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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패션의류산업이 초래하는 환경오염 또한

심화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현 인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패션의류산업이 글로벌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엠파파

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패션의류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소개한다. 패션의류산업은 전 세

계 발생 온실가스 총량의 약 10%를 배출하고 있으며, 물 소비 및 오염,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미세플라스

틱 배출 등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재료인 원사생산으로부터 의류제조, 물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패션의류산업 내부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문제점을 인

식하고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함께 재단 폐기물 최소화,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제조공정의 도입, 환경을 고려한 폐

기물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엠파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디지털 디자인 툴과

소량생산 중심의 의류 스마트팩토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디자인 툴은 재단 폐기물과 샘플 제작 단계를 최

소화하기 위해 패턴 데이터 기반의 3D 스튜디오를 개발하였는데, 다양한 디자인 패턴과 원단, 로고 등을 사용자가 쉽

게 선택하며 개성있는 의류를 3D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절차에서 발생되는 재단 폐기물과 샘플의류

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스마트팩토리는 모듈화 공정 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소량생산에 특화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요소기술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중이다. 패션의류산업의 환

경문제는 단순히 패션의류 브랜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랜드사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함께 의

류사용자인 전 인류가 현재의 환경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활동에 패션의류 생태계

의 모든 관계자가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Although the global market size of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is continuously growing, environmental pollution is also

intensifying.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efforts being made to overcome them, and introduces ways to secure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fashion cloth-

ing industry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that MFAFA Co., Ltd. is carrying out. The fashion and apparel industry emits

about 10% of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generated worldwide, and has a fatal impact on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water consumption, soil pollution, and microplastic emission.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factors are inherent

throughout the entire clothing life cycle. Recognizing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within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hey are promoting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minimization of cutting waste, introduction of new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3D printers, and waste dis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MFAFA Co., Ltd.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digital design tool and

small-volume production-oriented clothing smart fac-

tory with the goal of securing 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Th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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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ool developed a pattern data-based 3D studio to minimize cutting waste and sample production. Users can easily

select a variety of design patterns, fabrics, and logos to design unique clothing in 3D. Through this, it is judged that the

generation of cutting waste and sample clothing generated in the existing procedure can be drastically reduced. The smart

factory is being promoted in a specialized form for small-volume production by reflecting various element technologies,

including modular process design, and testing of element technologies is currently in progress. The environmental problem

of the fashion and apparel industry is not just a problem for fashion brands. Along with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

sibility for environmental issues by brand companies, all human beings, who are clothing users, must clearly recognize

the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All stakeholders in the fashion and clothing ecosystem agree on the seriousness of activ-

ities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immediate action is urgently needed to overcome it.

KEYWORD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igital transformation, Clothing industry, Fashion design, Clothing manu-

facturing

서론

패션의류산업은 2021년 기준 자동차산업에 버금가는 약

1.7조 달러의 글로벌 시장규모와 연평균 3.39%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과 동시에,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환경오염물

질 배출, 에너지 소비 등 환경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내

재되어 환경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높은 산업분야 중 하나

로 평가되고 있다(Statista, 2021; Quantis, 2018). 패션의류산

업은 폐기물 배출 문제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생

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의

류생산 공장이 이동하며 생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지난 20년간 의류 생산량과 함께 소비자가 매년 구매하는

평균 의류 수량이 크게 증가하여 소위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는 의류의 일회용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Remy et al., 2016). 이러한 패션의류산업의 환

경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기

존의 에코 패션, 그린 패션, 윤리 패션 등의 용어를 보완하

여 재료 및 디자인, 제조, 재사용 및 폐기까지의 전 수명주

기를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 패션으로 정의하기

도 하였다(Shafie et al., 2021). 패션의류산업의 환경적 영향

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도 밀접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섬유의류 제

조 및 사용, 폐기의 과정은 SDGs 중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기후 행동

(climate ac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ai and

Choi, 2020).

한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기업이 목적에 따른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윤리, 사회 공헌을 함께 고

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럽에서는 일찍이 패션의류산업

의 중소기업에까지 CSR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Battaglia

et al., 2014), 이러한 CSR의 고려 대상은 패스트 패션 산업

으로도 확장되고 있다(Nguyen et al., 2021). 최근에는 전 세

계 기업들이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경영의 기조로 설정하는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 또한 재활용

시스템 운영, 탄소절감, 친환경 소재, 기후변화 대응,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 주제를 제시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허가영, 2021). CSR이 기

업의 주체적 행동에 중점을 두는 반면, ESG는 투자자의 관

점에서 분석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패션의류기업 활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

는 입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물리적 현상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활동들을 센서와 솔루션 기술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상에서 현상을 인지하고 작

업을 수행하며 예측/제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다양한 분

야의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Gölzer and

Fritzsche, 2017; Ghobakhloo and Ching, 2019). 패션의류산

업은 인력중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제조산업에 비

해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다

수의 글로벌 패션브랜드들이 패션의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숙

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목적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 업무 효율화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패션의류산업의 환경문

제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류산업의 수명주기 중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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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조공정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엠파파의 추진사례를 기반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엠파파는 패션의류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

고자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

트업으로, 관계사인 호전실업㈜이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4년

여의 산학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패션의류산업에 적용

하고자 2021년 후반기에 신규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션의류산업이 글로벌 환경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

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엠파파가

디자인 분야와 제조공정 분야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자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위협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UN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에 대한 인류 공

동의 목표로 SDGs를 제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보존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

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

여 2022년 3월 시행하였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

트 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

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요구하였다(환

경부, 2021). 그러나, 패션의류산업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환

경보전의 노력에 큰 위협을 주는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패션의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7억만 kWh의 전

기와 1.3억만 톤의 석탄, 약 90억 리터의 물, 6백만 톤의 화

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배출하고 있다(Sistema Moda Italia, 2016). 현재의 추

세가 지속된다면 패션의류산업의 탄소배출량은 2050년 글

로벌 탄소배출량의 약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Ütebay et al., 2020). Figure 1은 패션의류산업이 글로벌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으로, Figure 1(a)에 알 수 있

듯이, 패션의류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 물소

비의 20%, 살충제 사용의 24%,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35%

를 점유하고 있다. 탄소배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2016년 패션의류산업에서 배출된 CO2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4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igure 1(b)). 

패션의류산업에 대한 환경 분야에서의 LCA (Life Cycle

Assessment : 수명주기평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

되고 있다. Zhang et al. (2018)은 LCA를 통해서 대표적인

섬유재료인 폴리에스터와 면의 생산이 물의 오염과 지구 온

난화, 자원의 고갈 등 막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고, 수명주기 내에서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Gonçalves and Silva (2021)

는 패션의류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방법론과 기준을 검

토하고, 환경 전 과정 평가/분석(e-LCA), 사회 전 과정 평가

/분석(s-LCA)을 수행하며 새로운 척도의 성과지표를 도출하

여 티셔츠 등의 의류에 적용하며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였

다. 한편, 리바이스는 한 벌의 청바지가 수명주기 동안 환

경에 미치는 총 영향을 분석하고자 물 소비, 기후 변화 영

향 등을 평가한 결과, 청바지 한 벌이 면의 생산으로부터 폐

기까지 33.4 kg의 CO2와 48.9 g의 PO4를 환경으로 방출하

였으며, 한 사람이 5년 이상 마시는 물의 양보다 많은 3,781

리터의 물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LEVI STRAUSS &

Figure 1. Environmental impact of fashion and clothing industry



A Plan to Sec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This journal is ⓒ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2022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2022, 8(2), 56-65 | 59

CO, 2015). 

Figure 2는 패션의류의 수명주기에서 단계별 환경오염 및

자원소비 현황을 가시화한 것이다. 천연 및 합성섬유 재료

의 생산으로부터 원단, 의류의 제작과 물류 및 사용, 폐기

에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물사용(오염), 대기오염, 살충제

사용, 폐기물방출, 토양오염, 화학물질 사용, 미세플라스틱

배출과 같은 환경오염 요인들과 함께, 에너지 및 재생 불가

능한 자원의 소비가 발생한다. 특히, 재료의 생산과 의류의

사용 단계에서 높은 탄소발생이 나타내는데, 매킨지보고서

에 따르면 패션의류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총량 중 약

38%가 재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고 의류 사용 단계에서

약 20%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rg et al., 2020).

글로벌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패션의류산업의 
노력 

1. 패션의류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패션의류산업이 글로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

해서는 환경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패션의류기업들 스스로

도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알릭스파트너스는 글로벌 패션의류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의 공급

망 최적화, 3D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툴을 이용한 제품

출시 과정 개선, 공급 및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재활용 및 유기농 소재 등 지속 가능한 소재의 도입, 포장

재 등에 대한 물류 효율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매장 구현

을 제시하였다(Gavrilov et al., 2021). Jestratijevic and Rudd

(2018)은 지속 가능한 패션 유형의 속성을 1) 자연 분해 또

는 재활용 가능성, 2) 높은 내구성과 높은 품질의 새로운 럭

셔리, 3) 가격 수용이 가능한 중고와 빈티지, 4) 수리, 재생,

업그레이드 5)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윤리적 제조, 6) 생

산과 안전한 소비에 대한 공인된 인증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는 저가의 의류를 짧은 주기로 대량생산 및 판매하

는 패션 브랜드를 의미하는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글로벌 스파 대표 브랜드인

H&M은 2030년까지 모든 패션 제품에 친환경·리사이클 섬

유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또 다른 대표 스파 브랜

드인 자라(Zara) 또한 2025년까지 전 패션 제품에 지속가능

성이 높은 면화, 린넨,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의 사용을

발표하였다(이자연·박훈, 2021).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패션의류산업의 내부적 노력은 수

명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앞서 언

급한 H&M과 자라와 같이 원재료의 생산단계에서 친환경

Figure 2. Impact factors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in the clothing life cycle

Figure 3. Efforts to consid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clothing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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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생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패션

의류의 디자인, 생산, 사용 후 처리에까지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Figure 3). 이후의 절에서는 이러한 노력 중 디

자인과 생산, 사용 후 처리에 대한 환경오염 감소 노력 사

례를 정리하였다.

2. 환경을 고려한 패션의류 디자인

공학적 디자인 이론 중 하나인 DFM (Design for Manu-

facturing, 제조고려설계)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비용으

로 제조하도록 지원하는 설계 방법론을 말한다. DFM은 다

양한 목적으로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DFE

(Design for Environment, 환경고려설계)로서, 제품이 운용되

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패션의류도

환경오염의 폐해를 막고자 DFE를 적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다. 

의류 제조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인 및 패턴

을 반영한 재단시에는 최소 15% 정도의 원단이 재단 폐기

물로 처리되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 폐기물은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오

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Cooklin, 2011). 이러한 의류 생

산 단계의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폐기

물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인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 단계의 폐기물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패션에 대

한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Gertsakis et al., 2003;

Rissanen and McQuillan, 2015). Lei and Li (2021)는 의류 제

조시 발생하는 과도한 패턴 조각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제

로 웨이스트 패턴 제작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원피스 처리

(OM: One-piece Manipulation), 분할 및 재건(SR: Segmenta-

tion and Reconstruction) 및 원단 탄성 적용(FEA: Fabric

Elasticity Application) 등 신체 치수를 기반으로 피팅 및 3

차원 패턴 설계, 잔여 천의 장식화, 원단의 물리적 특성 등

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복의 제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로 버려지는 원단의 조각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재단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

해 디자인 단계에서 재단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

의하는 방법적 접근으로 Make/Use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활용이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의류 디자인을 2D에서 3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패턴 폐기물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McQuillan et al., 2018; Scerbaka,

2020). 부가하여, CLO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

존의 디자인 방식인 2D 패턴 설계 후 3D 디자인 생성 및

샘플 제작 절차를 2D와 3D 디자인을 동시에 수행하며 불

필요한 원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패턴 디자인을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McQuillan, 20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 영역에서의 환경 지속가

능성 보장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불필요한 원단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패션산업에서의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전략의 기획에 디자

이너의 역할이 미흡함을 제시하였는데(Claxton and Kent,

2020), 패션의류 생태계에서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서는 섬유 및 직물로부터 소비자 사용 및 종료 이후까지의

의류 수명 전 주기를 디자인에 고려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과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을 고려한 의류제조공정

의류제조공정에서는 많은 잔여 원단 및 재단 폐기물이 발

생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물의 사용을 수반한

다. 의류 생산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의

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원단 및 섬유 폐기물은 전

체 원단 사용량의 25~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약 50%는 새로운 의류 제조에 다시 활용될 수 있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Aus et al., 2021). 한편,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사이즈에 따른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

는 원단의 패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

되었는데, 의류 사이즈에 따라 미관적, 편의적으로 가장 적

절한 전략적 위치를 판단하고, 해당 위치에 밴드를 사용하

여 사이즈를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 의류 디자이너들과 연

계한 실험적 검증을 통해 이러한 방법이 재단시 발생하는

패턴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Carrico et

al., 2022).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또한 앞서 논의된 디자인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산영역만의 역량

으로 수행가능한 활동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의류제조공정 자체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인데, 의류 소재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적 영향

이 생산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한 고려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최근 다양한 재료 및 적용 가능 생산 공정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3D 프린팅과 같은 적층 제조기술을

의류 제조에 적용한 경우가 확인되었는데(Khajavi, 2021),

이러한 접근은 소량 맞춤형 생산에 적합한 제조공정이다.

4. 환경을 고려한 사용 후 처리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의 설문조사에 따

르면 전 세계 의류 중 40%가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거나 거

의 입혀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약 1,000억 벌의 의류 중 1/3이 매립되고 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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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2020). 의류의 수명주기에 있어서 폐기 단계에서 고

려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 및 사용 후 ‘폐기’, ‘재사용’, ‘재

활용’ 등의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Payne, 2011), 지

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응방법으로는 폐기물 줄이기, 의류 재

사용 및 재료 재활용 등이 있다. 폐기물 줄이기는 가장 효

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며, 재사용은 폐기 대상을 수선 및 세탁 등의 과정을 통

해 다른 소비자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폐기물

을 새로운 제품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폐기물 줄이기는 앞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중

간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최종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친환경 또는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거

나 패스트 패션의 반대 개념인 슬로우 패션(Slow fashion)

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재사용의 경우,

사용된 의류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의류 폐기

물이 이전되는 문제와 궁극적으로 사용 후 다시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환경전문가들에게 여전히 논제로

남아 있다.

재활용은 폐기대상 의류에서 사용가능한 원단 및 원사 등

을 수명주기의 생산 이전 단계로 환류하여 폐기물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과 기계적, 화학적, 생

물학적인 처리를 통하여 다른 산업의 새로운 재료로 활용

하고자 하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으로 구분되는데,

많은 패션브랜드들과 연구기관에서 의류 폐기물의 업사이

클링과 다운사이클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tanescu, 2021; Tedesco and Montacchini, 2020; Pensupa et

al., 2017). 경제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재활용 프로그램이

폐기물 처리보다 낮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제적 이유와 함

께, 일자리 재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유, 천연자원의 보존 및

온실가스 생산의 감소와 같은 환경적 이유를 제시하며 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Ütebay et al., 2020). 하지

만, 재활용 과정에서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의 수행

으로 인한 에너지와 새로운 원료의 투입, 또 다른 환경 위

해 요인의 발생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

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잉여 의류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한

편, 생산시 발생하는 재단 폐기물을 제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패션의류산업의 환경 지
속가능성 확보 방안

본 절에서는 패션의류산업의 수명주기 중 디자인과 생산

단계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엠파파가 추

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엠파파는 스마트팩

토리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패션의류산업의 게임체

인저를 지향하고자 설립되었는데, 패션의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의 창

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디지털 디자인을 통한 패턴 페기물 및 샘플 최소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디자인

영역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나, 현재는 대부분 원단 폐

Figure 4. Existing design process (top) and improved process through digital desig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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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생산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수회의 샘플 제작 및 수정 과정도 넓게

는 디자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샘

플에 대한 검토를 디지털 샘플로 대체하여 샘플 제작을 최

소화하거나 생략한다면 전체적으로 수 천 벌의 의류 폐기

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패턴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 제작 과정을 최소화하고

재단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단 내 재단될 패턴 배

치와 시접(봉제후 잘라버리는 원단 여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적화한다면 재단 폐기물 또한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Figure 4는 디지털 디자인을 통해 넓은 범위에서의 디자

인 과정을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에

서는 2D 스케치, 2D 패턴의 과정을 거쳐 3D 디자인을 생

성하고 다시 패턴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샘플제작과

검토 및 수정을 수회 실시하여 생산에 필요한 최종 패턴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풍부한 패

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3D 디자인을 바로 생성한 후, 3D

상에서 디자인 수정을 수행한다면 샘플작업없이 바로 최종

패턴 수정 및 생산으로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Figure 5는 ㈜엠파파에서 개발한 패턴 DB 기반의 3D 디

자인 툴인 3D 스튜디오의 모습이다. ㈜엠파파의 서비스 홈

페이지(https://allthatfit.com/)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반 디자인에 다양한 디자인 패턴과 원단, 로고 등을 사용

자가 쉽게 선택하여 개성있는 의류를 디자인할 수 있다. 3D

스튜디오는 2D 스케치 및 패턴 디자인을 기존의 패턴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및 패

턴 작업 절차가 불필요하다. 또한, 3D 형태에서 패턴과 원

단, 컬러 등을 수정하고 360도 회전하며 리뷰가 가능하여 실

물의류 샘플의 제작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실물의류 생산을 위한 원단상의 패턴 정렬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다면, 의류 디자인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류제조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팩토리 기반 소량생산시

스템

대량생산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재고관리 부담을 감소하

고자, 최근 다수의 패션의류 브랜드사들이 반응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Ahn and Kim, 2018). 반응생산은 신규 스타

일의 의류를 생산할 때 초도 생산물량을 최소화하고 시장

의 반응에 따라 재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와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으

나 재고관리의 효율성과 함께 잉여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

는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다각적으로 논의한 의류 폐기물 감소를 위한 또 하

나의 대안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수량의 의류만을 생

산하는 소량생산을 제시할 수 있다. 패션의류 시장은 의류

사용자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반영한 소재와 디자인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를 소량으로 생산한다면 원단 재단에 따른

잔여 패턴 및 미사용 완성 의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소량생산은 대량생산에 비해 공정을 일

부 단순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샘플 의류의

제작도 감소시킬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물

론 대량생산에 비해 제조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Figure 5. 3D studio: digital design tool based on 2D patter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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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

할 것이며, 무엇보다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의 기회비용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량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면에

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량생산시스템에 대한 스

마트화는 제조공정의 단순한 자동화에 집중하였으나, 다품

종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연 생산을 위

한 생산공정의 설계로부터 스타일의 변경에 대해 현장 데

이터를 기반으로 공장 전체의 상태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제

어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부가하여, 얇고 가벼우며 형

태가 잘 변하는 직물에 대한 취급과 원단 및 봉제작업에 대

한 자동화된 품질검사 등의 적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의

류제조 중견업체인 호전실업㈜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의류생산에 적용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자 서

울대학교와 협업하여 4년여에 걸쳐 의류 스마트팩토리 연

구단을 운영하였다. ㈜엠파파는 이를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

들이 소량생산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기

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향상시키고

사업화를 추진중이다. 전력데이터 기반의 생산최적화시스

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원단 및 봉제품질 검사 시스템, 모

듈화 봉제라인 스케쥴링 및 최적화 시뮬레이터, 직물 취급

로봇 등의 요소기술이 현재 인도네시아 의류생산공장을 테

스트베드로하여 개발 및 시험운영중인데, 향후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전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완전한 의류 스마트팩

토리의 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엠파파의 모듈화 의류

스마트팩토리는 집적공간내에서 디자인과 재단 및 전처리,

모듈화 소량생산 마이크로팩토리, 물류시스템 등이 통합적

으로 구현될 것이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

험 요소들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다(Figrue 6).

결론

그린피스는 패션 브랜드사들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의류

의 제조공정 및 최종 제품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구사항을 수용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브랜드사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사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한 반응 태도가 소비자들의 후속 구매 의도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Grappi et al., 2017). 이는 패션 브

랜드들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착한소비와도 연계될 수 있는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민

하는 목소리가 지속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패션기업의

환경에 대한 성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

이라 할 수 있다.

Figure 6. Concept diagram of a modular clothing smart factory focusing on small-volum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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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노

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다양한 시도들을 계획하고 있

다. 앞서 언급한 재단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원단 내 패턴

정렬 최적화를 포함하여 스마트 요소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풀(full) 의류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러한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 대안들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구축

등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들이다. 부가하여, ㈜엠파파와 협

력사들을 통해 제조하는 모든 의류를 친환경 원단으로 생

산하며, 고품질의 개성있는 디자인 제품을 통해 슬로우 패

션과 글로벌 환경보호 캠페인을 주도할 예정이다.

의류는 인간이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만년

전부터 착용하여 왔다. 그러나, 패션의류산업의 발전은 환

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수반하며 오히려 인류의 지속가능성

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패션의

류산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의류를 사

용하는 소비자인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패션의류산업의 수명

주기 내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집중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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