳,

영국 네 곳, 독일 한 곳으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은 영국과 미국이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

스 유형은 학부과정(BA)과 석사과정(MA), 전문가

를 위한 단기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패션디자인

보다 텍스타일 전공분야에서 환경적으로 더 심도있

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0개의 학교 중 하나인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의 MA Textile Design 과정은 런던에 위치해

있으며 지속가능 디자인에 중점을 둔 소재의 선택,

제품의 사용주기 특히 폐기나 재사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디자이너의 환경적 이슈에 대한 역할이

나 책임에 대해 교육의 핵심을 두고 있다. Textile

Design 학과는 1년(45주) 플타임 코스이며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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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실태분석과 방법

론 탐구(Analysis of Practice and Exploration of

Methodologies), 2단계 개발과 통합(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3단계 해결(Resolution)이다. 이

러한 단계들은 세 가지 평가 구성단위로 스튜디오

연구(Studio Practice),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심화 스

튜디오 연구(Advanced Studio Practice which run

sequentially),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ies)로 이

루어져 있다.

스튜디오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관련 연구를 개발

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론적 연구는 연구 논문

을 작성해야 하며, 학생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

의 연구를 사회 문화 이론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논

증하는 과정이다. 개인별 연구 주제에 따른 이론적

전개, 디자인 개발, 작품제작은 2주에 한 번씩 담당

교수와의 1대1 튜토리얼(tutorial)을 통해 검토, 수정,

토론 과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비슷한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그룹 토

론을 진행하여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스

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실현시켜

나간다.

현재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은 TED

그룹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

너의 역할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

젝트의 연구자료는 학생, 연구원, 디자이너의 참여를

통해 얻어진 성과이며 동시에 모두 혜택을 받고 있

다. 또한 TED는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장려한다.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MA Textile Design 과정의 학생

은 첫 주에 1년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타임 테이블을

받는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연구주제와 관련

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컨퍼런스 세션은 1년 동안

‘Upcycling in the Mainstream', ’Sustainabilit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Sustainable Textile

Design and Inter-Connected Design Thinking', ’Cafe

Carbon and The Gluts - Part 1: discussing the is-

sues and exploring design ideas for upcyled costu-

mes'등 약 11개(2009-2010년기준)의 주제가 다루어

지고 있다.39)

Ⅳ.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학부 과정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은 지속가능 디자인 제

품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취지를 넘어 지속가능

발전의 근본적 정신을 토대로 인권과 미래세대의 존

중, 사회적 문제인식, 생태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지속가능 디자인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

유하여 제품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재사용, 재생산, 재디자인에 참여하여 소비

자의 생산과 소비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의 소비자인 학생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으며, 그 학생이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가

능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9

월부터 12주간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13명과 함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강의, 발표, 토론 형식으로 서

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가능 패션의 경제성, 사회

성, 문화성, 디자인성을 고려하였다.

12주간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 프로그

램 과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프로젝트는 총 4

단계로 1-5주 이론적 개념 정립단계, 6-7주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단계, 8-11주 문제 해결 과정 단계,

그리고 12주에는 평가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3단계

문제 해결 과정은 디자인 개발, 제작 과정으로 수업

의 특성을 고려해 더 연장할 수 있다.

1) 이론적 개념 정립(1-5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Sustainable’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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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정 주제 연구내용 목적

1

이론적

개념 정립

Sustainable

은 무엇인가?

Sustainable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sign 의 개념정리

Sustainable 개념 확립과

올바른 이해

2
지속가능 패션은

무엇인가?

지속가능 패션의 개념 ,범위, 특성을 알아보고 그룹

토론

지속가능 패션의 긍정적

가능성 인식

3
지속가능 패션

상품

지속가능 패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 사례를

리서치하고 분석

다양한 디자인, 표현 방법을 발표, 그룹 토론

지속가능 패션 상품의

이해

4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특징 연구

다양한 디자인의 확장 연구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특징 이해

5
지속가능

패션Recycle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해하고 각각의

재료에 특성에 맞도록 Recycle, Reuse, Redesign

패션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재활용품의

범위와 특성 이해

6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Upcycled

상품

재활용품을 사용한 Upcycled 상품의 사례들을 통해

Upcycle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Recycle과 Upcycle의

차이 이해

Upcycle의 가능성 인식

7
Upcycled

소재개발

소재개발을 통해 재활용품을 활용함에 있어서 본래의

재료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Upcycled 소재개발의

활용방법 모색

8-11
문제해결

과정

지속가능

패션상품 개발

재활용품을 활용해 재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을 개발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

경제성과 상품성을 고려

12 평가 비평과 토론
완성된 상품들의 상품성 평가

문제점 검토
지속가능 패션 상품 평가

<표 3> 대학과정을 위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제안

개념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기관의 디자

인 교육의 문제점에서 거론되었던 실기 위주의 디자

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에

앞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이론적

개념과 사례 분석이 확실히 선행되어야 한다. 강사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리서치를 통

한 사례를 발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사

례에서 더 나아가 발전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이 ‘Sustainable’의 개념이 생소한 상황

에서 지속가능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ustainable’의 정확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론적

개념 확립을 위해 1-5주에 걸쳐 강의, 발표, 토론 을

통한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2) 문제 인식, 해결 방안 모색 (6-7주)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상품의 사례분석을 통해 디

자인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

결과 디자이너로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패션상품 개

발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업사이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7주에는 재활용 소재를 업사이클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고 사례를 조사하여 업사이클 소재 개발

을 위한 예로 이용하며 이 과정에는 이론적 강의, 토

론과 함께 실제 소재개발을 위한 실습을 통해 능동

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3) 문제 해결 과정 (8-11주)

(1) 주제 설정

테리 사츠키 밀하프(Terry Satsuki Milhaupt)4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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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를 활용해 해체하고 새롭

게 디자인하여 완전히 다른 형태의 ‘New Look’을 창

조함으로 고가의 실크 기모노를 재활용하여 전통적

인 텍스쳐와 현대적인 형태의 실루엣이 공전하는 퓨

전 스타일의 현대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전통의상인 한복을 이

용한 소재의 사용으로 타임레스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재활용을 이용한 재디자인으로 다양한 현

대 패션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리뉴어블의 특

징 또한 염두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의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

(2) 재료의 선택

재활용 가능한 한복을 주요 재료로 선택 한 후 연

구자는 재활용 한복을 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활동하

고 있는 N포털사이트의 B카페41) 회원을 대상으로

집에서 잠들어 있는 오래되거나 오염이 있어 입지

못하는 한복을 기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게재

하였다. 그 결과 총 여성 치마, 저고리 9벌, 두루마기

1벌, 남성 바지, 마고자 1벌 총 11벌을 기부 받았다.

그리고 김혜순 한복42)의 도움으로 한복 제작 시 남

겨지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한복으로 채울 수

없는 컬러의 조화를 완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상품을 위한 첫걸음으

로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사용되지 못하는 한

복을 사용함으로서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한다는 지속가능성의 사회성을 만족

시킨다. 셋째, 한복 제작 시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

디자인에 사용함으로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3) 문제해결방안 모색

재활용 한복을 활용하는 조건에 따라 한복의 특성

과 전통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재활용 한복을 이

용한 리사이클 사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재

활용 한복을 활용한 지속가능 패션 제품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용은

큰 종이 위에 아이디어 맵(Idea map)의 형식으로 정

리하여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각 개인의 생각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연결해 통합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끌 수 있다.

현재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패션 상품 사례를 조

사한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템은 가

방이었으며 재디자인된 의류제품은 드물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는 의류제품의 제작을 첫 번째로 시도

하고 남는 원단을 이용하여 가방, 액세서리를 제작하

는 과정을 따른다.

(4)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전개 및 제작과정

재활용 한복을 이용한 패션 상품 개발을 할 때,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에 유의하였다. 첫째, 한복의

소재, 컬러, 문양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복만의 고유

의 패턴 구성을 이해한다. 둘째, 한복의 패턴상의 구

조를 해체시켜 각 부분의 조형적 특성과 기능성을

고려한다. 셋째, 해체되어진 각 부분을 형태, 소재,

색감을 고려하여 제품을 디자인을 논의한다. 넷째,

논의를 거쳐 채택된 디자인을 제작한다. 다섯째, 결

정된 디자인을 제작할 때에는 사이즈가 큰 아이템부

터 제작하며, 제작 시에는 최소한의 폐기물을 위해

고려한다.

(5) 결과물 완성

4주 동안의 디자인 전개, 제작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원피스 드레스, 스커트, 홀터넥 탑, 클러치

백, 액세서리 소품 등 다양한 패션상품 개발을 이룰

수 있었다. <표 4>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

를 통해 완성된 패션상품 중에서 패션상품으로 상품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제품을 선정하여 의류

8벌, 가방 3점, 액세서리 5점을 정리하였다.

4) 평가 (12주)

디자인 제작, 완성된 패션상품을 비평과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 상품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평가

한 후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을 위한 개선점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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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분류 사진 설명 및 평가 사용 재료

의류

3가지 색상의 저고리 고름부분을 트위스트 기법을 이용

한 홀터넥 탑으로 디자인 제작하였다. 여러 개의 고름이

만드는 색 조화와 현대적 실루엣이 멋스럽다.

3가지 종류의 저고리

고름부분

실크 오간자 소재의 한복치마를 비대칭 미니드레스로 입

체재단 하여 새로운 느낌의 현대적 드레스를 완성하였

다. 전통적인 한복을 이용하여 아방가르드한 조형미를

잘 표현했다.

한복치마 1벌

실크새틴, 실크 오간자 소재 2가지 한복치마와 빈티지

레이스를 이용해 시스루 스타일의 레이어드 미니 원피스

드레스를 완성하였다. 소재의 믹스매치가 잘 이루어졌다.

소재가 다른2종류의 한복

치마 2벌,

빈티지 레이스

오간자 실크 소재의 한복치마와 포장 리본끈을 이용한

오프숄더 미니 드레스로 남색 치마와 핑크색 리본끈의

색 조화가 잘 표현되었으며, 한복의 단아한 느낌에서 발

랄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변화됐다.

한복치마 1벌

포장 리본끈

기존의 한복치마의 허리라인과 길이를 변형하여 현대적

으로 재디자인 하였다.
한복치마 1벌

저고리 소매의 진동둘레를 절개하여 항아리 모양의 스커

트를 제작하였다. 스커트 앞은 소매를 펼친 형태를 그대

로 사용하고 뒤는 치마를 이용하였다.

저고리 소매

1장, 치마 1벌

남자 마고자의 소매부분을 펼쳐서 스커트의 앞 뒤판으로

사용하였다. 오리엔탈 느낌의 고급 자카드 원단에 호박

스커트형으로 퓨전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남자 마고자

소매 2장

면 티셔츠의 오염 부분을 가리기 위해 한복 치마부분을

리본끈 형태로 잘라서 티셔츠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

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

오염이 있는면 티셔츠,

한복치마 자투리 원단

가방

남자한복 조끼의 가슴 부분을 활용하여 클러치백으로 디

자인하였다. 조끼의 주머니부분을 클러치 안감으로 사용

해 가방 안의 주머니 용도로 활용했다.

남자한복 조끼

한복치마 원단과 자투리 가죽원단의 서로 다른 재질의

믹스매치가 잘 표현된 클러치백으로 완성되었다.

한복치마,

자투리 가죽원단

한복치마 원단을 퀼팅 솜으로 누벼 샤넬백을 패러디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한복치마 1벌

가방 어깨끈으로 사용될

체인 부자재

<표 4>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상품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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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

전

1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했다. 1 2 3 4 5

2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도를 해왔었다. 1 2 3 4 5

3 재활용품을 이용한 디자인상품에 관심이 있었다. 1 2 3 4 5

4 재활용품을 이용한 디자인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 재료, 가공을 고려했다. 1 2 3 4 5

6 Upcycle에 대해 알고 있었다. 1 2 3 4 5

7 지속가능 패션을 알고 있었다. 1 2 3 4 5

8 윤리적 패션을 들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9 디자인 할 때 재료선택을 고려했었다. 1 2 3 4 5

10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1 2 3 4 5

후

11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1 2 3 4 5

12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1 2 3 4 5

13 재활용품을 이용한 디자인상품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14 재활용품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상품을 구매할 것 이다. 1 2 3 4 5

15 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 재료, 가공을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16 Upcycle과 Recycle의 차이를 이해한다. 1 2 3 4 5

17 지속가능 패션을 알고 있다. 1 2 3 4 5

18 윤리적 패션의 개념을 알고 있다. 1 2 3 4 5

19 디자인 할 때 재료선택을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20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1 2 3 4 5

<표 5>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전 후 인식 조사 설문지

(1-5단계의 응답으로 1.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로 숫자가 커질수록 긍정적 답변이다.)

액세

서리

자투리원단을 바탕으로 하고 고장난 목걸이를 더 짧게

절단하여 장식한 후 브럿지로 마무리 하였다.

자투리 한복원단,

끊어진 목걸이

스마트폰 케이스로 자투리원단으로 본체를 만든 후 고장

난 액세서리 부자재로 디테일 장식하였다.

자투리 원단,

빈티지 레이스,

고장난 액세서리 부자재

한국고유 문양이 있는 자투리 원단의 문양을 살려 재단

한 후 솜을 충전해 입체적으로 만든 뒤 다양한 액세서리

부자재와 함께 연결하여 참을 제작하였다.

한국고유 패턴문양

자투리 원단,

고장난 액세서리 부자재

자투리원단과 고장난 목걸이를 엮어서 새로운 형태의 팔

찌를 만들었다. 한복 원단과 체인의 조화가 유니크하다.

자투리 원단,

고장난 목걸이

최소한의 자투리 원단과 비즈를 이용하여 실용적인 헤어

핀을 제작하였다.

자투리 원단,

비즈

능 패션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문지

작성을 한 후 논의해 본다.

프로젝트 참여 전 후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는 전 후 각각 10문항으로 지속가능성 인식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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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최고점일 경우 각 50점 만점을 나타낸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프로젝트 전의 지속가능 패션 인식 점수는 평균

29.6점이었으며, 프로젝트 후 에는 39.4로 약 10점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9.4의 단계는 중간단계

인 ‘보통이다’ 레벨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

통수준의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 4단계 레벨

인 ‘그렇다’라는 긍정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번, 20번 문항의 패션디자인 상품의 트렌드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프로젝트 전 후 모두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트렌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 상품에도 예

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표 5>는 지속가능 패션 프로젝트 참여 전 후 인

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로 지속가능 패션 인식에 대

한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20개의 5지선다형 질문과

지속가능 패션을 위한 제안을 묻는 서술형으로 구성

하였다.

2. 대학원 과정
대학과정의 그룹형 프로젝트가 그룹 안에서 문제

를 해결하고 절충하면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가

능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며

더 발전된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의의를 두었다면, 대학원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 수업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와 테

크닉은 습득된 상태를 전제로 개인의 독창적인 디자

인 개발을 보다 깊이 있게 전개 해보는데 초점을 맞

췄다.

이에 연구자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15주간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패션 아뜰리에’에서

4명의 대학원생(대학원생Ⅰ,Ⅱ,Ⅲ,Ⅳ로 표기함)과 함

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각

각의 학생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선호

하는 취향과 기존에 진행해 왔던 자신만의 프로젝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각자

의 경험과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조건에 충족하는 작품을 제작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대학원 과정의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는

Ⅲ장 해외 대학기관 교육 사례 중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의 MA Textile Design 과정의 커리

큘럼을 국내 대학원의 15주 과정에 적용하여 진행하

였다. 수업은 4단계로 1단계 실태분석과 방법론 탐구,

2단계 개발과 통합, 3단계 문제해결, 4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1대1 튜토리얼 방식의 수업 진행으로 일괄

적인 주별 학습 지도가 아닌 개인별 진행과정에 맞

춰 수업을 진행한다.

1) 실태분석과 방법론 탐구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강사는 지속가능 패션에 관한 정확한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 개인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 선정

을 위해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

태분석을 위한 관련 논문, 전문서적, 인터넷 리서치

등의 선행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하며, 2000자 분량의

보고서로 정리한다.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개념 정립과 분석을 통

해 주제를 전개해 나갈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2) 개발과 통합

이 과정은 실태분석과 방법론 탐구를 통해 구체적

인 주제와 작업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 후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문제해결 즉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위한 선행연구 단계로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선별하여 통합한다.

첫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맵을 그려 본 후 지

속가능 패션의 생산단계에서 고려되는 재료 선택에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맵을 통한

생각의 전개는 디자인 작업에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이 과

정에서 학생은 지속가능 디자인의 의의와 실현방법

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업

사이클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다양한 소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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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선정한 재료

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패션을 위한 재료로 업

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섬유공예 기법연구, 아트 페

브릭 디자인 개발, 다른 소재와 믹스매치 등의 방법

을 실험해 보고 개발된 기법들이 디자인 제품에 적

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3) 문제 해결 (작품제작)

1, 2단계를 거치며 학생이 하고자 하는 주제의 이

론적 연구와 디자인적 창작 개발이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의 단계로 작품제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4) 평가

네 명의 대학원생 각각의 작품은 재활용 소재 사

용이라는 공통점과 각기 다른 기법과 주제로 창작

디자인하여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시

켰다고 평가된다. 본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지

속가능 패션에 대한 실태분석과 방법론 탐구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습득된 이론은

자신만의 창작활동과 결합시켜 디자인 개발과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학

생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필요성과 실현방법을 인

식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전문가로서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의 체계적이며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지속가능 패션 디

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하였다. 패

션산업에서 지속가능 패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수

한 제품 개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교

육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패션의 개념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분류는 지속가능 패션을 표현하는 구체

적인 방법의 수단으로 원료, 과정, 이념, 전파로 표현

되며, 각각 친환경 생산, 친환경 사용,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소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친환경 원료와 친

환경 가공과정을 지향하는 친환경 생산과 자원의 낭

비와 폐기물 감소를 위한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사

용이 지속가능 패션의 외형을 형성한다. 윤리적 가치

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속가능 패션의 이념을 실

현하는 일이다. 사회적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

해 노력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소통

은 지속가능 패션의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둘째, 패션산업에 표현된 지속가능성 사례분석을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디자

이너라벨 브랜드와 패션기업의 사례를 수집한 후 Ⅱ

장에 정의한 지속가능 패션의 네 가지 개념으로 분

류하여 각각의 사례의 지속가능성 조건을 검증해 보

았다. 그 결과 의류 뿐 아니라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서 지속가능 패션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모든 사

례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

났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으로 표현된 사례는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고르게 고려한 상품

이 주를 이뤘다. 이는 지속가능 패션이 친환경 생태

학 접근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조

건으로 인식되며, 윤리적 가치관 사례는 가장 포괄적

인 지속가능 패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사

회적 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셋째, 국내외로 분류하여 조사한 지속가능 패션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정부와 자치단

체 주도하에 일반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이슈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해외에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속가능 디자인 및 패션 교육의 지원은 물론 이미

대학 교육기관에서 지속가능 패션에 중점을 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되어 전문가 육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넷째, 앞의 사례분석을 근거로 국내 패션산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가 계획하고 추진한

프로그램을 학부생 그룹, 대학원생 그룹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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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한 결과 토론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학부생 그룹과 개인의 개성과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생 그룹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학부생 그룹에서는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개념과 필

요성, 문제해결 방법, 디자인 개발 등의 주제를 토론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지속가능 패션의 가치를 교

육 시킬 수 있으며, 재활용 한복을 이용한 패션상품

개발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용성, 경제성, 예술

성을 포함한 지속가능 패션 상품개발을 통해 업사이

클의 의미를 깨닫고 재활용품의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정의 전문 인력 양상을 위한

학부생,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

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은 대학기관 외에 자치단체, 평

생 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교육을 통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는 현대 패

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

서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의 실용화

를 위해 재활용품을 이용한 패션상품의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증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개념과 사

례를 국내외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국

내자료가 미흡하였다. 국내 패션산업에 지속가능 패

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패션

기업의 노력과 소비자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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