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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up-cycling trend that is attracting great attention these days and its internal 

meaning in the context of fashion art. And, based on this, to provide enhanced value and creativity in the future 

fashion artwork and design businesses, keeping abreast of further fashion art developments. As part of the study 

methodology, both a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study were carried out, along with an examination of up-cycling 

and research into related pictures and content. The materials covered in this work include design and fashion related 

books and domestic and foreign magazines from 2000 to 2011, when the up-cycling movement was initiated as 

a form of eco-friendly design. For the analysis of fashion art pieces, generic terms included art wear, wearable art 

wear, and unwearable art. Case review was followed by the works of artists shaping their fashion concept and 

meaning entirely from abandoned clothes and fabrics, waste materials, and their art collection. Consequently, key 

elements of the value of up-cycling fashion art are that it is eco-friendly, has a unique identity, and reflects 

multi-dimensionalism. This research saw the integration of fashion with other variables, artistic attributes, and reuse 

of resources. This could lead to a new realm where value-addition is formed and extended, thus providing another 

chance for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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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 있어 환경위기 극복

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분야에 있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에코디자인, 그린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재활

용디자인 등 다양한 명칭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의 단순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아

닌 업 사이클링(up-cycling)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

어 전개되고 있다. 업 사이클은 버려진 자원의 재

활용 또는 재사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자인적 가

치를 더한 개념으로 다양한 제품디자인 역뿐만 

아니라 조형예술의 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나

타나고 있다. 

패션 역시 천연소재의 사용이나 자원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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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신소재의 개발, 절감, 재활용 등 디자인 개

발단계에서부터 생산, 소비되고 난 이후까지 전 과

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자

원의 재활용이 아닌 업 사이클링의 개념을 도입한 

작품이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국내외의 브랜드

와 디자이너의 확산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특히 패션의 전통적 기능 외에 작가의 주관적 예

술성의 표현이 주를 이루는 패션아트 분야에서도 

표현기법과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다 자유롭고 독

창적인 업 사이클링으로 새로운 의상언어를 나타

내고 있다. 과거 소재의 범주로써 버려지는 고철이

나 산업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환경

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 정크 아트의 작품들 역시 

자원의 재활용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

늘날 패션아트의 역에서 나타나는 업 사이클링의 

경우, 버려진 의류나 폐 원단, 종이, 일상용품 등 좀 

더 가볍고 친숙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인체를 축으

로 전개되는 조형작업 및 순수 패션조형으로 그 가

치를 나타내며, 버려진 자원에 대한 단순재활용이 

아닌 예술적 감성을 부가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

한 가치 상승의 재활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

름에 따라 패션분야에서도 친환경, 그린, 지속가능

한, 에코, 트래션 등을 키워드로 하여 다양한 선행

연구(Chae, 2009; Jang, Kim, & Joo, 2007; Kim, 

2007; Kim & Jang, 2009; Kim, Lee, & Jung, 2007; 

Kwak, 2009; Lee, Lee, & Park, 2007; Lyu & Huh, 

2006; Park & Yoo, 2008; Sung & Kim, 2010; Yoo, 

2005)가 진행되었으나, 업 사이클링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과 의상의 동시적 역인 

패션아트를 대상으로 현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의 가치 있는 재활용이라는 업 사이클링의 경

향과 그 내적의미를 모색하여 현대 패션아트의 현

상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패션 아트 작품 전개와 

패션디자인 관련 산업에 있어 보다 새로운 가치창

출과 독창적인 작품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관련 사

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와 내용분석

을 병행하 다. 연구범위는 친환경디자인으로서 업 

사이클링의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한 21세기 이후

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디자인 및 패션관련

서적, 국내외 잡지, 국외 컬렉션자료, 패션관련 인

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 다. 작품분석에 있어 패

션아트는 예술 의상, 아트 웨어, 웨어러블 아트, 언 

웨어러블 아트 등으로 표현되었던 미술의상의 총

칭을 포함하 고, 패션아트 작품의 분석범주는 패

션디자이너의 작품 중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여 전

시 위주로 되었던 작품들, 미술가의 작품 중 의상

의 형식이나 의미들을 전적으로 차용한 작품들 중 

버려진 의류나 원단,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업 사

이클링의 개념을 나타낸 작품들로 한정하 다. 

Ⅱ. Background

1.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fashion art  

패션아트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술의상은 미술

의 개념과 의상의 기능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

양식이며, 내부의 무형의 아이디어가 외부의 신체

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으로(Julie, 1987), 1960

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여류 섬유작가들 사이

에서 일어난 예술 의상 운동에서 시작되었다(Julie, 

1986). 예술 의상 운동은 인체를 예술의 매개체로 하

여 이전의 평면적이거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

나 3차원적인 조각과 같은 조형요소를 의상에 적용

하려는 움직임으로 의상에 대한 제한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석방법으로 의상을 예

술로서 인정한다는 것으로(Seo & Yang, 2005), Art 

to Wear, Costume Art, Clothing Art, Wearable Art, 

Unwearable Art 등으로 불리며, 예술과 의상의 결

합을 통한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나타낸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인과 관계하

여 미술작품같이 자신의 주제를 강력히 표현하려

는 창조적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었

고(Linda, 1983),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섬유예술, 조

각 등을 전공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옷이 아닌 하나

의 작품으로서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한 작품을 발

표하 으며(Lee, 1982), 19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미술의상은 현대예술, 

건축, 그리고 패션을 반 하여 특징화되는 재료들

과 이미지들이 절충된 표현으로 나타났다(Ki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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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는 Fashion Art 도록에서 패션은 인체와 만나

는 모든 요소 즉 빛, 기체, 액체, 고체 등이 색채나 

형태등과 어우러져 미적 조형성을 가질 때 형성되

어지며, 여기에는 의상으로부터 소품, 화장, 헤어 

그리 인체 주위에 있는 환경적인 물질적 요소들까

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현대의 패션이란 옷이라는 

1차적인 개념을 벗어나 폭 넓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The Korea Fashion & Culture Association, 1998)

고 밝힌바 있다. 그는 패션아트의 범주에 대해 착

용할 수 있는 기능성은 가지고 있으나, 작가의 개

성이 강하게 표현되고 조형성에 주목한 작품인 웨

어러블 아트 혹은 아트 투 웨어와 조각개념의 형태

들로 의상이라는 패션성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지

만, 착용할 수가 없고, 시각적 감상을 목적으로 한 언 

웨어러블 아트(The Korea Fashion & Culture Asso-

ciation, 2009)로 규정짓기도 하 다. 

즉, 패션아트는 기존의 대량생산과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틀로서의 의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패션에서 중요시 다루어 

왔던 신체와 정확히 일치되는 의상의 명확하고 기

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성과 조화 등의 전통적

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는 극도의 과장된 조형적 

양상으로 나타나, 고정관념의 해체된 경향들로 표

현되고 있다(Huh, 2004). 패션아트의 한 범주인 웨

어러블 아트는 의상의 형태를 예술매체로 하여 작

가의 정신적 가치와 순수세계를 표현하며, 수공예

적인 표현방식에 의해 창의적인 예술세계를 나타

낸다. 또, 언 웨어러블 아트는 비 기능적인 의상형

태에 조각적인 조형요소를 도입하여 의상을 순수

예술로 표현한 고도의 개념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작품은 작가의 순수한 미적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성과 실험정신이 강하게 추구

되며, 작가의 메시지가 강조되어 자유로운 조형성

으로 나타나는 순수예술의 본성을 지니게 되며, 표

현형식은 벽걸이 방식의 이차원적인 작품이나 조

각적인 작품, 설치작품, 퍼포먼스, 어떤 형식에도 구

애받지 않는 집합적 행위예술 등으로 나타나며, 일

반적으로 Soft Sculpture, Textile Sculpture, Clothing 

Sculpture라고도 한다(Seo & Yang, 2005).

패션아트는 패션디자인의 기능적 전통을 근거로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형태의 

변형에 의한 미감표현의 한정된 개념을 초월하여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의 표현이 주가 되는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를 전제로 한 의복

의 기능성과 목적성을 거부 혹은 초월하여 예술가

의 의식,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충동과 환상을 표현

하는 순수조형작업의 하나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

된 철학적 사유를 반 하는 현대 예술형식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패션아트의 표현은 회화, 조각, 공예, 섬

유예술,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장르

로서, 형태 있는 캔버스, 부드러운 조각, 움직이는 

조각 등의 조형적 표현을 수용하는 형태상의 개방

적이고 열린 시도로 무한한 창작의 시도를 나타내

고 있다. 또, 인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인체의 

이미지를 살리는 전위적인 입체표현과 그 작품을 

둘러싼 전시공간까지도 함께 창작하는 조형작업으

로 개념이 확대되고, 소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

원의 가치 있는 재활용이라는 업 사이클링의 개념

을 도입하여 현 사회와 인간의 현존을 표현하는 하

나의 매체이자,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

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 The concepts and trends of up-cycling

1) The concepts of up-cycling

업 사이클링(up-cycling)이란 버려진 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쓰임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치상향적인 

재활용을 의미하며,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물건을 

해체하거나 재조합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물건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예

술적 가치와 함께 상품의 가치까지도 상승시킨다

는 면에서 단순한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과는 

다르다("As the design", 2011). 

Mcdonough & Braungart은〈Cradle to Cradle〉에

서 업 사이클을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업 

사이클 디자인의 핵심은 단순한 재료의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재료로 탄생시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Cradle", 2011) 밝힌 바 있으

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친환경경 의 신조류로 C2C 

(Cradle to Cradle)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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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패러다임은 제품을 사용한 후 폐기하여 무덤으

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요람으

로 되돌리자는 개념으로("A new trend", 2010), 자

원의 가치를 높이는 업 사이클링을 통해 물질적 풍

요를 누리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업 사이클링의 등장에는 오염되어가는 지구 환

경과 버려지는 무수한 자원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친환경적 관심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친환

경이란 주변의 시스템과 그에 속해 있는 주체가 상

호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

로 화합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환경과 인간 활동과

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속

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의

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 Jang, 

2009). 환경문제에 대한 시초는 1963년 핵실험제한 

폐기조약을 체결한 반핵 저항운동과 1962년 미국 

과학자 Rachel Cason의 ‘침묵의 봄’을 통해 본격적

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 UN

을 중심으로 국제 공론화되었다(Lee, 1994). 1990년

대에 들어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리오선언, OECD, 

ISO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 온실

가스의 위험, 자원고갈현상 등 환경변화의 위급함

을 인지하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2008년 녹색성장을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탄소배출감축과 에너지 자립강

화, 녹색기술 개발 및 육성 등 저탄소, 친환경 정책

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사이클의 상위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업 사이클

은 기존 사물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탐구해 재

해석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버려

진 것을 버려진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용도에

서 머물지 않고 보다 가치 있는 용도로, 또 지속 가

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탄생한 제품 및 디자인을 하나의 가치 있는 상품으

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Trends of up-cycling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분야에 있어도 그린, 에코, 지속

가능한 등 다양한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디

자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 역시 이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 다.  

Mackenzie는 “그린디자인은 디자인 주류에서 파생된 

부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생산

성, 기능, 미학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통합적인 요

소로 부상하고 있다(Mackenzie, Moss, & Engelhards, 

1991).”고 한 바 있으며, Paul은 “디자이너는 자신

이 디자인하는 제품에 대하여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정과 제품의 사용,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

임의식을 가져야 한다(Burall, 1991).”고 주장하

고, 와코대학의 Akiko 교수 역시 “디자이너는 3R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Pile, 1980/ 1985).”고 밝힌 바 있다. 즉, 예술 및 디

자인에 있어 사회적 기능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하 고, 작가 및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작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대중의 문제로 전이시

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소비와 점차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 디자인방안으로 자원의 재사용 

혹은 재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다시 활용하는 방법

들이 제시되었다. 즉, 디자인 제품 및 예술에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잡동사니에서부터 폐품

에 이르기까지 것들 또한 독창적인 작품 전개를 위

한 새로운 소재로 부상하 으며, 단순한 리사이클

링의 개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 사이클링

의 가치를 더해, 보다 독창적이면서도 디자인적인 

감성이 부가된 예술적 상품으로 가치 전환되어 나

타나게 되었다. 

〈Fig. 1〉은 버려진 폐목재에 업 사이클링의 개념

을 도입하여 새로운 미를 창출한 Piet Hein Eek의 

‘스크랩우드 시리즈(Scrapwood Series)’ 작품 중 하

나이다. 그가 “새롭고 특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As the design", 2011).”라고 밝힌 바 있듯이 최

첨단 소재보다는 버려진 소재를 사용해 조각보를 

잇는 것과 같이 별다른 공정 없이 소재가 가진 고

유의 성질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업 사이클링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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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apwood From Piet. (2011). http:// 

www.pietheineek.nl

<Fig. 2> Package lighting From Anke. 

(2008). http://www.funni.tistory.com

<Fig. 3> Red Bull Art of Can 

From Red Bull. (2008). http:// 

villageofjoy. com

개념의 가구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다. 가구디자인뿐

만 아니라 조명디자인에 있어서도 업 사이클링의 

개념을 도입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Fig. 2〉는 

2007 독일 디자인 위크에서 발표된 Anke Weise의 

작품이다. 기존의 음료수 팩이 가진 디자인을 그대

로 활용하고, 이 디자인 위에 핀으로 수많은 구멍

을 뚫고 내부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독특한 이미

지의 나타낸 업 사이클링 조명디자인이다. 

가구나 조명디자인에서부터 문구 및 패션소품디

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에 걸쳐 업 사이클

링의 개념이 도입되어 수공예적인 기법과 함께 유

일무이라는 독창적 디자인으로 제품화되어 시판되

고 있으며, 국내외에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

다. 또, 다양한 역의 각 브랜드들 역시 브랜드 이

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는 문화전시

의 형태로 자원의 가치 있는 재순환 및 재활용이라

는 업 사이클링의 경향에 동참하기도 한다. 미국 

에너지 음료 브랜드인 Red Bull사는 매해 ‘Art of 

Can’ 전시 및 콘테스트를 개최하여〈Fig. 3〉과 같

 

<Fig. 4> Seurat From Chris. (2007). http://www. 

trinity.net

<Fig. 5> Salutation From Mark. 

(2009). http://www.trinity.net

<Fig. 6> Junk mail From 

Sandhi. (2009). http://www. 

trinity.net

이 자사 브랜드의 음료 캔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전시함으로써 업 사이클링 아트의 형태

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단순한 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아닌 디자인적 가치가 더해진 개념으로서의 업 사이

클링의 경향은 각종 디자인 제품뿐만 아니라 업 사

이클 아트라는 역으로 확대되어 예술가들의 작품

을 통해서도 전개되고 있다.〈Fig. 4〉는 업 사이클

링 작가인 Chris Jordan이 10,600개의 버려진 알루미

늄 캔을 재활용하여 Serurat의 작품을 재탄생시킨 

것으로, 캔의 개수는 미국에서 30초마다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숫자를 나타낸다. 사용된 캔은〈Fig. 

4〉의 왼쪽 확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문

양과 로고가 적힌 캔의 표면을 서로 연결하여 Serurat

의 작품과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Chris Jordan은 미국에서 매일, 매분, 

매시간 단위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백, 종이, 휴대폰 

등의 개수를 작품에 도입시켜 현 미국사회의 대량

소비에 대한 자화상을 업 사이클링적인 개념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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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작품으로 전개하 다.〈Fig. 5〉는 버려진 골

진 마분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Mark 

Langan의 작품으로 골지 특유의 질감을 살려 꽃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는 골진 마분지를 사용하

여 Munk의 절규를 재탄생시키기도 하 다. 이러한 

작품들은 폐자원을 활용하여 과거 예술가들의 작

품을 재탄생시킴으로써 업 사이클링 아트의 새로

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6〉 역시 업 사이클링 작가인 Sandhi Schimmel

의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우

편물과 홍보인쇄물 등 정크메일을 콜라주 한 것이

고,〈Fig. 7〉은 Mark Bridges의 폐자전거를 활용한 

설치작품으로 다양한 기종의 폐자전거를 서로 중

첩시켜 쌓아 올림으로써 탑의 형상을 이룬 것으로 

오벨리스크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

라〈Fig. 8〉과 같이 버려진 합판조각에 색감을 입

혀 갤러리 벽면에 하나하나 새겨 넣어 전시함으로

써 업 사이클 전시의 새로운 예술적 감을 불어 넣

은 Annheik Olive의 작품이나,〈Fig. 9〉와 같이 버

려진 낙엽을 서로 이어 붙여 ‘Rethink’라는 글자의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타이포그래피 아트로 승화시

킨 Anna Garfolt의 작품 역시 버려진 것들이 하찮은 

쓰레기가 아닌 예술적 소재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업 사이클링 아트의 경향을 나타내며, 버려진 것들

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

다. 즉, 이들의 작품은 물질만능사회가 만들어낸 지

나친 폐기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버려진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새로운 아트작품의 

소재로 전환시켜 업 사이클링시킴으로써 환경에 대

<Fig. 7> Obeli-

sck From Mark. 

(2010). http://www. 

jeonscoffee.co.kr

<Fig. 8> Plywood sculptures From Anneheik. (2010). http:// 

www.jeonscoffee.co.kr

<Fig. 9> Fallen leaves typography 

From Anna. (2010). http://www. 

jeonscoffee.co.kr

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독창적인 예술의 세계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Ⅲ. Case Study of Up-cycling in the 

21st Century Fashion Art

본 장에서는 업 사이클링의 개념을 근거로 각 매

체의 인터뷰 기사나 작품 리뷰, 작가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버려진 자원의 가치 있는 예술적 재활용을 

언급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

다. 패션디자이너 중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여 아트컬

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Martin Margiela와 Gary Harvey 

버려진 의류나 원단,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의상의 

형식이나 의미들을 전적으로 차용한 예술가 Guerra 

de la Paz와 Derick Melander, Anne Valerié Dupond, 

Charlotte Kruk의 작품 및 국내 패션잡지에 소개된  

화보를 중심으로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의 경향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Martin Margiela 

Martin Margiela는 패션을 의미 있는 철학적 존

재 및 창조적 결과물로서 생각한 아방가르드 패션

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그녀의 작품은 해체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다. 특히 1989년 데뷔이후 지속적

으로 세계 각지에서 의류와 사물들, 그리고 재활용

품들을 수집하 고, 이러한 아이템들은 시간의 경

과와 사용으로 인한 흔적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수작업으로 새롭게 탄생되어 Artisanal Collection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Martin Margiela가 “나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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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라는 개념을 사랑한다. 거부 당하고 헤어진 것

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라고 믿는다(Steel, 2006).”라고 밝힌 바 있듯이 버

려진 자원에 Martin Margiela만의 독특한 해체적 감성

과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롭게 탄생되는 Artisanal 

Collection의 작품들은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의 개

념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Martin Margiela가 전개하고 있는 Artisanal Collec-

tion의 업 사이클링 작품에 표현된 소재는 다양한 

시기와 아이템의 빈티지 의류뿐만 아니라 이브닝 

장갑, 보우 타이, 스키용 장갑, 스카프 등 패션 소

품, 여행용 가방단추, 종이, 레코드판, 스트로, 머리

빗, 인조 속눈썹, 부채, 커튼, 자전거 반사경, 트럼

프 카드, 병뚜껑, 우산, 축구공, 투명포일, 페이퍼 볼, 

유화작품, 풍선 등 다양한 재질의 일상용품에 이르

기까지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소재의 해체적 작

업으로 업 사이클링 패션 아트를 전개하 다. 

2006S/S에는〈Fig. 10〉과 같이 여름 샌들을 해체

하고 재구성하여 재킷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발상

의 전환을 통한 독창적 디자인을 선보 고, 2008F/W

에는〈Fig. 11〉과 같이 폐기처분된 플라스틱 백은 이

브닝드레스로 재탄생시키기도 하 다. 또〈Fig. 12〉

와 같이 모델의 얼굴 전체를 감싼 복면 마스크와 

함께 버려진 운동화 끈을 재활용하여 프린지 장식

의 드레스로 재탄생시켰으며, 2009F/W에는〈Fig. 

13〉과 같이 쓸모없어진 볼펜뚜껑 2,000개를 재조합

하여 재킷의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등 창조적 실험

성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 다. 

<Fig. 10> Martin Margiela, 

2006S/S From Martin. (2006). 

p. 139.

<Fig. 11> Martin Margiela, 

2008F/W From Martin. (2008). 

p. 140.

<Fig. 12> Martin Margiela, 

2009S/S From Martin. (2009). 

p. 138.

<Fig. 13> Martin Margiela, 

2009F/W From Martin. (2009). 

p. 142.

이러한 아트작업을 통해 표현되는 소재의 이질

적인 요소는 부조화와 의외성을 유발시켜 유희적

인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와 예술적 생명을 부여하는 재

탄생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버려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은 Martin Margiela 특유의 해체

적 감성을 반 하며 상상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감성으로 업 사이클링의 가치를 나타내

며, 특히 이러한 아트작업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원동력이자 창조적 표현의 정수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2. Gary Harvey  

Gary Harvey는 버려진 버버리 트렌치코트나 리

바이스 501 청바지와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의상 

아이템을 재활용한 드레스뿐만 아니라 중고의류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소재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소재

를 이용하여 쿠튀르적 의상을 제작하는 국디자

이너로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Fig. 14〉는 2007 London Fashion Week 기간 동

안 선보인 작품 중 하나로, 21개의 세탁물 가방으

로 만든 드레스이다. 백의 손잡이를 바구니를 짜듯

이 엮어 몸판으로 만들고 드레스자락은 가방의 형

태를 그대로 살려 조형미를 강조한 드레스로 폐자

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

견하게 한다. 이외에도 하와이안 셔츠, 럭비 선수의 

운동복, 야구선수의 점퍼, 트렌치코트 등을 재활용

한 의상 등을 선보 으며, 그의 작품은 지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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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aundrybag dress From 

Gary. (2011). http://www.garyharvey 

creative.com  

<Fig. 15> Newspaper dress From 

Gary. (2011). http://www.garyharvey 

creative.com

<Fig. 16> Military dress From 

Gary. (2011). http://www.garyharvey 

creative.com

경기도 미술관에서 ‘패션의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개

최된 크로스 장르 전시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2009 

Cross", 2009).〈Fig. 15〉는 30장의 Financial Times로 

만들어진 뉴스페이퍼 드레스이고,〈Fig. 16〉은 28개

의 군복재킷을 이용하여 만든 드레스로 수많은 기

간 동안 발생한 전쟁 속에서 착용되었던 군복을 통

해 전쟁에 대한 참혹함과 군복이 간직한 본래의 의

미 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를 우아한 드레스로 

업 사이클링시켜 작품 속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

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작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폐

기물이나 한두 번 착용하고 버려지거나 다양한 사

연을 간직한 중고의류를 수집하여 작품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아이템이 갖던 본래의 용도

와 가치, 그리고 한두 번 착용하고 버려진 옷들에 

대한 생산 및 구입 비용, 노동의 착취, 버려진 옷들

이 다시 분해되어 자연으로 사라지기까지 의류의 

<Fig. 17> Florida From Guerra. (2009). 

http://www.guerradelapaz.com

<Fig. 18> Dasphne From Guerra. 

(2009). http://www.guerradelapaz.com

<Fig. 19> Three graces From Guerra. 

(2009). http://www.guerradelapaz.com

탄생과정에서 폐기된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윤

리적 패션의 실천 역을 확장시키는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의 한 유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Guerra de la Paz 

쿠바 출신의 아티스트 듀오 Alain Guerra와 Neraldo 

de la Paz가 만들어낸 Guerra de la Paz의 경우, 작품

의 주된 소재가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한 것이다. 

이들은 작품구성을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 여

기서 수집된 옷들을 모아 작품에 따라 분류, 구성, 

조합하고, 또 다시 염색이나 가공을 통해 하나의 

아트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버려진 의류에 새

로운 가치를 불어 넣는 업 사이클링 작품을 전개하

고 있다. 

〈Fig. 17〉은 ‘Florida’라는 작품으로 색색의 조합

이 어우러진 드레스는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가진 

의류들이 중첩되어 무더기처럼 표현되어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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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인간 군상과 민족, 문화, 종교 등 다원적

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Fig. 18〉은 아폴로에게 

쫓겨 월계수나무로 변한 요정 다프네를 의인화한 

것으로 판타지 세상에 대한 동경을 담아낸 것이고,

〈Fig. 19〉는 ‘Three Grace’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버려진 군복을 이용하고 절단된 팔의 형상을 나타

낸 미의 여신을 통해 전쟁의 슬픔과 참혹함을 나타

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넥타이를 활용하

여 넥타이가 담아내는 사회적인 규제를 나타내기

도 하 고, 각각의 의류 아이템이 표현하는 화려한 

색채감을 통해 꽃과 나무와 같은 조형물들로 나타

냄으로써 색상조합의 아름다움, 또는 꽃과 나무를 

담아내는 환경에 대한 생각 등을 표현하 다.

이와 같이 버려진 의류를 중첩시켜 하나의 무더

기 형태로 쌓아놓은 형상이나 옷을 착용한 하나의 

패션조각처럼 표현하고 있는 Guerra de la Paz의 작

품은 수많은 옷들이 버려지고 낭비되는 대량소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의도한 것으로, 그 비판적 시

각을 색상의 아름다움, 판타지, 전쟁, 환경, 자유 등 

다양한 주제를 내재한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로 전

환시킴으로써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나타냈다. 

4. Derick Melander  

Derick Melander는 뉴욕 출신의 아티스트로 작

품의 소재는 재활용품으로 나온 중고의류와 신발 

등이다.〈Fig. 20〉은 ‘Compression’이라는 작품의 제

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수없이 많은 중고 의류를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지층처럼 기하학적 구조

<Fig. 20> Compression 

From Derick. (2009a). http:// 

www.derickmelander.com

<Fig. 21> Wedge 2005 From 

Derick. (2009b). http://www.derick 

melander.com

<Fig. 22> Universal set From Derick. (2009c). http:// 

www.derickmelander.com

물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특히 각 의류 아이템은 

서로 연관된 카테고리로 집적물의 형태를 구성하

고 있는데, 아랫부분은 짙은 색상으로 윗부분은 화

이트 색상의 의류들로 구성하여 의 안정감 있는 구조

의 그러데이션 효과를 나타낸다.〈Fig. 21〉은 ‘Wedge’

라는 작품으로 집적물의 형태가 아닌 벽에 기대어 

배열된 형태를 나타낸다. 다양한 종류의 의류 아이

템은 브랜드 라벨이 판독 가능하도록 접고 배열하

여, 버려진 의류의 착용되기 전 생산 제품으로서의 

오래된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또〈Fig. 22〉는 밴 다

이어그램의 원리를 적용하여 형태를 나타낸 것으

로 버려진 화이트 스니커즈와 워크부츠는 각각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고, 두 개의 원이 겹쳐진 부분

을 ‘Universal set’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해〈뉴욕타임스〉는 “Derick Me-

lander가 의류를 이용해 만드는 구조물은 이상주의

적 관념, 사회적 유동성, 풍족함 등 옷이 우리 사회에

서 지닌 모든 의미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Shin, 

2010).”라는 평을 하기도 하 다. Derick Melander는  

헌 옷으로 인한 퇴적 작용 같은 자신의 작업 과정

에 대해 “작품에 쓰는 의류는 색상, 입었던 사람의 

성별, 작가의 손에 들어오게 된 순서에 따라 분류

되고 배열된다. 중고의류는 입었던 사람의 흔적을 

담고 있기에 모든 옷이 함께 모인 완성 작품은 결

국 수많은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사회를 상징한다

(Shin, 2010).”고 밝히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의복을 일정크기로 접고, 이를 다양한 

형태와 높이로 쌓아 200kg에서 2t에 이르기까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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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술적 구조물로 변신시킨 업 사이클링 패션

아트 작품들의 경우 제 2의 피부라 일컫는 의복을 

통해 인간의 삶을 투 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흔적 

및 물리적 존재를 나타내는 의복은 개인과 외부세

계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고, 신체 구석구석을 추적

해 나가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다. 또, 일정한 형

태로 표현되는 구조물의 형상 속에 층층이 쌓이거

나 배열된 의복들은 현대사회라는 구조적인 틀 안

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현대인들을 상징하며, 이들

의 삶의 역사와 연관성, 그리고 현대사회의 자화상

을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5. Other artists and fashion pictorial

Anne Valerié Dupond는 프랑스 직물 아티스트로 

버려진 커튼, 이불 등을 재활용하여 패션조각 및 

토르소 형태를 띤 인형과 같은 작품으로 표현함으

로써 독특한 작품세계를 나타낸다.〈Fig. 23〉과 같

이 버려진 직물 조각들은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씩 바느질하여 붙이고 꿰매어져 기괴한 형상의 그

로테스크한 패션인형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석고

조각의 흉상처럼 토르소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패

션조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패션아트에서의 왜곡

된 신체의 표현은 정체성의 상징이나 기호,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관념을 드

러내기도 하는데, Anne Valerié Dupond의 작품에서

와 같이 각각의 조각들을 다시 재조합하고 꿰맨 자

국을 그대로 노출시켜 변형과 왜곡, 비천하기까지 

한 신체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남성적 담론에 의

해 정의된 이상적인 여성 신체의 양식에 대한 거부

와 일탈로 여성의 이상화된 신체에서의 해방을 반

한다. 또한 버려진 텍스타일을 활용하여 업 사이

클링된 패션조각들은 기괴하게 재조합된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적 시각에서의 환

상을 깨트리고 여성의 몸,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본

질에 대해 제고하도록 하며, 유희적인 이미지까지

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Charlotte Kruk는 음식물이나 초콜릿, 사탕의 

재활용 포장지로 만든 착용 가능한 패션아트 작품

을 통해 미국의 소비사회와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

한다. 복숭아 넥타 포장재와 인공감미료가 포함되

었다고 새겨진 사탕 포장지를 활용하여 업 사이클링 

<Fig. 23> Gabrielle From 

Anne. (2008). http://www. 

annevaleriedupond.com  

<Fig. 24> Diva, Diva Go-

diva From Charlotte. (2008). 

http://kruktart.com

시킨 칵테일 드레스의 스커트 러플을 통해 착용자의 

취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 고(Melissa, 2005),

〈Fig. 24〉와 같이 Godiva 초콜릿 포장지를 활용하

여 만든 코트를 통해 상품화되어가고 있는 여성의 

신체와 의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등 대량생산

되고 소비되어 사라지는 인스턴트문화의 오브제들

을 업 사이클링시켜 패션아트작품으로 표현함으로

써 현대사회의 소비지상주의와 물신주의를 역설적

으로 나타내기도 하 다. 

〈Fig. 25〉는 컨셉추얼 아티스트인 Ellen Bell의 

‘Testament, 2005’라는 작품으로 1896년 출간된 Tom 

Thumb 사전을 가늘게 잘라내 셔츠의 형상으로 만

든 패션아트 작품이다. 주된 작품의 소재는 세탁물 

수증, 오래된 파운드와 달러 지폐, 음식물 라벨, 

처방전, 사전, 오래된 잡지와 같이 일상적인 가정생

활 속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소재로 하여 이를 가늘

게 잘라낸 조각들로 변형하고, 그 조각들을 다시 

패션의 아이템들로 업 사이클링시킨 페이퍼 작업

들은 액자 속 회화와 같이 이차원적인 형태를 통해 

전시됨으로써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한다. Ellen Bell

이 “세속적, 평온무사함, 조용함, 단조로움, 반복인 

것들과 같이 일반적인 가정생활의 소재들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업 사이클링시켜 스커트, 페티코트, 언더웨

어, 코르셋, 드레스 등으로 재탄생시킨다(Thomson, 

2010).”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숙한 텍스트와 

일회성의 종이를 업 사이클링시켜 의복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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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estament 

2005 From Jason, T. 

(2010). p. 143.

<Fig. 26> Phone Book 

Dress From Jason, T. 

(2010). p. 134.

<Fig. 27> Rubina From 

Recycling couture. (2008). 

p. 430.

<Fig. 28> Sulyun-

hyoung From Recycling 

couture. p. 431.

<Fig. 29> Liesang-

bong From Recycling 

couture. p. 433.

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또〈Fig. 26〉은 Kelly Murray의 ‘Phone Book Dress’

로 폐기처분되는 전화번호부를 칵테일드레스로 업 

사이클링시킨 것으로, 쓰레기로 치부되던 오래된 

전화번호부의 각각의 페이지는 소재가 주는 미묘

한 질감과 구겨지거나 주름과 같은 장식적인 기법

에 의해 예상치 못한 문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등 

작가의 디자인적 감성이 더해져 조형적 아름다움

을 표현하는 패션아트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뿐만 아니라 패션매거진의 화보를 통해 국내의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업 사이클링 작품을 나타내

기도 한다. 지난 2008년 Vogue Korea는 한국을 대

표하는 18명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

의 일환으로 각종 폐품과 재활용 재료들을 활용한 

업 사이클링 작품으로 화보를 장식하 다. 루비나

는〈Fig. 27〉과 같이 검정 비닐봉지를 니트처럼 이

어 열을 가해 완성한 상의와 비닐을 조각조각 잘라 

깃털장식처럼 보이는 스커트로 버려지는 비닐봉지

를 입을 수 있는 예술 의상으로까지 업그레이드시

켜 나타냈고, 한혜자는 색색의 버려진 캔을 압축시

켜 흔들리는 비늘처럼 드레스를 장식하여 팝아트

적인 유쾌함을 나타냈으며, 지해는 라면, 과자 등 

버려진 포장지를 이용한 볼륨감 있는 드레스를, 설

윤형은〈Fig. 28〉과 같이 원단시장에서 버려지는 원

단 샘플을 이용한 베스트와 잡지를 부채꼴로 접어 

만든 스커트로 업 사이클링시켰고, 이상봉은〈Fig. 

29〉와 같이 신발 깔창을 이용해 칵테일 드레스로 

전환시키는 등 작업용 장갑, 쌀 포대, 캔, 노끈, 아

이스크림 나무 막대 등 다양한 소재들은 각 디자이

너 특유의 감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작품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폐자원들은 다양한 역에

서의 작품의 소재가 되고, 또 인간의 몸과 의복, 그

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패션아트의 형식을 통해 업 사이클링의 가치를 나

타내고 있으며, 버려진 것들에 대해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속성이라는 가

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Conclusion

지속가능한 친환경디자인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

은 이제 단순한 리사이클링의 차원을 넘어 업 사이

클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의 역에 이르기까

지 깊숙이 반 되어 있으며, 버려진 것들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위치전환과 이질적인 소재의 사

용이라는 역의 확대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표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패션아트에 나타난 업 

사이클링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션아트와 업 

사이클링의 개념을 이론 고찰하 으며, 현대예술에 

표현된 업 사이클링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패션디자이너 및 아티스트들의 작품 중 업 사이클

링 패션아트의 범주에 포함된 작품들의 사례고찰

을 통해 그 경향과 가치를 고찰하 다. 

업 사이클링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가치 있고 발전적으로 재활용하는 가치상향형태의 

재활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물건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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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운사이클링의 개념을 지닌 리사이클링의 개

념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고정된 관념이나 한

정된 역을 탈피하여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의 표

현이 주가 되는 패션아트의 경우, 버려진 자원을 

소재로 채택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

는 작업은 단순한 리사이클링이 아닌 업 사이클링

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버려진 의류나 원단,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의상

의 형식이나 의미들을 전적으로 차용한 예술가들

의 작품과 패션디자이너의 아트컬렉션의 사례고찰 

결과,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 작품이 지닌 가치는 

친환경성과 독창적인 정체성, 그리고 의미의 다원

성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업 사이클

링 패션아트의 경우 작가의 작품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과 표현형식, 소재,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만, 작품 전반에 깔린 공통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을 추구한다는 것

이다. 인간의 몸을 매개로 의복과 환경,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의 총체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패션아트

에 있어 입을 수 있는, 혹은 착용할 수 없는 설치작

품, 패션조각과 같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로 

채택되는 폐자원들은 쓰레기로 처리될 소재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

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재인식과 우리가 살아가

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등 자원과 환경

에 대한 작가의 정신 및 의지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패션에서 나타내는 대량생산과 

동질화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탈피한 패션아트는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됨에 따라 예술작품과 같은 

가치를 나타낸다. 특히 획일화된 인체나 의복의 형

태가 아닌 다양한 몸과 의복의 형태, 또는 설치조

각과 같은 다양한 모습들로 재창조되는 과정에 있

어 폐자원은 작품형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작용

되었다. 다양한 재질과 문양, 색상으로 이루어진 직

물류를 비롯하여 종이, 플라스틱, 금속 캔, 비닐 포

장지, 인조속눈썹, 단추, 운동화 끈, 스트로, 부채, 

머리빗 등 각각의 소재가 갖는 독특한 물성과 형태

는 패션아트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산하는 

수단으로 확장되어 나타남으로써 독특한 조형이미

지와 함께 작가 자신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반 한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원적 의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패

션은 현대사회에 있어 무엇보다도 강한 표현력을 

나타내는 조형예술이며, 패션아트의 경우 제한된 

구속 없이 자유로운 감성으로 표현됨에 따라 풍부

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업 사이클링을 반 한 

패션아트는 자신의 정체성 표현과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과 역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현 시대

의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

을 제기함에 있어 폐자원이라는 오브제는 다양한 

의상형태들을 통해 그 의미의 해석을 확장하기 위

한 예술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즉, 현대사회가 야기

한 수많은 폐기물과 이와 관련된 인간의 욕망, 죽

음, 젠더, 성, 정체성 등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가운

데 현 사회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르기까

지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의복과 신체의 

단순한 대응관계뿐만이 아닌 보다 확대된 역으

로의 커뮤니케이션과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새로

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예술과 패션의 상호관계와 접목에 의한 다각도

적인 시도는 예술의 실용화 및 패션의 예술화와 

같은 다양한 트렌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버려진 자원에 예술적 감성의 가치를 더해 표현되

는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의 작품들은 쓸모없는 것

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예술적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며, 인간

의 몸과 이를 둘러싼 모든 오브제, 환경에 대한 열

린 시각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역에 걸쳐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

리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간의 몸을 

주체로 전개되는 패션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친

환경적인 디자인의 전개는 앞으로 보다 강조되리

라 생각된다.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생명과 예

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업 사이클링 패션아트의 경

향이 이제 제품디자인이나 패션소품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패션디자인 전반에 걸쳐 독창적인 작품 

전개를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될 수 있

고, 또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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