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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

김새봄·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cycl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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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ycle fashion is suggested to the suitable alternativ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rying to comprehend between design characteristics and aes-
thetic values of recycle fashion design and those from fashion brands, fashion designers, and the public. For such purpose,
1553 photos of recycle fashion design which appeared in web-site, newspaper, fashion magazines between 2002 and 2007
were analyzed. Method of analysis did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ign characteristics of recycle fashion were expressed by Junk Recycle Look, Vintage Recycle Look, Contemporary
Recycle Look, Artisanal Recycle Look. Second, the expression methods of recycle fashion were presented reuse, reform,
and regeneration. Third, aesthetic values of recycle fashion can be explained by the promotion of environment, the vari-
ableness, and the d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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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출현은 자원에너지 소비를

가속화시켰고 지구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의 위기를 초래하

게 되었다. 또한 대중 소비사회의 확산으로 소비용품의 일회용

남용과 무분별한 소비 확대로 인한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

물의 양산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오게 되었다. 인간에게

환경보존은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유기농 소재

나 생분해성 섬유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의 출

시와 환경 친화 디자인을 의미하는 ‘에코디자인(Eco design)’에
대한 관심 등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 중

에 최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한 자각과 중·소형 업체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기

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의

식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 패션이다.

재활용 패션은 자원 절약과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해 재활용 소

재 및 재활용 의복을 이용한 패션을 말한다.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경우 재활용 디자이너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국내 첫 재활용 패션 브

랜드인 ‘에코파티 메아리’가 탄생했으며 여전히 재활용 패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용 패션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활용 패션디자

인의 소재와 표현기법(장경희, 1994; 김동주, 1995; 권정원,

1997 등), 소비자의 재활용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박재옥,

장경혜, 1999; 노영래, 김시월, 2002; 박현희, 오송대, 2005 등)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재활용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90년대의 재활용 패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소재

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재활용 패션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브랜드화를 통한 상업화와 재활용 패션

대회의 개최와 재활용 패션 디자이너의 활발한 작품활동 등으

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 패션은

환경파괴와 자원절약의 대안적 요소이면서 디자인의 미적가치

와 본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2000년대 이

후의 재활용 패션에 대한 디자인 경향과 미적가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패션브랜드, 패션디자이너, 일반인

에 의해 나타난 재활용 패션의 재활용 재료와 표현기법을 살펴

보고 디자인 특성과 미적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한 재활용 패션에 대한 이론연구와

관련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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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를 위한 사진 자료는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재

활용 패션디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 신문, 패션잡지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재활용

패션의 표현방법을 정립하고 다양한 재활용 소재의 제시를 통

하여 앞으로 재활용 패션을 위한 어패럴 업계, 디자이너, 일반

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재활용 패션의 개념

재활용(Recycle)의 사전적 의미는 다 쓰거나 버리게 된 물건

따위를 다시 활용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생하는

것(동아새국어사전, 1998)으로서 버려지는 자원, 폐품 등을 재

활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활용

은 자원 절약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정된 지구자원

과 물자를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 및 환경오염 감소 등을 이

루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에 이바지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서현수, 2005). 재활용의 방법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성격에 따라 물질적인 재활용, 에너지의 재활용으로 분

류되고, 물질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제품을 원형 그래도 다시 사

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가치재를 회수

하여 ‘재사용’하는 방법, 제품을 일부 다시 사용하는 ‘재이용’방
법, 그리고 가공 처리를 거쳐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서 활용하는

‘재생’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물질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소

각 또는 열분해를 통해 자원화되는 에너지회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총괄하여 재활용이라 한다(장경희, 1993). 

재활용 패션은 버려지는 자원, 폐품 등의 재활용 소재 및 의

복을 이용한 패션을 의미하며, 재활용 재료를 원형 그대로 재

사용했거나 재활용 재료의 가공 처리를 거쳐 새로운 제품의 원

료로 활용된 의상을 말한다. 재활용 패션의 소재는 못쓰게 된

폐기물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정크아트의 영향으로

버려지는 폐품과 환경보호라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중고 의류와

낡은 직물, 중고 액세서리 뿐 아니라 자연소재에서부터 일상용

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활용 소재가 이용되고 있다. 재활용

패션은 소재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및 환경 보호라는 차원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화를 이루어지게 하였다. 

재활용 패션은 1960년대 말의 히피 패션과 1980년대 등장한

에콜로지(Ecology) 패션의 영향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동안 방관

해 오던 지구 환경에 과한 문제를 패션 측면에서 지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재활용 의상을 제시하게 되었다(손세란, 200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활용 패션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계

기로 패션테마로 에콜로지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와 자원절

약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대표적인 재활용 패션디자이너인 마

르땡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여러 켤레의 헌 양말을

연결하여 스웨터를 만들고,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의류를 재

활용하여 현대의상으로 제작하여 1992년 파리 컬렉션에 발표

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재활용 패션은 비닐,

찢어진 신문,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된 다양한 소재들을 의복

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소재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재활용 패션은 환경문제와

자원절약의 남루하고 초라함을 연상시키는 그런지 룩(grungy

look)이 젊은이들에게 유행되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자원절약과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재활용 패션이 유행으

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량생산되고 보급되어져 일부러 올을 풀거

나 얼룩진 염색을 들이는 등 오히려 재낭비되는 측면도 발생하

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재활용 패션은 패션디자이너, 패션브랜드, 일

반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마

르땡 마르지엘라를 비롯한 다비나 호손(Davina Hawthorne), 게

리 하비(Gary Harvey), 러셀 세이지(Russel Sage) 등의 많은

재활용 패션디자이너들이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재활

용 패션 브랜드는 국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일본, 영국, 미국 등

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활용 브랜드가 확립되어 있으며, 마

니아 고객층도 확보한 상태이다. 재활용 패션 브랜드는 하나밖

에 없는 옷을 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재활용 의상은

물론 구제와 빈티지 의류 등을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인

의 재활용 패션은 재활용 패션 대회를 중심으로 국외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재활용 패션의 표현기법

재활용 패션의 표현기법은 선행연구(장경희, 1993; 권정원,

1997; 박수민, 2006)에서 패치워크(patchwork), 꼴라주(collage),

형태의 재구성과 같은 앗상블라쥬(assemblage) 기법과 구김가

공, 탈색 및 염색, 올풀기 및 프린지(fringe), 슬래시(slash), 핸

드 스티치(handstitch) 등의 핸드메이드 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고 밝혔다. 

앗상블라쥬란 ‘조합, 조합물, 집합, 또는 긁어모으다’ 라는 뜻

의 단어로 주로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긁어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며 물품이나 폐품같이 이미 있

었던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많이 사용한다(박근수, 1994). 윌리

엄 자이츠(William Seitz)는 앗상블라쥬에 대해 “자르거나 찢어

진 종이조각들, 사진, 직물조각, 메달, 조개, 돌, 인형 마네킹의

부분들을 고정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예술작업”이라고 정의하

였다(권정원, 1997, 재인용). 앗상블라쥬가 복식에 적용되는 기

법은 형태에 물체를 꼴라주 형식으로 붙이는 방법, 색채나 형

태를 의도대로 자르거나 오려 재구성하는 방법, 형태의 변형이

나 독특한 질감을 내기 위해 묶거나 감는 방법, 장식적인 효과

나 봉제된 형태를 위해 바느질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요기법에 따라 패치워크, 꼴라주, 형태의 재구성 등으로 구분

된다. 

패치(Patch)는 ‘이어 붙이기를 하다’는 뜻으로 쓰다 남은 천

이나 쓸 수 없는 천을 기하학 무늬나 어떤 다른 무늬로 배색

효과를 내면서 이어 붙이는 기법이다. 이러한 패치워크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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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형을 찾고자 하는 수공예적 작업으로 낡은 옷이나 천을

사용하는 실용성 이외에 장식성도 가지고 있어 재활용 의상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다. 

꼴라주 기법도 재활용 패션에서 많이 사용된 기법이다. 꼴라

주 기법은 폐기된 일상용품이나 실제의 자연소재를 의상에 부

착시키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기존의 패션이 가지고 있던 규

칙들을 강하게 벗어던지고 탈구조의 분리, 해체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의 패션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권정원,
1997).

탈색 또는 염색 기법은 재활용 의상의 낡고 퇴색된 이미지

를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천을 탈색하

거나 염색하는 등의 양상은 매우 다채롭다. 또한 오랫동안 입

지 않고 버려두었던 의상이나 쓰레기통에서 갓 나온듯한 패션

의 표현 방법으로 주름과 구김가공이 사용되었으며, 기존의 질

서와 사고방식을 부정하여 헤진 것 같은 느낌의 올 풀림이나

프린지 장식, 핸드스티치 등의 기법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

된 듯한 재활용 의상을 표현하고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최근의 재활용 패션의 재활용 패션의 표현기법과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재활용 패션의 미적가치

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연구와 관

련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분석 자

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신문,

패션잡지 등에 제시된 패션디자이너, 패션브랜드, 일반인을 중

심으로 한 재활용 패션디자인 사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1, 전체 1553장의 사진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재활용

패션의 사진자료는 선행연구를 통해 재활용 패션이란 재활용

재료의 원형 그대로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료의 가공 처리를 통

한 새로운 제품이라는 개념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 재활

용 재료와 재활용 의상이라 명시된 것을 수집하였다.   

선정된 사진은 재활용 재료, 표현기법, 재활용 방법으로 분

류하여 재활용 패션의 재활용 재료 및 표현기법, 디자인 특성

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을 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재활용 패션의 재료 및 표현기법

재활용 패션의 재료 및 표현기법은 재활용 재료의 원형 그

대로를 재사용하는 재사용(reuse) 방법, 재활용 재료의 소재 일

부를 다시 사용하는 리폼(reform) 방법, 재활용 재료를 가공한

후 새로운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재생(regeneration) 방법으로 나

타났다. 

4.1.1. 재사용 방법

재활용 패션에서의 재사용 방법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품 등의 재활용 재료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물질 그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방법이다. 재사용의 표현방법에

는 꼴라주, 플리츠(pleats), 구김(crease), 직조 등의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꼴라주 기법은 인형, 병뚜껑, 단추, 시디(CD), 페트(PET)병,

그리고 기타 금속조각이나 플라스틱 등의 주로 딱딱한 하드

(hard) 재질의 재료가 주로 사용되며, 재료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 그대로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드 재질

의 재료는 형태의 변형이 어려우므로 꼴라주 기법을 통하여 손

쉽게 재활용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료의 부착 시에는 일

정한 규칙으로 배열하거나 불규칙적으로 구성하며 폐품을 이용

한 새로운 미의식을 표현한다. Fig. 1은 장난감 기타, 인형 등

버려지는 장난감을 가공없이 불규칙적으로 부착시킨 작품이다

. 재료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재료가 사용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으며 불규칙적인 조합 안에서 신선함과

재미를 찾아볼 수 있다. 

플리츠 기법은 제품포장지, 과자봉지, 비닐, 신문, 잡지 등의

비닐과 종이 재료가 주로 사용된다. 비닐과 종이는 주름을 잡

기에 용이한 재료이며, 평면의 재료는 플리츠 기법을 통하여 인

체의 곡선에 적합하게 맞추어 질 수 있다. 플리츠 기법은 또한

재활용 패션에서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스커트나 디테일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Fig. 2는 플리츠 기법을 사용하여 제

품포장지를 원피스 패션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주름을 이용하

여 평면의 포장지를 인체의 곡선에 맞추었으며, 스커트 부분의

밑단은 주름을 이용한 장식효과를 주었다. 

구김 기법의 주재료 역시 비닐과 종이이며, 비닐과 종이는

Table 1. 재활용 패션의 분석대상

분 류 내  용

재활용 패션디자이너
마르땡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러셀 세이지(Russel Sage), 게리 하비(Gary Harvey), 다비나 호손(Davina Hawthorne),
데보라 린드퀴스트(Deborah Lindquist), 안젤라 존슨(Angela Johnson),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

재활용 패션브랜드
아머 샌즈 앵귀시(Armour Sans Anguish), 호러스(HORRS), 닉시(Nixie), 애비타(Avita), 에멀라인 포리(Emmeline 4re), 
오 에이치투오(AuH20), 에코 로직(E ko logic), 택시 씨디씨(Taxi CDC), 한지로(Hanjiro)

일반인의 재활용 패션
한국의 전국 재활용 패션대회, 미국의 오뜨 트래쉬 패션쇼(Haute trash fashion show)와 펄프 패션쇼(PULP fashion
show), 뉴질랜드의 더 트러스트 트래쉬 투 패션 어워드(The Trusts Trash to Fashi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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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을 통해 변형이 가능하므로 구김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

태로 표현하거나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법은 구김을 통한 재질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은 구

김 기법이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구김을 통하여 퍼프소매 재킷

과 스커트로 제작한 것이다. 구김을 통하여 인체의 형태에 맞

추었을 뿐 아니라 구김의 재질효과 또한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조 기법은 노끈, 신문, 제품포장지, 비디오테이

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재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직조 기법은

제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끈과 테이프 같은 길이가 긴 재료

나 신문, 포장지 같이 긴 길이로 절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한다. 이 때 경사와 위사의 색상을 보색, 유사색 등의 효과를

주어 제직하거나, 재료자체가 지니는 패턴을 그대로 살려줌으

로써 재활용 패션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Fig. 4는 제품포장지를 길게 잘라내어 직조한 작품이다. 제품포

장지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4.1.2. 리폼 방법

재활용 패션에서 리폼 방법은 중고의류를 수선하여 재활용

패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리폼은 재활용 재료의 소재 일부

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물질의 가공과 수선을 통해 물질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폼 방법에는 패

치워크, 슬래시, 컷팅(cutting), 탈색(decoloration) 등의 표현기법

이 주로 사용되었다.

패치워크 기법은 중고의류에 쓰다 남은 천이나 쓸 수 없는

천을 이어붙인 것으로서, 헌옷조각이나 사용하다 남은 천을 버

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색상과 재료의 믹스 앤

매치가 중요하다. Fig. 5는 스커트 부분에 다양한 헌옷 조각으

로 패치워크한 의상이다. 리폼 방법에서의 패치워크 기법은 사

진과 같이 사각형, 육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

이 대부분이다.

슬래시 기법은 주로 중고의류의 단부분과 특정부위에 슬래

시를 주어 낡고 오래된 중고의류의 느낌을 전달하고 키치풍과

그런지 이미지를 반영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 기법은 중고의

류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낡은 의복의 가장자리나 여러 부위가

찢어져서 단정치 못해 보이는 특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사진 6>은 티셔츠에 슬래시를 준 작품으로 낡은 중고의류에

의도적인 슬래시를 줌으로써 키치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컷팅 기법은 중고의류에서 소매 길이, 바지 길이, 스커트 길

이, 재킷 길이 등 의류의 길이를 잘라냄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재킷의 소

매를 잘라내어 베스트로 변환하고 트렌치코트를 절단하여 케이

프로 변환하는 등 기존의 의류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를 추

구할 수 있어 유행이 지나고 싫증난 의류를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이템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Fig. 7은 재킷과 긴

길이의 팬츠를 베스트와 반바지로 변형한 것으로서 재킷의 소

매부분을 잘라내어 베스트로 변형하고 팬츠의 길이를 잘라내어

반바지로 변형한 것이다. 

탈색 기법은 중고의류의 탈색을 통해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기법은 그런지 스타일과 빈티지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며 티셔츠, 청바지와 데님소재 의류

에서 많이 나타난다. Fig. 8은 진팬츠를 탈색하여 독특한 그런

지 스타일로 표현한 작품이다.
             

4.1.3. 재생 방법

재활용 패션에서 재생 방법은 중고의류 뿐 아니라 신발, 가

        

Fig. 1.

 뉴질랜드, 2006
The Trusts Trash 
to fashion Awards

Fig. 2.

미국, 2006
Haute Trash 

Fashion Show

Fig. 3.

미국, 2005
Haute Trash 

Fashion Show

Fig. 4.

미국, 2006
Haute Trash 

Fashion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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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넥타이 등의 패션소품과 생활용품 및 산업폐기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가공하거나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후 새로운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재생 방법에는 패치

워크, 연결(connection), 재구성(reconstruction), 부착(attachment)

등의 표현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치워크 기법은 기존의 중고의류를 해체 후 패치워크하여

새로운 의상으로 제작하는 기법으로서 중고의류를 해체한 후

다시 이어 붙여 기존의 의상에서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재킷이 분해, 해체된 후 팬츠로 변환되는가 하면, 원

피스가 재킷으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재생 방법에서의 패치워

크 기법은 리폼 방법에서와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분해, 해체

되어 조합되어 나타난다. Fig. 9는 중고원피스를 분해, 해채 후

재킷으로 변형된 것으로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닌 유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기법은 병뚜껑, 플레잉카드, 넥타이, 보우타이, 허리띠

등의 다양한 재료를 가공 후 서로 연결하여 의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본래 재료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가공된 재료를 사

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다. 보우타이를 분해하여 일정한 크기로

변형한 다음 연결한다든지 플레잉카드와 병뚜껑을 표면처리하

여 베스트 형태로 제작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의상으로 변

환할 수 있다. Fig. 10은 남성용 수트를 가공하여 변형한 후 연

결한 것으로서 연결 기법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재구성 기법은 가방, 신발, 소파커버 등의 의류가 아닌 다양

한 재활용 재료를 분해, 해체한 후 의류의 형태로 재조합하는

방법이다. 가방과 스니커즈가 분해되어 재킷과 베스트로 탄생

되는가 하면, 소파커버가 이브닝드레스로 변환될 수 있다. 이

기법은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의류로 변환이 가능함

을 보여줌으로써 소재의 재활용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자원절

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ig. 11은

스니커즈를 분해, 해체한 후 베스트로 만든 작품으로서 헌옷 재

료가 아닌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통하여 의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부착 기법은 유리병, 거울과 같이 깨지기 쉬운 재료를 작은

조각으로 깨뜨려 비즈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유리나 거울조

각이 장식적 요소로 이용됨으로써 기존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신선한 재료를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12

는 이브닝드레스에 유리조각을 부착하여 비즈효과를 낸 것이다. 

4.2. 재활용 패션의 디자인 특성

재활용 패션은 2000년대 이후 패션디자이너, 패션브랜드, 일

반인에 의해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

활용 패션의 디자인 특성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활용 패

션의 디자인 특성은 정크 리사이클 룩(Junk Recycle Look),

빈티지 리사이클 룩(Vintage Recycle Look), 컨템포러리 리사

이클 룩(Contemporary Recycle Look),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

(Artisanal Recycle Look)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4.2.1. 정크 리사이클 룩

정크 패션(Junk Fashion)은 입체파 꼴라주의 예술이 패션에

도입된 것으로 버려진 기계나 폐품, 동물의 털, 비닐, 플라스틱,

신문, 금속, 나무 등을 주렁주렁 매달아 기묘하고 괴상하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정크 리사이클 룩은 버려지는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의상에 도입한 것으로서, 주로 일반인의 재활

용 패션대회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재활용 패션대회의 특성

상 참신하고 새로운 소재의 발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정

크 리사이클 룩은 신문, 잡지, 한지 등 찢어지기 쉬운 종이나

  
      

Fig. 5.
Armour Sans

Anguish 

Fig. 6.
07 S/S

Martin Margiela

Fig. 7.
03 S/S

Imitation of Christ 

Fig. 8.
HOR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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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철사, 클립 등의 날카로운 소재의 연결 등으로 일상화 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재의 부조화와 구성의 불완전으로

인해 거칠고 저속하며 초라한 이미지가 주로 나타난다. 또한 전

통적 미의식의 파괴와 재료의 한계성 극복, 새로운 재료의 발

굴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크 리사이클 룩은 패션성, 작

품성, 상품성보다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한 재활용소재의 발

견과 발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4.2.2. 빈티지 리사이클 룩

빈티지 패션(Vintage Fashion)은 옷 끝이 닳아 실밥이 터져

나온 바지나 구멍이 숭숭 뚫린 셔츠, 오래 입어 색이 바랜 옷

등의 중고 의상을 가리키거나 또는 이러한 중고 의상을 즐겨

입는 경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중고 의상의 느낌을 주는 패

션이므로 리사이클 패션에서 많이 나타난다. 빈티지 리사이클

룩은 재활용 의상의 낡고 퇴색된 이미지에 중점을 두며, 낡고

바랜 느낌의 색상과 소재의 사용으로 오래되고 헤진 느낌이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재활용 패션 브랜드의 제품이 이

에 속한다. 빈티지 리사이클 룩은 중고의류의 올을 풀거나 구

멍을 내고 색이 바랜듯이 보이기 위해 탈색을 하여 빈티지 이

미지에 맞게 디자인되며, 한번 사용했던 의류이므로 빈티지 이

미지로 손쉽게 재현될 수 있다. 빈티지 리사이클 룩은 새로운

의상을 변형하고 가공하여 낡고 오래된 듯한 이미지만을 전달

하는 일반적인 빈티지 패션과 차별성이 있다. 이 빈티지 리사

이클 룩은 재활용 소재 즉, 중고 의류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으

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함께 패션성과 상업성을

모두 겸비한 패션이라 할 수 있다. 

4.2.3. 컨템포러리 리사이클 룩

컨템포러리(Contemporary)의 뜻은 ‘같은 시대의, 현대의, 최

신의, 동시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션에서 컨템포러리

란 활동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를 갖춘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옷차림을 말한다. 컨템포러리 룩은 현재라는 객관

적인 시간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룩으로 해석한 것으로 가

장 생동감있게 현재의 시간이 표현되는 룩이라 하겠다(김영인

외, 2006). 컨템포러리 리사이클 룩은 중고의류를 사용하여 활

동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를 갖춘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의 재활

용 패션으로 재탄생시킨 것을 말한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재

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므로 현재의 패션 트

렌드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 색채, 디테

일로 구성된다.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감각이 살아있으며 패

션성, 상품성을 겸비한 패션이다. 따라서 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4.2.4.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

리사이클 패션에서 장인의 패션(Artisanal Fashion)은 소재의

선정에서부터 작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의 손길이 요구

되며, 작업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제품 하나하

나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디

자이너인 마르땡 마르지엘라는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

를 재활용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의 패션으로 재탄생시

킴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의복은 ‘장인의 작품(Artisanal Production)’이라는 타이

틀 아래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은

주로 재활용 디자이너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이 장인의 패션

에 속한다.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예술성, 개성이 가

미되었으며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형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이러한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은 기존의 재활용 패션은 소

재의 단순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 차원만을 만족시키고

패션성, 상품성 등은 미흡하다는 의식에서의 전환을 보여준다.

즉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은 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패션으로 승

    
  

  

Fig. 9.
 05 F/W

Martin Margiela 

Fig. 10.
06 F/W

Martin Margiela

Fig. 11.
07 S/S

Martin Margiela

Fig. 12.

미국, 2005
PULP fashion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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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 디자이너의 개성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패션이다.

또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상이라는 희귀성, 예술성, 상품성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3. 재활용 패션의 미적가치

재활용 패션의 미적가치는 친환경성, 변화성, 실용성의 세 가

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4.3.1. 친환경성

재활용 패션의 미적가치 중 친환경성은 자원절약에 대한 의

식고취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미적가치

를 의미한다. 친환경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패션대

회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고취를 바탕으

로 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능동적 자세와 사고의 전환을 통해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미적가치이다. 

재활용 패션의 친환경성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문

제에 대한 심각성과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지구자원 고갈문제

에 대한 자각에 중점을 두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재활용 패션

은 환경보호와 자원을 절약을 위한 대안으로서 나타난다. 주로

재활용 패션의 표현방법 중 재사용 방법을 사용하며, 버려지는

폐품들을 재료로 하여 재료 원래의 형태, 색채, 패턴을 유지함

으로써 재활용 재료임을 인식시켜 준다. 재활용 패션의 친환경

성은 재활용 재료를 부각시킴으로써 폐품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되어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에 중

점을 둔다. 또한 환경지향성에 해당하는 재활용 패션디자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

용 패션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정신과 자원절약에 대한 인

식을 고취할 수 있다.

4.3.2. 실용성

재활용 패션의 실용성은 재활용 재료에 변화를 주어 판매가

능한 상품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실생활에서 착

장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지니는 미적가치이다. 중고의류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재료의 탈색, 염색, 장식 등의 수선과 가

공을 통하여 유행하는 디자인과 새로운 아이템으로의 변화와

실생활에서 착장가능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재활용 패션의 상품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재활용 패션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적가치이다. 실용성은 주로

재활용 패션의 표현방법 중 리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다. 변화를 줄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탈색, 염색 등의 가공

방법을 통하여 오히려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실

용성은 판매가능한 상품가치를 높여야 하므로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여 재생산 될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하거나 특정한

디자인이 대부분이다. 

4.3.3. 해체성

재활용 패션의 해체성은 재활용 재료의 분해, 해체 후 재구

성하여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패션성을 지니는 미적가치이다. 해

체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디자이너의 개성과 감각에 의해

독창적이고 희소성 있는 디자인이 창출되며 다양한 재활용 소

재의 도입을 통한 디자인 발상의 입장에서 의의가 크다. 해체

성은 수공예적인 요소를 통하여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패션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으로서 재활용 패션의 표현방법 중 주로 재구

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재활용 패션의 미적 가치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2. 재활용 패션의 디자인 특성

정크 리사이클 룩 빈티지 리사이클 룩
컨템포러리 
리사이클 룩

이티저널 리사이클 룩

특

징

·폐기물을 의상에 도입
·소재의 부조화
·구성의 불완전
·거칠고 저속하며 초라한 이미지

·재활용 의상의 낡고 퇴색된 이미지
·낡고 바랜 느낌의 색상과 소재의
   사용
·오래되고 헤진 느낌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 색채, 
  디테일로 구성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감각이
  살아있음

· Art to Wear적인 요소를 내포
·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형미
·디자이너의 창조적 실험정신과
   예술성, 개성이 가미됨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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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 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는 경제적 부를 가져왔으나 환경

의 파괴와 자원의 부족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

제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 재활용 패션은 브랜드화를 통하

여 상업화되고 있고 패션컬렉션과 재활용 대회를 통하여 꾸준

히 선보여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패션브랜드, 패

션디자이너, 일반인에 의해 나타난 재활용 패션의 재료 및 표

현기법과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 미적가치를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은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재활용 패션디

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신문, 패션잡

지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 패션의 재료 및 표현기법은 재사용, 리폼, 재구

성의 방법에 따라 나타났다. 재사용 방법의 재활용 패션은 꼴

라주, 플리츠, 구김, 직조의 표현기법이 사용되었고, 일용품, 폐

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재활용 재료의 원형을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것이 특징이다. 리폼 방법의 재활용 패션은 패치워크, 슬

래시, 컷팅, 탈색 등의 표현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중고의류를 재

료로 하여 재활용 소재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구성 방법의 재활용 패션은 패치워크, 연결, 재구성, 부

착 등의 표현기법이 사용되었고 중고의류와 다양한 재활용 재

료를 새로운 작품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재활용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크 리사

이클 룩, 빈티지 리사이클 룩, 컨템포러리 리사이클 룩, 이티저

널 리사이클 룩으로 나타났다. 정크 리사이클 룩은 소재의 부

조화, 구성의 불완전으로 인해 거칠고 저속하며 초라함이 느껴

  

Table 3. 재활용 패션의 미적 가치

친환경성 실용성 해체성

가

치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고취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됨

재활용 재료에 변화를 주어 판매가능한 
상품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

재활용 재료의 분해, 해체 후 재구성하여 심미
적인 아름다움과 패션성을 지님

특

징

·재료의 부각
·재료 원래의 형태, 색채, 패턴 유지
·환경보호, 자원절약의 메시지 포함
·주로 재사용 방법의 사용

·상품성에 초점 (유행디자인, 특정디자인)
·재활용 재료로 재생산될 수 있는 스타일
·탈색, 염색, 장식
·주로 리폼 방법의 사용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형미, 희소성
·재료를 통한 디자인 발상에 초점
·수공예적인 요소
·주로 재구성 방법

대표

사진

            

Table 4. 재활용 패션의 미적 특성

표현기법 디자인 특성 미적가치

재사용

·표현기법 : 꼴라주, 플리츠, 구김, 직조 
·재료 : 일용품, 폐품 등
·재활용 재료의 원형을 그대로 재사용

정크

·거칠고 저속하며 초라한 이미지 
·폐기물을 의상에 도입
·소재의 부조화
·구성의 불완전

친환경성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고취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됨

리폼

·표현기법 : 패치워크, 슬래시, 컷팅, 탈색 등 
·재료 : 중고의류
·재활용 소재의 일부를 다시 사용
리폼

·표현기법 : 패치워크, 슬래시, 컷팅, 탈색 등 
·재료 : 중고의류
·재활용 소재의 일부를 다시 사용

빈티지

·재활용 의상의 낡고 퇴색된 이미지
·낡고 바랜 느낌의 색상과 소재

실용성

·재활용 재료에 변화를 주어 판매가능한 상품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컨템포러리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 색채, 디테일의 사용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감각

재생

·표현기법 : 패치워크, 연결, 재구성, 부착 등 
·중고의류와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새로운 작품의 
재료로 활용

아티저널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형미
·디자이너의 창조적 실험정신과 예술성, 
개성이 가미됨

해체성

·재활용 재료의 분해, 해체 후 재구성하여 심
미적인 아름다움과 패션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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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디자인 특성이 나타났다. 빈티지 리사이클 룩은 낡고 바

랜듯한 느낌의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오래되고 헤진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컨템포러리 리사이클 룩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패션 트렌드를 따르는 실루엣, 색채,

디테일로 구성하여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

이 특징이다. 아티저널 리사이클 룩은 아트 투 웨어적인 요소

를 내포하고 있어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형미를 보이며 디자이

너의 솜씨와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재활용 패션의 미적 가치는 친환경성, 실용성, 해체성

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성은 재사용 방법으로 소재를 활용하고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고취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도

움이 되는 미적가치를 의미한다. 해체성은 리폼 방법으로 소재

에 변화를 주어 판매가능한 상품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실생활에서 착장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지니는 미

적가치이다. 해체성은 재구성 방법으로 소재를 분해하거나 해

체한 후 재구성하여 독창적이고 희소성이 있는 새로운 패션으

로 재탄생시킨 디자인을 의미하며,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패션성을 지니는 미적가치이다. 

이 연구는 재활용 패션의 표현방법을 정립하고 다양한 재활

용 소재의 제시와 디자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재활용 패션을

위한 어패럴 업계, 디자이너,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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