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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in discussions of sustainability to 

meet the needs and sustenance of both civilization and the ecosystem. Among 

them, the modern concept of biomimicry is emerging as a way to meet both 

the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y', due to its philosophical 

position encompassing the human-centered world view and the 

non-human-centered view of ecocentrism. Therefore, in the field of design in 

which it is necessary to tak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is could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issues. Biomimicry design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orm, function, and eco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ecosystem imitation is the most 

advanced and appropriate design approach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r even 

prevent them.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a biomimicry design approach in 

the ecosystem imitation stage based on the concepts of biomimicry,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aesthetics. The detailed approaches are 'imitation 

of the natural providence', 'imitation of the ecosystem's creation process', and 

'imitation of the ecological cycl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presented cases, 

such as the design imitating the ecological mechanism of microorganisms and 

the work using mark-making based on the derived design approach, because it 

could be too conceptual and idealistic by itself. Through this, we explored a 

method of applying and visualizing the concept of biomimicry in textile design 

at the ecosystem imitation level and showed its feasibility, although it still has 

difficulties in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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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배경�및�목적1.�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세계관이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치적인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는 근대. 

적 세계관의 인간중심적 관점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의 생

산에 치중하면서 자연을 도구화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으로 ,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된다 초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과학과 기. 

술의 발전을 통해 문제적 결과를 완화하는 방식의 지속가‘

능한 발전 의 개념으로 근대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중심적 사’ , 

고에 기반하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며 지속가능한 사회 의 ‘ ’

개념으로 논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 사회가 . 

직면한 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접근하여 정신성과 도덕성, 

인간과 자연의 상생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생태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에 포함된 한 존재로서 인식  

하여 생명을 관리하거나 억압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 

본질을 존중하고 자연의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는 겸허한 태

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와 환경적 생태계의 

올바른 공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완전히 배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타 요인의 통제 하에 완벽하게 자연

과 생명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문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근대적 . , 

세계관과 생태적 세계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적

인 논의와 연구 또는 융합적 연구가 중요한 사안이라 할 , 

수 있다.

생체모방 은 생태계와 생명체에 대한 이론적   (biomimicry)

연구와 과학적 장비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자연의 생명 현, 

상을 분석하고 생태계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인간 생활에 ,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

이다 이 개념은 인간이 현재까지 발(Choi & Moon, 2014). 

전시켜온 첨단의 과학 기술들과 발전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

고도 생태적 관점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 

관점에서 주목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은 근대적 세계관의 발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차수의 산업혁명과 이로 인해 시작된 대량생산체제 세, 

계 대공황의 대안에서 시작된 상업주의 모더니즘 안에서 효

과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 

고 물질만능주의 자연의 도구화 환경 파괴 등을 야기하였, , 

다 이에 따라 현대의 디자이너에게는 사회적 환경적 도덕. , , 

적 책임감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개념을 디자인 영역에 . 

적용한 생체모방 디자인 은 과학적 성격(biomimicry design)

을 가짐과 동시에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문

제해결 방안으로서의 디자인 접근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

다 자연은 긴 시간동안 인간이 풀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 

스스로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해왔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디, 

자인에 풍부한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생체모방 디자인이 이러한 시의성과 효용성을 지  

니고 있음에도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디

자인의 한 접근법 또는 방법론의 하나로 언급될 뿐 생체모, 

방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매우 적다 한국학술.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체모방 바이오미미크리 바이오미, , 

메틱 바이오모픽 등의 관련 키워(biomimetics), (biomorphic) 

드로 검색한 결과 생체모방 디자인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 

편을 찾았다 이 중 텍스타일 디자인과 관련한 연구는 패37 . 

션 디자인 분야의 연구로 의 박사학위논문Yoo(2018) , Yoo 

의 학술논문이 있었으나 같은 연구자에 의and Choi(2019)

한 연구로 두 논문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패션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 

생체모방 표현을 분석한 연구이므로 유사 분야이기는 하나, 

온전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연구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

다 텍스타일 분야는 의 생활과 주 생활에서 인간과 . ( ) ( )衣 住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패션과 공간 건축 분야, 

의 필수 재료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지. 

속가능 논의의 흐름과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각의 변

화 연구 관점의 변화를 보았을 때 텍스타일 분야에서 관련 , ,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당위성을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시의적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지속가능  

한 디자인이라는 거대 담론의 한 접근법으로 생체모방 디자

인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해 생체모방 디

자인에 내재된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론적 세계관의 융

합적 통합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 생체모방 디자인의 발전, , 

과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적용된 . 

생체모방 사례를 통해 생태계를 모방하는 높은 단계의 생체

모방 텍스타일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관련 

후속 연구의 촉발과 함께 이론적 기저를 제공하며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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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획 및 개발의 이론적 준거로서 효용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범위와�방법2.�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추구의 측면에서 생체모방 디자인의 

고찰을 통해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적 생태계의 상생적 

관계의 논의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 통해 , 

관련 연구 및 실질적 디자인 기획과 개발에 이론적 배경으

로서의 작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체모방과 관련된 단행본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고찰하여 생체모방에 내재하는 근, , 

대적 세계관과 생태적 세계관의 교집합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특성이 현대의 지속가능성 추구 경향과 논의의 흐름 

안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 밝혀 본 연구의 당

위성을 확립한다.

둘째 관련 단행본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생체모방 디자  , 

인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생체모방 디자인 방법 가치 레벨, 

을 바탕으로 생체모방 디자인 접근법을 정리하고 텍스타일 , 

디자인 분야에서 고차원의 생체모방 사례 수집을 위한 기준

으로 적용한다.

셋째 도출한 생체모방 디자인 접근법을 기준으로 텍스타  , 

일 디자인 관련 단행본 선행 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 , 

생체모방이 나타나는 텍스타일 디자인 사례를 조사 제시하, 

여 생체모방이 나타나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현 위치와 앞으

로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지속가능성 논의의 생태학적 측면의 강화 이와 함께 배  , 

제할 수만은 없는 인간 사회와 문명의 발전적 측면의 균형

이라는 테제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연

구 과정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에서의 생체모방 창작 방식

과 표현법을 탐구하여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소재 및 디자, 

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생체모방의�지속가능성�고찰.�Ⅱ

생태학�관련�논의의�흐름1.�

생물학 또는 생태학에 관련된 응용연구는 년대에 시작1950

되었으며 초기에는 바이오피직스 생물물리학 라, (Biophysics, )

는 분야로서 물리 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활용한 생물과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

구되었다 그리고 년 에 의(Harkness, 2002). 1960 Jack Steele

해 자연에서 복사된 기능이 있거나 자연의 시스템 또는 그 

유사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과학이라는 의미로 바이

오닉스 생체공학 라는 용어가 고안된다(Bionics, ) . Otto 

는 이 용어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와 특화된 연구 Schmitt

분야를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년 생물학적 메커니, 1969

즘과 생성 과정을 모방한 인공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생물학

적으로 생성된 물질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구조 그리고 기능, 

적 측면에서 자연에서 유래한 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이

라는 정의와 함께 바이오미메틱스 생체모방학(Biomimetics, )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Julian, 2006). 

년 정식 용어로 사전에 등록되고 이후 과학과 공학 분1974 , 

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생물이나 자연

의 형태 기능을 모방하고 과학 기술에 접목하여 인간이 사, , 

용하는 도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정의

된 바이오미미크리 생체모방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 )

다 그리고 생체모방의 각기 다른 용어들과 개념을 모두 수.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이오인스퍼레이션 생(bioinspiration, 

물영감 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년 ) , 1997 Janine 

가 생체모방학의 학문적 정립과 개념의 확장을 이루Benyus

면서 바이오미미크리에 그 개념이 수용되며(Benyus, 2002; 

현재는 자연을 모방하는 상기의 Ralston & Swain, 2009), 

개념들이 바이오미미크리로 통용된다.

는 년 월   Benyus 2009 7 ‘World Changing Careers 

에서 자연으로부터의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관Conference’

심 집중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

을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생태학적 기준으로 , 

혁신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평

가도구로서 인간에게 생존 전략 및 다양한 교훈을 줄 수 , 

있는 멘토로서 자연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며 이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생물이 현재까지 진화를 (Ralston & Swain, 2009). 

거듭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생존 전략과 자연의 원리는 인

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법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라 환, 

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도 주장하였다(Benyus, 2002; 

또한 이러한 모델의 완성과 성공에는 인간Benyus, 2009). 

의 가치관과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세계관의 변화가 반드시 , 

필요하다는 그의 관점에서 바이오미미크리는 단순히 기술적

인 해결이 아닌 인간의 내적 변화를 고려한 비물질적 가치

까지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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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체모방이라는 개념이 그저 자연을 모Baumeister(2014)

방하고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라 하였다 또한 는 ‘ ’ . I. Lee(2013)

그의 저서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 을 통해 바이오미『 』

미크리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청색기술 자연중심기술, 

이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청색기술은 자연 생물체의 구조와 . 

기능을 연구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조하려

는 과학기술 등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기술들은 자연을 중심, 

으로 사고하고 모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자연

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미 초래된 환경 문제에 대한 사. 

후 대응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개념에서 기존 녹색기술에 대한 보완 가능

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자연을 모방하는 기. 

술의 창안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간과 자연의 본성 자연과 , 

인간의 관계 등에서 관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

식을 제안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 Lee, 2013). 

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Bunyus . 

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보면 생체를 모방하는 것은 과  , 

학적 공학적 성격을 띠며 인간 사회의 문제와 윤택한 삶을 ,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의 고안이나 개선, 

을 위한 외적 발전적 측면을 고려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중심의 사고와 발전적 . 

측면만을 고려하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에 의해 초래된 환

경 문제로 인해 인식의 전환을 맞이한다 기존에 자연을 인. 

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인식하던 자연관에

서 교훈과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서 자연을 인

식하는 관점으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인류 사회의 발전과 함, 

께 인간을 포함한 자연적 생태 시스템이 재위치를 찾고 앞, 

Table� 1.� Changes� in� the� Ecological� Perspective�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ncept� of� Biomimicry�

Past Present

Consideration Target Human Nature

View of Nature Nature as a tool Nature as a mentor

Field of Research Science, Engineering Science, Engineering, Philosophy

Consideration Valu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Convenience of human life

Continuation of civilization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society

Purpose
Searching for clues to solve the challenges 

of mankind in the mechanisms of nature

Explore the right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of nature and human beings 

through lessons from nature

으로 환경적 문제를 예방하여 올바른 공존과 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의 모색 과정에서. 

도 차이를 보인다 과거의 생체모방은 인간 사회나 생태계의 . 

특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해

결 방법을 기술적 공학적으로 찾는다 현재의 확장된 생체, . 

모방의 개념 안에서는 과거의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포

함하여 자연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 

바탕으로 문제 특히 환경 문제 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 

이 부분에서도 생체모방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상이 인간에

서 환경으로 확장됨을 볼 수 있다(Table 1).

생체모방의�생태학적�지속가능성2.�

생체모방의 개념 확장과 사고의 확대에는 인간의 가치관 자, 

연관 세계관과 같은 철학적 관점이 인간중심적이었던 과거 , 

근대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연중심적인 생태중심적 세계관으

로 변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의 개념으로부터 지속가능한 , ‘ ’

사회 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지속가능성 논의의 흐름에 따른 ‘ ’

인간의 생태학적 지위 인식 변화에 기반한 사회 전반적 패

러다임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과거 대부분의 공학자들은 생체모방 기술과 그 성과를 그  

저 근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술적 혁신의 한 과정으

로 인식하고 자연을 단지 기술 고안을 위한 하나의 영감이, 

나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갖는다 인간중심. 

적 관점은 기계론적 근대적 세계관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 , 

을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연의 가치를 인

간 사회에서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인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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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

를 정당화한다(Minteer, 2009).

년대에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1970 , 

미래에도 인류 삶의 질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

요성이 제기되고 당시의 인류가 처한 생태적 위기를 인식하, 

고 극복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이

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년 유엔인간. 1972

환경회의(Unti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와 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Environment, UNCHE) 198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년에 지속WCED) 1987

가능성을 추구하는 발전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

는 개념을 규정하였으나 이 개념이 인류 사회의 (Son, 2016), 

발전과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인간중심적 접근방법

이며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탈인간중심주의적 (Chon, 2012). 

관점에서 생명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배경으로 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 

리고 이를 통해 인류 사회의 지수적 성장과 발전 개발이 , 

중심 가치로 존재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다양한 생태학

적 이론과 철학이 수용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라는 개념으‘ ’

로 확장 논의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은 , (Chon, 2012). 

인간 생태계 사회 문명 와 자연 생태계의 지속을 위해 인간( , )

보다 자연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

이며 인간 생태계를 자연 생태계의 (Milbrath, 1989/2005), 

하위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의 생태 시스템이 가동되는 원리

Figure� 1.� Relations� between� the� TBL� Elements� and�World� Views
(drawn by author)

Figure� 2.� Two� Forms� of� the� QBL
(Han, 2017a, p. 67)

에 따르는 관조적 태도와 실천을 추구한다 이러한 논의의 .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이 환경과 경제 산업 발전 를 중점적으Bottom Line [TBL]) ( )

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환경과 사회 인간 를 중점적으로 바라( )

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전반적인 사회적 패러다임도 이를 , 

수용하게 된다(Han, 2017a).

이처럼 지속가능성의 논의와 연구는 과거 기술을 기반으  

로 한 해결 방법의 모색에서 생태적 가치관으로의 인식 전

환을 추구하고 현재는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에서 설명하고 있. TBL(Figure 1)

듯이 인류 사회의 발전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환경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으며 각 요소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 

능성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 

하게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한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인류, 

의 발전적 측면 즉 기술 개발과 성장을 배제하고 환경적인 , 

가치만을 따라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인간 사회와 . 

자연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공존을 위해 그리고 현재의 환, , 

경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 예방 을 . ‘ ’

위한 인간의 사고 변화와 함께 문제 해결 을 위한 기술 개‘ ’

발의 동시적 발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와 탈. 

인간중심주의의 융통성있고 적절한 혼합 통합적인 사고의 ,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 또는 신념 체계, , 

로서 작동할 수 있는 윤리 정신성이 추가된 쿼드러플 바텀 , 

라인 이 와 같이 (Quadruple Bottom Line [QBL]) Figure 2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Han, 2017a).

이러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개념 확장의 중심 철학이 되  

는 탈인간중심주의 속 생태중심적 관점은 인간을 자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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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보는 일원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거대 생명체로 인식하

고 인간 역시 그 안에서 공생하는 한 존재로 본다 또한 자. 

연을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며 물질적인 소유나 쾌락보다, 

는 내면적 체험과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중심의 세

계관을 추구한다 이는 물질적인 대상 중심이 아닌 가치 중. 

심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생, 

하는 영적인 삶의 가치를 상위의 삶으로 평가한다 또한 공. 

생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지향한다

(Yoo, 2018).

에 의해 확장된 개념의 생체모방은 기존 인간중심  Benyus

적 관점과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자연을 이해

하고 생태 시스템의 원리와 기동 과정으로부터 지식과 지혜, 

를 배워 현대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

연중심적 관점을 지닌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생명 및 생태. 

계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과 기술을 탐구하는 공학적 과학적 , 

사고가 자리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생체모방과 관련된 논의. 

와 여러 관련 연구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발전 으로 명시된‘ ‘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체모방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인류 사회와 경제 및 산업의 성장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과 사회 개념을 모두 충족하여 , ‘ ’ ‘ ’ 

인간 자연 사회 전체를 위한 혁신적인 개발 방식 지속가, , , 

능성 추구 모델로서 주목받는다 자연중심기술 청(Figure 3). , 

색기술 청색경제의 개념 그리고 인간의 자연관과 철학적 , ,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는 생체모방의 진화된 개념이 환경 문

제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적 세계관 속 

기술중심주의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일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탈인간중심적 세계관 속 생

Figure� 3.�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Sustainabilityof� Biomimicry� Concepts
(drawn by author)

태중심주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즉 생체모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구로 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생체모방�디자인의�생태학적�지속가능성.�Ⅲ

생체모방�디자인�방법론1.�

생체모방 디자인은 말 그대로 생체모방을 디자인에 적용하

는 것으로 자연의 형태와 기능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자연, 

의 생산과 진화 방식에 따른 자연의 과정을 모방하고 생태, 

계의 순환과 그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디자인 영역에 

적용한다 이러한 생체모방 디자인의 전제는 문제 해결 방안. 

으로서 디자인을 인식하는 것이다(Hong & Lee, 2013; 

단순히 외형의 심미성 향상이 아닌 디자인을 Yoon, 2013). 

통해 인류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디자인 . 

개념은 디자인 전 과정과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 

사회 환경을 고려한다 의 디자인의 진화 , . Claudia Kotchka

단계에 따르면 이러한 디자인 개념은 현재 가장 상위 단계

의 가치로 여겨진다(Han, 2017b).

일반적으로 생체모방 디자인은 디자인 과제가 이미 설정  , 

또는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디자인으로부터의 시작 과 ‘ ’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시작하는 자연으로부터‘

의 시작 의 두 갈래로 시작된다 두 디자인의 ’ (G. Lee, 2013). 

시작 모두 디자인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즉 디자인을, 



78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5

통해 하고 싶은 것 이루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 

확하고 깊은 통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디자인 과. 

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수립한 후 

생체모방 과정에 들어간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을 통해 구. 

현하려고 하는 필수 기능 그것과 관련된 작동 원리 등에 , 

대해 분석하여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모방할 것 을 구( )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구체화된 디자인의 필요 요소와 동, 

일한 자연 모델을 탐색하여 실제 자연에서는 어떠한 생물학

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전 단계에서 .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자연의 필수적인 

특징이나 매커니즘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 핵심을 도출하

여 디자인이나 디자인 과정 디자인 컨셉에 적용하여 발전시, 

킨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생체모방 디자인 . 

결과물이 자연의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 처음 , 

설정한 디자인 과제의 기준이나 제약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 

평가하고 실제 기술과 경제적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전 단계들을 재검토하거나 . 

더욱 구체화하여 실행한다 이 (Biomimicry Institute, 2017). 

일련의 과정들은 가 제안한 생체Biomimicry Institute(2017)

모방 디자인 방법인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 스파이럴

로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Biomimicry Design Spiral) , 

는 생체모방 디자인 방법이며 같은 디자인 과제 안에서 이, 

러한 과정이 실행될수록 점차 구체화 상급화되므로 나선형, 

의 구조로 표현된다(Figure 4).

이와 함께 는   Benyus(2002) 「 에서 A Biomimicry Primer」

생체모방 디자인의 레벨을 형태 모방 과정 모방 생태계 모, , 

방 레벨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생체모방 디자인이 

추구해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형태 모방. 

Figure� 4.� Biomimicry� Design� Process-Biomimicry� Design Spiral

(Biomimicry Institute, 2017, p.1)

은 생물의 생존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외적 특징이나 

자연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정도의 생체모방

이다 과정 모방은 자연이나 생물이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 

채택한 특정 기능들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작용을 모방하는 

것 생태계 모방은 형태와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전체론적, , 

인 관점에서 그러한 형태와 과정이 만들어내는 기능이 생태

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간 사회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가장 높은 단

계의 모방이다 형태와 과정의 모방은 특정 문제(pp. 5-6). 

에 대한 해결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 적용되며 생태계 레벨

의 모방은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칠 영향성까

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문제 예방 방안으로서도 작용한다 또. 

한 생체모방 디자인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평가의 주요 항

목이 자연 시스템과의 융합이라는 것에서도 생태계 레벨의 

모방이 갖는 가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체. 

모방 디자인 레벨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디자

인 레벨로 볼 수 있으며 인간보다는 환경을 중심에 두는 , 

사고방법과 전체 생태계를 고려하는 부분에서 현재 활발하

게 논의 중인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맥락을 같

이 한다.

생태학적으로�지속가능한�디자인�접근법으로서의�고찰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체모방 디자인의 방법론은 궁극적

인 목적이 지속가능성의 추구에 있다는 점과 철학적 배경이 

탈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서 ,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같은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기존의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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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디자인 방법론에서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

면이 더 발전된 형태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태계의 작동 , 

원리를 차용하거나 모방하고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자연, , , 

자연과 디자인 간의 상호작용의 원리를 고려하며 디자인의 , 

특성 상 미학적인 관점에서 생태주의가 디자인 창작에 작용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접근 방법은 기존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생태중심 철학을 사. 

상적 전제로 한다는 것이 주요 관점이다 이는 의 정신. QBL

적 고려가 요소를 추구하는 것에 기본 전제로 작용하TBL 

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의 생태학의 전체적 (Figure 2 Form 2), 

관점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행위 전반에 기본적

인 전제가 됨을 이야기한다 이(Chon, Bae, & Han, 2018). 

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한 접근 원

리로 생체모방 개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생체모방의 개념

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이를 디자인에 적용한 생체모방 

디자인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또한 . 

생체모방 개념 자체가 생태중심적 사상을 내재하고 있음에

서 생체모방 디자인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생태학적으로 ‘

지속가능한 디자인 생체모방 디자인 이라는 개념적 관계로 ’∋

정리된다.

그렇다면 생체모방 디자인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을 구현하고자 어떠한 접근법을 사용하는가. Yoo and 

Choi(2019)는 현대 패션에 적용된 생체모방의 표현특성과 ‘

내적 의미 에서 생태환경 속 생물의 외 내적 특성과 생태계’ ·

와 개체간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정리한 바 있다 생물의 외. 

Table� 2.� Biomimicry� Design� Approach

Design� Level
    Low level High level

Mimicking of natural form Mimicking of natural process
Mimicking of natural 

ecosystems

Characteristics� of�
Organism

External characteristics of 

organism

Internal characteristics of 

organism

Interaction with the ecological 

environment

Details

 Mimicking of external 

forms in the process of 

growth

 Mimicking of external form 

to survive

 Mimicking of internal and 

external functionalities 

adopted in the process of 

survival

 Pursuing efficiency in the 

use of resources & energy

 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dividuals in 

the ecosystem

 Evolutionary process

Design� Approach�
Principle

 Embodiment of organic life

 Biological patterns & 

outward forms

 Mimicry of biological 

functions for 

environmental adaptation

 Physical and chemical 

functions

 Application of effective 

ecosystem operating 

principles

 Reuse, Circulation, Storage

적 특성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형태를 말하며 내적 특성, 

은 생태환경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채택한 또는 진화하며 , 

얻은 보호 유혹 공격 등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 , . 

생태계와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개체의 사회적 특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 

응 방법이다 이와 같은 생물체의 외적 형태와 내적 기능. , 

생태적 관계성은 모두 개체가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지극히 자연적인 과정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를 생체모방 디자인의 모방 레벨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와 같다Table 2 .

또한 이러한 생물체의 특성들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봤  

을 때 모두 생존을 위한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체모방 , 

디자인의 심화 단계로 봤을 때 외적 특성‘ ⊂내적 특성⊂생

태계와의 상호작용성 이라는 개념적 위계를 갖는다 볼 수 ’

있다 외적 특성이 내적 특성의 물리적 기능성을 구현하기 . 

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물의 기능, 

성은 생태 시스템 안에서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것이기 때

문이다.

디자인의 심미성 측면에서는 생태미학의 관점을 따른다  . 

생태미학은 생태계와 생태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개체의 , 

환경적응 과정 자연의 순환 과정을 포함한 자연을 미적 대, 

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인지하는 자연뿐만 아, 

니라 부패와 죽음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관념까지도 포함한 

생태의 순환적 변화의 통합적인 과정에서 미적 가치를 인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체험을 통해 내적 의미를 전달하. 

여 생태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윤리적인 책임의식과 환경, 



8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5

Table� 3.� Biomimicry� Design�Method� as� an� Ecologically� Sustainable� Design� Approach

Details

Ideological� Premise Holistic perspective of Ecocentrism

Aesthetic� Perspective Ecological aesthetics

 Inter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ecosystems

 Time and circularity from creation to extinction

 Ethical awar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Biomimicry� Level
Mimicking of natural 

ecosystems

 Mimicking of interaction between organism and environment in an 

ecosystem

 Mechanism imitation of ecological system

Design� Purpose
Realization of the 

sustainable society

 Pursuing sustainability by recognizing the right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in ecosystem

Design� Approach�
Principle

 Sustainable design approach in environmental aspects

 Reflects ecological aesthetic properties

 Application the mechanisms of efficient ecosystem

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이처럼 (Bae, 2013). 

생태미학은 단순히 가시적인 디자인의 외형에 대한 내용보

다는 그 외형에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여 자연과 인간이 생

태 시스템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생태

적 사유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러. 

한 내용은 생태계 모방 레벨의 생체모방 디자인의 접근 원

리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생체모방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생태계 모방 레벨의 디자인 연구와 실험이 갖

는 의미와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생체 모방 디자인은 생태 모방 디자인으로 진화. , ‘ ’ ‘ ’ , 

또는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

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해 지구와 인

간의 올바른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생태미학 관점의 디자인

을 추구해야 함을 말한다(Table 3).

텍스타일�디자인의�생체모방.�Ⅳ

생태계�모방�단계의�디자인�접근법�도출1.�

텍스타일 산업에서 생체모방 기술은 홍합과 도마뱀의 발바

닥을 모방하여 접착성과 탄성 강성을 높인 소재 거미줄의 , , 

특성을 모방하여 가볍고 강한 거미줄 섬유 연수 식물의 계, 

층구조를 모방한 초소수성 소재 생물이 상처나 바이러스로, 

부터 스스로 치유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은 자가 치유 소재,

상어의 비늘을 응용한 항력 감소 소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 

저장할 수 있는 소재 등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어 다양한 

특성의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실용화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텍스타일 산업에서의 생체모방 연구(Davies, 2019). 

는 공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물체, 

의 외형 특히 표면 을 모방함으로써 기능을 구현하는 형식으( )

로 나타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섬유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 

한 공학적 측면에서의 생체모방이 아닌 디자인적 관점에서 ,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접근법으로서 생태미학에 

기반한 생태계 모방 레벨의 생체모방 디자인 사례를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접근. 

방법으로서 생태계를 모방한 시각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

다.

우선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생태계 레벨의 생체  

모방 디자인 사례 선정을 위해 디자인 접근법의 정리가 필

요하다 앞서 고찰을 통해 도출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 

디자인 접근법으로서의 생체모방 디자인의 접근 원리는 환

경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접근법 생태미학적 특성의 반영, , 

효율적 생태 시스템의 작용원리 적용이다. Chon and 

는 생태미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Bae(2015)

분석을 통해 생태미학 관점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접근법을 

도출한바 있다 그 내용은 성장과 진화의 가시화 노화의 수. , 

용과 의도적 낡음의 이미지 표현 사용흔적을 통한 내러티브 , 

부여 생태체험 요소의 제공과 참여유도로 구체화하여 제시,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주요 추구 가(Chon & Ba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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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자연의 섭리와 시간성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다, 

양한 이미지의 수용을 통해 확장된 다양성의 인정을 추구한

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의 섭리와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 

시간성을 표현한다 또한 디자인의 완성에 자연과 생태 시스. 

템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연,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에 대한 통합

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사용흔적을 통한 내러티브 부여는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감, 

성적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의 생애주기 

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체모방 개념과는 관련성이 낮, 

아 사례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차원의 생. 

체모방 디자인의 접근 원리는 디자인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생태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모

방한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디자인 접근법으로 요람에서 . ‘

요람으로 의 자연 순환의 매커니즘 모방 생태계 구성 개체’ , 

의 자기조직화 회복탄력성에서 영감을 얻는 디자인을 활용, 

할 수 있다 생태계 내의 생명체가 조직을 자가 생산하고.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 

무기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자연의 작용 원리에 의해 변형되, 

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자가조립 또는 자기조직화라 한. , 

Table� 4.� Biomimicry� Design� Approach� that�Mimics� the� Ecosystem� as� a� Sub-access�Method� of� Ecologically� Sustainable� Design

Concept Design� Approach

▶

Ecosystem� Imitating� Biomimicry� Design� Approach

Sustainability
+

Ecological�
Aesthetics

Visualization of growth and 

evolution

Embrace the image of 

aging Changes

in objects

over time

Mimicking� the�
nature's�
providenceEmbrace the image

of aging

Visualization

of growth

Create narratives

through usage traces

Providing ecological 

experience elements Creating objects 

through 

ecosystem 

mechanisms
Mimicking� the�
creation�
process� of�
ecosystem

Mimics the 

self-organizing

of nature 

Providing ecological experience 

elements

and inducing participation

Biomimicry
Mimicking 

Ecosystem

Mimics the 

self-organizing of 

nature 

Visualization

of evolution
Reconfiguration 

for environment 

adaptationMimics the 

resilience

of nature

Mimics

the resilience

of nature

Cradle

to cradle
Cradle to cradle

Life cycle

of ecosystem

Mimicking� the�
ecosystem’s�
circulation�

다 그리고 생태계와 그 구성 개체들은 변화(Davies, 2019). 

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와 변형으로 시스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성을 추구하면서 공기를 정화하거

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등 자정작용을 하게 된다, (Yu, 

이는 자가 치유와 연관되어 모방되기도 하지만 적응2016). 

을 위한 생체 또는 환경의 변화를 위한 창조의 과정으로서 

자기조직화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과 연관하여 생태미학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한 접근법으로서 생태계 모방 레벨의 생체모방 디

자인 방법을 도출하면 와 같다 자연 내 생명체는 Table 4 .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며 이는 노화의 과정으로 볼 수도 , 

있다 그리고 비생명체의 경우는 이 과정을 낡음이라 한다. .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포나 자연의 작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서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장과 노화의 끝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 양분이 .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비생명체 역시 낡음의 끝에서는 구. 

성이 붕괴되고 다시 새로운 개체로 구성될 수 있는 단위의 

물질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 유기체와 무기체는 모두 . 

어떠한 자연의 작용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이나 개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 과정 역시 자연의 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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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요람에서 요람으로의 개념과 같다 할 수 있, 

지만 성장 노화 낡음은 그러한 생태계의 순환 중 일부이며 , , 

추구 요소에 다름이 있어 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생태체험. 

의 요소 제공과 자기조직화는 자연의 매커니즘이 자연 내 

개체를 창조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회복 탄성력과 성장과 , 

진화의 가시화 역시 환경 적응을 위해 자연 내 개체가 변화

하거나 진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람에서 요람으로는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모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요람에서 요람으로의 디. 

자인 접근법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구하고 사용 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태계 순환 시스템의 모방을 통해 

환경 유해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추

구할 수 있다 즉 자연으로부터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태계의 . 

매커니즘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 변, 

화하여 폐기 시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디자인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디자인 결과물의 외형과 기능에 .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초점

을 둔 것으로 디자인과 생태계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와의 , 

관계성에 중점을 둔다. 

생체모방�텍스타일�디자인�사례2.�

인류가 섬유로부터 직물을 생산하기까지 코코넛의 껍질이나 

새 둥지 거미줄 등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음을 암시하는 , 

증거는 충분하다 그리고 섬유의 구조가 동식물의 구조나 삶. 

의 방식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Leslie 

또한 텍스타일 무늬 역시 자연을 주제로 & Tushar, 2011). 

한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텍스타일이 공예로부, 

터 디자인 개념을 얻어 확장되기 시작한 세기 후반의 작19

업에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현대까지 이어, 

지고 있다 이처럼 텍스타일 디자인 부분에서 생체모방은 균. 

형감과 완성감을 주는 자연적 대칭 나선과 곡선 안정적이, , 

고 정확한 프랙탈 과 수열 자연이 만든 추상적 패턴(fractal) , , 

벌집이나 깃털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테셀레이션(tessellation) 

등 자연이 만든 복잡한 반복패턴의 기하학적 이미지에서부

터 무작위로 나타나는 바위나 해안선의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얻은 상징적인 영감이나 자연 그 자체를 시각

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자연으로부터의 형태와 (Claire, 2019). 

형식을 차용하는 형태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디자인으로 이, 

미 이와 관련해서는 생체모방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하

고 광범위한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 

기능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텍스타일은 섬유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다뤄지며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다 그렇. 

다면 생태계 모방 단계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어떠한 방식으

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생태계 .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디자인 접근법을 기준으로 사례를 제

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생태계의 창조과정 모방1)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텍스타일 제작의 여러 공정에서 나타나는 환

경 유해성을 문제화하고 관련 연구자와 디자이너 예술가들, 

에게 재생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적용 가능성을 

찾는 것을 과제로 부여했다 이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생태. 

계의 순환과 연관이 있다 이와 함께 자연의 창조 과정과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까지도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사례로는 미생물에 의한 텍스타일 제조와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의 녹차 설탕 효모를 섞고 이를 발효시켜Suzanne Lee , , , 

미생물들의 공생적 혼합 환경을 조성하고 발효 과정에서 섬, 

유소를 실로 내는 콤부차 제작 방법을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를 배양한다 그리고 이를 건조해 시트를 만들고 녹차 과. , , 

일 채소를 이용해 염색을 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제작한다, 

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자연적인 (Lee, 2011). 

원료를 혼합만 할 뿐 박테리아나 다른 미생물들이 소재를 , 

제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화학물질의 첨가도 없으며 , 

건조 과정에서 시트간의 자연적 연결도 가능해 별도의 봉제

와 관련한 부자재의 사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 후에. 

는 생물분해까지 가능하여 디자인의 기획부터 생산 폐기에 , , 

이르는 생애주기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

으며 자연을 원료로 자연적 생성과정을 거쳐 제작된다는 점, 

에서 생태계 모방의 요소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이러한 인간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염색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스트렙토마이세. 

스 코엘리컬러( 는 유기물을 분해하streptomyces coelicolor)

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이다. 는 코엘Natsai Audrey Chieza

리컬러가 생성하는 항생물질이 다양한 염록소 분자들을 생

성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자연이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방법을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했다 는 코엘리컬러를 . Chieza

실크에 직접 배양하면서 박테리아가 주위에 염료를 직접 생

성하게 한다 이 방식으로는 의 물만으로 티셔츠 한 .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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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iocouture�
by� Suzanne� Lee

(www.designboom.com)

Figure� 6.� Project� Coelicolor�
by� Natsai� Audrey� Chieza�

(faberfutures.com)

Figure� 7.�Wearable� Garment� Using�
Mycotex� by� Neffa�

(neffa.nl)

Figure� 8.� Biolace�
by� Carole� Collet

(ualresearchonline.arts.ac.uk)

Figure� 9.� Botanical� Fur�
by� Carole� Collet

(ualresearchonline.arts.ac.uk)

Figure� 10.� Mycelium� Textile�
by� Carole� Collet

(designmuseum.org)

장을 염색할 수 있어 원료 사용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이며, 

화학 매염제 없이도 높은 견뢰도의 염색을 구현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Figure 6) 또한 체계적인 배양 방식을 사용하. 

면 유기적인 패턴까지고 만들어 낼 수 있다(Chieza, 2017). 

이러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염색법의 개발과 적용은 Orsola 

de Castrocan, 등 Laura Luchtman, Ilfa Siebenhaar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염색 과정에서 어떠한 

유출물도 없는 폐쇄 루프 공정의 구현을 통해 (closed-loop) 

더욱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덜. 

란드 기업 의 는 버섯의 균사를 증식시켜 Neffa MycoTEX

섬유를 만들고 박테리아에 의한 염색을 이용한 소재를 개발

하여 실제 디자인에 적용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등 자연이 

만들어낸 소재의 실용적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Mycelium textile,” n.d.) (Figure 7).

  Carole Collet는 생물학적 원리가 텍스타일 디자인에 어떻

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자연 속의 시. 

스템은 낭비가 없고 모든 것들이 상호의존적이며 연결되어 ,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연으로부터 그러한 방식을 배울 것

을 주장한다 는 식물을 음식과 섬유를 동시에 생산. Biolace

하는 하나의 공장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뿌리가 레이스와 , 

같은 패턴으로 자라게 한 프로젝트다 물과 햇빛 양분을 원. , 

료로 만들어지는 이 레이스는 환경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생체모방 방식으로 유전자 조작이 자연을 인간의 방식, 

으로 편집한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생체, 

모방 디자인과 관련하여 생명 윤리적 사고를 이끌어내고 환

경적 지속가능성과 기술 진보에 대한 논점을 제공한다는 점, 

생체모방의 미래지향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같은 맥락의 연구로 선인장의 가시를 모방한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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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텍스타일 제직의 교차기술로 만들어낸 Botanical 

전통적인 시보리 기법을 생태학적 방식으로 재해석하Fur, 

여 타이 다잉 패턴과 자연적인 영구 주름을 만드(tie-dying) 

는 을 개발하기도 했다Mycelium Textile (Ray, 2019)(Figure 

8, 9, 10).

자연의 섭리 모방2) 

디자인 창작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를 최소화하고 

특정 현상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해지도록 내버려둠으로

써 인위적 모방이 아닌 자연적 모방을 꾀할 수 있다 이러. 

한 디자인 방법의 시각화 수단으로서 마크 메이킹

이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사물이 생명체와 (Mark-making) . 

같이 노화되는 것 즉 자연의 섭리와 사용 흔적을 통한 시, 

간성의 적용 방법이며 생태미학에 근거한 수단으로서 의의, 

를 지닌다 의 (Chon et al., 2018). Aliki van der Kruijs

Figure� 11.�Made� by� Rain� Project�
by� Aliki� van� der� Kruijs�
(www.madebyrain.com)

Figure� 12.� Artworks� of�Made� by� Rain� Project�
by� Aliki� van� der� Kruijs�

(www.alikivanderkruijs.com)

Figure� 13.� Drawn� by� Nature� Project� by� Anna� Badur�
(www.annabadur.de)

프로젝트 의 Made by Rain , Anna Badur Drawn by 

프로젝트는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마크 메이킹을 텍Nature 

스타일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가 된다 은 빗. Made by Rain

물의 얼룩이 텍스타일의 무늬를 형성하며 빗방울의 크기 강, 

수량 등에 따라 모든 작업에서 다른 무늬를 얻을 수 있다

(“Made by Rain,” n.d.)(Figure 11, 12). Drawn by Nature

는 젖은 원단에 분말 인디고 염료를 흩날려 바람에 의해 염

료의 위치를 결정하고 중력과 물의 장력 시간 등에 의해 , , 

다양한 얼룩이 남게 한다(“Drawn by Nature Wall  – 

두 작업 모두 작업자는 무늬가 hanging,” n.d.) (Figure 13). 

나타날 배경과 안료만을 제공할 뿐 실제로 무늬는 자연에서 

생기는 현상과 자연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마치 . 

얼룩처럼 보이는 자연적인 문양들은 그 형태나 외형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제작 과정에서 부여되는 사상적 내러티브의 부

여 생태체험 요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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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그 의미를 시각화한다 또한 인. 

위적인 제작 방식을 거치지 않음을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면서 설비나 재료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결과물, 

의 외형을 기존의 미학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내재된 

생태적 의미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미학적 관점을 갖기 때

문에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을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 

분해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형

태를 갖는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 효율성을 지니므로 

생태계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생태계 순환 시스템의 모방3) 

이러한 생태계 모방 차원의 생체모방 텍스타일 디자인 사례

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에 있어서의 사상적 기반 디, 

자인 원료 제작 방식 폐기시의 환경 영향성 등 최대한 환, , 

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여 사용 

후 자연으로 최대한 회귀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태계 순환을 모방하는 생체모방 디자인은 결. 

과물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재료의 선택이나 

생산 과정 생분해성 재생가능성을 고려하는 제작 공정의 , , 

측면에서 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생태계 . ,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생태계의 

순환을 모방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디자인 시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독립된 형식으로 수집하. 

Figure� 14.� 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of� the� Textile� Design� Approach� Mimicking� the� Ecosystem�
(drawn by author)

였으나 창조 섭리 순환의 개념과 의미를 본다면 자연의 , , , 

창조 역시 자연의 섭리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례를 통, 

해 보았을 때 자연의 섭리 모방이 자연의 창조 모방의 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생태계 모방. 

의 방법은 따로 독립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도 있으

며 그 기반에는 항상 생태계의 순환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와 . Figure 14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례들을 통하여 종합해보자면 생태계 모방 단계의 생체  , 

모방 텍스타일 디자인은 자연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자연에 

최대한 무해한 방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게끔 고안하는 것, 

자연적인 생성 또는 그 매커니즘을 모방한 디자인 방법 자, , 

연적으로 생성된 문양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현상

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학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결론V.�

인간은 어떻게든 생태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현대의 환경

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다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 

않도록 예방하여 지구와 그 구성 개체간의 올바른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성 추. 

구의 생체모방 디자인의 개념을 고찰하고 텍스타일 디자인 ,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응하. 

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 또는 생태학에 관련된 응용연구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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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개념들은 초기 공학적 관점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논의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 

과 예방을 위한 고려의 주체 세계관의 변화가 인간 중심에, 

서 환경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 

사회는 전적으로 생태주의적인 관점만을 따르며 경제적 측

면 발전적 측면을 차치할 수 없으므로 인간과 생태계의 올, 

바른 공존을 위해 인간중심 세계관과 탈인간중심 세계관의 

중간에서 융통성있는 조화를 이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공학적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 

자연중심적 개념인 생체모방이 인류 문명의 발전적 측면 지(

속가능한 발전 과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사회 을 ) ( )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생체모방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생체모방 디자인은   , 

크게 형태 기능 생태계를 모방하는 세 단계로 나뉜다 이 , , . 

중 모방을 통한 디자인의 결과물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생태계를 모방하는 단계의 디자인이 가장 

높은 단계의 모방이며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 

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가장 근접하다 볼 수 있다 또. 

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한 접근법

으로 생체모방 디자인이 포함된다는 것으로부터 생태미학과 

생태학적 지속가능한 디자인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단순

히 생체의 외형과 기능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작용, 

생태계의 매커니즘 자체를 모방하여 가장 자연적인 디자인

과 제작과정을 거치는 생태 모방을 통해 내재 가치를 인식‘ ’

하고 생태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였다.

셋째 생태계 모방 레벨의 생체모방 텍스타일 디자인 사  , 

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생태계 모방 단계

의 생체모방 디자인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생태, , 

Table� 5.� Biomimicry� Design� Approach� that�Mimics� the� Ecosystem

Ideological�
Perspective

Anthropocentric Post-a∩ nthropocentric (Ecocentrism)

Aesthetic�
Perspective

Ecological aesthetics

Pursuit� Value Ecological sustainability

Approach

 Mimicking of nature's providence  Changes in objects over time and accept positively

 Mimicking of the creation process of 

ecosystem

 Creating objects through the mechanisms of 

ecosystem

 Reconfiguration for environment adaptation

 Mimicking of ecosystem circulation  Life cycle of ecosystem

미학의 디자인 접근 원리를 개념적 위계에 따라 정리하여 

생태계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디자인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법은 자연으로부터의 원료를 (Table 5). 

사용하고 생태계의 창조과정을 통해 제작하며 시간의 흐름, , 

에 따라 나타나는 성장과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폐기 시에는 온전히 자연을 돌아, 

갈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을 통해 최대한 환경 위해성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의 탐색이 필요하며 디자인과 생태계 인간, 

과 생태계와의 관계성에 중점을 둔다. 

넷째 상기의 디자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텍스타일 디자인  , 

에서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디자인 유전자 조작, 

을 이용한 디자인 자연이 만들어내는 흔적을 이용한 디자인, 

을 생태계 모방 사례로 제시하여 단순히 관념적 형이상학적, 

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개념의 실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추

후 디자인 개발에의 활용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 중 아직은 .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도 있지만 생태적 사고 생태학, 

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논제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생태계의 순환을 모방하는 디자인은 결. 

과물의 시각화 보다는 디자인 기획 재료의 선택 제작 공, , 

정 사용 등에서 폐기 후 지구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는 것으로 생태계의 창조 과정과 자연의 섭리를 모방하는

데 사상적 기저로 작용한다.

단순히 자연과 자연의 창조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생  , 

태계 시스템의 유기적인 매커니즘과 그들의 창조 기술을 모

방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 필요에 맞는 , 

장치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존의 제작 방법들보다환

경 문제의 해결과 예방 차원에서 확실히 개선된 환경 효과

성을 갖는다 따라서 생태계 모방 단계의 생체모방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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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체모방 . 

디자인의 가장 높은 단계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모방하는 

차원의 디자인의 필요성과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의 적

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서 소재 공학적인 측면에서 형태와 기능을 모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실제로 실용화가 된 사례도 있으나 미학, 

적 시각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한 형태와 과, . 

정을 모방하는 단계 역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생태계를 모

방하는 레벨의 연구나 디자인 사례가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 

점이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을 통한 생태계 모방 단계의 생

체모방의 개념과 그 철학적 의미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 

등의 관련 용어가 갖biomimetic, biomimicry, biomorphic 

는 세계관과 사상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

으로 생체모방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되고 있음에서 생체모

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후속연구와 디자인 실험이 필요

하며 현대 사회와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았을 , 

때 시의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생체모방 개념과 디자인의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 갖는 현대 사회에서의 의의와 가치

를 바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과 제조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그러한 과정에서 학문적 이론적 기. , 

초가 되고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실험을 촉구하는 ,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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