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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rend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recent eco fashion designs on websites. For such
purposes, 1185 pictures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s of 12 eco fashion brands from 2006 to 2010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design characteristics. Content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will b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year of the eco fashion design.
The focus was on, the natural image (from 2006 to 2008), the romantic image (from 2008 to 2009), and vintage, multi,
and modern (from 2010). It was noticeable that the forms, colors, and materials changed simultaneously with the various
images. The changing progress of eco fashion design was on the design changes according to fashion image changes. Sec-
ond, after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eco fashion designs according to seasons, the difference was
shown as a natural and romantic image in the S/S season as well the vintage and classical image focused on the F/W sea-
son. It is figurative that S/S season shows a romantic image as well as magnifies a sportive image that is natural and active.
Multi, natural and vintage images mostly appeared for the F/W season. In conclusion, eco fashion design is influenced by
fashion trends, yearly changes, and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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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의 시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각종 자연재

해, 구제역 사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 심

각한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권에 대한 위

협으로 환경보호와 인간 및 자연의 안전과 보존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 성장과 친환

경 정책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의 녹색뉴딜정책, 일본의 저탄

소 성장 정책 등 선진국을 주도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패션에서도 친환경 에코디자인은 더 이상 한시적인 트렌드

가 아닌 생활화되고 있다. 친환경 에코시장 규모는 북미, 서유

럽, 일본 등이 세계 환경시장의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

발도상국 시장 규모는 1993년 7.8%에서 2010년 18.4%로 점

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에코패션은 친

환경 소재 개발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집중되거나 일부 제품

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고 성

장함에 따라 표면적으로만 환경친화적 정책이나 친환경이미지

를 내세우는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계 환경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에코패션브랜드가 활성화

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패

션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에코패션브랜드가 활성화되

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

이를 분석하고 시즌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

직까지 유·아동복과 이너웨어에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에코

패션브랜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에코패션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미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감각의

소비자 취향을 만족시키는 고감도 에코패션디자인의 제품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에코패션디자인

패션에서의 에코디자인 경향은 1980년대 중반 프리미에르 비

죵(Premier Vision)에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자연소재에 대

†Corresponding author; Sae-Bom Kim

Tel. +82-10-5113-5408, Fax. +82-51-583-5975

E-mail: sinchun1@hanmail.net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와 디자인 특성 721

해 논의되면서 이를 계기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채와 천연섬

유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Han & Kim, 1999). 에코패션디

자인의 선행연구는 뉴에코, 에콜로지, 그린, 지속가능, 웰빙, 로

하스, 자연주의, 민속주의, 원시주의, 오가닉, 환경친화, 사회윤

리적 디자인, 다기능 디자인, 감량화 디자인, 재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자연주의(Naturalism) 복식은 인간 본래

의 체형을 변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실루엣을 가지며 천연의

소재와 자연의 색을 사용하고 자연의 형상을 모티프로 한다

(Kim, 1995). 에콜로지 패션은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동화하

려는 경향을 패션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현대 패션에서 자연지

향 룩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내추럴 룩(Natural loo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Kim, 2006). 오가닉 디자인(Organic Design)이

란 자연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여 디자인 전개과정에 그 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디자인 결과에 총체적인 유기체론과 생태학적

관점의 사고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표현한 것이다(Kim, 2010).

민속주의 디자인은 인종의, 민족의, 민족 특유의, 소수민족의 등

을 뜻하는 에스닉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을 말한다

(Seo, 2003). 원시주의(Primitivism)에 대해 Kim(1995)은 20세

기 초 예술에서 자연으로의 복귀, 즉 원시적 삶 속에 관념적으

로 내재한 이상적 우월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원시

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 가치의 기준에서 보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환경친화 디자인(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 혹은 친환경 디자인이란 생태학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 그린디자인(Green Design) 등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닿은 자연친화적이며 인

간친화적인 디자인을 포괄한다(Bae, 2008).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이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가 타제품보다 자원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공해의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디자

인을 의미한다(Henion, 1976). 감량화 디자인(Reduce Design)

은 감소화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린디자인의 3R 원리에서

절감의 특성을 지닌 디자인을 의미한다. 재디자인(Redesign)은

제품의 재상품화로부터 부품 단계에서의 재이용, 원재료로 환

원하여 재가공하는 소재의 재활용, 그리고 산업 폐기물의 재자

원화까지 자연의 순환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념이다(Bae,

2008). 다기능 디자인(Multifunctional Design)이란 형태가 쉽게

변형될 수 있도록 사물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자연의 유효이용기간을 연장

시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Bae, 2008). Fuad-Luke(2002)는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 경제, 사회, 환경의 웰빙에 주력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

다. 웰빙(well-being)이란 영한사전에서 복지, 안녕, 행복

(welfare)을 뜻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Park(2004)은 웰빙이란

건강의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관심을 가

지고 능동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하스

(LOHAS)는 건강, 환경, 사회정의, 자기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를 두는 의식과 소비관,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해 삶과 연관된 모든 가치들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Park & Cho, 2009). 사회윤리적 디자인(Social

Ethical Design)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균등한 발전 및 분배

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21세기 친환경 디자

인을 할 때 최우선 고려해야 할 점이다(Bae, 2008). 뉴에코디

자인이란 1990년대 초반 순수 자연이미지의 에콜로지가 1990

년대 후반 이후 기술적인 측면과 자연적인 측면을 인간적인 감

성으로 융합하는 뉴 에콜로지 경향으로 연구된 것이다(Seo,

2005). 따라서 에코패션디자인은 지구의 생태 유지를 위한 환

경친화적인 패션제품 개발과 그에 관련되는 모든 디자인 과정

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에코패션디자인은 인간

을 비롯한 자연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려

하여 패션제품의 총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의 효

율적인 사용과 환경보존과 유지에 관여하는 통합적인 디자인이

라 할 수 있다. 

2.2. 에코패션디자인의 시대적 변천

패션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패션

트렌드와 인간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에코패션디자인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패션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와 환경친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

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의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된 시기이다. 따라서 패션트렌드에서 에

콜로지 의식이 더욱 고조되어 자연환경과 동양적인 감각이 새

로운 스타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의 시기는 세

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세기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패션트렌드에서는 자

연회귀적이고 복고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세기말의 이미지

가 고전적이고 내추럴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에코패션디자인

연구는 자연주의와 환경친화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 2000년에는 생물학적인 과학의 발

전 속에서 과거문명에 대한 향수로 자연주의 복고무드가 패션

에서 나타났다. 에코패션디자인 연구에서도 새로운 세기의 영향

으로 에콜로지를 새롭게 해석한 뉴에콜로지 연구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의 시기인 2001년은 9·11테러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 패션에서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어 전통에 대한 향수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에코패션디자인 연구는 자연주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사스(SARS)에 대한 공포와 이라

크전의 발발로 안전을 추구하고 자연으로의 회귀 경향이 나타

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자연주의가 더 세분화되고 발전되어 오

가닉과 에코패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

기는 IT 기술의 생활 속 침투가 확산되어 뉴에코 패션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시기는 국제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IT 기술을 바

탕으로 한 과학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패션에서는 웰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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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가 등장하게 되었고 에코패션디자인 연구도 2004년에 웰

빙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여 2007년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또한 이 시기는 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재생 및 대

체 에너지 산업이 발아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2006년과 2007

년에는 그린공정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그린디자

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부터의 시기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정책 추진과 녹색성장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에코패션브랜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패션트렌드에서는 자연의 모방을 통한

유기적인 내추럴과 웰빙 감각의 에코디자인, 자연과 하이테크

감성의 공존과 에코감성 등이 나타났다. 에코패션디자인 연구

에서도 이 같은 영향으로 한층 진보된 에코디자인과 친환경디자

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웰빙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로하스 패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에코패션디자인 연구의 트렌드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3. 연구방법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와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에코디자인 관련 웹사이트 www.

inhabit.com, 에코패션디자인 관련 글로벌 인터넷 웹사이트인

www.ecofashionworld.com, www.ecouterre.com을 통해 인지도

있는 에코패션브랜드 172개 중에서 사진을 수집하였다. 사진자

료의 선정기준은 에코패션브랜드임을 밝히거나 다른 기관·단

체의 의해 확인된 것, 홈페이지에 연도별, 시즌별 컬렉션 사진

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진자료의 선정

기준에 의해 2006년 F/W부터 2010 F/W까지 에코패션브랜드

172개 중 12개의 에코패션브랜드(Stewart and Brown, Leila

Hafzi, SANS, Linda loudermilk, Thieves, Eko lab, Rebe,

Apiece apart, Ryann, Araks, Art.23, Loyale, Clothing)로부터

총 1185장을 수집하였다. 디자인 분석기준은 선행연구(Kim,

2007; Lee, 2006; Lee & Lee, 2008)를 참고로 하여 형태, 색

채, 재질, 무늬로 살펴보았다(Table 1). 실루엣은 사각형(boxy,

straight, empire, H-line, slim), 삼각형(A-line, trapeze, trumpet,

V-line, Y-line, T-line, wine-glass), X형 실루엣(fitted, hour-

glass, princess line, fit and flare, bell), 기타(bustle, mermaid,

부정형, 혼합형)로 크게 구분하였다. 디테일은 종류가 많아 주

름 디테일인 셔링과 개더를 셔링·개더로, 주름잡은 가장자리

장식인 프릴과 러플을 프릴·러플로, 의복에 덧붙인 장식인 아

플리케와 패치워크를 아플리케·패치워크로 묶어서 살펴보았

다. 색의 종류는 유채색, 무채색, 조합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유채색은 먼셀의 10가지 색상(R, YR, Y, YG, G, BG, B,

PB, P, RP)과 에코패션디자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아이보리, 베

이지, 갈색의 세 가지 색을 더하여 총 13가지 색상으로 살펴보

았다. 색조는 화려한 톤(vivid, strong), 밝은 톤(very pale,

pale, bright), 수수한 톤(light, light grayish, grayish, dull), 어

두운톤(deep, dark), 복합톤으로 살펴보았다. 소재는 수집된 사

진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 재질로 분석하였으며, 하드(hard), 소

프트(soft), 브릴리언트(brilliant), 트렌스페어런트(transparent) 재

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둘 이상의 재질이 함께 사용된 경우

는 복합재질로 살펴보았다. 에코패션디자인의 이미지 분석기준

은 에코패션디자인 선행연구(Kim & Lee, 2010)를 참고로 하였

다. 그 결과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의 추구하는 자연적 이미지, 장

식을 절제한 최소의 미를 표현한 모던 이미지, 복고주의적 경향

과 여성스러움이 표현된 로맨틱,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요소가

표현된 에스닉,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과 재순환적인

이미지인 빈티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티브, 첨단 기술의 발달로 복합적인 기능성이 나타나

는 멀티이미지의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Fig. 1. Trend of the eco fashion design.

Table 1.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co fashion design

Category Characteristics

Form
Silhouette Square form, Triangle form, X type form, Complex, etc.

Detail Shirring·Gather, Tuck, Frill·Ruffle, Drape, Applique·Patchwork, etc.

Color

Color section Chromatic color(R, YR, Y, YG, G, BG, B, PB, P, RP, BR, IV, BE), Achromatic color(W, Bk, Gy), Complex

Tone Pure, Tint, Moderate, Shade, Complex, Mono

Combination Tone in tone, Tone on tone, Contrast. Accent, Separation, Gradation

Fabric
Texture Hard, Soft, Transparent, Brilliant, Complex

Combination Sameness, Similarity, Disparateness

Pattern
Shape Solid, Flower, Plant, Animal, Geometry, etc.

Expression Modality, Geometric, Factural, Abstract, etc.

Image Natural, Modern, Romantic, Ethnic, Vintage, Classic, Sportive, Multi, Complex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와 디자인 특성 723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복합 이미지로 하여 살펴

보았다.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방법과 PASW 18.0을 이용한 빈

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 독립성 검정의 통계 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연도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

4.1.1. 연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추이

연도에 따른 형태는 모든 연도에서 사각형 실루엣이 우세하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X자형 실루엣, 삼각형 실루엣의 순으

로 나타났다(Fig. 2). 연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으며, 2006년은 사각형, 2007년에서 2009년은 X자

형과 복합형, 2010년은 사각형과 삼각형 실루엣이 부각되어 나

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여성스

러운 X자형 실루엣과 독특한 디자인의 복합 실루엣이 특징적

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디테일 변화는 Fig.

2와 같다. 전반적인 디테일 변화는 2006년 드레이프, 2007년

셔링개더와 프릴러플, 2008년과 2009년은 셔링개더와 턱, 2010

년은 셔링개더와 드레이프 장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드레이

프 장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2006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셔링개더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2007년은 프릴러플 장식으로 여성스럽고 귀엽게 표현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은 부분적인 턱 장식으로, 2006년과 2010년은 드

레이프 장식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연

도에 따른 디테일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2006년은

드레이프, 2007년은 프릴러플, 아플리케/패치워크, 슬릿, 2008

년은 셔링개더, 바인딩, 슬릿, 2009년은 셔링개더, 턱, 프릴러플,

2010년은 드레이프, 바인딩, 슬릿, 드로스트링 장식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4.1.2. 연도에 따른 색채의 변화추이

연도에 따른 색채의 변화추이는 색채와 톤으로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인 색채 변화는 Fig. 4와 같다. 2006년은 주황, 청록, 아

이보리, 2007년은 아이보리, 검정, 회색, 2008년부터 2010년은

검정색과 흰색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무채

색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색채 변화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2006년은 주황, 청록, 아이보리,

2007년은 아이보리, 회색, 2008년은 흰색, 회색, 청록, 2009년

은 보라, 청록, 2010년은 검정, 흰색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

라서 2006년과 2009년에는 유채색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톤 변화를 Fig. 5에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복합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색채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조합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합톤 다음으로 나타난 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밝은

톤, 2010년은 화려한 톤과 밝은 톤이 나타나 에코패션디자인은

밝은 톤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밝은 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아이보리를 중심으로 한 에크루 색상의 사용이 많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연도에 따른 톤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났으며, 2006년은 복합톤, 수수한 톤, 밝은 톤이, 2007년

Fig. 2. The Changes in the silhouette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Fig. 3. The Changes in the detail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Fig. 4. The Changes in the color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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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합톤, 밝은 톤이, 2008년은 화려한톤, 2009년은 밝은 톤,

화려한 톤, 어두운 톤, 수수한 톤이, 2010년은 복합톤이 부각되

어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합톤이 우세한 가운데, 2006

년과 2007년은 밝고 수수한 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2008

년과 2009년에 화려한 톤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은 다양한 톤이 많이 사용되었다. 연도에 따른 배

색 특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1.3. 연도에 따른 소재의 변화추이

연도에 따른 소재의 변화추이는 재질특성과 무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인 연도에 따른 재질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2007년, 2010년은 복합 재질과 소프트 재질이, 2008년은

소프트 재질과 하드 재질이, 2009년은 복합 재질과 하드 재질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

합 재질이 사용된 가운데 2008년과 2009년은 하드 재질이 많

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연도에는 소프트 재질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디테일 특성과 연관지어 분석해보면,

2008년과 2009년은 디테일 특성에서 턱 장식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드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2006년과 2010년은 드

레이프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소프트 재질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연도에 따른 재질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2006년과 2007년에 복합, 소프트 재질이, 2008년에 소

프트, 하드 재질이, 2009년에 하드, 트랜스페어런트, 브릴리언

트 재질이, 2010년에 복합, 브릴리언트 재질이 부각되어 나타

났다. 따라서 에코패션디자인의 재질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프

트 재질에서 하드재질, 트랜스페어런트 재질, 브릴리언트 재질

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무늬 변화를 Fig. 7

에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민무늬가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

로 2006년은 꽃무늬와 기하학 무늬, 2007년과 2009년은 꽃무

늬, 2008년과 2010년은 기하학 무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무늬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2006년

에 민무늬, 꽃, 기하학무늬, 2007년에 민무늬, 식물무늬, 2008

년에 기하학, 꽃, 식물무늬, 2009년 꽃, 기하학, 동물무늬, 2010

년에 기하학 무늬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무늬양식

은 2006년과 2010년은 기하학적 표현, 2007년과 2008년은 양

Fig. 5. The Changes in the tone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Fig. 6. The Changes in the texture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Fig. 7.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Fig. 8. The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pattern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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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표현, 2009년은 사실적 표현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

서 연도에 따른 무늬 변화는 2006년과 2010년은 기하학 무늬

가, 2007년과 2008년은 식물무늬가 양식적으로 표현되었으며,

2009년은 꽃무늬와 동물무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4. 연도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변화추이

연도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변화추이를 Fig. 9에서 살펴보면,

2006년, 2008년, 2009년은 자연적 이미지가, 2007년, 2010년은

멀티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패션이

미지는 자연적 이미지와 멀티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으나, 2007

년부터 2009년까지는 로맨틱 이미지 또한 많이 나타났으며, 갈

수록 빈티지 이미지도 증가하였다. 연도에 따른 패션이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2006년은 자연적, 스포티브, 멀티

이미지, 2007년은 멀티, 자연적, 에스닉 이미지, 2008년은 자연

적, 빈티지, 로맨틱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은 로맨틱, 클래식, 에스닉 이미지가, 2010년은 멀티, 빈티지,

모던, 스포티브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2006년부

터 2008년까지는 자연적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나다가 2008

년부터 2009년에는 로맨틱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도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2. 시즌별 에코패션디자인의 특성 차이

4.2.1. 시즌에 따른 형태의 특성 차이

시즌에 따른 형태는 Fig. 10과 같다. 두 시즌 모두 사각형

Fig. 9. The Changes in the fashion image of Eco fashion design from

2006 to 2010.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eco fashion design by years

 year

classification
2006 2007 2008 2009 2010

Form
Square type

(Straight, Slim)

X type(Princess)

Oval type

(Barrel, Balloon)

Complex

X type(Hourglass)

Triangle type

(Trapeze)

Complex

X type(Hourglass)

Complex

Square type(Slim)

Triangle type

(Trapeze)

Detail Drape
Frill·Ruffle,

Applique·Patchwork

Shirring·Gather,

Binding, Slit

Shirring·Gather,

Tuck, Frill·Ruffle

Drape,

Binding, Slit, 

Drawstring

Color

Chromatic color

(YR, BG, IV)

Complex tone

IV, Gy

Complex tone

Achromatic color

(Bk, W) and BG

Complex tone

Chromatic color

(P, BG)

Complex tone

Achromatic color

(Bk, W)

Complex tone

Fabric

Texture  Soft, Complex Soft, Hard Soft, Complex
Hard, Transparent,

Brilliant
Brilliant, Complex

Pattern
Solid, Flower, 

Geometric

Solid, Plant,

Modality

Flower, 

Geometry, Plant

Modality

Flower, Geometry, 

Animal

Realistic, 

Geometry, Geometric

Fashion Image
Natural, Sportive, 

Multi

Natural, Ethnic,

Multi 

Natural, Vintage,

Romantic

Romantic, Classic,

Ethnic

Vintage, Multi,

Modern, Sportiv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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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X자형, 삼각형 실루엣 순으

로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형태의 특성은 교차분석 결과,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즌에 따른 디테일 특성은 Fig.

11과 같으며, 시즌 모두 셔링개더와 턱 디테일이 우세하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시즌에 따른 디테일 특성의 차이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은 셔링개더, 드레이프, 프

릴러플 디테일이, F/W 시즌은 턱, 아플리케/패치워크, 바인딩,

드로스트링, 슬릿 디테일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S/S 시

즌의 경우,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부각되었으며, F/W 시즌의 경

우 다양한 디테일 장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2. 시즌에 따른 색채의 특성 차이

시즌에 따른 색채의 변화추이는 색채와 톤으로 살펴보았으

며, 전반적인 색채 변화는 Fig. 12와 같다. S/S 시즌에는 검정

색, 회색, 흰색의 무채색과 빨강, 파랑과 청록의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으며, F/W 시즌에는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과 아이보리

색의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색채 변화는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은 회색, 흰색, 빨강, 파랑,

청록의 색상이, F/W 시즌은 검정색, 아이보리, 보라, 갈색이 부

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S/S 시즌에는 흰색과 회색 등 밝은

무채색과 빨강, 파랑, 청록 등의 유채색 중심으로, F/W 시즌에

는 검정색의 무채색과 보라, 갈색 등의 유채색이 특징적으로 나

타났다. 시즌에 따른 톤과 배색 특성은 Fig. 13, 14와 같다.

시즌에 따른 전반적인 색조는 S/S 시즌에 복합톤, 밝은톤, 화

려한 톤이, F/W 시즌에 복합톤, 밝은 톤, 수수한 톤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색조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

S 시즌에 복합톤, 밝은톤, 화려한 톤이, F/W 시즌에 수수한 톤,

어두운 톤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시즌별 색채는 S/S 시

즌에는 밝고 화려한 톤이 많이 나타나고 F/W 시즌에는 수수한

톤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시즌에 따른 배색 특성은

S/S 시즌과 F/W 시즌 모두 콘트라스트 배색과 악센트 배색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시즌에 따른 배색 특성은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에는 콘트라스트, 악센트,

세퍼레이션, 그라데이션 배색이, F/W 시즌에는 톤온톤, 콤플렉

스 배색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S/S 시즌이 F/W시즌에

비해 다양한 배색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The form of season.

Fig. 11. The detail of season.

Fig. 12. The color of season.

Fig. 13. The tone of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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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시즌에 따른 소재의 특성 차이

시즌에 따른 소재의 특성 차이는 재질과 무늬로 살펴보았으

며, 시즌에 따른 재질은 Fig. 15와 같다. S/S 시즌과 F/W 시

즌 모두 복합 재질과 소프트 재질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시즌

에 따른 재질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에 트랜

스페어런트와 브릴리언트 재질이, F/W 시즌에 복합, 소프트, 하

드, 브릴리언트 재질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S/S 시즌에

시폰과 같은 비치는 재질과 광택이 나는 재질이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F/W 시즌에 다양한 재질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시즌에 따른 무늬는 S/S 시즌에 민무늬와 꽃무늬

가, F/W 시즌에 민무늬와 기하학 무늬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Fig. 15). 시즌에 따른 무늬 또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에 꽃무늬, 기하학무늬, 동물무늬가, F/W 시즌에 민무

늬, 식물무늬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시즌에 따른 무늬의 무늬양

식은 S/S 시즌에 양식적 표현이, F/W 시즌에 기하학적 표현이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16). 시즌에 따른 무늬 양식은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에 양식적, 기하학적, 사실적

표현이, F/W 시즌에 추상적 표현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무늬는 S/S 시즌에 꽃무늬가 양식적 표현으로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F/W 시즌에 민무늬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무늬가 있을 경우 기하학 무늬나 식물무늬가 추상적 표

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2.4. 시즌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특성 차이

시즌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특성 차이는 Fig. 17과 같다. S/S

시즌에는 자연적, 로맨틱, 멀티 이미지가, F/W 시즌에는 멀티,

자연적, 빈티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따뜻한 S/S 시

즌의 특성상 원피스 드레스를 중심으로 한 로맨틱 이미지가 나

타났으며, F/W 시즌에는 레이어드 스타일로 인하여 빈티지 이

미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즌에 따른 패션

이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S/S 시즌에는 자연적,

로맨틱, 스포티브, 복합 이미지가, F/W 시즌에는 멀티, 빈티지,

클래식, 모던, 에스닉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시즌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Fig. 14. The color combination of season.

Fig. 15. The texture of season.

Fig. 16. The texture combination of season.

Fig. 17. The fashion image of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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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에코패션브랜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에코패션디자인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시즌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패션디자인의 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자연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09년

까지는 로맨틱 이미지를 중심으로, 2010년은 빈티지, 멀티, 모

던 이미지 등의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함에 따라 형태, 색채, 소

재도 같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자연적 이미지와 스포티브 이

미지가 부각되었던 2006년은 스트레이트와 슬림 실루엣이 부

각되어 나타났으며, 유채색의 소프트 소재를 사용하여 드레이

프 디테일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007년은 자연적 이미지

와 여성스러운 에스닉 이미지가 부각됨으로써 프린세스 실루엣

을 중심으로 한 X자형의 형태가 부각되고 아이보리색과 회색

의 색채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소재는 소프트 재질과 하드 재

질이 부각되었으며, 여성스러운 프릴러플 디테일이 특징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무늬는 없거나 식물무늬가 양식적으로 표

현되었다. 2008년과 2009년은 로맨틱 이미지가 부각됨으로써

아워글라스 실루엣을 중심으로 한 X자형 실루엣과 셔링개더의

디테일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색채는 2008년에는

흰색이나 회색의 무채색과 청록색이, 2009년은 보라색과 청록

색의 유채색이 사용되었고 재질은 소프트 재질이나 로맨틱 이

미지를 부각시켜줄 트렌스페어런트와 브릴리언트 재질이 사용

됨을 알 수 있다. 무늬 또한 로맨틱 이미지에 따라 꽃무늬가

부각되었는데 2008년은 양식적 표현으로, 2009년은 사실적 표

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10년은 빈티지, 멀티, 모던, 스

포티브 이미지 등 다양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났는데 형태

는 슬림 실루엣의 사각형과 트레페즈 실루엣의 삼각형 실루엣

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남으로써 디

테일에 있어서도 드레이프, 바인딩, 드로스트링 등 다양한 디테

일이 부각되었으며, 재질도 복합 재질이 부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색채는 검정색과 흰색의 무채색으로 절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에코패션디자인의 변

화추이는 패션이미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즌에 따른 에코패션디자인의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

과, S/S 시즌의 자연적, 로맨틱 이미지와 F/W 시즌의 빈티지,

클래식 이미지를 중심으로 디자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S/S 시

즌은 피트앤플레어의 X자형 실루엣과 슬림 실루엣을 중심으로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색채에 있어서 밝은

톤과 화려한 톤을 사용해 S/S 시즌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재질은 여성스러운 트랜스페어런트, 브릴리언트 소재가 부

각되어 나타났으며 꽃무늬, 동물무늬 등이 양식적, 혹은 사실적

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특성을 통해 로맨틱

이미지가 나타날 뿐 아니라 자연적이고 활동성있는 스포티브

이미지로 부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W 시즌은 스트레

이트와 H라인의 사각형 실루엣과 아워글라스의 X자형 실루엣

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디테일은 다양한 장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채는 검정색을 중심으로 하여 아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eco fashion design by season

 Season

classification
S/S F/W

Form
X type(Fit & Flare), Square type(Slim), 

Triangle type(wineglass, Y line)

Square type(Straight, H line, Boxy), 

X type(Hourglass, Fitted)

Detail Shirring·Gather, Drape, Frill·Ruffle Tuck, Applique·Patchwork, Binding, Drawstring, Slit

Color
Achromatic color(W, Gy), Chromatic color(R, B, BG), 

Complex tone, Tint tone, Pure tone

Achromatic color(Bk) Chromatic color(IV, P, Br),

Moderate tone, Shade tone

Fabric
Texture Transparent, Brilliant Complex, Soft, Hard, Brilliant

Pattern Flower, Geometry, Animal, Modality, Realistic Solid, Plant, Abstract

Fashion Image Natural, Romantic, Sportive, Multi Multi, Vintage, Classic, Modern, Ethnic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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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리, 갈색 등이 수수한 톤과 어두운 톤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질은 복합 재질이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무늬는 없

거나 식물무늬가 추상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코패션디자인은 패션트렌드의 영향을 받으며 연도

별 변화를 보이며, 시즌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에코패션을 상품화하기 위한 변화추이를 살

펴보고 디자인 방법적 접근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에코패션디

자인의 개발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고감각의 소비자 취향을 만족시키는 고감도 에코패션디자인

의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에코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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