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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nergy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위한 작은 선택

친환경의 상징, 에코백

에코백이 세상에 처음 그 이름을 알린 것은 영국 디자이너 애냐 힌드마치(Anya Hindmarch)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덕분이다. 친환경을 강조하며 합성섬유나 인조피혁 대신 가벼운 천으로 만든 친환경 

백에 “나는 비닐 가방이 아닙니다(I’m Not A Plastic Bag)”라고 적어 한정 판매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스타들까지 가세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함께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으며, 패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에코백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각 회사마다 사은품이나 홍보용으로 인기몰이 중

이고, 직접 친환경 천과 잉크를 이용해 나만의 에코백을 만드는 다양한 행사도 붐을 이루고 있다. 이렇

듯 어느 집이나 한 개쯤 소유하고 있는 에코백. 장바구니용이든 패션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 비

닐백의 사용을 줄여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움직임

전세계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비닐이 약 5,000억 장이라고 한다. 비닐은 잘 썩지 않아 토양에 축적되

고, 하수도를 통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수천 마리의 해양 조류와 고래, 물개, 거북이 등 바다 생물

의 질식사를 초래하고, 바다로 가라앉아 바다사막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이 줄어들지 않자 비닐백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 

호주 환경부는 그간 꾸준히 실행해 온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비닐백과 플라스틱 쇼핑백을 일

비닐백이 시장을 점령하기 전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알록달록한 장바구니를 기억하는

가! 비록 색상과 모양은 평범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최고였다. 장바구니

가 평범한 역할을 벗어나 요즘 ‘에코백’이란 이름으로 주부는 물론 학생, 직장인

들에게도 사랑 받는 패션아이템이 되었다. 에코디자인의 대표주자이며, 지

구를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거듭나고 있는 에코백의 무한한 변

신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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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달러(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한 웨스

트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그 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던 비닐백 사용금지를 모든 대형업체, 소매업소에 적

용하고, 종이백도 40%이상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것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ESCAMA  BAG

에스까마 스튜디오는 캘리포니아와 브라질에 본사를 둔 스튜디오로 재활용 알루미늄 탭을 서로 연결하

여 친환경 수공예 가방을 만든다. ‘생선비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까마(ESCAMA)의 핸드백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을 연상시킨다. 알루미늄 소재이기에 가벼운 무게는 물론 세련되고 명쾌한 스틸의 느

낌을 느끼게 해주며, 현대적인 감각과 새로운 전통을 가미한 뜨개질 기술을 적용해 튼튼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 

PAPER  BAG

슬로우 바이 쌈지는 환경을 위하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 버려진 것을 아름답게 재탄생

시키는 Green Design을 추구한다. 그 일환으로 버려진 신문지를 이용한 페이퍼백을 선보여 실용성을 

갖춘 재활용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페이퍼백은 버려진 신문지를 수거해 활용할 수 있는 신문지

를 고른 후, 원단 코팅이 용이하도록 신문지를 부착·건조하고,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PU코팅 작업

을 거쳐 완성된다. 누구나 갖고 싶은 페이퍼백은 판매 이익의 50%를 사회에 기부해 진정한 환경보호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