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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ow fashion’ has become a hot issue in the fashion world as fast fashion has caused environmental and ethi-
cal problems. This study synthesized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from preceding studies and organized
them into four characteristics (craftsmanship, nature-friendly attitude, localism, and pursuit of exclusive value).
This study compared designers, John Alexander Skelton and Geoffrey B. Small with four characteristics. First,
both designers sought craftsmanship based on tailoring, but Skelton focused on the eco-friendliness of materials,
and Small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fabrics. Second, we found a nature-friendly attitude in
both designers, but unlike Skelton, which maintains nature-friendliness in the process of clothing production,
Small showed this characteristic through presentations. Third, both designers revealed localism through their af-
fection for the fabrics and culture of each country. Moreover, Small extended its meaning to respect minority tas-
tes. Finally, both designers pursued exclusive values through collections under the themes of class problem, and
gender conflicts. However, Skelton melted these topics into British culture and revealed them indirectly versus
Small who showed sensitive topics directly in the collection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naly-
zing designer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and suggests  directions that slow fashion designers
should move towards.

Key words: Slow fashion, John Alexander Skelton, Geoffrey B. Small, Craftsmanship, Sustainability; 슬
로 패션, 존 알렉산더 스켈톤, 제프리 비 스몰, 장인 정신, 지속가능성

I. 서   론

패스트 패션에 의한 환경, 윤리적 문제는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빠름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근원을 두고 있다. 급성장, 빠른 속도, 최첨단 등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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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성공의 조건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 대한 비

판적 인식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

으로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

는 슬로 무브먼트(slow movement) 운동이 제기되었

다(Jang, 2007). 슬로 무브먼트는 슬로 푸드(slow food), 

슬로 시티(slow city), 슬로 디자인(slow design) 등 사

회 전반적인 영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Shin & 

Seo, 2007), 슬로 푸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패

션 분야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Lee et al., 2014). ‘슬

로 패션(slow fashion)’은 Fletcher(2010)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이며, 속도의 문제만을 다룬다기보다는 

생산, 소비, 유통, 착용에 이르기까지 패션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

는 실천적 운동이다. 이러한 슬로 패션은 에이치앤엠

(H&M), 자라(ZARA) 등의 SPA 브랜드에 의해 큰 영

향력을 가지게 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항하

는 개념으로(Pookulangara & Shephard, 2013),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느림’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시도로 에코(eco) 패션, 업

사이클링(upcycling) 패션, 윤리적 패션, 슬로 패션 등

의 개념들은 최근 학계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는 상태이다

(Lee & Ahn, 2015). 하지만 주목받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슬로 패션은 현재 가장 보기 힘든 스타일 중 

하나이다(Lee & Kim, 2018). 이는 수작업으로 제작되

는 슬로 패션 의류의 특성상 제한된 유통 경로와 높

은 가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패션계의 상

황 즉, 과거처럼 하나의 특정 유행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미적 취향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이 소비되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인 슬로 패션은 ‘복식 행위’를 통해 그들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을 지닌 소비자들에

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슬로 패션과 관련한 상당수의 국내외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마케팅의 관점에서 슬로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대부

분 느린 속도의 맥락에서 슬로 패션의 수공예적 특

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기계적 생산

에 의존하는 패스트 패션에 반하는 주제인 만큼 ‘손

에 의한 제작’은 슬로 패션의 근본적인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도 하나의 특성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수공예의 특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슬로 패션의 적극

적인 사회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슬로 패션을 

하나의 디자인 경향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슬로 패션

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인에 의한 느린 생산

을 핵심 특성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패션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더 넓게

는 윤리적 측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슬로 패션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가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토대로 슬로 패션의 일반적인 특성

을 도출하고 해당 특성에 부합하는 디자이너의 사례

를 열거하는 식의 연구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슬로 

패션을 지향하는 두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슬로 패션

의 특성들이 각 디자이너에게서 구현되는 방식을 비

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슬

로 패션의 특성 네 가지를 도출한 후, John Alexander 

Skelton과 Geoffrey B. Small의 패션 활동에서 슬로 패

션의 특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슬로 패션 특성을 통해 디자이너

를 분석하는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슬로 패션을 추구하는 신생 브랜드 혹은 기존의 브

랜드가 패스트 패션이 지배적인 현 패션업계에서 나

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가 시행되

었다. 슬로 패션 관련 서적 및 논문들을 통하여 슬로 

무브먼트의 전개 과정과 슬로 패션의 정의를 알아보

고, 슬로 패션의 특성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로써 사용된 네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

이디(i-d)�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매거진의 Skelton, 

Small과 관련된 기사, 오프너(opener), 다크랜드 베를

린(darkland Berlin) 등의 국내외 셀렉샵의 소개글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두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과 가

치관을 살펴보았다. Skelton과 Small 모두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작품과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두 디자이

너의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나 Small

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브랜드의 역사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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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로는 Skelton의 경우 2016년도 졸업 패션쇼에

서부터 20 F/W까지 57점의 작품과 함께 8개의 컬렉

션을 연구하였고, 그중 영국적 색채가 뚜렷하고 강

한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한 17 S/S의 ‘Collection I’, 

17 F/W의 ‘Collection II’, 19 F/W의 ‘Collection VI’, 20 

F/W의 ‘Collection VIII’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온라인 매거진에 게

재된 자료 또한 연구의 사례로 활용하였다. 한편, Sm-

all의 경우 1996년 최초의 파리 리사이클링(recycling) 

컬렉션에서부터 20 S/S까지 73점의 작품과 20회의 

컬렉션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고, 슬로 패션이 지향

하는 가치를 잘 반영하는 5회의 컬렉션인 ‘Logoma-

nia Revisited(10 S/S)’, ‘Forests and Trees(15/16 F/W)’, 

‘The Onion(19 F/W)’, ‘I’m Not Sustainable(19 F/W)’, 

‘L'Alcibiade(20 S/S)’를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Skelt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계

정과 온라인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 또한 연구

사례로 활용하였다.

Skelton은 2016년도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

tral Saint Martins)에서 남성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

하고 2020년에 8번째 컬렉션을 선보인 영국의 신진 

디자이너이다(“John Alexander Skelton”, n.d.-a). 그는 

영국 전통유산과 민속 문화에 관심이 많은 수공예 장

인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

로 옷을 제작한다(“John Alexander Skelton”, n.d.-b). 

이에 반해 Small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디

자이너로, 최근 18 S/S 시즌에 파리에서 100번째 컬

렉션을 진행함과 동시에 본인의 컬렉션 연대기를 담

은 책을 발간하여 팬들과 소통하기도 하였다(Siwak, 

2018). 그는 높은 수준의 테일러 기술과 최고 품질의 

소재를 사용하여 옷을 만들 뿐만 아니라, 컬렉션 혹

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kelton과 Small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디자이너 모두 수공예 

장인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슬로 패션의 네 가지 

특성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인다. 또

한, 영국 문화유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신진 디

자이너인 Skelton과,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런웨이를 진행한 Small은 슬로 

패션의 여러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 디자이

너는 환경적 이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수공예적 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슬로 패션의 실천적 행위

를 중시한 Fletcher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 디자이너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슬로 패션의 네 가지 특성이 각 디자이너에게서 실

현되는 방식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슬로패션의개념및특성

1. 슬로 무브먼트

슬로 무브먼트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

들이 생활의 속도를 줄이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여 

행복을 찾자는 모토의 운동이다(Kang, 2017). 즉, 패

스트 문화에서 기인한 강박관념, 소외감, 무한경쟁, 

공해 등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Lee 

& Yhang, 2009). 이러한 느림의 철학을 추구하는 움직

임은 1986년 슬로 푸드 운동을 기점으로 가속화되었

으며 슬로 시티, 슬로 디자인, 슬로 패션 등으로 확대

되어왔다.

슬로 푸드 운동은 1986년, 대표적인 패스트 푸드 브

랜드인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개장하면서 일

어난 운동으로,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특

징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를 추방하고 자국의 전통

식단 수호 및 인간성 회복을 명분으로 시작되었다(Ja-

ng, 2007). 이후 1989년 Carlo Petrini의 주도로 파리에

서 슬로 푸드 선언문이 공표되면서 국제적인 운동으

로 발전하게 된다(Kim, 2015). 슬로 푸드 운동은 단지 

음식에만 국한된 운동이라기보다는, 효율성 향상과 

합리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속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

가 인간의 존재 방식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안을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Lee, 2002).

한편, 슬로 시티는 자연환경과 고유음식, 전통문

화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뜻

한다(Choi, 2017). 슬로 시티는 1999년 ‘인간답게 사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으며, 2002년 

그레베(Greve)를 공식적으로 슬로 시티로 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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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격화되었다(Oh & Hong, 2009). 이러한 슬로 시

티 운동은 속도 지향의 사회가 아닌 느리게 사는 삶

을 지향하고, 생산성 지상주의의 탈피, 환경을 위협

하는 바쁜 생활 태도의 배격 등을 목표로 한다(Park 

et al., 2008).

또한, Alastair Fuad-Luke은 2002년 ‘디자인과 발전’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슬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슬로 디자인은 인도

적 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

하고,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며(Chae, 

2009), 영원한 스타일(timeless style), 재생 가능한 디

자인(renewable design), 다기능적 디자인(multi-func-

tional design)을 특징으로 한다(Lee et al., 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림을 기본 가치로 삼는 

슬로 무브먼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운동 혹은 

라이프 스타일로서 나타나고 있다. 느림의 물결은 

Alastair Fuad-Luke에 의해 디자인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하였으며, 패스트 패션이 많은 사회적 문

제를 일으키는 시점에서 패션 분야에서도 주요 흐름

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슬로 패션의 개념

지속가능성은 2020년 현재 패션 산업에서 가장 중

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매킨지(Mckinsey & Company)

는 2020년 패션 산업 전망 보고서(The State of Fashion 

2020)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밝

힘과 동시에 패션 기업들이 이를 단순히 마케팅의 용

도가 아닌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과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Lee, 2020). 여기서, 지속 가능한 

패션은 소재와 생산방법, 유통, 소비, 폐기 등 패션 상

품의 전 과정에 있어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노동윤리를 확보하고 공정 거래를 추구하는 

패션으로 정의된다(Kang, 2020).

지속 가능한 발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

라,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산

업인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Oh, 2020). 이는 패스트 패션이 유발

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 패션이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동

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 

반응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트렌드로 에이

치앤엠, 자라 등이 대표적 브랜드이다(Hall, 2018). 패

스트 패션에 의해 정규 시즌은 의미가 없어지고, 생

산 리드 타임은 줄어들어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매장

에 이르기까지 채 한 달도 소요되지 않는다(Sull & Tur-

coni, 2008). 이러한 특징은 패션 제품의 수명주기를 

단축할뿐더러 패스트 패션의 저가격, 저품질 정책으

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으로 옷을 구매하고 

얼마 가지 않아 많은 수의 의류들을 폐기하기에 이른

다(Jung & Jin, 2016). 이처럼 폐기 의류의 매립과 소

각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초과 

노동과 저임금 문제, 의류 공장의 열악한 환경 등은 

패스트 패션의 화려한 측면과 대조를 이루는 문제점

으로 제기되고 있다(Štefko & Steffek, 2018). 따라서, 

빠름을 핵심 요소로 하는 패션의 사전적 의미에도 불

구하고, 느림이 패션계에서 주요 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달성하려는 한 흐름으로, 슬

로 패션은 영국의 지속 가능 패션 센터(Center for Sus-

tainable Fashion, UK)의 Fletcher에 의해 2007년에 처

음 제기되었으며, 의류 생산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

인 측면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Watson & Yan, 2013). 

즉, 슬로 패션은 패션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속도를 늦추고, 제품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 

옷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빠른 생산, 낮은 가격, 짧은 리드 타임을 핵심으로 하

는 패스트 패션에 반하여 떠오른 운동인 만큼 슬로 

패션은 전통 수공예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의 장인

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Jung & Jin, 2014). 

이러한 슬로 패션에서 소비자들은 장인들의 아티저

널(artisanal)한 제작 방식을 통해 옷을 만드는데 소요

되는 노동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며(Kim, 2002), 소비자들은 해당 옷에 큰 의

미를 두게 되고, 옷에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

다(Johansson, 2010). 슬로 푸드 운동이 단순히 전통

적 식생활 문화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 식생활 전

체 과정에 있어 인간관계의 회복에 집중하였듯이, 

슬로 패션은 단순히 옷의 생산과 소비를 느리게 하

는 것을 넘어, 의생활 전반에 있어서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Flet-

cher, 2010). 또한, 슬로 패션은 친환경적인 소재와 재

활용된 소재의 사용을 추구하고 유행을 초월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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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상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공정 무역을 추구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이

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Lee & Ahn, 2015).

3. 슬로 패션의 특성

많은 선행연구에서 슬로 패션과 슬로 디자인의 특

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 

에코 패션, 친환경적 패션, 슬로 패션 등의 유사한 개

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연유로 체계적인 특성이 

도출되지 못했다. Lee et al.(2007)은 앞서 언급한 Ala-

stair Fuad-Luke의 슬로 디자인 특성을 일부 변경하고 

수공예적 스타일(hand-touch style)을 추가하여 영원

한 스타일(timeless style), 수공예적 스타일(hand touch 

style), 재생 가능한 디자인(renewable design), 변형 가

능한 디자인(transformable design)으로 슬로 패션의 

스타일을 정의하였다. 영원한 스타일은 시대적 감각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타일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

은 클래식 스타일이나 단순한 실루엣을 의미한다. 또

한, 수공예적 스타일은 수제작으로 인한 디테일이 가

미된 디자인을 의미하며, 재생 가능한 디자인은 소재

의 재사용을 통한 디자인 창조로, 리사이클링 패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형 가

능한 디자인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

고, 복합적인 기능성을 의미하는 슬로 패션의 특성

으로 Alastair Fuad-Luke의 다기능적 디자인과 유사한 

특성이다. 또한, Chae(2009)는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영원성(timeless), 재생 가능성(renewable), 수공예성

(hand-touch), 자연 친화성(natural), 그리고 단순성(sim-

ple)을 들었다. 여기서 단순성은 미적인 효과에 더하

여 에너지, 자원의 절약까지도 의미하는 특성이다. Ro 

and Kim(2011)은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의 특

징으로 절제의 미덕(moderation), 인간윤리 회복(re-

covery of humanity),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plural-

ism & local indigenity)을 제안하였다. 한편, Cataldi et 

al.(2013)은 �Slow fashion: Tailoring a strategic appro-

ach for sustainability�에서 슬로 패션이 지향하는 바로 

스타일, 소재, 기술에서의 지속 가능한 혁신(sustain-

able innovations), 다기능적이고 영원한 의류 디자인

(multifunctional & timeless design), 업사이클링과 기존 

소재의 재활용(upcycling & reusing exi-sting textiles), 

의류 제품 리스와 같은 전략적이고 서비스에 기반한 

대안(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의 제시를 언

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Lee et al.(2014)은 슬로 패션

의 소비 욕망을 고찰한 연구에서 동물 권리 보호(ani-

mal rights protection), 친환경 소재 사용(eco-friendly 

materials), 천연 염색(natural dyeing), 정당한 노동 환경 

및 공정 거래(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를 슬로 

패션의 주요 특성으로 논한다. 또한, Jung and Jin(2014)

은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공정성(equity), 진정성(au-

thenticity), 기능성(functionality), 지역성(localism), 배

타성(exclusivity)을 제시하였다. 공정성은 공정 무역

을 통해 슬로 패션 제품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며, 생산자는 그에 맞는 존중과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성은 장인 정신에 근거한 제

작 방식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

미하며, 기능성은 제품의 기능적 측면으로 더 오래 입

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역성은 지역의 자원을 이

용하고, 지역 사업을 지지하는 특성이며, 배타성은 소

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Lee and Ahn(2015)은 다기능적 디자인

(multi-functional design), 토속성(tradition), 다양성(di-

versity), 윤리성(ethics), 친환경성(eco-friendly),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슬로 패션의 특징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슬

로 패션의 특성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

인 정신(craftsmanship)’, ‘자연 친화적 태도(nature-fri-

endly attitude)’, ‘지역성(localism)’, 그리고 ‘배타적 가

치 추구(pursuit of exclusive value)’의 네 가지 맥락으

로 정리되었다.

장인 정신은 전통에 기반한 정교하고 고도로 기술

적인 테일러링을 기본으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오로지 손으로만 제작하는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특

성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환경을 오염시키

지 않는 의류 생산과 염색 방식 그리고, 친환경적 주

제로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성은 탄

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생산을 원칙으로 하

는 것, 세계적인 트렌드에 반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디자인과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의 차원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의 취향

에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특성이다. 마지

막 특성인 배타적 가치 추구는 패션에서의 윤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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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in previous studies
Reunion of characteristics

of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in this study

Lee et al.
(2007)

- Timeless style
- Hand-touch style
- Renewable design
- Transformable design

- Timeless
- Timeless style
- Hand-touch
- Hand-touch style
- Multi-functional design
- Multifunctional & timeless design
- Transformable design
- Functionality
- Authenticity

Craftsmanship

Chae
(2009)

- Timeless
- Renewable
- Hand-touch
- Natural
- Simple

Ro and Kim
(2011)

- Moderation
- Recovery of humanity
- Pluralism & local indigenity

- Renewable
- Renewable design
- Upcycling & reusing existing textiles
- Natural
- Natural dyeing
- Eco friendly
- Eco-friendly materials
- Sustainability
- Sustainable innovations
- Moderation
- Simple

Nature-friendly 
attitude

Cataldi et al. 
(2013)

- Sustainable innovations
- Multifunctional & timeless design
- Upcycling & reusing existing textiles
- 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

Lee et al.
(2014)

- Animal rights protection
- Eco-friendly materials
- Natural dyeing
- 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

- Pluralism & local indigenity
- Localism
- Tradition
- Diversity

Localism
Jung and Jin

(2014)

- Equity
- Authenticity
- Functionality
- Localism
- Exclusivity - Recovery of humanity

- Strategic & service based alternatives
- Animal rights protection
- Fair labor environment and trade
- Equity
- Ethics
- Exclusivity

Pursuit of 
exclusive valueLee and Ahn 

(2015)

- Multi-functional design
- Tradition
- Diversity
- Ethics
- Eco-friendly
- Sustainability

Fig. 1.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디자이너

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

슈화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특성이다.

IV. Skelton과 Small의 작품 분석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출한 슬로 패

션의 네 가지 특성인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

역성, 배타적 가치 추구를 통해 디자이너 Skelton과 

Small에서 슬로 패션의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장인 정신

Skelton은 영국 전역의 직공과 면화, 양모 공장과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7~19세기의 복식사에서 확

인할 수 있는 프록(frok), 푸르푸앵(pourpoint)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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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일러링에 기반한 의류를 제작한다(“John Alex-

ander Skelton”, n.d.-a)(Fig. 2). 또한, 모든 옷은 Skelton

의 손을 직접 거치며 전량 그의 스튜디오에서 완성

된다(“John Alexander Skelton”, n.d.-c). 한 인터뷰에

서 그는 본인만의 베틀을 통해 직물까지 직접 생산

한다고 밝혔고, 그의 작업을 쿠튀르(couture)에 비유

하여 주류 명품 패션계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Poh, 

2020). Skelton은 봉제뿐만 아니라 염색과 같은 가공

에 있어서도 핸드 다잉(hand-dyeing)<Fig. 3>, 핸드 워

싱(hand-washing) 기법을 통해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 

특히나, Skelton은 광범위한 법의학적 연구와 시행착

오를 통해 발견한 방식으로 염료를 생산한다(Kend-

all, 2018). 예를 들어 그는 석탄을 끓여서 흑색을 얻고, 

런던의 공원에서 그가 관리하는 녹과 잎을 포함하여 

영국 고유의 유기 자원으로부터 자연의 색을 얻는다. 

심지어 본인의 소변을 염색의 고착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Skelton의 아티저널한 제작 방식은 패

스트 패션에 대항하는 안티테제로서의 역할을 완벽

하게 수행하고 있다(Sanchez, 2019).

특히나 Skelton의 디자인에 있어서 장인 정신은 소

재의 선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Skelton이 컬렉

션을 구상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소재이다. 19 

F/W 컬렉션은 노동자, 농민, 빈곤한 마을 사람들과 관

련한 내용을 주제로 하기에 부드럽고 매끈한 소재가 

아닌 거칠고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여 컬렉션을 구성

하였고(Blythe, 2020), 20 F/W 컬렉션에서는 한 벌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

한 무려 11가지 종류의 울을 사용하였다(Toner, 2020)

(Fig. 4). 또한, Skelton은 영국의 양 품종들이 그들이 

사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자연적으로 세련된 회색조

를 띠게 됨을 알고, 20 F/W 컬렉션에서 해당 색을 기

존의 인위적인 회색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A first look”, 2018).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

에서 NGO 등의 조합들과 함께 섬유 관련 연구를 진행

하기도 하며, 양질의 양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

다(“10×10 John Alexander Skelton”, 2019). 영국 양털로 

만든 위빙 울, 희귀 품종의 양모로 만든 뜨개실을 주

로 사용하고, 심지어 그는 좋은 양모를 얻기 위해 양의 

식단까지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s, 2018).

Small은 이탈리아 카바제레(Cavarzere)에 있는 작

업실에서 손으로 직접 의류를 제작하며 전 세계의 선

도적인 소수의 셀렉샵에만 그의 레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한 시즌당 최대 생산량을 400벌 정도로 제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옷 한 벌에 얼마나 많은 가

치를 담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Ahmed, 2016). Small

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패턴 메이커이자 테일

러이다. 따라서, 그의 컬렉션의 모든 옷은 재킷, 셔츠, 

트라우저 등의 테일러 의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

와 재단 기술이 그의 장인 정신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Small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

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탈리아라고 

언급하며(“Geoffrey B. Small”, n.d.), 그와 긴밀한 작

업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의 수공예 장인들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Small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최

고의 내구성과 품질을 지닌, 평생 입을 수 있는 의류

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최고급 

소재에 대한 연구이다. Small의 한정 수량 제품을 위

한 양질의 울을 제공해주는 프라텔리 피아첸자(Fra-

telli Piacenza)와 그의 컬렉션을 위한 극상의 면과 린

넨을 제공해 주는 파리소토(Parisotto) 가(家)는 소재

의 측면에서 그의 장인 정신을 구현해주는 주요 공급 

업체이다(Musmeci, 2015a)(Fig. 5). 이러한 퀄리티에 

대한 그의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Small은 그의 

2020년 컬렉션에서 수트를 위한 극세 양모 소재로 이

탈리아 피아첸자의 가장 오래된 모직 공장에서 생산

되는 ‘슈퍼 210 아르카디아(Super 210 Arcadia)’를 소

개하기도 하였다(Siwak, 2019)(Fig. 6).

Small은 진정한 의류 디자이너가 점점 더 희귀해

지고 있다고 말하며 가방과 액세서리를 주요 수입원

으로 삼고 로고 마케팅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비판한

다. 그들은 패션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오로지 양적 성장을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슬로 패션을 지향하는 Small과 정반대에 있

다. 그뿐 아니라 Small은 브랜드 고유의 가치가 훼손

될 것을 염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많은 수량 제작

하지 않으며(Labercane, 2019), 대부분 한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20벌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류

의 품질에 대한 열정 때문에 Small은 공급 대비 소비

자의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최고의 

브랜드로 남기를 원하며, 기성복의 생산이 아닌 한정 

수량의 의류 생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인 정신과 관련한 두 디자이너의 사례는 <Table 1>

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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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Cases of craftsmanship

John 
Alexander 

Skelton

Fig. 2. Style of British

costume history.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b).
https://www.instagram.com

Fig. 3. Hand dyeing.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c).

https://www.instagram.com

Fig. 4. Patchwork of 11 varieties

of wool.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b).
 https://www.instagram.com

Geoffrey
B. Small

Fig. 5. Fratelli Piacenza for Geoffrey B. Small.

Adapted from Fratelli piacenza1733 for 
Geoffrey B. Small (2019). https://hues.co.jp

Fig. 6. GBS suits by Super 210 Arcadia.

Adapted from Geoffreybsmall (2020).
https://www.instagram.com

Table 1. Craftsmanship

2. 자연 친화적 태도

장인 정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kelton이 염료 

선택에 있어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

은 분명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직접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침대 시트, 

곡물 자루와 같은 재료들을 업사이클링하여 옷을 제

작하기도 한다(Fig. 7). 이러한 낡은 재료들은 프랑스

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골동

품 거래상들로부터 얻어지며, 그들은 컬렉션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Skelton에게 있어서 업사이

클링은 여름 시즌의 컬렉션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

닌다. 이는 겨울에는 쇼를 하고 여름에는 룩북(look-

book)만을 구성하는 Skelton의 컬렉션 구성 방식과 

관련이 있다. 겨울 시즌의 쇼를 위한 거의 모든 직물

을 Skelton이 개발한다면, 여름 시즌의 룩북은 직전 

겨울 컬렉션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구성된다. 즉, 

Skelton은 겨울 컬렉션에 맞춰 개발한 옷들을 모두 

해체한 후 옷의 안감을 다시 여름에 맞는 소재로 재

개발하여 여름 컬렉션을 전개한다(Poh, 2020).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지속가능성은 

패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주장하며 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원, 친

환경적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패션의 탄소 발자국

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영국에서 제작

되는 양모의 약 3%만이 영국의 양에서 나온다는 통

계를 보고,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양모를 수

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에 그는 영국의 양털만으로 양모를 제작하는 유일한 

방적사를 통해 의류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그가 영

국 자국의 양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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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Shahnavaz, 2016).

한 인터뷰에서 Skelton은 패션업계가 석유 산업 다

음으로 큰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업종임을 상기시키

며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디

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이 단지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

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Fig. 8). 또한, 브

랜드의 성장과 관련하여 그는 막무가내식 성장보다

는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업화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브랜드를 성장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행동을 취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독립 레

이블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Poh, 2020).

Small이 이탈리아 아티잔(artisan)들에 의한 생산을 

중요시하고 전 세계의 유통망을 제한적으로 유지하

는 것은 슬로 패션의 첫 번째 특성인 장인 정신에 해

당한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원단 소싱과 

제품 수출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감

소시켜 온실가스 효과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서 자연 친화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수공예

의 과정을 아티저널한 관점에서만 다루었지만, 핸드 

크래프트 제작 방식은 전기와 석유, 그리고 기계가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와 메탄을 대기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친환경적인 방법이다(Ah-

med, 2016). 장인 정신에서 파생된 친환경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Small의 컬렉션 주제를 통해서도 그의 

환경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Small은 1996년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남성 리사이

클링 컬렉션을 개최하였다(Fig. 9). 이는 후에 마틴 마

르지엘라(Martin Margiela), 핼 무트랭(Hel Mutlang) 

등에 의해 계승되어 30개 이상의 리사이클링 기술 혁

신을 일으키게 된다(Fig. 10). 또한, 17년 이상 전 세계

에서 리사이클링 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2007년 

그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최

초로 도입하였다(“The amazing”, n.d.). 15/16 F/W 시

즌에는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캣워크에 도입하면서 

도구적 이성을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산림을 파괴하

는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였다. 톱에 의해 베인 나무

와 같이 모델들은 워킹을 하면서 쓰러졌으며 컬렉션 

전반의 검정 베이스의 색채 팔레트는 죽은 나무를 

애도하는 듯했다(Fig. 11). Small은 해당 컬렉션을 본

인의 작업장이 있는 카바제레에서 베어질 위기에 처

한 25개의 고목에 헌정한다. 또한, 전 세계의 나무들

을 베지 않고 잘 보존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재앙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산림의 중요성

을 상기시켰다(Musmeci, 2015b).

두 디자이너의 자연 친화적 태도와 관련한 사례는 

<Table 2>와 같다.

3. 지역성

Skelton은 영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소재를 소싱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도에서 직접 손으로 짠 직

물을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한다. Skelton에게서 지역

(자국)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목적 외에 지역성은 컬

렉션의 주제에서 진하게 나타난다. 그의 컬렉션은 

영국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John Alexander 

Skelton”, n.d.-a), 세인트 마틴스의 졸업 컬렉션에서

부터 20 F/W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1930년대 

인도와 영국의 면화 교역, 전통 영국의 19세기 민속

극장 문화, 중세 영국의 이교도 의식, 웨일즈(Wales)

의 시인 Dylan Thomas의 희곡 등과 같이 영국과 관련

된 주제로 컬렉션을 전개해왔다.

그의 졸업 컬렉션은 1936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일

상 기록화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해당 프로

젝트는 잉글랜드 북부의 산업 도시인 볼튼(Bolton)에 

거주하는 노동자 계급의 생각과 감정 상태를 알아내

고자 진행되었다. Skelton은 관찰자와 관찰을 당하는 

노동 계급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색적인 실루엣과 가

공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컬렉션을 풀어냈다. 

졸업 컬렉션의 주제와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그는 

특정 맥락에서 사회, 정치가 문화와 패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계급에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

어서, 의류가 어떻게 한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문

화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해당 컬렉

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Shahnavaz, 2016).

이후 전개된 그의 두 번째 컬렉션의 주제는 20세기 

초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 주목한다. Skelton은 반제국

주의 시위행위의 일환인 카디(Khadi) 운동을 주창했

던 Gandhi로 인해 절정에 이른, 인도와 영국의 분열

적인 면화 무역의 역사에 영감을 받아 해당 컬렉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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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Cases of nature-friendly attitude

John 
Alexander 

Skelton

Fig. 7. Upcycled 19C grain sack jacket.

Adapted from Baker (2018). 
https://www.bbc.com

Fig. 8. Faux sustainability, Collection VII.

Adapted from Skeltonjohn (2019a). 
https://www.instagram.com

Geoffrey
B. Small

Fig. 9. Geoffrey B. Small

recycling fashion show.

Adapted from The amazing Geoffrey 
B. Small story: 1976-2011 (n.d.). 
http://www.geoffreybsmall.net

Fig. 10. Recycling technology 

innovations.

Adapted from The amazing Geoffrey
 B. Small story: 1976-2011 (n.d.). 

http://www.geoffreybsmall.net

Fig. 11. Forests and trees.

Adapted from
Musmeci (2015b).

http://www.leparadox.com

Table 2. Nature-friendly attitude 

완성했다(“John Alexander Skelton”, 2016). Gandhi의 

카디 운동은 Skelton이 주장하는 지속가능성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대량생산에 반대하며 손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수공예 방식은 물론, 자급자족의 산업을 

위해 영국 면화의 수입을 금하고 인도 자국의 면화 

생산을 장려하는 Gandhi의 모습은 환경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원단 수입을 하지 않고 

영국의 직물로만 의류를 제작하는 Skelton을 닮아있

다. 해당 컬렉션의 모든 제품은 면으로 제작되었으

며, Stephen Jones과 협업을 통해 모자를 제작하였는

데, 인도의 신문으로 제작된 Gandhi 모자가 해당 컬

렉션의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Fig. 12).

Skelton의 지역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컬

렉션으로 6번째 컬렉션을 들 수 있다. 해당 컬렉션은 

16세기 범죄자, 채무자, 재단사 등의 계급들이 살고 

있었던 템즈강(Thames) 주변의 무법천지 지역이었던 

알세이셔(Alsatia)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당시 영국

에는 노동자들이 좋은 옷을 착용하고 거짓된 사회 계

급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인 ‘사치 금지법’

이 존재하였고, Skelton은 해당 컬렉션에서 하인들이 

주인의 옷을 모방하는 모습을 모델들의 독특한 퍼포

먼스를 통해 풀어냈다. 플릿(Fleet) 가의 술집에서 열

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나이 든 남자 모델들이 공연

장의 방 사이를 흥겹게 오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그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발을 구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가구들을 치기도 하였으며, 소리를 질러 관

객들의 당혹감을 자아냈다. 모델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위는 어두운 조명의 공연장과 함께 관객들이 옷 자

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런던의 무질서한 시기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A sense”, 2019).

Skelton의 최근 컬렉션이자 쇼 스튜디오(show stu-

dio)의 생중계로 진행된 20 F/W 컬렉션은 웨일즈의 

시인 Dylan Thomas의 미완성 희곡인 언더 밀크 우드

(Under Milk Wood)를 주제로 하며, 자블루도비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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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션(Zabludowicz collection) 미술관에서 그의 동생 

Ryan Skelton에 의해 진행되었다(Toner, 2020). 그는 

얼굴에 밀크 우드의 수액이 뭍은 듯한 메이크업을 

하고 언더 밀크 우드의 대사를 단호한 어조로 낭독

하는 동시에, 흰색 천에 덮여 무대 위에 눕혀져 있던 

마네킹들을 차례로 들어 올려세우는 퍼포먼스를 선

보였다(Fig. 13). 해당 컬렉션의 옷들은 전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거칠지만 위엄

있는 보헤미안적 무드가 강하게 드러났으며(Zhang, 

2020), Skelton 본인이 직접 희곡의 대사를 적어 디자

인한 셔츠에서 영국의 문학에 대한 그의 애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Small의 경우 ‘메이드 인 이태리’의 로컬 소싱과 프

로덕션이 지역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특히나, 작업

장 250 km 근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생산의 측면에서 지역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The amazing”, n.d.). 하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성은 소수에 대한 취

향, 비주류에 대한 존중 등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거대 

담론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Small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경제적 기반

이 부족한 신진 디자이너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육

성시키기 위해 AICI(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Cré-

ateurs Independants)를 설립하였고, 2005년 그들을 위

한 최초의 AREA쇼를 파리에서 개최하였다(Fig. 15). 

해당 쇼는 170개 이상의 개별 프레젠테이션으로 구

성되었으며, 전 세계에 57명 이상의 개성 넘치는 독

립 디자이너들을 소개하였다(“The amazing”, n.d.).

그뿐 아니라, Small은 2009년부터 반핵 주제를 그

의 컬렉션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의 제2의 조국인 

이탈리아를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하고자 하였다. 뒤이어 파리에서 열린 2010년 6월의 

‘Logomania Revisited’라는 주제의 컬렉션은 반핵 주

제를 공론화한 최초의 컬렉션으로, 새로운 핵 르네

상스 시대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 특히 이탈리아 국

민에 대한 염려가 담겨있었다(Fig. 16). Small의 지속

적인 이탈리아의 반핵 운동에 대한 지원과 베네치아

(Venezia)에서 열린 54회 비엔날레(biennale)에서의 

그의 특별한 설치 예술은 2011년 6월 이탈리아에서 

핵 발전을 중단하게 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방사선 심볼의 브로치 판매를 통해 세계 최대

의 반핵 연맹이자 프랑스의 비영리 환경 단체인 ‘Re-

seau de Sortire du Nucleaire’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

고 있다(“Wholesales agent contract”, n.d.)(Fig. 17).

<Table 3>에서는 지역성과 관련된 두 디자이너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4. 배타적 가치 추구

Skelton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에서 배타적인 가

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매거진들

과의 인터뷰 내용 혹은 프레젠테이션에 내재한 의미 

속에서 그가 패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히 

전달되어왔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Skelton은 컬렉션을 구성함

에 있어 모든 소재를 직접 개발한다. 그 때문에 그는 

소재나 부자재 등 그의 옷의 디자인 요소가 공급된 출

처와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 

즉, Skelton은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이르

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을 자부한다(Ken-

dall, 2018). 또한, 소비자가 직접 그의 옷을 만져보고 

경험한 후에 구매하기를 원하기에 유통망 설정에 있

어서 일체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해, Skelton은 그의 옷을 구매하는 사람이 타인의 잣

대에 의해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옷 

속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소비자이기를 원하며, Skel-

ton 본인이 추구하는 신념을 복식 행위를 통해 함께 공

유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고자 한다. 물론 그도 한 인

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양질의 의복을 오랜 시간에 걸

쳐 소량 생산하는 슬로 패션의 특성상 가격이 높아지

게 되기 때문에, 그가 의도했던 패션의 대중화가 좌절

되고, 결국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자가 슬

로 패션을 진정으로 즐기는 향유자가 되는, 슬로 패션 

시스템의 역설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Poh, 2020). 하

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의 적은 수

의 옷을 소비하는 것이 모든 소비의 형태에서 최우

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슬로 패션의 소비적 측면까지 고

려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10×10 John Alexander 

Skelton”, 2019).

Skelton은 패션업계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강조하

면서 디자이너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음을 증

명해야 하며, 모든 디자인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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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Cases of localism

John 
Alexander 

Skelton

Fig. 12. Indian newspaper hat.

Adapted from
John Alexander Skelton (2016). 

https://www.whiteliesmagazine.com

Fig. 13. Performance

of Collection VIII.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a). 
https://www.instagram.com

Fig. 14. Hand-written shirts.

Adapted from
Skeltonjohn (2020c). 

https://www.instagram.com

Geoffrey
B. Small

Fig. 15. AREA Defiles edition 1.

Adapted from AREA DÉFILÉS: 
revolution in the Paris fashion show 

system (n.d.). 
http://www.geoffreybsmall.net

Fig. 16. Logomania revisited.

Adapted from 
GEOFFREY B. SMALL

 “LOGOMANIA revisited” (n.d.).
http://www.geoffreybsmall.net

Fig. 17. Radioactivity symbol 

brooch.

Adapted from GEOFFREY B. 
SMALL “LOGOMANIA revisited” 

(n.d.). http://www.geoffreybsmall.net

Table 3. Localism

전개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며, 사회적 계급과 패션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Skelton은 여러 이슈에 대한 비

판적 견해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시화한다. �대

이즈(Daze)�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패션은 다양한 사

건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패션의 가

시적 특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Shahnavaz, 2016). 영국의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Gandhi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민족적 카디 운동, 영국의 전통극장 문화<Fig. 18>, 영

국 고대의 이교도 의식<Fig. 19>, 피털루(Peterloo) 학

살 등 그의 컬렉션의 주제는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그의 컬렉션 주제는 최근 

영국의 정치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Skelton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태를 비판하며 개인주의

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사회에 대한 염려를 표한다. 

영국은 수 세기 동안 단일민족이 아니었고, 수도인 

런던조차도 다양한 인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

음을 지적하며, 브렉시트로 인한 외국인 혐오증과 

분리주의적 태도로부터 기인한 혐오 범죄가 영국 내

에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Moss, 2018).

한편, Small에게 있어 배타적 가치는 컬렉션의 주

제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라는 호칭에 걸맞게 컬렉션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 대

한 비판적 뉘앙스를 띤다. 전쟁과 새로운 시대의 봉건

주의에 대한 비판, 여성의 힘과 권력에 관한 담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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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문맹률 등을 컬렉션의 주요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Do Something’이라는 쇼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

다(“The amazing”, n.d.). Small은 최근 시즌까지 계속

해서 컬렉션을 통해 패션업계, 사회 구조적 문제, 더 

넓게는 환경과 관련한 쟁점에까지 깊은 통찰을 제공

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109번째 컬렉션인 ‘L'Alcibiade’는 20 

S/S 시즌의 런웨이로 파리 패션쇼의 역사상 최초로 

오페라 공연을 도입시켰다(Fig. 20). 해당 오페라는 

베니스에서 Marc Antonio Ziani에 의해 쓰인 곡으로,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전쟁에 참여한 Socrates

의 제자이자 아테네의 정치가인 Alkibiades의 시칠리

아(Sicilia) 원정과 관련한 내용이다(FM24, 2019). 하

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페라의 내용보다는 현

재 패션계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화두로 등장한 페

미니즘을 고전 오페라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근본적인 개념인 

여성의 힘과 권력을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였다. 

실제 Alkibiades의 성별과는 반대로 여성의 연기자가 

배역을 맡았으며, 여성 모델들은 투피스 테일러드 수

트와 함께 서구 남성의 권위의 상징인 넥타이를 착

용하였다. Small은 해당 컬렉션을 통해서 과거 그리

스의 민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여성에 대

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의 힘과 권력을 보여

주며, 남성과 동등한 여성 혹은 현대 사회를 운영하

는 데에 있어서 어쩌면 남성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

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상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19 F/W 시즌의 ‘I am Not Sustainable’은 제목에서부

터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 현 세태를 비판하는 컬렉션

이다. 슬로 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한 Small에게 “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구호는 다분히 모순적이다. 모델

들은 무대 위를 워킹하며 “I am not sustainable”이라는 

문장을 단호한 어조로 내뱉는다(Fig. 21). 이는 27명

의 모델이 줄지어 등장한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러서

는 동시적이고 반복적인 외침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중

얼거림으로 들렸다. 일체의 사운드 트랙 없이 메아

리치는 모델들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해당 주제

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Small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Small은 그의 브랜드와 같이 오랜 기

간의 연구를 통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하고, 사회적

으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 슬

로 패션 브랜드와 달리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하나

의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에 대해 날카로

운 시선을 보낸다(Areaparis, 2019b). 즉, 그는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트렌드 분석가들에 의해 제시된 지

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하여 결국, 단기적 발

전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를 비판하는 것이다.

동일 시즌 남성 컬렉션의 주제는 ‘The Onion’으로, 

Small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양파(onion)는 Dostoevskii의 역

작인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에서 등장하는 주요 제

재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신의 은총을 상징

한다(Sohn, 2018). 신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양파

를 선사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다른 영혼들을 뿌리치

는 과정에서 그녀는 양파를 놓치고 다른 영혼들과 함

께 지옥의 구덩이로 추락하고 만다. 해당 컬렉션 또

한, 런웨이와 프레젠테이션이 합쳐진 형식으로 Small

의 연극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 여인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허공의 양파를 잡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쇼는 시작되고, 모델들의 캣워크

와 동시에 여인을 중심으로 세 명의 배우들이 열연

을 펼친다(Fig. 22). 20 S/S 시즌의 ‘L'Alcibiade’와 마

찬가지로 Small은 현 사회의 메타포로서 Dostoevskii

의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을 소개한다. 패션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개개인들은 공동체

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

하는 경향을 보인다. Dostoevskii의 소설에서는 구성

원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신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지

만,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협업하여 진정한 공동체

를 이룩한다면 혼란의 상황에서 벗어나 번영과 균

형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즉 지

속 가능한 성장으로 ‘양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

라 Small은 확신한다(Areaparis, 2019a).

배타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두 디자이너의 사례는 

<Table 4>와 같다.

5. 종합적 논의

Skelton은 수작업으로 의류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슬로 패션의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분석-John Alexander Skelton과 Geoffrey B. Small을 중심으로-

– 149 –

Designer Cases of pursuit of exclusive value

John 
Alexander 

Skelton

Fig. 18. Performance of Collection IV.

Adapted from Thompson (2018). 
https://www.bluestudiotrading.com

Fig. 19. Performance of Collection Ⅲ.

Adapted from Gonsalves (2017). 
https://www.wallpaper.com

Geoffrey
B. Small

Fig. 20. L'Alcibiade.

Adapted from
FM24 (2019). 
https://www.

fashionmagazine24.com

Fig. 21. I am Not Sustainable.

Adapted from 2019AW women's 
collection “I am not sustainable” 

(n.d.). http://leberger.jp

Fig. 22. The Onion.

Adapted from Geoffrey B.Small 
2019-20autumn & winter “the onion” 

11.23(Sat.) store release (2019). 
https://hues.co.jp

Table 4. Pursuit of exclusive value

원단, 염료까지 직접 개발하며, 특히나 소재를 통해 

슬로 패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

인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 한편 Small은 테일

러링에 기반한 브랜드인 만큼 소재와 재단 기술을 

통해 장인 정신이 드러났다. 최소한의 의류 생산을 

원칙으로 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을 생

산하는 일본의 칸반(kanban) 시스템에 기초하여 옷 한 

벌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The amazing”, n.d.).

또한, Skelton은 의류의 소재와 염료의 선택에 있

어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의 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재를 

자국의 것으로 한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반면 Small

은 의류 제작의 수공예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 친화

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의 메시지를 직접 표현

할 수 있는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

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냈다.

Skelton에게 지역성은 영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지

역 생산을 중시하며, 영국 문화와 관련한 주제의 프

레젠테이션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mall의 경우 지역성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

는 것을 넘어서 본국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까지 적

극적으로 나서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라는 국가적 지역성뿐만 

아니라 온갖 럭셔리 브랜드가 활개치는 패션업계에

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진 디자

이너 브랜드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대한 

그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kelton은 그 만의 특별한 철학을 옷

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

로 소외된 계층과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에 대한 연

구 끝에 영국적 색채가 짙은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현재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

다. 유사하게 Small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지

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 공동체 의식 등 컬렉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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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주요 사안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디자이너가 여타 다른 슬로 

패션 디자이너들에 비해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특성은 위의 네 가지 특성 중 ‘배타적 가치 추구’이

다. 많은 슬로 패션 디자이너들이 저마다 고유한 철

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다. 하지만, Skelton은 영국의 헤리티지를 실험성이 

강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브랜드에 

내재한 느림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호소

하고 있다. 또한, Small은 환경적 이슈뿐만 아니라 다

양한 사회적 문제를 컬렉션을 통해 풀어내고, 이탈리

아의 반핵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실천적

인 행동을 보여준다. 즉, 두 디자이너는 슬로 패션을 

속도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

며 실질적인 운동으로 보는, 슬로 패션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슬로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확

인되었지만, 각각의 특성을 해석하거나 실현하는 과

정에서 크고 작은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두 브랜드 모두 양질의 소재에 대한 많은 고

민과 연구를 전개하고 있지만, Skelton에게 있어서 

소재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의

미가 크다. Skelton은 영국 각지의 골동품 상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류 소재가 아닌 낡은 재

료들을 재활용하여 옷을 만들기도 하며, 특히나 여

름 시즌의 컬렉션은 직전 겨울 컬렉션의 소재를 재구

성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Small에 비해 보다 적극

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견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Small 또한 합성 섬유가 아닌 천연 섬유를 위주로 

옷을 제작하지만, ‘슈퍼 210 아르카디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의 친환경적 측면보다는 품질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성에 대한 두 디자이너의 해석에는 차이

가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지역의 소재를 최선으로 

활용하고 지역 생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Skelton에게 

있어서 지역성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현재 영국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자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한편, Small은 지역성

을 하나의 주된 흐름과는 다른 ‘주변성’으로도 인식

한다. 물론 그도 카바제레 지역을 중심으로 옷을 만

드는 지역의 수공예 장인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

역성은 실험적이고 독특한 미감을 지닌 신진 디자이

너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Skelton의 지역성과는 차이

가 있다.

셋째, Skelton의 컬렉션은 영국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이지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직접적

으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체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그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날 뿐이다. 하지만 

Small의 경우 ‘Do Something’, ‘I am Not Sustainable’ 

등과 같이 컬렉션의 제목에서부터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연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컬렉션의 내용에

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결론적으로, Skelton은 보다 자연적인 소재의 활용

과 Small에 비해 실험적이고 극적인 퍼포먼스를 컬렉

션에 도입하면서, 신진 디자이너의 저력을 잘 보여주

고 있다. 한편, Small은 계속해서 양질의 소재 개발에 

힘쓰고 신인 디자이너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

공하고 있으며, 런웨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직

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등 100회 이상의 컬렉션을 전

개한 노련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V. 결론및제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

격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접할 수 있었으며, 하

이 패션의 유행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과다소비를 부추기는 패스트 패션의 특성상 쓰레기

로 인한 환경문제, 낮은 가격의 단가를 맞추기 위한 

생산국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양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슬로 패

션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게 되었다. Skelton과 Small

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각자의 스타일을 통해 이

러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요구에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슬로 패션의 특성을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

역성, 배타적 가치 추구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두 디자이너에게서 구현되는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Skelton과 Small은 모두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의

류 제작의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결한다. 재킷, 셔츠, 

트라우저를 기본으로 하는 테일러링 의류의 특성상 

많은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디자이

너 모두 소재와 옷의 가공 방법에 있어서 다른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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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또한, Skelton은 수공예

의 특성에서 기인한 자연 친화적 태도를 재활용 소

재,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염료의 개발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었으며, Small은 컬렉션의 주제를 통해 

삼림 훼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해 비판하

고 있다. 두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지역성은 지역의 

소재 활용, 지역 생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컬렉션을 선보이거나, 비

주류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드러났다. 마

지막으로 Skelton과 Small은 여러 매거진들과의 인터

뷰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혹은 컬렉션의 

주제를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비타협적인 가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빠른 속도에 큰 가치를 둔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의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어왔다. 하

지만, 그 결과로 많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게 되었고 업사이클링 패션, 윤리적 패션, 슬로 패

션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이너들은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슬로 패션을 표방하는 브랜드들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

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써,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용어를 사용하며, 그조차도 

수공예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온전히 자

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태도와 지역 생산을 고수하

는 수공예 방식을 기본으로 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메

시지를 보낼 때, 슬로 패션의 창시자인 Fletcher의 의

도를 제대로 반영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두 디자이너 또한 직면하고 있는, 고가격으

로 인한 슬로 패션의 대중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은 

세컨 라인의 출시, 다양한 서비스와 캠페인 활동 등

을 통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즉, 디자이너의 비판 의식과 의도를 소비자들이 직

접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시장

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거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브랜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 패션이 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윤의 추구가 주된 목적인 패션 기업

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종 환경-사회적 세미나나 

포럼 등에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해 대중성

을 획득하는 방식은 슬로 패션 브랜드들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Skelton과 Small은 시즌 트렌드

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패션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

은 디자이너이며, 심지어 Skelton의 경우 2016년에 

그의 첫 컬렉션을 선보였기에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Small의 경우 테일러링에 기

반하고 소재, 패턴에서 많은 실험을 전개하는 신진 

아티저널 디자이너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

으며, Skelton의 경우도 작업의 정량은 부족하지만, 

탁월한 연극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패션계의 주목

을 받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슬로 패션이라는 개념이 학계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만큼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특성들이 다소 모호하게 분류되어있었다. 본 

연구 또한 슬로 패션의 특성으로 제시한 네 가지 특

성인 장인 정신, 자연 친화적 태도, 지역성, 배타적 가

치 추구가 확연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특성 간의 연

결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슬로 패

션의 특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두 디자이너를 분석한 연구

로, 슬로 패션의 특성을 통한 디자이너의 연구에 기

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

한, 기존의 혹은 앞으로의 슬로 패션 브랜드들이 추

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통해 실무적인 기

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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