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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ero-waste i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nsuring continuous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as well as for 
the next generations, while expanding across industries. Zero-waste fashion desig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should stop making clothes in order to reduce waste, but we consider the social values of sustainability regarding 
the environment, humans, and profit. In particular, in the pre-use stage of zero-waste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ers play critical ro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ology for the realization of zero-waste 
fashion design through establishing the typology of zero-waste pattern making (ZWPM) as well as explor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zero-waste fashion design. For the realization of zero-waste fashion design that draws from 
pattern-making principals, this study categorizes zero-waste fashion design into zero-waste pattern cutting (ZWPC) 
and non-pattern cutting (NPC). ZWPC is based on drafting patterns on a piece of fabric, which can enable the 
sharing of patterns and processes, while NPC requires little- or non- cutting/sewing in optimizing a piece of fabric, 
bringing the possibility of creating indefinite forms. ZWPC is sub-categorized into tailored and non-tailored, and 
NCP into draped and folded. Then, by implementing the typology in undergraduate design programs, this study 
tests and completes the design methodology for the realization of zero-waste fashion design.

Keywords: design for environment(환경을 위한 디자인), zero-waste fashion design(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
인), zero-waste pattern making(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 zero-waste pattern cutting(제로 웨이스
트 패턴 커팅), non pattern cutting(넌 패턴커팅)

I. Introduction  

제로 웨이스트(zero-waste)는 환경과 후속세대와
의상호작용속에서영속적인발전을가능케하는지

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개념으로 산업 전반에 확

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산업이 미래를
향한거대한방향이라면, 사용전(pre-use), 사용(use), 
사용 후(post-use)에 이르는 상품 수명주기의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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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환경폐기물을최소화하는제로웨이스트는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실질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옷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환
경, 인간, 그리고 수익이라는 세 개의 순환 고리 속
에서, 친환경 산업 구조방식의 하나로서의 지속가능
성의 사회적 가치를 일상의 옷 입기로 나타내는 의

미를 가진다(Hethorn & Ulasewicz, 2008). 그 중, 사
용 전 단계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제로 웨이

스트 패턴 디자이너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버려지는 원단 없이 패턴 메이킹 과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실현한다. 또한 작업과정이나 패턴들을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공유하면서 엘리트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화두인 지속가능한 패션을 대중적

장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슨스와 F.I.T. 등의 해외
유수 디자인 스쿨들은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미학적 측면을 강화한 디자인 경쟁력

과 산업적 수익성이 모두 가능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 혹은 디자인 랩 형식으로 나타

나던 제로 웨이스트 패션이 제로 웨이스트 패턴으

로 구체화되고,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확
산됨에 따라, 국내의 패션 관련학과에도 제로 웨이
스트 패션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디자인 프로세

스에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ok(2014)은 지속
가능한 패션에서 세분화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에

관한 디자인 사례와 방식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

고, Park(2012)은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으로
나누어, 해외의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실험적 패션
디자인의 사례들을 연구하였으며, Lee(2013)와 Park 
(2014)은 후기 사용자 단계의 제로 웨이스트인 업사
이클링을 패션 디자인 수업에 적용하여 실물로 수

업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점차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한 패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로 발전하는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을 이론적으

로 유형화한 후 그 유형화를 디자인 컨셉으로 하여

학생들의 수업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실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는 확산 속도에 비해

이론적 틀의 정립이 미흡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더불어 산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패
션 상품에 관한 높은 인지도가 실질적 구매로 연결

되지 않는 상황을 디자인 경쟁력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제로 웨이스트를 패션 디자인의 컨
셉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과 연계함으

로써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
는 경쟁력인 미학적 측면도 충족시키는 실질적 방

법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로 웨이

스트 패턴 메이킹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특징
적인 기법을 살펴본 후, 각 카테고리를 디자인 컨셉
전개, 프로세스 진행,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
해이론적고찰을실증적으로검증해보고자하였다. 

II. Theoretical Approaches in 
Zero-waste Fashion 

1. Emergence of zero-waste concept in design
패션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 생산 공정에서 그

부산물과폐기물(waste)은 항상 발생해 왔는데, 중요
한 점은 그것을 줄이기 위한 관심의 시작과 실행이

라 할수 있다. May의연구(as cited in Gauzin-Müller 
& Favet, 2002)는 1987년 미래 세대의 자원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계속하자는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과 에코 모더니즘이 나타나고, 디자인
은 이런 개념들을 실체화 하는 첫 번째 신호라고 설

명한다. 또한 Colebook(as cited in Gauzin-Müller & 
Favet, 2002)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있어 물리, 화
학, 생물학 등의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인 자연
과학과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과학적 요소들의 통
합을 강조한다. 즉,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연만을 도
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
면서 폐기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디자인의

목적과 성격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 환경을
위한 디자인은 상품에서 파생되는 환경에의 충격을

제거 혹은 줄이기 위해 시스템화된 방법론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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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사용을 최대화하거나, 산업적 폐기물을 줄이는
접근으로 시작된다. 또한 Johnson & Gay(as cited in 
Giudice, Guido, & Risitano, 2006)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에서 환경과 동시에 그 보호가 실용성이나 심

미성 등과 같이 소비자가 상품에 요구하는 성격과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을 위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재료
선택에 관한 것이다. 이는무독성 재료, 재활용된 재
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포함하며, 사용 전 디자인
단계에서 환경에 저해한 재료 혹은 사용 후에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염색하거나, 무게를 경량화한 재료
선택을 의미한다. 둘째는 최적화된 공정 테크닉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생산 공정의 단계를 줄이거나, 재
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기술 개발을 의미

한다. 셋째는 최적화된 상품의 초기 사용 시간에 관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다기능적이거나 모듈화된 구
조 혹은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 등의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상품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의미한

다(Giudic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재
활용에 관한 부분이 아닌 상품이 사용되기 전과 사

용에 있어서의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중심으로 함을 밝힌다. 
위와 같은 환경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쓰레기 관리나 감량 관리 기술 개발이 아닌, 
재료와 상품의 사용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과 함께 폐기물 감량화와

최소화(reduction of waste, waste minimization)의 의
미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하여 상품
생명 주기와 산업 및 사회적 시스템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100% 친환경 폐기물이 땅으로 돌아가게 만
드는 건설적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제로 웨이스트

(zero-waste) 개념이 나타났다(Lehmann & Crocker, 
2012). 나아가 Korean Design Research Institute(KDRI)
는 제로 웨이스트 개념이 자동차와 핸드폰 등의 산
업 디자인 영역에서는 외장 및 실루엣, 재료라는 기
본 디자인 요소와 결합해 상품화되었다고 설명한다

(KDRI, 2010). 이로써 중간 공정이 많은 패션 디자
인 또한 제로 웨이스트와 결합하여 패션과 텍스타

일 브랜드 그리고 소규모 디자인 랩이나 프로젝트

그룹까지 앞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 중 각자 중점을

두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
인은 환경을 위한 디자인의 하나로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0’ 또는 ‘0’에 가까운 적은 양으
로 최소화하는 패션 디자인 및 구성의 방법이라 정

의할 수 있다.

2. Development of zero-waste fashion design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시도와 발

전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료 선택과 관련하여, 애초 사용 후 환경

에 남겨진 잔여물이나 폐기물이 0이 되도록 재료를
택하고, 사용 후 땅속에서 다시 상품 생산의 밑거름
이 되는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의 방
식을 들 수 있다(McDonough & Braungart, 2002). 독
일의 트리게마(Trigema)는 유기농 면과 경량화된 무
게와 색을 가진 화이트 티셔츠라는 아이템을 통해

사용후에도일정시간이흐르면땅에완전히분해되

거나, 소량의잔여물은또다른유기농목화를생산하
는재료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Fletcher, 2008/2011). 
최근 대중적인 패션 브랜드 푸마(Puma) 역시 화이
트 캔버스 운동화가 사용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땅

속에서 분해되어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되는 사진을

통한마케팅을진행하였다(Pasolini, 2013). 이러한개
념으로접근한 ‘인사이클(incycle)’ 디자인은이후재
활용이 가능한재료(recyclable material)가 되도록리
사이클러블 재료를 미리 디자인 단계에서 기획하고, 
사용 후 단계까지 하나의 시설망을 가지고 연결된

다는 점에서 리사이클 디자인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둘째, 최대화된 재료 사용과 공정을 위한 대안적

테크닉과 관련하여 남는 원단 없이 패션 디자인을

창조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의류 생산 공정에서 평면의 원단을 인체에
맞추기 위한 단계인 패턴 메이킹에서 남기는 원단

이 없도록 하기 위해, 스케치 단계에서 완성될 옷의
형태까지 넘나드는 새로운 물리적 기술이다(Alison 
& Rissanen, 2011). 애초티모리사넨(Timo Rissanen)
을 중심으로, 완성될 옷에 필요한 각각의 패턴 조각
들을 퍼즐 맛추듯 원단을 빈틈없이 사용하는 방식

이 소개되었다. 이후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 어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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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Another rame)은 원단이라는 사각의 프레임
을 탱그램(Tangram)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패턴
조각으로 접근하여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이나 기반을 둔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드레이핑이나 오리가미, 판초 및 기모
노 패턴 등의 전통복식 구성이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의 발상으로서 재조명 받고 있다. 이들은 패
턴화 작업 과정을 웹사이트 상에 대중들과 공유 및

소통하면서 통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포럼

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은 그 작업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창의적 시도가 맞물려 하나의 패션 디자인

으로 입지를 지니게 되었다. 
셋째, 상품 사용 시간의 최대화를위한 구조와 관

련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모듈화를 통해

옷의 기능성과 활용성 및 미적 감각이 극대화되도

록형태및구조를계획하는디자인이다. 모듈화된상
품은신기함이나다양성을위한소비라는메커니즘을

억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다(Fletcher, 2008/2011). 
일례로 에이리얼 비숍(Ariel Bishop)의 육각형 원단
조각 모듈로 구성된 드레스는 필요에 따라 떼거나

다른 조각으로 대체되고, 완전히 분해하거나 다시
만들 수 있다(Fletcher, 2008/2011). 이러한 다기능
모듈 드레스는 그 구조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화

<Fig.�1> Zero-waste fashion design drawing on ‘Design for Environment’ guidelines  

이트 순모 펠트 소재로 모듈의 시접처리를 용이하

게 하거나, 미니 드레스의 형태로 실루엣을 최소화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사벨라 폰테(Isabella Ponte)
의 모듈화 웨딩드레스의 경우, 일회성의 웨딩드레스
를 꽃잎의 모듈로 작업하여 결혼식 후 떼어 길이를

줄이거나 볼륨을 줄여, 일상에서의 드레스로 활용하
도록 디자인되었다(Bogliono, 2012).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 개발과 관련된 실험실

및 기자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고, 디
자인 프로세스의 아이디어 발상 및 형태 표현 등에

서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세부적 방법론을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 유형화로 연결하고자 했다. 그 내용은
<Fig. 1>과 같다.

III. Design Methodology for the 
Realization of Zero-waste Fashion 

Design   

1. Categorizing zero-waste pattern making  
본 장에서는 수업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공통

적으로 제공해야할 문제를 위해 앞 장의 제로 웨이

스트 패턴 메이킹(zero-waste pattern making, ZWPM)
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인 제로 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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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패턴커팅(zero-waste pattern cutting, ZWPC)은일
반적인어패럴생산공정인원자재부자재-스케치-패
턴-재단-봉제-가봉을거치면서남는원단을최소화하
는방식으로디자인을계획하는방법이다(Hethorn & 
Ulasewicz, 2008). 전통적인 테일러링 패턴을 벗어나
거나 변형하는 이 방법은, 원단 조각들을 자유롭게
배열하는 계획된 혼돈(planned chaos)이나 기하학적
인패턴조각들을배치하는기하학적재단(geo-cut)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인 넌 패턴 커팅(non pattern 
cutting, NPC)은 패턴-재단-봉제에 걸친 공정을 없애
거나최소화하여드레이핑(draping)이나폴딩(folding) 
등을 통해 드레스폼에 입히는 스탠드 단계가 곧 실

물 형태가 되는방법이다(Seivewright, 2012). 여기서
의 ‘넌(non)’은 패턴과 커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유동적인 컷과 드레이프 등의 혼합으로 무한한 가

능성과 잠재성을 지닌 미지의 혹은 무작위의 의미

를 지닌다. 

1) Zero-waste pattern cutting (ZWPC)
이 방법은 기존의 패턴-재단-봉제로 이어지는 의

류 생산 공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편적인 아이

템인 셔츠, 재킷, 스커트, 원피스 드레스 등의 형태
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패턴 조각들의 구획과 배치

를 다르게 하여 원단이 가급적 100% 사용되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ZWPC는 패턴과 공정을 공유할
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으며, 공정 중패턴조
각의 형성과배치과정이 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

<Fig.�2> Yield: Julia Lumsden - 
habiliments. From. McQuillan (2011). 

http://hollymcquillan.com

<Fig.�3> Yield: Julia Lumsden - 
habiliments. From. McQuillan (2011). 

http://hollymcquillan.com

<Fig.�4> Zero Waste: Fashion 
Re-patterned. From. McQuillan (2011). 

From. http://hollymcquillan.com

연구에서는 ZWPC를 서구복식 전통의 테일러링에
기반을 두는가, 테일러링에서 벗어난 기하학적 도형
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테일러드와 넌 테일러드로

나누었다. 

(1) Tailored ZWPC
테일러링 방식의 ZWPC는 전통적인 서구의 테일

러드 패턴 커팅을 바탕으로 몸에 최대한 알맞게 하

기 위해 네크라인과 암홀을 포함한 원통형의 인체

를 이루는 곡선에서 파생된 조각을 중심으로 구성

하는 방법이다. 이 범주에서는 인체의 각 부분에 입
혀질 평면의 패턴 형태와 테일러링에 관한 선지식

을통해나머지버려지는원단을결합하고응용하는

능력이큰비중을차지한다. 이에테일러링 ZWPC는 
남성복 디자이너들이 그레이딩과 대량생산의 가능

성이 높은 셔츠, 재킷, 팬츠 등의 아이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Fig. 2, 3). 또한 면 저지나 데님으로
된 후드 점퍼와 같은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캐주얼

웨어로도 표현된다(Fig. 4).

(2) Non tailored ZWPC
넌 테일러드 ZWPC는 전통적 테일러링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예를 들어 어나더 프레임(Another 
Frame)이라는 디자인 프로젝트(Fig. 5)에서와 같이
기하학적 도형 패턴조각들로 한 판의 원단이라는

프레임을 새롭게 채워가며,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
는 방법이다.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은 사각형, 



6 제로�웨이스트�패션�디자인�실현을�위한�디자인�방법론 복식문화연구

－ 934 －

<Fig.�5> Another Frame SS 2011. 
From. Anotherframe (2013). 

http://anotherframe.wordpress.com

<Fig.�6> Pleasing Puzzles from 
Zero-waste Cutting. From. Stable 
(2013). http://spadesandsilk.com

<Fig.�7> Modular Wedding Dress.
From. Bogliolo (2012). 

http://www.themag.it

삼각형, 원형 및 사다리꼴 등의 기하학적 도형에서
영감을 받아 패턴 커팅으로 구현하고 있다(Fig. 6). 
이 중, 반복되는 같은 크기와 모양의 기하학적 패턴
조각, 즉 모듈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모듈러 패턴
도 주요한 디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모듈의 모양
은 기본 도형들 외에도 원형에서 파생된 꽃잎 모듈

로도 나타나고 있다(Fig. 7).

2) Non pattern cutting (NPC) 
앞서 설명한 ZWPC가 기존 패턴의 정해진 모양

과 틀에서 벗어나 변형된 복식의 외관으로 나타난

다면, NPC는 처음부터 정해진 패턴이 없는 무정형
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생산

<Fig.�8> Handkerchief dress - 
Madelein Vionnet (1932).

From. Lace around the wrist (2014). 
https://lacearoundthewrist.wordpress.com

<Fig.�9> Subtraction 
Collection. From. Sans 

Souice (2010). 
https://www.notjustalabel. 

com

<Fig.�10> Garment 
construction through 

origami - Issey Miyake. 
From Fukai et al. (2010). 
Future beauty: 30 years 

of Japanese fashion.

<Fig.�11> Almost Zero 
- Titania Inglis. From. 

Chua (2011). 
http://www.ecouterre.com

공정보다는 사각형 평면의 원단 자체에 집중하여

물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NPC는 전통 복식
이나 공예 기법과의 연결성 및 유사성을 드러내는

데, 크게 그리스 복식 착장법에서 유래된 서구적 드
레이핑(draping)과 중국, 일본 등의 동양 문화권에서
나타났던 공예 기법인 폴딩(folding)으로 나눌 수 있
다. 따라서 NPC에서는 인체와 복식 사이의 공간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며, 수작업에 의한
예술적 가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NPC
는 재단을 하지 않고 주름을 잡거나 접는 방식으로

원단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Draped 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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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프드 NPC는 한 장의 원단을 인체에 맞추
어 드레이프를 만들어가며 여유분을 묶거나 꼬거나

핀으로 어깨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리
스 복식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비요네

(Madeleine Vionnet)(Fig. 8)와 마담 그레 (Madame 
Grès) 등의 디자이너 작품으로 연결되며, 현대 여성
복에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인체 지향
형인 드레이핑을 통한 NPC에서는 인체의 볼륨에
따라 변형이 용이한 드레이프성 등의 원단 물성에

관한 이해와 바이어스 재단과 같은 기본적 테크닉

의습득이중요하다고할 수있다. 점차고전적인드
레이핑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부

분적으로 적용되어 상품화되고 있다(Fig. 9). 

(2) Folded NPC
폴디드 NPC는 동양 문화권의 몸의 평면화와 복

식지향의착장방식을결합해재단을하지않고입체

적인 모양을 완성하는 오리가미와 플리팅(pleating) 
등의 방식으로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다(Yim, 2009) 
(Fig. 10). 남는 원단 없이 접기만으로 원단의 물성

<Fig.�12> Design methodology of zero-waste pattern making

에 집중하면서 굴곡이 많은 인체에 입혀가는 과정

을 보여준다. 이 범주에서는 원단의 절개와 다트를
최소화하면서 몸에 알맞게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

이 창의적 발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전체 실루엣보다 부분적으로 오리가미를 활용하여

실용성을 높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Fig. 11).
본 연구에서 유형화하여 고찰한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ZWPM)을 활용한 제로 웨이트스 패션
디자인 방법론을 <Fig. 12>로 정리하였다. 

2. The outcome based on the design methodo-
logy of ZWPM
본 절에서는 앞서 고찰한 ZWPM의 유형화를 서

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의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친 수업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제로 웨이
스트 패션 디자인 실현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의 하

나로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관해 논의하겠다. 
프로그램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되
었으며, 총 46명의 학생이 92벌의 프로토타입을 만
들어냈다. 수업 중 학생들이 해결할 문제는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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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ZWPM을 바탕으로 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
인 실현으로, 공통된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
식과 기술을 문제해결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환경

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을 실현하고 해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개인의 제로 웨이
스트 패턴 메이킹에 관한 선지식, 선기술, 관심도, 
그리고 작업 성향에 따라 유형화 중 하나를 택하여

<Table�1> Prototypes of zero-waste fashion design based on ZWPM design methodology

ZWPC

Tailored
ZWPC 

The triangular shaped leftovers 
are attached to the shoulders and 
the sides of the bell-bottom pants. 

The leftovers of the shirt pattern 
pieces are used as appliqué.

The leftovers of the shirt and the 
suit are decorated as ruffles and 
cascade details.

Non 
tailored
ZWPC

Jacket pattern based on Tangram 
puzzle

Jacket pieces in Pentomino geo-
metric figures, all separately cut, 
padded, and seamed

Jacket pattern designed in the 
planar figure of paper envelop.

Padded and quilted dress in Ko-
rean traditional ‘Chul-lic’ pattern

Dress in zig-saw puzzle modules 
with all the modules separately 
cut and seamed

Coat pattern made of trapezoidal 
modules, all the modules separately 
pieced in polyurethane fabric  

인스피레이션 선정 및 리서치 - 디자인 디벨롭먼트
- 프로토타입 개발의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을 진행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ZWPC는 테일러링, 그리고 모듈

러를 포함한 넌 테일러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테일러드 ZWPC에서 시작한 결과물들은 남성 테일
러드 수트와 팬츠, 드레스 셔츠 등의 기본 패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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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Continued

NPC

Draped 
NPC

Using the entire piece of rectangular fabric (some include selvedges)

Gathering Smocking Subtraction cutting Binding

Folded 
NPC

Skirt pattern based on 
flower vase origami tech-
nique

Dress pattern based on 
lily and pumpkin origami 
technique

Ensemble in combination 
of pleating and smocking, 
fixed by heat-setting

Dress in herring-bone sha-
ped pleating, fixed by 
heat-setting

변형되어 잔단 없이 원단을 다 활용하거나, 패턴 커
팅 후 버려지는 부분을 러플이나 아플리케 등의 디

테일로 사용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넌 테일러드
ZWPC의 경우는 아이디어 발상의 원천이 기존의 기
하학적 도형뿐 아니라, 뫼비우스의 띠, 종이봉투, 중
국 전통 칠교놀이 및 탱그램, 펜토미노(Pentomino)
나 퍼즐과 같이 다양한 사물이나 놀이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넌 테일러드 ZWPC는, 모듈러의 경우 같
은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것 외에도 두 개의 도형을

규칙적으로 맞물려 남는 원단을 최소화하면서 미니

멀한 원피스 드레스 형태 등으로 완성되었다. 
두 번째 유형인 NPC는 드레이핑과, 오리가미와

플리팅이 포함된 폴딩으로 진행되었다. 드레이핑에
서 시작한 결과물들은 한 폭의 원단을 바이어스 방

향으로 틀거나, 스모킹(smocking) 등의 기법으로 판
쵸 형태를 만들거나, 신도가 좋은 크레이프 직물의
물성을 바탕으로 드레이프를 만들어 쉬프트 드레스

혹은 중력에 따라 드레이프를 형성하는 행커치프

드레스로 표현되었다. 폴딩의 경우, 열가소성이 있
는 직물을 사용해 오리가미나 플리츠로 남는 원단

없이 몸에 입혀지는 옷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상
의 프로토타입 중 대표적인 사례를 디자인 설명과

함께 <Table 1>로 정리하였다.

IV. Discussion and Summary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친환경적 모더니즘의

첫번째주제는디자인으로, 특히패션디자인은대표
적인물질문화이자 일상문화로서사회적확산이라는

큰영향력을지닌다. 더욱이제로웨이스트가지속가
능한 디자인이나 환경을 위한 디자인보다 사회적 가

치나연결이더중시되는상황에서, 제로웨이스트패
턴메이킹(ZWPM)은개인적인창의적작업과대중적
인 공정 사이의 대안적 테크닉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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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본연구는그출현이후상업화및활성화에

어려움을겪고있는제로웨이스트패션디자인실현

을 위한 방법론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제로웨이스트패턴메이킹의유형화는다음

과같다. 첫번째유형인 ZWPC는패턴과재단그리
고봉제로연결되는일반적인생산공정에서크게벗

어나지않으면서최대한원단낭비없이패턴을배치

하고 실물화하는 패턴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다시 패턴 조각의 형태에 따라, 전통적인 테일러
링에서 비롯되어 인체의 곡선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테일러드 ZWPC와, 기하학적도형, 펜토미노와탱그
램과 같은 놀이 기법에서 패턴의 영감을 얻어 남는

원단없이커팅하는넌테일러드 ZWPC로나뉘었다. 
두 번째 유형인 NPC는 패턴과 재단 및 봉제의 과정
을 최소화하거나 벗어나 원단 자체에 집중하면서 3
차원의형태를만들어가는것이다. NPC는다시그리
스복식의드레이핑방식을 따르는드레이프드 NPC
와동양문화권의종이접기나오리가미기법을원단

에 활용하는 폴디드 NPC로 나뉘었다.
다음으로, 본연구결과에관한논의는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디자이너 및 브랜드

들을 통해 개인적 성격에서 끝나지 않고 산업적 공

정을위한그레이딩과대량생산의가능성이높은제

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ZWPC)에 속하는 상품들의
비중이 넌 패턴 커팅(NPC)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비해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에서는 넌 패턴
커팅의 폴딩 디자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패턴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

는 테일러링이나 드레이핑보다는 한 폭의 평면 사

각형의 원단의 조작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

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ZWPC에서는 테일러
링보다 넌 테일러링 방식에서 더욱 창의적인 결과

물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대량생산 패턴이라는 제한
에서 벗어나, 과감한 디자인 및 구성방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제로 웨이스트 패턴 메이킹을 통한 제로 웨

이스트 패션 디자인 실현에는 복식 및 공예 등 동양

문화에 관한 이해가 디자인 차별화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리가미, 칠
교놀이, 전통 한복패턴 등과 같은 동양의 문화적 요
소가 디자인의 영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논의로서, 제로 웨이스트 패
턴 메이킹에 기반을 둔 패션 디자인 개발이 패션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서구복식 구성 및 대량생산 패
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구성과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미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나타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토타입을 통해 ZWPM이 패
션디자인에서의창의성개발및아이디어발상의중

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ZWPM이디자인의윤리적측면뿐아니라, 심미적측
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넷째,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패션 디자인

뿐 아니라, 의상학과내의복구성, 패션소재, 복식사, 
패션마케팅 등의 세부 전공과목들이 연계되어 진행

된다면 산업적인 공정으로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

아지리라사료되는바, 이는의상학과내세부전공을
효과적으로융합할수있는효율적인주제라고본다.
다섯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에 상업

적 측면을 보완하는 서울시디자인재단과의 산학협

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물을 DDP(동대
문디자인플라자)에서의 전시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는 ZWPM 패션 디자인의 상품화 및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에 관한 대중의 인식 고양에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

지만,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했던 재료 및 텍스타일
부분에 있어 현재 재활용된 재료(recycled material),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recyclable material) 및 인사
이클 패션(incycle fashion)과 업사이클 패션(upcycle 
fashion) 등이 꾸준히 세분화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는 미비한 바, 이상의 주제로 한 후속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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