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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 비거니즘, , 

사회적 가치 실천 방안,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2018-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3268)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Practical Plan for ethical consumption 

by reviewing the category of Vegan Fashion and investigating its Social Value 

of vegan fashion. This will be achieved through investigating the papers and 

official home pages of 13 selected Vegan Fashion brands. It was found that in 

terms of use of materials such as leather, fur and organic fibers the brands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ur-free, cruelty-free and perfect vegan. A 

Practical Plan is suggested based on the aspects of production, consumption, 

distribution and education. Firstly, the provider should be required to

understand vegan materials deeply, it is also desirable for them to get vegan 

certifications. Secondly, the seller should also understand about vegan materials, 

and be able to explain this to consumers. The education from the seller is vital 

and the meaning of logos and associated contents used by the label should be 

clearly explained to consumers. Thirdly, the association of consumers, and 

fashion brands should cooperate to enhance the level of general understanding 

in society further, this should influence new laws, that address ethical issues 

regarding the use of fur in fashion. Environmental problem of the future might 

be reduced if the stakeholders in Vegan Fashion are cooperatively and actively 

trying to educate the general population and make Vegan Fashion popular and 

ethical consumption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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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패션산업은 여러 산업 중에서 폐기물 배출량이 플라스틱 산

업 다음으로 많은 산업이다 지구상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심하게 오염 시키는 대  산업 중 하나도 패션산업이다3

이는 세기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 (Kim, 2018). 21 SPA 

브랜드의 영향(Specialit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도 있지만 패션을 소비하는 개인의 의식이 옷은 많을수록 , 

좋고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 때문으로 파악되

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산업의 폐해, 

는 사회적 노력 없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등장한 세기의 트렌드 중 하나인   21

비건 은 세기 중반 동물보호운동에서 시작되었다(vegan) 20 . 

비건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년 영국의 동물보호운동가이1944

자 비건협회 의 창업자인 도날드 왓슨(Vegan Society)

이 (Donald Watson, 1910 2005)∼ ‘The Vegan News’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초기에는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유제, 

품까지 거부하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비거니즘 은 음식뿐(“Veganism,” 2019). (veganism)

만 아니라 신체에 착용하는 의복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생, , 

활용품까지 확산되어 동물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

천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Freston, 2011; Mann, 2014). 

비건에서 파생된 비건 패션 은 모피 가죽  (vegan fashion) , , 

실크 울 깃털 등의 동물에서 얻는 어떠한 소재도 사용하지 , , 

않고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 소재 및 재생물질을 사용100% 

하여 환경보호까지 고려한 패션제품을 의미한다(Kim & 

따라서 이는 인조 모피 인조 가죽 혹은 자연Kwon, 2016). , (

사한 동물의 가죽 유기농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며 친환경), , , 

동물보호 등 윤리적 소비와 실천을 지향하는 세기의 새로21

운 패션 경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페이크 퍼 가 . (fake fur)

비건 퍼 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천연 가죽이 인조 (vegan fur)

가죽인 비건 가죽 으로 동물의 깃털이 발열 (vegan leather) , 

소재로 대체되어 동물을 학대하지 않은 크루얼티 프리

방식으로 생산된 패션제품 혹은 토양오염을 유(cruelty-free)

발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 식물성 섬유 혹은 친환경 재생

물질로 제작된 패션제품을 일컫는 용어로 비건 패션이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비건 패션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환경  , 

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비건의 시작이 동물보호에서 시작된 것에서 볼 때 비. 

건 패션은 생명 존중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사고는 독신 가정과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현시대에 더불어 사는 사회와 가치소비를 지향하, 

는 현재의 패션 트렌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비건 패션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  

한 패션 뷰티 소비의 비거니즘 확산에 관한 연구· (Choi & 

대안전략으로서 다양한 비건 패션 브랜드 현황Lee, 2019), 

을 다룬 연구 비건 패션을 실천하면서 (Kim & Park, 2018),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룬 비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딜레

마 유형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윤리(Jeong & Kwon, 2018) . 

적 패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 

로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적 패션을 다룬 연구(Yoo, 2012), 

패스트 패션 측면에서 비건 패션의 사회적 가치를 다룬 연 

구(Seo & Suh2019 윤리적 패션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실), 

천 방안에 대한 연구 윤리적 소비관점에서 인(Jang, 2011), 

조 모피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룬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건 (Kim & Kwon, 2016) . 

패션 뷰티 및 윤리적 패션에 대한 학술발표· (Bae, 2019a; 

Bae, 2019b; Choi & Kan, 2019; Seon, Choi, & Lee, 

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패션의 실천방2019) . 

안 뿐만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가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윤

리적 소비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의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21

비건 패션 의 범주와 이것이 지향하는 사회적 (vegan fashion)

가치에 대해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 

가 윤리적 소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건 패션. 

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대표적인 국내 외 비건 패션 브랜, ·

드 중 동물보호단체 페타(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와 팜 센추어리 에서 (Farm Sanctuary)

인정하고 현재까지 최소 년 이상 컬렉션에서 비건 소재를 , 2

사용한 해외 브랜드 곳 국내 브랜드 곳 총 곳을 선정10 , 3 13

하여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비건 관련 기사를 중심

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패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한 

후 이를 종합하여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비건 패션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비건�패션의�개념과�범주.�Ⅱ

비건�패션의�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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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윤리의 중요성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가치소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 

을 생각하고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면서 

년 이후 가죽과 모피 깃털 울 제품 등 동물성 소재를 2010 , , 

사용하지 않는 비건 패션이 등장하였다 비건 패션은 모피. , 

가죽 실크 울 깃털 등의 동물에서 얻는 어떠한 소재도 사, , , 

용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 소재 및 재생물질100% 

을 사용하여 환경보호까지 고려한 소비의식을 확산시키는 

패션제품을 의미한다(Kim & Kwon, 2016; Kim & Park, 

고 정의되었지만 어디까지를 비건 패션이라고 할 것2018) , 

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디자이너와 생산책임자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확실한 것은 비건 패션이 의류뿐(Jeong & Kwon, 2018). 

만 아니라 액세서리 뷰티용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 

으며 사용하지 않는 소재도 모피 가죽 깃털처럼 바로 알 , , , 

수 있는 소재뿐만 아니라 알파카 앙고라 실크 울 등의 다, , , 

양한 동물성 소재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기농(

이 아닌 식물성 섬유가 포함된다) . 

동물보호가들을 비롯하여 비건 패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과 감정을 느끼므로 학대 없는 정당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복을 만드는 과정. 

에서 인간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털을 뽑거나 가죽을 벗

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반대한다 동물보호단(Kwon, 2019). 

체인 페타에 따르면 모피코트 한 벌 제작에 사용되는 동물

의 수는 길이 따라 다르지만 밍크 마리 수달 마리 너60 , 20 , 

구리 마리 아기 하프물범 마리 여우 마리 은여우 50 , 8 , 20 ( 12

마리 늑대 마리 족제비 마리 다람쥐 마리 토끼 ), 15 , 125 , 100 , 

마리 친칠라 마리 담비 마리 삵 마리가 사용되35 , 200 , 50 , 18

며 매년 조 마리의 동물이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모피를 , 1 . 

얻는 방식도 잔인하여 살아 있는 상태의 오리 거위의 가슴 ·

털을 뽑고 최상의 모피를 위해 산 채로 동물의 가죽을 벗, 

기며 앙고라 니트의 주재료인 토끼털을 얻기 위해 토끼가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근까지 뽑는다(Choi, 2017). 

이처럼 매년 수백만 마리의 가축과 동물들이 오로지 그들  

의 털과 가죽 때문에 학살된다 이에 동물보호가들과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중단과 동물보

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 환경오염 산업 중 하나인 축산, 3

업의 환경오염 초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Kim & 

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Park, 2018). Freston(2011)

곡물의 가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40% , 

이상의 가축이 방목 농장이 아닌 기계화된 시설에서 95%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동. 

물의 경우 사육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동물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축산업의 폐해는 보스톤컨설팅그룹  (The Boston 

과 글로벌패션어젠다Consulting Group) (The Global 

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Fashion Agenda) ‘Pulse of the 

의 자재별 킬로그램 당 환경Fashion Industry Report 2017’

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 Figure 1

에 따르면 소가죽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인조가죽 > > > > 

나일론 모달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엘라스틴> > > / > > /

스판덱스 리오셀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순으로 환> > > 

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ulse of the 

즉 소가죽과 천연섬유가 인조 가죽이나 합fashion,” 2017). , 

성섬유 보다 훨씬 높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합성섬유의 생분해성이나 제조 및 가공 시 유. 

해성의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동물을 사육하고 살충제와 농

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식물성 섬유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건 패션이란 동물을 인간의 이기적 필요에 따른   

도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이자 함께 상생할 가치 있는 존

재로 여기며 잔인한 동물학대 대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존, 

중하자는 윤리적 패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축산. 

업 및 소재의 제조 가공 식물성 소재의 생육과정에서 발생, , 

되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지구와 생태계 인간을 보호하고, 

자 하는 책임 있는 패션 이라고 정의(Jeong & Kwon, 2018)

할 수 있다. 

비건�패션의�범주와�소재�분류2.�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비건 패션의 범주는 아직 확립되지 않

았지만 비건 소재 분류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단체인 , PETA

가 인정한 분류를 참고하여 비건 소재와 논비건 소재로 대

별 가능하다 먼저 에서 년에 제시한 비건 소재는 . PETA 2019

유기농 면 면섬유로 직조된 데님 플란넬 캔버스 포함 마( , , ), 

해조류섬유(linen, hemp), (SeaCell® 콩 섬유 Modal), (soy 

코코넛 섬유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fiber), (coconut fiber) , , 

터 폴리에스터 플리스 포함 비스코스 레이온 모든 종류의 ( ), , 

함성섬유 인조 모피와 가죽 합성 발열소재 재활용된 플라, , , 

스틱 섬유(recycled polyethylene terephthalate [ 고rPET]), 

어텍스 텐셀 등이 해당된다 , (“PETA’s vegan clothing,” 

2020).

논비건 소재는 울 플리스와 시어링 울을 포함한 모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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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adle� to� Gate� Environmental� Impact� Index� per� kg� of�Material
(www.globalfashionagenda.com) 

오리 거위의 깃털 앙고라 각종 모피와 가죽 스웨이드 포· , , (

함 캐시미어 시어링 울 카멜 헤어 모헤어 알파카), , , , , , 실크

(silk) 등을 들 수 있다 시어링 울 을 포함한  . (shearling wool)

울 제품은 양털에서 얻어지는데 단시간에 많은 털을 얻기 , 

위해 양의 피부에 밀착하여 털을 밀어서 피부에 상처를 주

게 된다 전 세계 수천만 마리 양들이 이때 생긴 피부 상처. 

로 인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집토끼의 일종인 앙. 

고라토끼의 털인 앙고라는 토끼를 결박한 상태에서 채취하

는데 이 과정에서 토끼가 움직이면서 가위가 그들의 살점에 , 

찔리고 피부에 상처가 난다 겨울용 파카 의 충전재인 . (parka)

깃털은 오리와 거위에서 얻는데 근로자들은 동물이 산 채로 , 

깃털을 뽑거나 도살 후 뽑는다 실크. 는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기 위해 뿜어내는 섬유인데 실크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 

누에를 고치상태로 증기에 찐다(Choi, 2017).

대중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식물성 가죽  (vegetable 

역시 논비건 소재로 분류된다 이 또leather, eco-leather) . 

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크롬 이 아니라(chrome)

식물에서 추출한 탄닌 으로 무두질한다는 점에서 식(tannin)

물성 가죽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므로 비건 소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사한 동물의 가죽 혹은 식용으로 도축된 . , 

동물의 가죽은 비건 소재로 분류된다 이상의 (Shim, 2015). 

비건 소재 분류는 과 같고 이를 아이템별로 분류하Table 1 , 

면 와 같다Table 2 . 

비건�패션�브랜드에서�지향하는�사회적�가치.�Ⅲ

본 연구에서 다룬 해외 비건 패션 브랜드는 동물보호단체 

페타와 팜 센추어리에서 공통으로 비건 패션 브랜드로 인정

하고 현재까지 년 이상 컬렉션을 발표한 개의 브랜드, 2 10

(Burberry, Calvin Klein, Hugo Boss, Adolfo Dominguez, 

Gucci, Maison Martin Margiela, Michael Kors, Ralph 

와 한국의 개의 비건 Lauren, Stella McCartney, Versace) 3

패션 브랜드 비건 타이거 낫아워스 푸시버튼 총 개 브( , , ) 13

랜드에서 표방하는 비건 패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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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Vegan� and� Non-vegan� Material� by� PETA� 2020

Vegan� Material Non-vegan�Material

Organic cotton, linen, hemp, cotton(flannel, denim, twill, canvas), •

soy fiber, coconut fiber

Nylon, polyester(including polyester fleece), acryl, modal (including •

Sea Cell modal)

Viscose, rayon, recycled plastic fibers(rPET), all kinds of man-made •

fibers

Fake fur, synthetic dawn, micro-fiber•

Fake leather, pleather, Wellon•

Tencel®, PrimaLoft®, 3M Thinsulate , GORE-TEX®, Polartec® • ™ ™

Pro®, Thermolite®

Wool(including wool fleece, shearling wool), •

down, angora

Fur, cashmere, camel hair, mohair, alpaca•

Silk, all kinds of leather•

All kinds of suede•

Table� 2.� Categorization� of� Vegan� and� Non-vegan� Material� of� Fashion� Items� by� PETA

Items Vegan�Material Non-vegan� Material

Shoes,

bag & wallet

All kind of man-made material(including fake leather)

Polyurethane, micro-fiber, fine apple leather, cork, 

leather from paper material, mushroom leather, wax 

coated canvas, etc.

All kind of leather(including alligator, 

kangaroo, sneak), suede, etc.

Neck tie
Tencel, micro fiber, linen, bamboo fiber, viscose rayon, 

nylon, cotton, acryl tec.
Silk. wool, cashmere, etc.

Sweater

Tencel, micro fiber, polyester, fleece, cotton, linen, 

bamboo fiber, viscose rayon, rPet, acryl, cotton flannel, 

etc.

Wool(including shearling wool), angora, 

cashmere, mohair, silk, alpaca, etc.

Blouse
Tencel, cotton, linen, bamboo fiber, viscose, rPet, 

viscose rayon, modal, cupra(bemberg)
Silk, etc.

Suits Tencel, modal, linen, cotton, viscose rayon, etc.
Wool, silk, cashmere, fur decoration, 

etc.

Coat & outer

Prima Loft(man-made infill, padding), 3M ThinsulateTM, 

Wellon, Polatec wind pro(artificial material for 

protecting against wind), Thermolite®(artificial material 

for keeping out  the cold), fake feather, fake fur, 

polyester, polyester fleece, wax coated canvas, etc.

Wool, feather, cashmere, fur 

decoration, etc.

Scarf
Tencel, cotton, linen, acryl, polyester, polyester fleece, 

satin, etc.

Silk, cashmere, mohair, angora, 

wool(including shearing woo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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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1.� (Burberry)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는 년 월 퍼 프리2018 9 ‘ - (Fur-Free)’

를 선언하고 년 봄 컬렉션에서부터 모든 디자인에 2019 토

끼 여우 밍크 너구리 모피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다만 앙, , , . 

고라 시어링 양털 동물 가죽은 제외하였다, , (D. Kim, 2019). 

년부터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리  2018

카르도 티시 는 모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Riccardo Tisci)

는 이시대의 럭셔리 및 환경과 양립 할 수 없다는 모피에 

대한 강력하고도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퍼 프리의 윤리성을 -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버버리는 리카르도 . 

티시 영입 이전부터 퍼 프리 원칙을 지지해 온 패션 브랜, -

드 중 하나이다 버버리의 회장 마르코 코베티. (Marco 

역시 리카르도 티시의 이러한 관점을 적극 지지Gobbetti) 

하며 퍼 프리는 오늘날 버버리가 패션 업계에서 가지는 의“ -

미 버버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 

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버버리는 윤리” (Ko, 2018). 

적 측면에서 퍼 프리를 실천하는 브랜드지만 가죽이나 캐시-

미어 시어링 울 등은 사용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비건 패션 , 

브랜드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캘빈�클라인2.� (Calvin� Klein)

미국 패션브랜드 캘빈 클라인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년 1994

월부터 모피 사용을 중단하였다 당시 모피는 패션계에서 4 .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모피 사용의 윤리성을 일찍 자각한 , 

캘빈 클라인이 모피 반대 선언을 함으로써 모델들도 모피 

반대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캘빈 클라인은 년 월부2013 12

터 앙고라의 사용도 중단하였다 캘빈 클라인의 이러한 움직. 

임은 년 모델 캔달 제너 가 토니 어워2015 (Kendall Jenner)

드에서 착용한 캘빈 클라인 드레스에 정교하게 스팽글을 파

일처럼 연결하여 마치 모피처럼 보이게 디자인한 것에 잘 

나타났다 멀리서 보면 이 드레스는 마이크로플리스. 

원단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microfleece) . Figure 

에 제시된 것처럼 드레스 확대 사진을 보면 이 드레스는 2

사실 여러 층의 스팽글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Kwon, 

또한 캘빈 클라인은 지속적으로 대안 소재를 사용하2015). 

고 있는데 코르크 가시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져 방수 및 내, 

구성이 좋은 코르크 가죽도 사용하고 있다(“Change in 

2017,” 2017).

이 소재들은 일찍이 퍼 프리를 선언한 캘빈 클라인이 선택 -

한 대안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캘빈 클라인은 패션계에서 . 

가장 먼저 패션의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브

랜드로 아직은 가죽 캐시미어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 

만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패션의 윤리

성에 근거한 소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3.�휴고�보스(Hugo� Boss)� � �

독일 패션브랜드  휴고 보스는 년 컬렉션부터 라쿤2016

여우 토끼 등의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raccoon), , 

하였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른드 루드빅 켈러. (Bernd 

는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모피를 Ludwig Keller)

얻는 것은 비윤리적이므로 이러한 관행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울 을 구매할 때도 양에게 고통을 주, (wool)

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공급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발표하였다 휴고 보스는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뽑은 거위 깃. 

털 및 앙고라도 사용하지 않는다(Kwon, 2015) 그 대신 . 

에 제시된 것과 같은 식물에서 채취한 소재를 사용Figure 3

하고 있다 의 좌는 파인애플가죽 피나텍스. Figure 3 ‘

로 제작한 스니커즈 로 밑창은 독성물질(Pinatex)’ (sneakers) , 

이 포함된 를 대체한 열가소성 폴리PVC(polyvinyl chloride)

우레탄 으로 신발 끈은 유기농 순면 재(polyurethane) , 100% 

질을 사용하여 완벽한 비건 소재로 마감하였다(Y. Kim, 

또한 미국의 천연섬유 전문 스타트업 볼트 쓰레드2019). 

가 개발한 빈티지 표면이 특징인 버섯가죽 마(Bolt Treads) ‘

일로 로 제작한 그림 우측에 제시된 가방(Mylo)’ (D. Kim,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휴고 보스는 적극적으로 식물2019)

에서 채취한 신소재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모피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국제연합인 퍼 프리 연맹 은 휴고 - (Fur Free Alliance)

보스는 동물 학대에 반대하고 모피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패

션계의 리더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퍼 프리 연맹은 . 

다른 럭셔리 브랜드도 휴고 보스의 뜻을 따를 것을 권장하

며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모, 

피 대체품들이 있는데 이 대체품들은 패셔너블하고 진짜 모

피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won, 2015).앞으로 이들의 주장대로 윤리성과 미적

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 소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돌포�도밍게즈4.� (Adolfo� Dominguez)

스페인 패션브랜드 아돌포 도밍게즈 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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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lvin� Klein� Dress,� 2015
(www.koreafashion.org)

Figure� 3.� Pinatex� Sneakers� &� Bolt� Treads� Bag� by� Hugo� Boss,� 2019
(www.news.kotra.or.kr)

에 인조 가죽과 모피를 사용하고 천연 가죽과 모피는 식용, 

으로 도축된 동물의 가죽만 사용한다 그는 (Shim, 2015). 

년 겨울 비건 가죽을 사용한 비건 컬렉션인 2012 , 'Vegano' 

라인 주로 가장 을 론칭하였다 비가노 라인은 동물존중을 ( ) . 

위해 유기농 재활용 대체재료 등 혁신적인 소재를 추구하, , 

는 아돌포 도밍게즈의 지속가능한 패션연구소인 ‘Green 

라인의 일부로 시작되었다Me’ (“New collection,” 2018). 

또한 아돌포 도밍게즈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Old 

섹션이 있고 여기에는 그의 패션에 대한 철학이 Clothes’ , 

“Buy clothes, that will last longer than the trends. Be 

한 문장에 담겨있다older.” (“Old clothes,” 2020). 

윤리적 패션의 즐거움을 대중과 공유하는 개념을 기초로   

한 비가노 제품에 대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티지아나 도

밍게즈 는 비건 패션이 더 이상 동물과 (Tiziana Dominguez)

환경에 대한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합성 소재는 . 

가죽의 미학적 기술적 가능성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 

전했고 현재 인조 가죽 제품을 착용하는 것은 현대성과 매, 

력의 징조하고 하면서 를 좋은 사례로 제Stella McCartney

시하였다(“New collection,” 2018 이는 동물 존중의 윤리). 

적 측면뿐만 아니라 패션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미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브랜드의 패션 철학을 알 수 있게 한다.

구찌5.� (Gucci)

이태리 패션브랜드 구찌는 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 2015

렉터로 알레산드로 미켈레 를 영입하였(Alessandro Michele)

고 년 월 퍼 프리를 선언하였다 구찌의 마르, 2017 10 - . CEO 

코 비자 는 모피가 현대적인 스타일에 속한(Marco Bizzarri)

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피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하면서 더 이상 세련되지 않고 모던하지 않다면 구찌 “

컬렉션에서는 모피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선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며 기존의 퍼 제품을 폐기하였고.” (Ko, 

모피반대연합 에도 전격 합류하였2018), (Fur-Free Alliance)

다(Kim, 2017).

현재 구찌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윤리적 소비 패턴을 지  

향하는 밀레니얼 세대 인 점을 감안할 (Millennial generation)

때 이들이 만약 모피를 사용하는 구찌를 비윤리적이라는 이, 

유로 외면한다면 구찌는 고객 스타일 그리고 중요한 수익, , , 

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패션시장의 주력 (Ko, 2018). 

소비 집단인 밀레니얼 세대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한다는 점

은 구찌를 비롯한 다수의 브랜드들이 모피 사용 금지에 참, 

여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구찌는 윤리적 관점 보다는 더 이  

상 모피가 세련되지 않다는 트렌드 및 마케팅의 관점에서 

퍼 프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 년 봄 컬렉션2018

에서부터 모피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후 상품 제작 시 모피 

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가능한 소재로 대체되었다. 년 2018 6

월부터는 앙고라의 사용도 중단되었다 특히 구찌의 인기상. 

품 이었던 모피가 장식된 프린스 타운의 슈즈에는 모피대신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곱게 빗질하여 채취한 시어링 양털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 구찌는 천연 가죽 양털 캐시미어 알, , , , 

파카를 사용하고 있다(Kim, 2017).

6.�메종�마틴�마르지엘라(Maison�Martin�Margiela)

프랑스 패션브랜드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는 비건 및 업사이

클링 패션 등 윤리적 패션의 선두에 있는 브랜드이다(Shim, 

빅터앤롤프 마르니 디젤2015). (Viktor&Rolf), (Marni), 

등의 패션 브랜드가 속해있는 (Diesel) Only The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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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년부터 속해있으며 년부터 존 갈리(OTB) 2002 , 2014

아노 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다(John Galliano) . 

년부터 이 브랜드의 전 제품에는 자연사한 동물의 가죽2018

과 모피 혹은 비건 가죽과 모피를 사용하고 있다(“John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그Galliano,” n.d.). OTB

룹의 철학은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가치를 공유“

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패션 기업의 사회적 .”

책임에 대해 밝히고 있다(“OTB,” n.d.). 

그룹의 대표인 렌조 로쏘 는 는 사회  (Renzo Rosso) “OTB

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공헌하는 새로운 기업의 아이디어

를 지지하며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국제기구 및 지, 

역사회와 협력한다 라고 언급하며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공헌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념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브랜드도 그룹의 사회적 가치 . 

및 책임과 동일선상에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은 

캐시미어 모헤어 등의 논비건 소재도 사용하고 있다, .

마이클�코어스7.� (Michael� Kors)

미국 패션브랜드 마이클 코어스는 년 월에 모피 사 2017 12

용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는 .  년 월 디자이너 마이클 2017 6

코어스의 토크 프로그램에서 동물보호단체 페타 회원들이 

모피사용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에 퍼

프리를 선언하였다고 한다- . 실제로 마이클 코어스는 2018

년 월부터 모피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12

며 코어스 컴퍼니에 속한 지미 추 역시 퍼, (Jimmy Choo) -

프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D. Kim, 2019). 

마이클 코어스는 퍼 프리를 선언하면서 혁신적인 소재개  - “

발을 지속할 것이며 이번 행보는 마이클 코어스 역사에서 ,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Change in 

이처럼 많은 명품 업체들이 각종 대체 소재2017,” 2017). 

의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직접적인 사용의 폭도 넓히

고 있다 마이클 코어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모피 사용을 . 

중단하였고 아직 가죽 실크 모헤어 앙고라 소재 등을 사, , , , 

용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비건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러나 패션 계열사에 속한 브랜드가 모두 퍼 프리를 선언하-

고 모피사용을 중지한 점은 비건 패션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랄프�로렌8.� (Ralph� Lauren)

미국 패션브랜드 랄프 로렌은 옷의 장식에만 모피를 약간씩 

사용해오다 년 타미 힐피거 등이 속한 그룹에 인2002 PVH

수된 후 년 완전히 모피 사용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결2006 . 

정은 패션의 윤리성은 모피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물학대

를 통해 얻어진 소재의 사용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 시몬스2016 (Raf 

영입을 계기로 캘빈 클라인의 디자인에 커다란 변Simons) 

화가 오면서 비건 모피 니트가 등장하였다 비(Ahn, 2017). 

록 라프 시몬스는 년 매출 부진을 이유로 사임하였으2018

나 랄프 로렌은 비건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 2018

년부터는 모헤어 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mohair) (“The 

하였다 현재 랄프 로렌은 가죽Impact of Fashion,” 2018) . , 

스웨이드 캐시미어 같은 다른 동물 관련 소재를 사용하기 , 

때문에 완벽한 비건 패션 브랜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Kwon, 2015)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비건 패션을 지향한 .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비건 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스텔라�멕카트니9.� (Stella�McCartney)

영국 패션브랜드 스텔라 맥카트니 는 브(Stella McCartney)

랜드를 론칭한 년부터 비건 가죽으로 모든 가방과 신발2001

을 제작하고 있다 그녀의 비건 가죽을 사용한 파라벨라 백. 

과 엘리스 플랫폼 슈즈(Falabella bag) (Ellice platform 

는 높은 디자인 수준 및 윤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shoes)

다. 스텔라 메카트니는 그녀 자신이 채식주의자이며 년2015

부터 환경친화적 공정을 통해 제조된 비건 모피를 사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스텔라 맥카트(Kwon, 2015). 

니의 공식 사이트에는 옷을  쉽게 버리지 말고 자신의 옷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패션 아이템을 잘 관리하며 사, 

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럭셔리는 쓰레기 매립지를 의미. “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 ”

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자신이 가지고 (Ko, 2018). 

있는 패션 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함으로써 의류 폐기물을 줄

이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

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년 제 회 페타 비건패션어워드. 2014 1

수상자로 선정되었고(PETA Vegan Fashion Award) (“Top 

페타의 기업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캠페인designers,” 2014), 

에 동참하고 있다.

에 제시된 년 스텔라 멕카트니의 컬  Figure 4 2015 Pre-fall 

렉션에 등장한 몽골리안 모피 코트는 퍼센(Mongolian) 100 

트 모드아크릴 소재를 사용한 비건 모피이다(modacrylic) 

(Kwon, 2015). 실제 모피와 비교 했을 때 비건 모피는 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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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 

계속해서 새로운 모피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디자이너들이 비건 모피를 보다 친환경적이라 주장하는 이

유이다 환경보호와 동물보호 등의 사회적 윤리(Ko, 2018). , 

적인 이슈에서 비건 모피가 천연 모피 보다 우세한 것이 사

실이지만 패션 그 자체로 놓고 평가할 때도 비건 모피는 , 

천연 모피 대비 다양한 색과 질감 등 미적 관점에서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수요가 높아질 것으

로 예측된다.  

베르사체10.� (Versace)

이태리 패션브랜드 베르사체는 년부터 모피 사용 중단2018

을 선언하였는데 베르사체는 전통적으로 밍크 라쿤 너구, , , 

리 등을 비롯해 많은 종류의 동물 모피들을 사용한 제품으

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Ko, 2018) 베르. 

사체 그룹의 수석 부사장 겸 수석 디자이너인 도나텔라 베

르사체 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라(Donnatella Versace)

이프 스타일 계간지 과 인터뷰에서 자사 상품에 동물 '1843'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르사체는 난 이제 모. “

피에서 벗어났다 나는 패션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동물도 .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다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이러한 .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

실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페타 프랑스 지부는 (Lee, 2018). 

년 비건 패션 프라이즈를 통해 베르사체 버버리 메종 2018 ' ' , , 

마틴 마르지엘라를 베스트 럭셔리 패션 모멘트 수상자로 ' ' 

발표하였다(Yoo, 2018).

비건�타이거11.� (Vegan� tiger)

국내 최초로 년 월 론칭한 비건 패션 브랜드 비건 2015 11

타이거는 소셜벤쳐 기업으로 모든 제품에 천연 모피와 가죽, 

을 사용하지 않으며 비건 소재만 사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단. 

체에서 활동하다 자연스럽게 비건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어 

비건 타이거를 론칭한 양윤아 대표는 한국에 비건 패션 브

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론칭한 사례이

다 한국에서 비건 패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년. 2016

부터 해마다 차례 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2 , 2019

년 월 회째의 비건 페스티벌을 실시하여 비건에 대한 적5 5

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여개의 부스에 채식 먹거. 70

리와 업사이클링 제품 비건 패션 제품 비건 (up-cycling) , , 

화장품을 소개함으로써 점차 비건에 관심을 가진 참가 인원

이 늘고 있다고 한다(Choi, 2017).

또한 년 월 모피 아웃 프로젝트 를 주제로 크라우  2017 1 ‘ ’

드 펀딩 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모(Cloud funding)

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당시의 슬로건은 . 

와 으로 이 문‘My fur is not yours’ ‘Animal is not fabric’ , 

구가 들어간 배지와 블랙 데님 재킷을 판매하였고 현재도 , 

계절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모피 착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패션의 윤리성에 (Choi, 2017).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연예인들이 처럼 비건 타이거Figure 5

의 모피 코트를 착용하고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대중의 인지

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낫아워스12.� (Not� Ours)

국내 브랜드 낫아워스는 브랜드명에서 시사하듯 우리의 것‘

이 아닌 이라는 뜻처럼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것이 아’ ‘

닌 제품을 년 월 론칭 이후부터 생산하고 있다 브’ 2017 11 . 

랜드명이 바로 슬로건인 낫아워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의 털이 아닌 동물의 털 우리의 가죽이 아닌 동물의 가’, ‘

죽 우리의 자원이 아닌 미래의 자원 이라는 슬로건 아래 ’, ‘ ’

동물의 모피 가죽 깃털 솜털 실크 울 캐시미어 소뿔 자, , / , , , , /

개단추도 사용하지 않는 철저한 비건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 

제품 기획에서부터 생산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관심을 갖, 

고 있는 비건 패션 브랜드이다 즉 비건(“Not ours,” 2019). , 

의 실천을 넘어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푸시버튼13.� (Pushbutton)

국내 브랜드 푸시버튼은 스타 디자이너 박승건의 브랜드로, 

푸시버튼 제품에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조 모피는 품질. 

이 낮다고 생각해 천연 모피를 고집해온 그였지만 반려 견 , 

푸시를 키우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매일같이 푸시를 . “

보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천연 모피의 동물학대에 대해 다, 

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모피 제작 동영상은 . 

직접 못 봤지만 그 비윤리성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됐죠 고, . 

민하다가 년 컬렉션에 라는 제목으로 2011 F/W ‘Fur is over’

비건 모피를 선보였고 그 이후 천연 모피는 절대 사용하지 , 

않고 있습니다 라며 최근 들어 대중의 인식도 상당히 변화.”

한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인조 모피도 (Figure 6). “

디자인과 컬러가 좋으면 주저 없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확. 

실히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라며 비건 모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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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ngolian� Vegan� Fur� Coat�
by� Stella�MaCartney,� 2015

(www.hankookilbo.com)

Figure� 5.� Vegan� Fur� Coat�
by� Vegan� Tiger,� 2018

(www.eroun.net)

Figure� 6.� Back� Slogan� Half� Coat�
by� Pushbutton,� 2011�

(www.hankookilbo.com)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처음에 패션(Park, 2015). 

의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모피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점차 

이것이 트렌드가 되고 좋은 대체 소재가 개발되어 이제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변화된 소비자와 사회적 가치에 대

해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패션 브랜드는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퍼 프리 브랜드 모피와 가죽 기타 동물을 - , , 

학대하여 얻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브랜-

드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소재도 ,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비건 브랜드로 구분되었다 퍼 프리 . -

브랜드는 가장 낮은 단계의 비건 패션으로 버버리 캘빈 클, 

라인 구찌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마이클 코어스 랄프 로, , , , 

렌을 들 수 있고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는 퍼 프리 보다 높, - -

은 단계로 아돌포 도밍게즈 푸시버튼을 들 수 있다 완전한 , . 

비건 브랜드는 스텔라 메카트니 휴고 보스 비건 타이거, , , 

낫아워스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비건을 시작한 년도 . 

순으로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3 .

비건�패션을�통한�가치소비�실천방안.�Ⅳ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가진 개인적 도덕적 신념에 의한 , 

의식적이고 신중한 소비선택 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

비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때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 제품의 . 

구매 공유 나눔 소비 친환경 제품 구매 동물을 학대하지 , ( ) , , 

않는 제품 비건 패션 제품 의 소비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 ) . 

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패션 제품의 생산 기

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 경우 구매의도가 높아진

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비건 패션(Kim & Kim, 2018). 

의 실천을 위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다양

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다룬 내용에. 

서 볼 때 동물학대 없는 대체 소재가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들이 비건 패션에 , 

관심이 많아 세기 패션에서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21

있다 따라서 가치소비의 관점에서 비건 패션을 구체적으로 .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자인 제조 측면 판매 측면 소· , , 

비자 구매와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디자인제조�측면1.� ·

비건 패션 제품 디자인 시에는 그 대상이 되는 주요 소비자

층이 가치소비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건 . 

패션은 동물보호와 더 나아가 환경보호라는 비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소비자가 주를 이루므로 비, 

건 소재의 사용과 더불어 이 소재가 논비건 소재와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

과 더불어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인중을 획득하고, 

디자인 시 이러한 인증마크가 눈에 잘 띄도록 라벨을 부착

한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와 생산자는 비건 신소재에 대한 정. 

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비건 패션에 관련한 인증을 살펴보면 가장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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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ur-Free,� Cruelty-free� and� Vegan� Fashion� Brands

Brand Year Contents Grade

Calvin Klein
1994

2013

-Started Fur-free

-Declare stop using angora
Fur-free

Stella McCartney 2001 -Using Vegan material from brand launching  Vegan

Ralph Lauren
2006 

2007

-Declare Fur-free

-Stop using fur
Fur-free

Pushbutton* 2011 -Declare Fur-free Cruelty-free

Adolfo Dominguez 2012 -‘Vigano’ leather line launching Cruelty-free

Vegan tiger* 2015 -Using Vegan material from brand launching Perfect Vegan

Hugo Boss 2016

-Stop using raccoon, fox, rabbit fur, genuine leather, 

feather, angora

-Using wool fiber that were collected the ethical way

Perfect Vegan

Not ours* 2017 -Using Vegan material from brand launching Perfect Vegan

Gucci

2017

2018 

2018

-Declare Fur-free (replaced with sustainable materials)

-Declare Fur-free

-Declare stop using angora

Fur-free

Michael Kors

2017

2018

2018   

-Declare Fur-free

-Stop using fur

-Kors Company including Jimmy Choo declare Fur-free

Fur-free

Maison Martin Margiela 2018 -Declare Fur-free Fur-free

Versace 2018 -Declare Fur-free Fur-free

Burberry

2018

2019  

-Declare Fur-free (stop using rabbit, fox, mink, raccoon fur 

except angora, searing wool, genuine leather) 

-Stop using fur

Fur-free

* Domestic brand

표적인 것으로 페타 인중 과 애니(PETA Approved Vegan)

멀 프리 인증(Animal Free Approved), RDS(Responsible 

인증이 있다 페타 인증은 이미 곳 Down Standard) . 1,000

이상의 기업이 로 참여하고 있고‘PETA Business Friends’ , 

그들의 브랜드에 Figure 7과 같은 인증 로고를 사용하고 있

다(“PETA-Approved,” 2020). Figure 과8 같은 애니멀 프리  

인증은 제품의 비건 등급을 V(no fur), VV(no fur and 

down), VVV(no fur, down, leather and silk), VVV+(no 

등급으로 나누어 인증fur, down, leather, silk and wool) 4

하는 것으로 아래의 , Figure 9에 제시된 것처럼 최소한 등V

급은 되어야 인증이 되는 구조이다 현재 전 세계 여. 120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 

동물보호단체 프로젝트를 통Lega Anti Vivisezione [LAV] 

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Anima free,” n.d.).

인증은 책임 있는 다운 기준이라는 의미로 살아있  RDS ' ' , 

는 동물의 깃털을 채취 하거나 강제 급식을 하(live plucking)

는 등의 동물학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

법으로 생산한 다운 제품에 발행되는 인증이다 깃털 채취를 .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학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식품으로 사용, 

하기 위해 사육 도축되는 오리와 거위의 부산물인 털을 버·

리지 않고 이를 재활용해 세척 분류 가공 과정을 거쳐 충, , 

전재에 적합한 깃털을 생산한다 농장 도축 수집장 세척 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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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TA-Approved� Vegan� Logo
(www.peta.org)

Figure� 8.� Animal� Free� Approved� Certification
(www.animalfree.info)

Figure� 9.� Animal� Free� Level� of� Vegan
(www.animalfree.info)

Figure� 10.� Responsible� Down� Standard� Logo
(www.controlunion.co.kr) 

공 공장 봉제 공장 물류 창고 최종 판매처까지 모든 단계, , , 

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인증을 완료해야 최종 완제품에 

Figure 10과 같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RDS . 

인증은 년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RDS 2014

와 미국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Northface)

친환경 인증전문업체인 컨트롤유니온(Textile exchange), 

이 공동으로 연구해 만들었다 우리나라에(Control Union) . 

서는 태평양물산이 운영하는 프리미엄다운 브랜드 프라우덴

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Prauden) RDS (“RDS,” 2019).

판매�측면2.�

비건 패션 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비건의 소재 특성을 잘 이

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벨. (label)

이나 택 의 설명에 있어도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tag)

아무리 생산자나 디자이너가 좋은 비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그 의도에 맞게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비건 패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교

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라벨에 기록된 인증 로고 및 그 내, 

용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판매자의 비건,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의 노력뿐만 아니라 백화점 아울렛 소매점 등 유통업체에, , 

서도 지속가능 경영의 기준인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에 근거하여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확Bottom Line [TBL])

대하여야 한다. 

트리플 보텀 라인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정  , 

성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세 가지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역할을 , 

강조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다 은 세. TBL ‘

계환경개발위원회 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성장 이라는 개념’ ‘ ’

을 구체화한 것으로 존 엘킹턴 의 저서 (John Elkington)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제까지 century business(1997) . 」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개념이 환경적인 측면에 치우쳤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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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은 주요 활동주체를 기업으로 명시하고 기업의 사, TBL , 

회적 책임까지 포괄하고 있다 세기에 정신적 만족과 삶. 21

의 여유를 추구하는 시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패션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지속가

능 패션은 앞서 설명한 트리플 보텀 라인에 기초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 , 

지 영역과 함께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한 네 가지 영역

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제조 기업이든 (Bae & Jung, 2018). , 

판매 유통 기업이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제작하고 ·

판매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소비자�구매와�홍보교육�측면3.� ·

마지막으로 소비자 구매와 홍보 교육 측면에서는 소비자 단·

체와 환경보호단체 패션 브랜드가 협력하여 사회적 차원에, 

서 비건 패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다 많은 브랜드에서 의류폐기물 문제로 지탄을 받자 헌. SPA

Table� 4.� Fur� Prohibition� Law� by� Country

Nations Year Fur� Prohibition� Law

England

North Island
2000 Fur farming banned

Australia 2004 Cat and dog fur prohibited

Netherlands 2012 Fur farming banned

Netherlands 2013 Mink breeding prohibited

England 

Austria

Croatia

2014 Fur production prohibited

USA

2013 Fur sale prohibited

2017 Buckley: Fur sale prohibited

2019
San Francisco: Fur sale prohibited including fashion accessories(gloves, 

key ring, muffler etc.)

India 2017 Mink, fox, chinchilla fur import prohibition

Bosnia and Herzegovina 2017 Fur farming banned

Croatia 2007 Fur farming banned

Czech Republic 2017 Fur farming banned

Republic of Macedonia 2017 Fur farming banned

Israel 2019 Discussing ‘Fur prohibition law’ - 6 month imprison against the law

옷수거 캠페인 및 오지에 이를 전달하여 의류 재활용하기 

등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병을 

회수하여 제작한 섬유 및 비건 모피와 가죽을 제품에 활용

하고 이를 소비자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구입한 (Bae & Jung, 2018). 

천연 모피와 가죽 제품은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착용하거

나 빈티지 의류로 지속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유한다.

국제모피연합에 따르면 모피시장 규모는 년 기준   2015

억 달러 조 억 원 에 달하며 한국은 중국 러시아400 (45 3,200 ) , , 

와 함께 모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다. 2015

년 기준 홍콩이 전 세계 무역량의 인 억 달러어치의 25% 20

모피를 수입해 위에 올랐고 이어 중국이 억 달러였다1 , 15 . 

한국은 억 만 달러로 세계 위이다 이러한 2 7,900 8 (Lee, 2018). 

상황에서 비건 패션은 현재 동물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 

보호의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법, 

적인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 제시된 것처. Table 4

럼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모피사용금지법이 제정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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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년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2000

서 모피채취 목적의 동물사육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년 2019

이스라엘에서 모피금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월의 징역6

형까지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Lee, 

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2018)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향후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제는 더  

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 최소화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및 비건 패션 역시 중요

한 패션 선택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 제. 

품에도 동물에서 채취한 모피 가죽 깃털 실크 울 등을 대, , , , 

체할 신소재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Ⅴ

패션산업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지속가능, 

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 

한 비건 패션은 초기에는 동물보호 관점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로 확대되었고 년 이후 등장하여 불, 2010

과 년여 만에 대중의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다10 .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자는 사고는 독신 가정과 반려동물이 증가하

는 현시대에 더불어 사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인식 가치소, , 

비를 지향하는 세기의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21

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는 양의 털을 강제로 깍지 않고 부드럽게 빗  

질하여 채취한 울 제품 혹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죽은 동

물에서 채취한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는 제품 자연사한 동, 

물에서 채취한 깃털을 사용한 인증제품 등을 구입하는 RDS 

윤리적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국내 외에서 다, ·

양한 비건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 

비건 패션은 주로 소재의 사용 측면에 국한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순히 비건이라고 하면 동물의 가죽과 모피를 .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비건 소재의 , 

범주는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유기농 친환경 섬유 및 

플라스틱 셀룰로스 재생 섬유 등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특, . 

히 식물성 섬유일지라도 토양을 오염시키는 농약을 사용한 

경우는 비건 소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물성 가죽 역

시 동물성 섬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므로 논비건 소재로 분류

된다 그러나 자연사한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은 친환경 윤. , 

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건 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 대상인 국내 외 개 패션브랜드는   · 13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퍼 프리 브랜드 모피와 가죽 기타 동물학대를 통해 - , , 

채취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 여기- , 

에서 더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소재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비건 브랜드로 구분되었다 퍼 프리 브랜드는 . -

단순히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비건 패션

으로 버버리 캘빈 클라인 구찌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마, , , , 

이클 코어스 랄프 로렌이 해당되고 크루얼티 프리는 퍼, , - -

프리 보다 높은 단계의 비건 브랜드로 아돌포 도밍게즈 푸, 

시버튼이 해당된다 완전한 비건 브랜드는 스텔라 메카트니. , 

휴고 보스 비건 타이거 낫아워스 개의 브랜드로 나타났, , 4

다. 

이 브랜드 중에서도 퍼 프리 크루얼티 프리 비건 패션  - , - , 

을 선언한 이유는 각각 다른데 동물학대에 대한 윤리적 측, 

면 때문이 대부분이지만 구찌와 베르사체의 경우는 주요 소

비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과 트렌드 때문

에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념을 가지고 브랜드 론칭부터 . 

비건 패션을 시작한 브랜드는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환경보

호 및 미래 패션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우가 일반적이

었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한 가치소비 실천방안은 디자인 ·

제조 측면 판매 측면 소비자 구매와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 , 

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제조 측면에서 비건 패션 제품 디자인 및 제  ·

조 시 그 대상이 되는 주요 소비자층이 가치소비를 지향한

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동물보호와 환경보호라는 비건의 가

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비건 소재의 사용과 더불어 논비건 

소재와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인중 페타 인중 애니멀 프리 ( , 

인증 인증 을 획득하고 디자인 시 이러한 인증 로고, RDS ) , 

가 눈에 잘 띄도록 라벨과 택을 부착한다 또한 패션디자이. 

너와 생산자는 비건 신소재에 대한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 측면에서 비건 패션의 경우 판매자. 

가 비건의 소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건 패션 제품을 출시는 경우 . 

판매자에 대한 비건 패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라벨에 , 

기록된 인증 로고 및 그 내용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 구매와 홍보 교육 측면. ·

에서 소비자 단체와 환경보호단체 패션브랜드가 협력하여 , 

사회적 차원에서 비건 패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윤리적 차원을 넘어 법적 차원까지 .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모피채취 목적의 동물사육, 

금지법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모피금지법이 발효된 국가는 

여개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 아직 모피금지법이 10 . 

제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모피 착용을 자제하고 시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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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모피 및 비건 모피 착용이 유행한다는 점은 변화하

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건 패션의 실천은 환경문제를 정부나 환경보호  

단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 소. , 

비자 판매자 제조자 더 나아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 , , 

함께 환경문제와 연계한 가치소비의 관점에서 비건 패션을 

교육하고 실천한다면 미래에 발생 할 상당한 환경문제와 의

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찰의 결과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삶과   

동물의 권리 환경 존중 등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고 윤리, , 

적인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생활 소비의 지

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치소비와 패션에 대한 성찰의 기, 

회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가 윤리적인 소. 

비패턴의 확산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과 동물을 보호

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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