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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ical advances contribute to the affluent life of human society. However, many 

peopl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live in poverty. Hence, many social group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e concept of appropriate technology is central to 

this endeavor. Utiliz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the textile design sector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to make a living, while maintaining traditional skills and tools. It 

differs from the supply mechanism of advanced technology and products to people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fundamental ways toward 

self-reliance among citizens of substantially underdeveloped countries by integrating 

appropriate technology in the field of textile design. Application types were analyzed by 

researching cases that incorporate appropriate technology in textile design. These are 

classified into three ways based on underdeveloped regions, developed countries, and 

collaborative case with designers and companies. Improvement of the 3 aspects was 

approached in terms of product development, ongoing management and expansion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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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세기에 들어 경제적 급성장을 통해 전반적으로   21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Worldbank 

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Annual Report 2014’ 10

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의 터전에

서 하루 달러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국1.25 . 

가 지역의 어려움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분별. 

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지원책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

정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대. 

표적인 방법론적 예시중 하나로 적정기술‘

의 활용을 들 수 있다(Appropriate Technology)’ . 

적정기술이란 빈곤 국가와 지역에 일차원적으로 기

술과 장비만을 지원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발전시켜 온 요소들을 발굴

하고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공동선 을 . ( )共同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 

자본과 절차를 요구한다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이 . 

가능하고 그 중 디자인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적정, 

기술이 대중에게 보다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Kim & Hong, 2013). 

적정기술 개념의 기초를 마련한 인도의 간디  

는 여러 분야들 중에서 텍스타일(Mahatma Gandhi)

산업에 적정기술을 최초 적용하였다 텍스타일디자. 

인 분야에서의 적정기술 활용은 그들이 보유한 전통

적인 기술과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

이다 각 지역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성을 높. 

이고 제품의 판매 활로를 열어주고 다양한 국가에 , , 

제품 판매를 통해 지역장인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 일련의 

과정들이 선순환 의 지속성을 가진다( ) . 善循環

적정기술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디자인 교육  , , 

공학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적정기술관련 연구는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제품 디자인 디자인과의 융합 디자, , , 

인 교육 등의 내용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그 중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서 저개

발 국가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정기술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진화된 기술과 제품을 보급하는 방식  

과는 달리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 적정기술을 접목

하여 실질적으로 저개발국가의 주민들이 자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을 적극 활용

하여 사라져가는 수공예적 감성을 장려하고 지속적, 

으로 자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타일 제품의 다양. 

성 확장과 향후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선행연구와 단행본 인터넷 자  , , 

료 등을 통해 적정기술의 개념과 요소 발전과정 등, 

에 대해 조사하고 둘째 적정기술을 텍스타일디자, , 

인에 접목시킨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유형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기. , 

술 활용 특성과 지속적인 적정기술 활용을 위한 개

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론적 배경II. 

적정기술의 개념  1. 

적정기술은 의 저자  Small is Beautiful (1973)『 』

인 슈마허 가 전통기술과 선진기(E. F. Schumacher)

술의 중간기술 개념이라고 소개하였다(Joe & Kim, 

한스 바커 는 인간에게 긍정적2014). (Hans Bakker)

인 영향을 주는 기술을 통칭하여 적정기술이라고 하

였으며 고도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 기술은 이에 속,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 (Kim & Hong, 2013). IDE

설립자 폴 폴락 은 단순 기부를 통해 가(Paul Polak)

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

안으로 그들의 노동력과 기술 등 저렴한 기회를 활

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적정기술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적정기술은 주로 대안기술(Paul, 2012). 

이나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Kim & 

최근 소외된 를 위한 디자Lee, 2012),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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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을 통해 적정기술’(Smithsonian Institution, 2010)

이 접목된 사례가 소개되며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

다 이렇듯 적정기술은 시대나 관점에 따라 해석이 . 

다양하고 적용되는 지역의 여러 조건에 따라 조화, 

를 이루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Kwon, 

2015).

적정기술 개념의 근간은 간디의 사상과 불교 경제  

학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Buddhist Economics) . 

념 모두 인간을 노동력의 원천으로 두고 인간의 존, 

엄성과 자립성을 강조한다 간디는 세기 초 반영. 20

운동인 스와데시 운동에서 외부의 도움과 (Swadeshi)

간섭이 없는 인도의 자립을 위해 전통의 활용을 강

조하였다 방적기계를 활용한 영국산 면직물로 인해 . 

인도산 면직물의 가치 하락과 소비 감소는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었고 이는 인도 전통 토착 공예의 붕, 

괴에서 비롯한 현상임을 지각하여 자국민의 생산을 

장려하게 된다 간디는 직접 인도 전통 직조 방식을 . 

사용하여 천을 제작하는 카디운동(Khadi Campaign)

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인도 독립에 크게 기여하

였다 이렇듯 인도의 전통적 직조 방식을 활용한 직. 

물 생산을 장려한 간디의 사상과 운동은 매우 상징

적인 것이었고 현대 적정기술의 태동이었다, . 

또한 노동의 본질과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중시하는 불교 경제학에서는 

인간성을 순화하는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노동을 통

하여 인간성의 회복과 더불어 생태계의 순환성이 지

속 된다고 믿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적정기술. 

의 개념은 보다 인간 지향적이고 물질 만능 자본주, 

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를 환기시키기 위한 대안 책

으로 여겨지고 있다.

Figure 1. Base of Appropriate Technology

이렇듯 적정기술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과   

해석 그리고 스와데시 운동과 불교경제학을 기반으, 

로 보면 적정기술은 인간 지향적인 기술이며 궁극, 

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

로서 그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적정기술의 요소  2. 

적정기술 개념을 충족하기 위한 요소들은 지역별  , 

시대별로 다양한 관점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만 공통적인 기본 요소들은 유사하고(Kim & Baek, 

적정기술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던 에른2014), 

스트 슈마허가 제시한 내용(E. F. Schumacher, 

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정리1973/2002)

할 수 있다.

첫째 작업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 

것이다 기술을 가진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하기 . ,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

일 수 있다. 

둘째 무리한 작업장 건설로 인한 자본 손실 방지  , 

를 위해 건설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사업의 기초를 

수월하게하고 이러한 외부 의존도의 최소화는 지역 , 

주민들의 협동심을 이끌어 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

름이 된다. 

셋째 단순한 제작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이   , 

전통 분야 외에 특정 지식 없이도 누구나 사업에 참

여 할 수 있게 하며 다수의 주민에게 노동의 기회, 

를 수월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조직과 원료 공급 등 외부 의존도의 최소화  , 

가 요구된다 해당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여 수입의. 



이주영 김성달․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의 적정기술 활용 / 

75

존도를 낮추어 재료 수입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 

있다 이는 현지의 재료와 기술 노동력과도 연결되. , 

어 적정기술의 지향점인 주민의 강화된 역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적정기술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요소들  

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

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텍스타일 분야의 적정기술 적용 . Ⅲ

사례

적정기술은 적용 지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개념과 , 

적용 영역도 점차 변화되고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 

는 그 영역이 경제 사회 분야 뿐 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텍스타일 분야에도 그 영향

을 미치기 시작했다 적정기술의 개념을 적용하고 . 

있는 텍스타일 사업 사례는 BOP(Bottom of 

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 Pyramid)

위주로 조사한다 이는 크게 저개발지역을 기반으로 . 

한 사례 선진국을 기반으로 한 사례 디자이너 및 , , 

기업과의 협업 사례로 총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

다 첫째 저개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례는 저개. , 

발 국가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선진국 관, 

리자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저개발국가 현지에 직접 

기반을 두어 해당지역의 장인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

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을 기반으로 한 사례는 저. , 

개발 국가 외에서 실시되는 사업 사례로 사업의 기

반을 저개발 지역에 두는 사례와 달리 주로 선진국 , 

내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저개발 국가 장인들

의 텍스타일 수공예 물품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 

하는 것이다 셋째 디자이너 및 기업과의 협업사례. , 

로 디자이너 및 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장인, 

들의 텍스타일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 사례이다 디. 

자이너와의 협업 진행을 통하여 제품 다양성과 대중

성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알아본다. 

이처럼 텍스타일 분야에 적정기술이 활용된 사례  

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각 사

례별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활용방안 모, 

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저개발 지역 기반 사례  1. 

에 해당하는 주요 저개발 지역은 아프리카  BOP , 

중 남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 (Kim,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2015), 

과 같다.

아프리카  1) 

아프리카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특징을 살펴보면  , 

적정기술의 개념이 활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적, 

정기술의 개념이 활용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서의 

노동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긍

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나미비아에서 장애인들을 위. 

한 봉사활동을 하던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크리스틴

루스 와 교육생 마샤 에 의해 (Christtian) (Martha)

년 설립된 펜두카 는 유럽의 감성과 1992 (Penduka)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전통 자수기법의 조화가 이루

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데(Figure 

특히 동물이나 식물 작업하는 주민들의 모습 빨3) , , 

래가 널려있는 모습 등 나미비아 여성들의 일상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제(Figure 2). 

품마다 장인들이 어떤 모티브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수 이외. 

에도 바틱 염색을 사용하여 가방 및 매트와 (Batik) 

같은 텍스타일 프린트 제품들을 제작하여 주로 인터

넷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는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무. 

역기업 더페어스토리 에서 펜두카의 (The fair story)

제품을 소개 및 판매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로 자수 브레이딩 및 바  , 

스켓트리 기법 등 별도의 복잡한 도구나 기술을 필

요로 하지 않는 기본적인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법별 난이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 높지 않다 또한 자수 기술을 적(Choi, 2015).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로는 문자를 대

신해 상징적인 색채와 문양을 직물에 표현했던 아, 

프리카 부족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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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tive of Penduka Embroidery

- www.penduka.com

Figure 3. 

 Penduka's Embroidery Product

- www.penduka.com

Figure 4.

Product of Solerebels 

- www.solerebels.com

Figure 5.

Solerebels's Working Process 

- www.solerebels.com

재료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식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 재료를 사용하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특성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솔레벨스 는 리사이클링과 . (Solerebels)

수공예의 개념을 적절히 접목하여 신발을 제작한다

신발을 만드는 모든 공정에서 에티오피(Figure 4). 

아 장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Figure 5). 

발 밑창의 재료로는 폐타이어 및 황마 섬유를 이용

하며 안감이나 겉감은 장인들이 만든 실로 직조한 

원단이나 천연 가죽을 사용한다 솔레벨스는 전통공. 

예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아름다운 조합은 물론 지역 

장인들이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장인과의 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스위스 그리스 바. , , , 

르셀로나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국가에, , , 

서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점을 통, 

해서 더욱 다양한 국가로의 판매를 도모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현지의 재  

료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 

적정기술의 요소에 부합하며 특별한 재료의 수입이, 

없어도 현지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재료를 사용

하기 때문에 재료를 수입할 때 발생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없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 시행을 가, 

능케 한다 예를 들어 르완다에서 캐나다의 . , 

과 함께 파트BBR(Building Bridges with Rwanda)

너쉽을 맺어 부게세라 지역 장인들을 도(Bugesera) 

운 사례가 있다 당시 르완다 지역에서는 번식력이 . 

강한 수생 식물인 히아신스가 호수 전체를 가득 채

워서 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야기했다 이에 코바가 협동조합(Figure 6). 

에서는 지역의 직조 장인들과 협력하여 히(Covaga)

아신스 파피루스 등 수생식물의 줄기와 잎을 재료, 

로 하여 브레이딩 및 바스켓트리 기법을 이용해 모

자와 가방 바구니 등을 제작하(Figure 7), (Figure 8) 

였다 지역 장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 

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 환경에 도

움이 되는 무언가 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동기부‘ ’

여가 되었다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얻어진 . 

수익은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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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quatic Plants 

- www.covaga.com

Figure 7. Covaga’s Bag 

- www.covaga.com

Figure 8. Covaga’s Basket  

- www.covaga.com

Figure 9. Weaveing Process

- www.cojolya.org

Figure 10. Cojolya’s Bag 

- www.cojolya.org

Figure 11. Cojolya’s Fabric

- www.cojolya.org

되고 친환경소재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업, 

의 친환경소재 사용 지향 에 있어 (Shin &Lee, 2016)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중 남아메리카  2) ·

중 남아메리카에서도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장인과  ·

의 협업을 통한 적정기술 적용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 남아메리카의 사례에서는 직조기. ·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백스트랩(back 

직기를 사용하여 기본조직부터 다양한 응용 strap) 

조직까지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장인들은 대부분 어, 

릴 때부터 자연스레 전문적인 기술을 접해왔기 때문

에 숙련된 텍스타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완성, 

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숙련도가 향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과테말라의 코졸야 는 사라져가(Cojolya)

는 전통기술에 대한 우려로 설립되었다 이천년 이. 

상 전해져 내려온 마야 전통 직조 기술을 토대로 작

업하며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1983

년 미국의 디자이너 캔디스 와 현지의 직(Candis E.)

조 장인들이 함께 만든 단체이다 장인들은 모두 숙. 

련된 텍스타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백스트랩 

직조 로 제작한 원단으로 만든 가방(Figure 9) (Figure 

등 다양한 텍스타일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고 10) 

있다 가방은 직접 천연 염색한 코튼을 (Figure 11). 

주로 이용하여 만들고 스카프 등 다양한 액세서리는 

레이온 셔닐 사 비즈 등을 사용하여 장식하고 있다, . 

코졸야는 숙련된 장인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직조장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을 하고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

아와마키 여성조합  (Awamaki Women’s 

은 미국의 사업가 케네디 리븐Cooperatives)

이 페루 오얀타이탐보(Kennedy Leavens)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Ollantaytambo) 

대하기 위해 년에 설립되었다 페루를 방문하는 2009 . 

관광객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제품 판매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유통이 진행되고 있다 아와마키의 제품. 

들을 보면 수직기를 이용한 직조 뿐만 (Figure 12) 

아니라 핸드 니트 기법도 이용하고 있다(Figure 13) . 

이러한 기술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기법으로 세대를 걸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전수되, 

었다 아와마키는 지역 여성들의 기술을 글로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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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Weaving Process 

- www.awamaki.org

Figure 13. Hand Knit Product

- www.awamaki.org

Figure 14. Dyeing Process

- www.awamaki.org

장에 연결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그들 스스로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또한 함께 진행

하고 있다 재료를 살펴보면 모두 직접 만든. 

실을 사용하고 있다 니트의 경우 대(Hand-spun) . , 

부분의 중 남아메리카 사례와 유사하게 천연 알파카 ·

섬유나 코튼을 사용하여 천연 염색을 한다(Figure 

이 역시 아프리카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14). , 

지역에서 재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적정기술의 요소

에 해당된다 재료의 자체조달은 사업성을 높이고 . 

수입 절차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 

아와마키 여성조합 및 코졸야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들에게 장인 양성을 위한 기법을 교육하고 마케팅 ,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추후에 장인들 스스로 외부의 도움 .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  3) 

아시아 지역은 타 권역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그 특징이 많이 .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인도의 메헤라쇼우, 

는 장인들로 하여금 전통 공예를 장려(Meherashaw)

하고 그들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 

여 년에 미국의 사업가 마크 와 샤리 켈1999 (Mark)

러 가 설립하였다 간디의 철학을 기반(Shari Keller) . 

으로 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노동이 그 권리중 하나라고 믿는다 메헤라, . 

쇼우는 손날염의 일종인 블록 프린트(Wood block 

와 스크린 프린트prints) (Figure 15) (Screen prints)

등의 전통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Figure 16) 

블록 프린트를 통한 프린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프린트에 사용되는 모든 염료는 천연 식물성 염료를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 안료 인디고 솔과 같은 화학 , 

염료를 이용한 프린팅을 시작하고 있다 블록 프린. 

트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수되었는데 이는 굉장히 

세밀한 기술을 요구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 

징이 있다 메헤라쇼우는 노동력의 본질에 대해 중. 

요시하면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노, 

동을 중시한다 이는 적정기술의 요소와 일맥상통 . 

한다.  

아시아 지역은 블록프린트와 니트 직조 아플리  , , 

케 등 타 권역 보다 비교적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지형적 특성. 

상 다양한 문화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 

다른 예로 질라리라 를 예로 들 수 있다 네(Zilalila) . 

덜란드의 아니타 에 의해 시작(Anita walstra bakos)

된 이 단체는 네팔 빈민가 여성장인들의(Figure 17) 

전통 수공예 발굴 및 장인 소득 기회를 마련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질라리라에서는 핸드니트 블록브린. , 

팅 기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핸드 , 

니트를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리빙 패브릭 제품, 

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블록 프린트(Figure 18) . 

를 이용해서는 주로 쿠션을 제작하는데(Figure 19) 

질라리라에서 디자인 하면 블록 프린트 장인이 모티

브를 조각하고 이를 코튼소재의 원단에 찍어내는 , 

방식으로 제작된다 네덜란드에 상점을 두고 판매하. 

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며 다양한 국가로의 판

매를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질라리라를 제외한 모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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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eherashaw's Printing Process

  -http://meherashaw.com

Figure 16.  Meherashaw's Printing Product  

-http://meherashaw.com

Figure 17. 

Zilalila's Woker

- http://zilalila.com

Figure 18. NEST (cotton 

bean bag) 

- http://zilalila.com

 Figure 19. Block Printing 

Cushion 

- http://zilalila.com

Figure 20.

Recycled Leather Bag 

- http://smateria.com

 Figure 21. 

Recycled Net Pouch 

- http://smateria.com

Figure 22.

 Sewing Artisan 

  - http://smateria.com 

에서 직접 염색한 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린팅. 

을 주로 진행하는 메헤라쇼우와 같은 경우엔 천연 

염료를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

기 위해 화학 염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의 스마테리아 는 년 이탈  (Smateria) 2006 , 

리아의 엘리사 와 제니퍼 에 의하여 (Elisa) (Jennifer)

시작된 단체이다 주로 헌 소파에서 나온 폐가죽. , 

그물 비닐봉지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소파 가죽, 

을 재활용한 카드지갑 파우치 가방 등, , (Figure 20) 

이나 버려진 그물망을 이용한 파우치 가방 액세서, , 

리 등을 제작한다 또한 비닐봉지는 핸드 (Figure 21). 

니트를 통하여 핸드백으로 재탄생된다 제품의 재단 . 

및 재봉에 있어서 모두 캄보디아의 장인이 직접 작

업을 진행 한다 이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Figure 22). 

감성과 현지 장인들의 기술 그리고 재활용 소재가 

결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로 캄

보디아 지역 내 다섯 개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판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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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반 사례  2. 

선진국 기반 사례는 선진국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  

계 다양한 국가의 장인 협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 

연결하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노동자들에. 

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권리 보장을 통,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Seo, 2011). 

저개발 지역 기반 사례와는 다르게 한 국가의 제품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및 기법이 다양하

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선진국을 기반으로 한 지. 

속적인 제품의 발굴과 수입은 장인들의 지속적인 노

동을 가능케 한다 이는 선진국의 제조업체가 제품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저개발 국가로 생산기반을 

옮겨 현대적인 설비로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 

는 아웃소싱의 개념과는 다르다 선진국의 섬유 패. , 

션산업이 점차 사회적 책임 윤리성을 강조하고 친, , 

환경 제품의 생산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추세이고 상호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통해 지속적, 

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 에 부합(Park, 2012)

하는 다양한 예시가 될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A Peace Treaty's Designs 

Name Nation Producing country Used technique Product

A Peace 

Treaty
USA

Asia

Bangladesh
Hand Weave

(Jamdani)

India
Hand Weave,

Block Print

Pakistan
Hand Weave,

Block Print

South

America
Peru

Hand Knit,

Hand Weave

-http://apeacetreaty.com

어피이스트레티  1) (A Peace Treaty)

어피이스트레티는 파라 말리크 와 데  (Farah Malik)

이나 알비브 가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공(Dana Arbib)

예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년 설립하였다 이2008 . 

를 목표로 전 세계의 다양한 텍스타일 장인들과 함

께 텍스타일 제품을 제작한다 현대적인 감각과 트. 

렌드를 적절히 도입하는 어피이스트레티에서는 그 

디자인이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감성을 모두 아

우르는 모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 

여 다양한 국가의 제품을 판매와 동시에 미국 프랑, 

스 영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Table 1). 

디자인라가  2) (Designraaga)

디자인라가는 여행을 즐기는 여성 사업가가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브랜드다 인. 

도 멕시코 등의 나라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장인들, 

이 만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각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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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제품을 취급하면서 현대 가정에 장인이 만든 

특유의 전통색을 담은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우아한 홈 인테리어를 연출하게 한다 홈데코 키친. , 

웨어 액세서리 등 다양한 텍스타일 제품을 판매하, 

며 텍스타일 제품 외에도 공예품을 비롯한 (Table 2) 

다른 분야의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비타트레이드  3) (VitaTrade)

비타트레이드는 저개발국가 장인들이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수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기술

을 이용한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년 한국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전통적인 텍스타2013 . 

일디자인 제품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트랜드를 주

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다양한 제품들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판매한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키르키즈스. 

탄 여성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비타트레이드는 . 

과테말라 콜롬비아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 , , , , 

아와 같은 지역의 장인들이 만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Table 3). 

Table 2. Summary of Designraaga's Designs

Name Nation Producing Country Used Technique Product

Design

raaga
UK

Asia

India

Applique

Quilt,

Block Print

Block Print

Uzbekistan IKAT

http://www.vita-u.com

디자이너 및 기업과의 협업 사례  3. 

앞서 살펴본 다른 사례들 역시 현대적인 감성을   

도입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되었지만 디

자이너 및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여기서 더 확

장된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사례들을 통하여 적정, . 

기술의 적용은 전통 텍스타일 수공예와 다양한 분‘

야와의 접목 이라는 색다른 시도로 텍스타일 장인’ , 

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업체에서도 다양한 .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도와 매출의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는데(Lee, 

디자이너 및 기업과의 협업은 기업체와 장인 2010) 

모두에게 상호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와카 워터  1) (Warkawater)

와카워터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아르투로 빗토리  

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전통기(Arturo Vit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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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VitaTrade's Designs

Name Nation Producing Country Used Technique Product

Vita

Trade
Korea

Asia

Thailand
Stitch

(Hmong Traditional)

Colombia Hand Weave

Vietnam Hand Weave

South 

America
Guatemala

Hande Weave

(Backstrap Weave)

http://www.vita-u.com

Figure 23. Mesh Net 

- www.wired.com

Figure 24. Net Sewing

- www.wired.com

술과 현대의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 

려 의 높이를 가진 와카워터는 마실 물을 쉽게 12m

구하기 어려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

는데 낮과 밤에 발생하는 이슬을 모으는 기술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Figure 23). 

와카 로 뼈대를 세우고 그물을 설치하여 만든다‘ ’ , . 

뼈대를 세울 때는 바스켓트리 기법을 사용하고 그, 

물을 제작할 때는 매쉬 소재의 패브릭을 이용하여 

현지인이 직접 재봉한다 현지인의 기술(Figure 24). 

을 사용하고 그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에 만들어져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며 방법이 , 

단순하다는 것 외부의 의존도를 최소화 했다는 것, ,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다는 것에서 적정기술이 가져야 할 요건

을 명확히 갖추고 있는 사례이다.

에스노텍  2) (Ethnotek)

에스노텍은 텍스타일 장인들과 함께 협업하며 색  

다른 느낌의 가방을 만드는 회사로 주로 노트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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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 가방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가방과 같은 경우 . 

가방 앞면에 다양한 국가의 텍스타일 직물을 탈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된다 인도 베트남 인도. , , 

네시아 과테말라 가나의 장인들은 기업과 협업하, , 

며 그들의 전통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 재료는 코튼. 100% 

을 사용하며 안감은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 

판매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필리핀 싱가포르, , , , , ,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이며 온라인에서도 함께 판매 

하고 있고 다른 협업 사례보다 판매가 가장 활발한 , 

것이 특징이다 에스노텍의 협업은 장인들의 지속적. 

인 노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점차 사라져 (Figure 25) 

가고 있는 수공예 텍스타일 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쿠파로카  3) (Coopa-Roca)

브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쿠파로카는 년  1987

에 설립되었으며 브라질의 전통 수공예를 되살리고, 

지역 여성들 스스로 그들의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Figure 25. Ethnotek's Woker

- www.ethnotekbags.com

Figure 26. Ethnotek's Bag

- www.ethnotekbags.com

Figure 27. Working for Crochet Light, Coopa 

Roca Women's Cooperation 

- www.coopa-roca.org.br 

Figure 28. Come Rain Come Shine

Tord boontje with cooparoca

- www.tordboontje.com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들을 제

공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 주로 코르셰 작업을 조. 

명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Figure 27) 

계적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맺으며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작업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쿠파로카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는 토드분체 카를로스 밀(Figure 28), 

레 라코스테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다 쿠파, . 

로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 크로셰로 장식한 조

명과 토드분체의 오간자와 실크로 만든 꽃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졌으며 이로 인하여 디자이너의 새, 

로운 시도에 대한 재조명과 쿠파로카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텍스타일 분야의 적정기술 활용 IV. 

특성과 개선 방안

활용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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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적용되고 있는데  , 

그중 많은 단체들의 활동에서 적정기술이 디자인 측

면에서 다뤄지고 이를 통해 친근함과 함께 대중의 ,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중 적정기술을 수공예 . 

텍스타일 기법과 접목하거나 텍스타일 장인과 협업

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렇게 제작된 제품들, 

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를 통해 본 텍스타일 분야의 적정기술 활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립  1) 

적정기술이 일반적인 타 디자인 분야와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적용될 경우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

다 먼저 적정기술이 일반적인 디자인에 적용될 때 . 

주민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된 디자인 제품을 저

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식수 전기 교육 주거 등 , , , ,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급 . 

차원의 원조방식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측면과도 

연계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는 쉽, 

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텍스타일 분야에서 적정기. 

술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제품 및 기술을 보급하는 , 

차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와 

Table 4. Summary of Comparison between General Designs and Textile Designs

General Design Textile Design

Name Product Name Product

Vestergaard Solerebels

Q-drum Penduka

Dilight A Peace Treaty

전통기술을 활용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게 한

다는 특징을 가진다 텍스타일디자인 관련 (Table 4).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개발 국가 텍스타일 장인

들이 그들의 전통 수공예 텍스타일 기술을 사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 단체의 전체적인 프. 

로세스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보다 밀접

하고 친밀한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기획 및 판매의 상호 의존성  2) 

적정기술 개념이 텍스타일 분야에서 적용될 때는   

반드시 조력자를 통한 최소한의 도움 제공은 필수적

인데 텍스타일 관련 여러 단체들이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사례에서 보듯이 각 단체의 설립자들은 .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맞게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였다 선진국 단체의 원조로 사업이 진행되는 . 

적용 사례들은 모두 사업 의존성을 보이지만 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필요적 의존‘

성 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단체들은 지역 ’ . , 

장인들로 하여금 전통 기술에 판매 가치를 부여한 

제품을 제작하게 하여 완성된 제품을 해외 여러 곳

에 판로를 개척하여 마케팅 업무를 도와주는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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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품기획 및 판매 단계 위주로 도움을 주고 있

다 대부분의 텍스타일 제품 제작 과정에는 장인들. 

이 직접 참여하고 단체 역시 장인들만이 보유한 전, 

통 기술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 한다 따라서 사. 

업적 측면에서는 의존성이 높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 

의존성이 낮아 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을 볼 수 있다.

개선 방안  2. 

제품 개발 측면  1) 

텍스타일 분야에서 전통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  

용할 때의 여러 장점들 중 하나는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Ethnic) . 

모티브가 적극적으로 적용되면 새로움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전통적인 요소, 

를 부각시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적 특

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수공예 . 

텍스타일 제품은 장인의 손에서 하나씩 완성 되고, 

작업 시작 전 디자이너와 함께 충분하게 검토 한다. 

이 프로세스 중간에 소비자가 자신들 취향의 컬러나 

스타일을 제안할 수도 있고 장인들은 이를 반영하, 

여 디자인을 전개하여 각 국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단체 펜두카의 제품을 수  , 

입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국내 소비자가 직접 원하, 

는 원단과 컬러를 보내면 장인들은 해당 원단과 색

Table 5. Comparison of Penduka's Custom-made Fabric Accessory

Before change After change

Nation Africa Korea

Product

Color

http://www.penduka.com

실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한다 모티브나 (Table5). 

기술은 여전히 장인들의 감성이 보여줌과 동시에 디

자인 면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감성에 맞춰져 있어 

이들에게 흥미와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텍. 

스타일 수공예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각

국의 단체들도 자국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

을 접목한 사업 진행과 적극적인 상호 작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유행이 급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인  

터넷의 발달과 함께 세계 시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소. 

비자 감성에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텍스타일 분  

야에 적정기술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더욱더 많

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 

표적으로 쿠파로카 에스노텍 등의 활발한 협업의 ,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적정기술

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도입하면 전통 기술과 모티브

의 응용 방식과 스타일이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전

통적인 수공예 텍스타일 제품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 개발에 있어 섬세한 장인 . 

기술의 활용과 여러 기업과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

이션은 제품 완성도도 높이고 다양한 기업에서의 협

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 측면   2)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력의 지속가능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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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즉 장인의 존속은 적정기술이 활용한 텍스타일 ,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텍스타일 장인 조합에 속한 장인들은 대부분이 

중장년층의 여성이며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해당 , 

기술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해온 세대이다 하지만 .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선진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가 그들 세대에게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풍요로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고 있기에 전통 기술을 습득하

고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전통 계승에 대. 

한 가치를 이해와 숙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텍스타일 분야에서 적정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료와 기술의 관리가 요구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는 항상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간과하

기 쉽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갑자기 주요 . 

재료의 공급이 중단되면 더 이상 제품 제작을 할 , 

수 없게 된다 지속가능한 원료와 기술의 사용을 위. 

해 대체작물 재배 혹은 비슷한 특성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시도가 요구된다. 

결 론V. 

적정기술은 현대 사회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텍스타일 분. 

야 에서는 각 세계 장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

립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적정기술을 통하여 소외된 텍스타일 . 

장인들이 보다 지속적인 노동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완성된 제품을 넓은 시장으로 판매 하면서 그 , 

영역을 넓혀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타일 분야에. 

서 적정기술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텍스타일 

지역 장인들과의 협업을 이뤄낸 사례를 조사하고 각 

단체 및 업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는 크. 

게 저개발 지역 기반 사례 선진국 기반 사례 기업 , ,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 사례로 총 세 가지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첫째 저개발 지역 기반 사례에서는 아프리카 중  , , ·

남아메리카 아시아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소외된 계층의 노동 활동을 . , 

긍정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주기법으로는 자수 및 브

레이딩 등의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

남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오랜 전통을 이

어온 장인과의 협업이 이루어 졌으며 직조와 니트 

기법을 통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주. 

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립의 발

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타 권역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 

중시하고 있으며 블록 프린트 아플리케 니트 기법, , 

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개발 지역 기. 

반 사례는 선진국의 관리자들이 직접 저개발 국가 , 

현지 내에서 장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

다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이

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선진국 기반사례에서는 한 단체에서 다양한   , 

국가의 텍스타일 수공예 제품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

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나라의 장인 제

품을 한군데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어. 

피이스트레티 디자인라가 비타 트레이드를 대표적, , 

으로 들 수 있으며 이들 단체는 최근 다양한 나라에

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를 진행하거나 수익, 

의 일부를 기부하며 그 활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 사례에서는 기  , 

존의 장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새로운 분야 및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사례이다 와카워터 에스노텍. , , 

쿠파로카가 대표적인 예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 

통 수공예의 조합은 대중성 확장을 도모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각 사례에서 전통 기술을 이용한 수공예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각 , 

사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디자인 분야와의 차별성, 

사업 의존성의 두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우선 텍. 

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디자인 분야가 

단순한 기술의 보급을 통한 자립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역 주민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텍스타일 기, 

술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한 저개발 국가에서의 사업이 진행되려면 반드시 사

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 최소한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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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드러난 각 특징에 따라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제품 개발 측면으

로 에스닉 스타일의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 

역 모티브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로 다양성을 추구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단체인 펜두카를 들 . 

수 있다 펜두카에서는 지역의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 

사용하여 그들이 가진 독특한 감성을 드러내면서도 , 

현대저인 디자인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 

다수의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콜라

보레이션 및 다양한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

다 둘째는 지속적인 관리 측면으로 교육과 유지관. , 

리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통. 

에 대한 가치를 제고 시키는 것은 물론 원활하게 재

료가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인의 섬세한 . 

전통 기술과 디자이너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

중성 확장은 물론 각 상호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는 텍스타일 분야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현재 텍스타일 분야

에서의 적정기술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

후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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