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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ss-productio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has l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 potential sol-

ution to this problem is the Up-cycling fashion design belonging to the sustainable design category. This

study analyze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each brand fashion product by selecting 21 domestic Up-cyc-

ling fashion brands. The product types manufactured by domestic Up-cycling fashion brands could be div-

ided into fashion clothing, bag, and fashion accessories. The materials used for each item included special

material, waste fiber, waste leather, waste paper, and other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aterial charac-

teristics into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included the

durability with less abrasiveness and deformation as well as a mixture with other different materials, whil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included a story arousing consumers' empathy, and scarcity without the same des-

ign due to the limitation of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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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량생산과 소비제품의 남용 및 무분별한 소비로 인

한 자원고갈과 산업 폐기물의 양상은 심각한 환경오염

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소비문화는

사회적 ·환경적 불안정 경향으로 인해 가치지향적 라이

프스타일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관심과 함께 자원을 보호하고 환

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디자인 분야에서는 환경에 가해지는 영

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

자인 철학으로 친환경 디자인(Eco Friendly Design)이 등

장하였고, 이는 21세기 메가트렌드(Megatrends)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으로 발전하였다. 지

속가능한 디자인은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

치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친

환경 디자인 중에 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Kw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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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동시대의 키워드이자 트렌

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자인 범주 안에 있

는 업사이클링 디자인(Up-cycling Design)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upgrade와 recycling의 합

성어로, 재활용품에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새활용의 의미로 제

품, 패션, 조형예술까지 다양한 업사이클링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SocialEQ, 2014).

업사이클링 패션산업은 스위스 브랜드 ‘프라이탁(Frei-

tag)’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었다. 국내 업사이클링 시장규모도 국제무역연구원

(Institue for International Trade; IIT)에 따르면 2013년

25억 원, 2014년 40억 원대로 성장하였고, 2015년 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관련 브랜드 수 또한 2001년 7개에

서 2014년 말 기준 68개로 9배 정도 증가하며 떠오르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Oh, 2015). 초창기 국내 업사이

클링 패션브랜드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가 2006년

설립한 ‘에코파티메아리(Eco Party Mearry)’를 시작으로

‘리블랭크(Reblank)’, ‘터치포굿(Touch4good)’ 등 소규모

1인 기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회사 코오롱(Kolon)에서 업

사이클링 패션브랜드 ‘래코드(Re;code)’를 2012년에 설

립하였고, 삼성(Samsung)은 ‘하티스트(Heartist)’라는 사

회공헌 브랜드를 2014년에 설립하는 등 대기업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 브랜드를 론칭하여 업사이클링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복합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SEOUL UPCYCLING PLAZA)’가

2017년 9월에 준공되어 워크샵 및 전시회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패션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업사이클링

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소재를 재사용하여 새롭게 디

자인함으로써 기존의 상품보다 가치있는 업사이클링 제

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업사이클링 브랜

드의 소재활용에 있어 과거 단순한 소재로 제품이 생산

되었다면, 최근에는 소재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소재

개발로 브랜드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는 제품이 출

시되고 있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는 크게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패션브랜드, 패션소재

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업

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의 방법 및 특성(Oh, 2015), 업사이클링 리디자인

의상 개발(Park, 2014) 등이 있고, 주로 업사이클링 디자

인의 조형적 특징, 기법,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두 번째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관한

선행연구는 업사이클 패션브랜드의 조형적 특징(Lee,

2015), 업사이클링 브랜드 ‘더나누기’의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분석(Baek, 2016), 업사이클 브랜드 패

션가방제품의 표현특성 연구 등이 있다(H. Park, 2017).

상기 연구들은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조형

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

석,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업사

이클링 패션소재에 관한 연구는 업사이클링 가방디자

인의 소재유형에 따른 특성 연구(Wang, 2014), 업사이클

링 디자인의 현황과 텍스타일 제품에 응용된 소재별 연

구(Son, 2012)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업사이클링 브

랜드의 소재유형 및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5년 동안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빠른 성장세와 패션제품이 다양화된 현 시점에서 국내 업

사이클링 브랜드의 패션제품에 나타난 소재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에 처음 설립된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에

코파티메아리’부터 현재 활동 중에 있는 21개의 업사이

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을 중심으로 소재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패션제품 개발 활성화 및 소재 개발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업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개념, 국내 업사이클링 패

션브랜드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를 선정하여 소재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브랜드의 선정기준은 한국업사이클디

자인협회(Korea Upcycle Design Association)에 소속된

브랜드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점된 브랜드, 관련 선

행연구 및 서적,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소개된 업체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1개의 업사

이클링 패션브랜드로 한정하였다. 연구자료는 선행연구,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자료, 신문자료, 잡지를 활용하

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18세기 이후 시작된 기존의 소규모 수공업 생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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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는 환경파괴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20세

기에 들어서 ‘지속가능성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등장

하게 하였다. 국제적인 미래 연구기관인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1972)』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추세대로 인구증가,

자연고갈, 환경악화 등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2100년경

에는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Kwon, 2006). 이

러한 이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하는 환경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환경운동의 출현으로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

1927~1998)의 저서『인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Real

World, 1971)』에서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친환경 디자인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에코 디자인(Eco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

인’으로 발전하였는데, 1986년에 등장한 그린 디자인은

원료감소와 재사용의 원리를 디자인에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코 디자인은 그린 디자인보다 확장된 개념

으로 원재료의 채취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환경

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속가능

한 디자인의 경우 시대적인 흐름을 타지 않는 지속되는

환경과 자연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친

환경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맞물

려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지속성과 재활용의 실용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Oh,

2015).

업사이클링 용어는 1994년 독일 월간지『살보(SAL-

VO Monthly)』의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 필츠 주식회사

(Pilz GMBH)의 리너필츠(Reiner Pilw)가 업사이클링이

란 ‘낡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즉,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진

자원이나 쓸모가 없어진 제품을 활용해서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으로, 기계적, 화학적 공정을 통해 사용가능한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과

는 차별되는 용어이다(SocialEQ, 2014). 이후 윌리엄 맥

도너(William McDonough)와 미하엘 브라운가르트(Mi-

chael Braungart)는 공동저서『요람에서 요람으로(Cra-

dle to Cradle, 2003)』에서 업사이클링은 사용하고 난 제

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후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

생을 위해 다시 요람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Yim, 2014).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의 목적은 버려지는 것들을 디

자인에 접목시켜 더 가치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형요소를 사용

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특히 패션디자인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한 개념으로 Park(2016)

은 폐기물을 단순히 재사용하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기

술과 디자인 등을 접목시켜 미적, 환경적, 경제적, 윤리

적, 사회적 새로운 가치를 더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하였고, Kwon(2012)은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은

자원절약을 위하여 단순히 오래된 옷을 물려받아 입는

재활용 패션이 아니라 빈티지한 스타일과 함께 독특한

재료를 이용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Lee(2015)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폐품을 소재로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아 패션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업사이클링 패션디

자인은 오래된 의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버려지는 제

품, 자원을 활용하여 디자이너 특유의 감성을 담아 만

든 패션제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패션디자인의 경우, 원단을 소재로 하여 디

자인을 구현하지만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이미 만들

어진 옷과 장신구를 해체하고 여기에 새롭게 디자인 구

상을 하여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패션제품 제작과정과 달리 업사이클링 패션제품

은 폐기된 제품을 기부 혹은 구매를 통해 재료를 얻은

후 다시 디자인하여 판매되는 선순환과정을 거치는 특

징이 있다(Park, 2016).

2.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현황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먼저 활

성화되었다. 199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디자이너 형제 마

커스 프라이탁(Marcus Freitag)과 다니엘 프라이탁(Dan-

iel Freitag)은 트럭덮개로 비에도 젖지 않는 만든 가방을

제작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프라이탁’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였다(Fig. 1). ‘프라이탁’은 <Fig. 2>에

제시된 것처럼 폐기된 트럭의 방수천을 트럭운송업체

와 트럭운전사들에게 구하여 세척을 한 뒤, 원하는 가방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고 봉제하여 가방을 제작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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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탁’ 이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유

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글로베

호프(Globe Hope)’, ‘파타고니아(Patagonia)’, ‘솔메이트

삭스(Solmate Socks)’, ‘테라사이클(Terracycle)’, ‘정키 스

타일링(Jungky Styling)’ 등이 론칭되었고, 이후 인도네시

아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인도솔(Indosole)’, 스페인 업

사이클링 패션브랜드 ‘바호(Vaho)’, 한국 업사이클링 패

션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 등이 론칭되기 시작하였다.

국외의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는 초기에는 가내수공

업, 마을기업과 같이 소규모 브랜드로 시작하였지만, 가

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브랜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Fig. 3>과 같이 신발 한 켤레를 팔면 한 켤

레를 기부하는 ‘탐스(TOMS)’와 <Fig. 4>처럼 폐비닐을

업사이클링한 ‘에코이스트(Ecoist)’는 원자재의 재활용

뿐만 아니라 판매이익의 사회환원까지 고려한 기업 활

동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

퍼 래번(Christopher Raeburn),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컬렉션에 업

사이클링 패션제품을 등장시켜 주목을 받았다. 래번은

<Fig. 5>와 같이 버려진 군복원단을 소재로 컬렉션을

선보였고, 마르지엘라는 <Fig. 6>처럼 커피자루를 소재

로 한 작품을 컬렉션에 선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패스

트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H&M’에서도 2014년부터 지

속가능한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컬렉션(Conscious Ex-

clusive Collection)’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비

영리단체 재활용협회 대표인 마저리 그레이크(Majorie

Griek)는 폐기물 감소,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 RONA(Re-

cycling Organization of North America)를 설립하여 활

동하고 있다. 미국 기업 ‘테라사이클’은 2001년부터 시작

Fig. 1. Freitag bag.
From FREITAG. (n.d.).

https://www.freitag.ch

Fig. 2. Freitag bag process.
From Kim. (2015).

http://www.allurekorea.com

Fig. 3. Faded rose

canvas classics (w).
From TOMS. (n.d.).

https://tomskorea.co.kr

Fig. 4. Ecoist bag.

From Jeong. (2013).

http://www.krista.co.kr

Fig. 5. Christopher Rae-

burn London 2017 F/W.
From GQ Magazine. (2017).

http://www.gq-magazine.co.uk

Fig. 6. Martin Margiela 

Artisanal 2015 F/W.
From Cristobal. (2015).

https://uk.new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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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G, 네슬레(Nestle), 펩시(Pepsi) 등 대기업들로부

터 버려진 폐플라스틱, 포장지를 수집하여 <Fig. 7>과

같은 가방, 의자, 의류 등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사이클링 커뮤니티인 업사이클드(Up-

cycled)가 <Fig. 8>과 같은 테니스 라켓을 이용한 거울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정키

스타일링’은 1997년 론칭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로 남

성용 양복, 셔츠, 여성용 스커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업사

이클링하여 생산하고 있다(Fig. 9). 프랑스 파리의 셀렉

트숍인 메르시(Merci)는 주기적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

ney)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Wang, 2014).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가 2006년 론

칭한 ‘에코파티메아리’를 시작으로 2008년 ‘리블랭크’,

‘터치포굿’ 등의 브랜드가 등장하였다. 2012년 대기업

코오롱에서 업사이클링 브랜드 ‘래코드’를 론칭하여 이

태원, 명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하였고, 이후 현재

까지 ‘리나시타(Renascita)’, ‘젠니클로젯(Zennycloset)’,

‘로임(Roym)’ 등의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들은 소규모 기업

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소비자

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2010년 ‘Seoul Up-cycling Fair 2010 리폼 경진대회 & 리

폼시민장터’를, 2012년 서울시 송파구는 ‘업사이클링 공

모전’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업사이클디자인

협회에서 ‘업사이클링 전시회 첫 번째 조각전(1st Piece)’

을 개최하였다.

2017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Gwangju Design Bienn-

ale)에서 ‘미래들(Futures)’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전시회가 열렸고 전시장 안에는 자원재활용

을 주제로 커피자루로 화분과 가방을 만드는 업사이클

링 패션브랜드 ‘하이사이클(Hicycle)’ 제품과 버려진 시

디를 이용한 조형물, 과자봉지를 이용한 가방 등 업사이

클링 제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2017년 서울시 성동구 용

답동에 개관한 국내 최대 업사이클링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있다. 새활용은 업사이클링의 우리

말로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의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새활용이란 [What is up-cy-

cling]”, n.d.).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제품에 사

용되는 재료를 전시하는 소재은행과 중고물품을 분류

하고 세척 및 가공하는 재사용 작업장, 전시장,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업사이클링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명 인사를 통

한 제품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Fig. 10>처럼 한 배

우가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남성셔츠를 업사이클

링한 래코드의 드레스를 착용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받

았고, <Fig. 11>과 같이 폐기된 남성복을 업사이클링한

의상을 착용하고 화보를 촬영하여 화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Fig. 12>−<Fig. 13>과 같이 자동차 가죽시트를

재활용하여 백팩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모어댄(More-

than)’의 백팩을 착용하여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 업사이클링 관련 단체를 통해 업

사이클링 패션제품이 홍보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각

Fig. 7. Terracycle

bag.
From Schwartz. (2010).

https://www.fastcompany.com

Fig. 8. Upcycled tennis

racket mirror.
From The Old Cinema. (n.d.).

https://www.theoldcinema.co.uk

Fig. 9. Junky

styling.
From chouchou. (2012).

http://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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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시회, 공모전, 업사이클링 기관을 통해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이 홍보되고 있다.

III.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사례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소재분

석을 위해 선정된 21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사진자

료를 이용하였다. 선정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는 ‘에

코파티메아리’, ‘리블랭크’, ‘터치포굿’, ‘더나누기’, ‘바다

보석(Seaglass)’, ‘래코드’, ‘무노도넛(Muno donut)’, ‘끼리

끼리(Kirikiri)’, ‘패롬(Parrom)’, ‘리나시타’, ‘젠니클로젯’,

‘하이사이클’, ‘오운유(Ownu)’, ‘얼킨(Ul:kin)’, ‘파이어마

커스(Firemarkers)’, ‘세컨드비(2ndB)’, ‘Tu.v’, ‘이자인101

(ES!DN101)’, ‘밀키프로젝트(Milky Project)’, ‘이스트인

디고(Eastindigo)’, ‘모어댄’으로, 소재분석에 사용된 제품

사진은 각 브랜드의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

이템 중 디자인이나 소재가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한 총

185장을 수집하여 소재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1.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제품유형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유형을 분석한 결

과, 총 21개 브랜드 중 단일 품목 브랜드는 총 6개(29%),

다른 품목과 함께 진행하는 브랜드는 총 15개(71%) 브

랜드로 나타났다. 단일 품목의 아이템으로는 가방브랜

드 1개, 패션소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브랜드 5개로 나

타났다. 다른 품목과 함께 진행하는 브랜드 총 15개 브

랜드 중 가방과 패션소품, 의류를 모두 진행하는 곳은

1개 브랜드였으며, 14개 브랜드는 가방과 패션소품의 제

작 및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Fig. 14). 특히 단일

품목 브랜드보다 2가지 이상의 품목을 진행하는 브랜드

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점점 업사이클링 재료로 만든 판매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의 브랜드에서 패션소품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아이템보다 재료수급이 용

이하고 옷이나 가방보다는 크기가 작아 제작과정이 간

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유형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방을 생산하는 비중이 높은 브

랜드로는 ‘더나누기’, ‘패롬’, ‘리나시타’, 젠니클로젯’,

‘얼킨’, ‘모어댄’이 있다. ‘젠니클로젯’, ‘리나시타’는 대

부분 버려지는 폐의류로 가방을 제작하는데, ‘젠니클로

젯’은 <Fig. 15>와 같이 폐데님을 소재로 숄더백을 제작

하고 있고, ‘리나시타’는 <Fig. 16>처럼 폐셔츠로 토드

백을 제작하고 있다. 그 외 <Fig. 17>과 같이 버려지는

회화작품으로 가방을 제작하는 ‘얼킨’, 옥외간판으로 가

방을 제작하는 ‘패롬’, 에어백으로 가방을 제작하는 ‘래

코드’ 등 일반 가방에서 사용되지 않는 폐의류와 특수소

재를 사용하여 토트백, 숄더백, 백백, 클러치 등 가방으

로 제작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유형 중 생

활소품을 비롯한 패션액세서리의 비중이 높은 브랜드

로는 ‘에코파티메아리’, ‘터치포굿’, ‘바다보석’, ‘이자인

101’, ‘무노도넛’, ‘끼리끼리’, ‘밀키프로젝트’가 있었다.

특히 각 브랜드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패션소

Fig. 10. Re;code
dress.

From Jo. (2012).

http://www.itnk.co.kr

Fig. 11. Re;code up-
cycling skirt.

From Bae. (2012).

http://news.mt.co.kr

Fig. 12. Elca
backpack (I).

From S. H. Park. (2017).

http://www.sedaily.com

Fig. 13. Elca
backpack (II).

From Kim. (2017).

http://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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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Korean up-cycling fashion brands

No. Brand Launching Main Item

1 Eco Party Meary 2006 Bag (14), Fashion Accessory (18)

2 Reblank 2008 Bag (5), Fashion Accessory (9)

3 Touch4good 2008 Bag (2), Fashion Accessory (7)

4 Thenanugi 2011 Bag (19), Fashion Accessory (5)

5 Seaglass 2011 Fashion Accessory (3)

6 Re;code 2012 Clothing (6), Bag (9), Fashion Accessory (3)

7 Muno donut 2012 Fashion Accessory (7)

8 Kirikiri 2012 Fashion Accessory (1)

9 Parrom 2013 Bag (9), Fashion Accessory (1)

10 Renascita 2013 Bag (4)

11 Zennycloset 2013 Bag (2), Fashion Accessory (1)

12 Hicycle 2014 Bag (4), Fashion Accessory (2)

13 Ownu 2014 Bag (2), Fashion Accessory (3)

14 Ul:kin 2014 Bag (9), Fashion Accessory (4)

15 Firemarkers 2014 Bag (2), Fashion Accessory (2)

16 2ndB 2014 Bag (1), Fashion Accessory (3)

17 Tu.v 2015 Bag (1), Fashion Accessory (3)

18 ES!DN101 2015 Fashion Accessory (4)

19 Milky Project 2015 Fashion Accessory (1)

20 Eastindigo 2015 Bag (4), Fashion Accessory (2)

21 Morethan 2015 Bag (6), Fashion Accessory (7)

Total 185

Fig. 14. Main item of the Korean up-cycling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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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파우치, 지갑, 키홀더, 팔찌, 반지 등으로, <Fig. 18>

의 ‘이자인101’에서 만든 커피콩 반지, <Fig. 19>와 같이

폐의류로 팔찌를 제작하는 ‘무노도넛’, <Fig. 20>처럼 우

유팩으로 지갑을 제작하는 ‘밀키프로젝트’ 제품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패션의류는 ‘래코드’ 브랜드에

서만 진행하고 있었다. ‘래코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

코오롱의 계열사로 코오롱 브랜드 계열사의 재고의류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패딩, 맨투맨 등 상의류

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래코드’의 콜렉션은 3가지

스타일로,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재고의류를 사용한 인벤

토리 콜렉션(Inventory Collection), 오래된 군용품들을 소

재로 하는 밀리터리 콜렉션(Military Collection), 에어백,

카시트 등의 산업 폐기물을 소재로 사용하는 인더스트

리얼 콜렉션(Industrial Collection)으로 제품이 진행되고

있다. 의류디자인에 있어 ‘래코드’는 <Fig. 21>−<Fig. 22>

와 같이 재고의류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

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Fig. 23>처럼 기존 래코드 컬

렉션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와 부자재를 재활용하여 재

고의류에 장식하는 리나노(Re;nano) 의류도 제작하고 있

다.

2.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제품별 소재유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

별 소재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방문조사 및 홈페이지 통

해 소재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2017년 9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 업사이클 페스티벌, 광주디자인 비엔

날레, 서울새활용플라자 등에서 진행된 전시 및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소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인 소재분석을 위해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

된 소재정보를 중심으로 소재유형을 분석하였다.

Fig. 15. Remake denim 
damibag.

From Zenny Closet. (n.d.).

http://www.zennycloset.com

Fig. 16. Original | Fragola | 
Wine.

From Renascita. (n.d.).

http://renascita.com

Fig. 17. Ul:kin satchel 
bag.

From ul:kin. (n.d.).

http://ulkin.co.kr

Fig. 18. Coffee bean ring
cover photo.

From ES!DN101. (2016).

https://www.facebook.com

Fig. 19. 31.October
bracelet.

From MUNO DONUT. (n.d).

http://munodonut.com

Fig. 20. Milky project
wallet.

From 1300K. (2017).

https://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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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류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

로 분석하였다. 서울새활용플라자(“소재이야기 [Mater-

ials]”, n.d.)는 소재분류를 폐기물 분류방식인 발생원별

분류방식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 새활용 소

재’, 사업장 활동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새활용 소재’, 건

설 중에 나오는 ‘건설 새활용 소재’로 분류하고 있다. 21개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생활 새활용 소

재(종이, 고무, 플라스틱, 비닐, 유리, 옷)로 제품이 생산

되고 있었고, 사업장 새활용 소재 및 건설 새활용 소재는

조형디자인 또는 가구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 새활용 소

재’를 중심으로 제품별 소재유형을 조사하였고, <Table

2>와 같이 크게 폐섬유, 폐가죽, 폐비닐, 폐종이, 폐고무,

특수소재,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폐섬유는 폐직물과 폐의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폐직

물에는 유행이 지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직물, 혹은

자투리 직물 등이 있고, 폐의류에는 헌옷수거함에 배출

되는 폐의류와 재고의류가 있다. 폐가죽에는 소파나 가

방 등 각종 가죽제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폐비닐에는

비닐봉지, 과자포장지, 음료수 팩, 비닐우산 등이 포함된

다. 폐종이는 헌책과 폐지로 분류가 되는데, 폐지는 신

문, 잡지, 상자, 우유팩, 종이컵 등이 있다. 폐고무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폐타이어가 포함된다. 특

수소재는 폴리에스테르가 주 원료가 되는 배너, 방수천

막, 현수막 등의 소재와,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복, 담요,

텐트, 낙하산, 자동차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소방호스,

비행기 좌석 등이 있고, 기타로는 라이터, 수트케이스,

일회용 컵, 사탕봉지, 빨대 등 버려지는 일상제품이 해

당된다.

소재분석 결과, <Fig. 24>와 같이 총 21개 브랜드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특수소재(37%), 폐섬유(36%),

폐가죽(18%), 기타(5%), 폐종이(3%) 순으로 사용되고

Fig. 21. Patchwork

t-shirt.
From RE;CODE. (2018b).

https://www.kolonmall.com

Fig. 22. Pixel Kim silcon 

printed t-shirt.
From RE;CODE. (2018a).

https://www.kolonmall.com

Fig. 23. RE;nano

shirts.
From RE;CODE. (2017).

https://www.kolonmall.com

Table 2. Up-cycling material classification

Materials Classification

Discarded Clothing
Discard Textile Leftover Pieces of Cloth, Passes Clothing

Used Clothing Inventory Clothing

Discarded Leather Leftover Leather Sofa, Clothing, Bag etc

Discarded Plastic and Packaging Materials Plastic Bag, Wrapping Paper, Plastic Umbrella

Discarded Paper
Used Books Novel, Collection of Poem, Journal

Paper Waste Newspaper, Magazine, Box, Milk Carton, Paper Cup

Discarded Rubber Old Tires Car, Bike, Motocycle Tire

Specialty Fabric Items Banner, Tarpaulin, Tent, Military Uniform, Parachute, Airbag, Seat Belt, Fire Hose

Other Discarded Items Lighter, Suitcase, Candy Bag, Straw

*Reference to the material classification presented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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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브랜드 중 폐비닐 소재가 사용

된 브랜드는 없어 본 장에서는 특수소재, 폐섬유, 폐가

죽, 폐종이 및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폐종이 및

기타는 제품 제작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폐종이, 기타,

폐고무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1) 폐섬유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섬유를 활용하고 있는 브

랜드는 <Fig. 25>에서 볼 수 있듯이 21개 브랜드 중 11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폐직물보

다 폐의류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페직물보다는 폐의류의 재료수급이 더 용

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폐섬유는 특수소재와 함께 업사

이클링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며,

폐직물은 ‘더나누기’(18건), ‘무노도넛’(7건), ‘리블랭크’

(2건) 등의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섬유기업

에서 버린 자투리 직물이 폐직물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

었다. 폐의류는 ‘래코드’(17건), ‘에코파티메아리’(7건), ‘이

스트인디고’(6건), ‘리나시타’(4건) 등의 브랜드에서 사용

되고 있었고, 대부분 폐수트, 폐데님, 폐셔츠, 폐양말 등

이 주 소재로 활용되어 가방과 패션소품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브랜드에서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폐섬유에 코팅작업을 하거나 폐섬유와 폐가죽을 혼합하

는 등 소재를 혼합하여 제품이 제작되고 있었다.

2) 폐가죽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가죽을 활용하고 있는 브

랜드는 <Fig. 26>에서 볼 수 있듯이 21개 브랜드 중 4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가죽은 통풍성

과 보온성이 있어 겨울에는 따뜻함을, 여름에는 쾌적함

을 주는 소재로, 봉재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의복뿐만 아

니라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활용도가 높은 소재이다(Son,

2012). 이러한 특징으로 폐가죽은 ‘에코파티메아리’(20건),

‘리블랭크’(9건), ‘오운유’(5건), ‘더나누기’(2건) 브랜드에

서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되고 있는 폐가죽은 자투리 가

죽, 폐소파, 폐가죽 의류 등으로, 폐가죽 특성상 소재의 크

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방보다는 패션소품에 많이 활

용되고 있고, 가죽 자투리를 패치워크 기법으로 연결시

켜 소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3) 특수소재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특수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Fig. 27>에서 볼 수 있듯이 21개 브랜드 중 11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업사이클링 패

션브랜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소재로, 각 브랜드에

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소재는 폴리에스테르가 주 원료가

되는 옥외간판, 현수막, 광고판 등의 소재와 자동차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소방호스, 커피자루, 캔버스 천, 튜브

등이 있었다. 특히 특수소재는 전반적으로 내구성과 방

Fig. 24. Material types of up-cycling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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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textile waste.

Fig. 26.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discarded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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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패션소품보다 주로 가방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옥외간판을 이용하여 가방을 제작하는

브랜드 패롬을 비롯하여, ‘터치포굿’은 지하철 광고판, 브

랜드 광고판을 소재로 가방을 제작하고, ‘리블랭크’는 폐

기된 타폴린, 방수천을 소재로 가방을 제작하고 있었다.

특수소재 중 옥외간판, 방수천막, 현수막은 인쇄된 그

림이나 문구를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재단하여 가방으

로 제작할 수 있어 같은 디자인이 없는 개성 있는 제품

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많이

선호하는 소재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특수소재 중 자동차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를 주 소재로 가방 및 패션소품이 제작되고 있는데, 특

히 ‘모어댄’은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에서 가죽을 수거하

여 가방을 제작하고 있었고, ‘래코드’는 에어백, 자동차

시트를 소재로 가방과 패션소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소방호스를 소재로 가방을 제작하는 ‘파이어마

커스’, 커피자루로 가방을 제작하는 ‘하이사이클’, 튜브

소재로 패션소품을 제작하는 ‘Tu.v’ 브랜드처럼 독특한

특수소재를 활용한 브랜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는 브랜드 설립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직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 폐종이 및 기타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종이 및 기타 소재를 활

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Fig 28>에서 볼 수 있듯이 21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폐종이 및 기타 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사용이 적지만

가공을 통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다양한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종이는 폐

지류인 잡지, 신문지, 영화포스터, 복사지, 우유팩, 상자

등으로, ‘에코파티메아리’, ‘터치포굿’, ‘이자인101’, ‘밀

키프로젝트’ 브랜드에서 주로 패션소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기타 빨대, 라이터, 수트케이스 등의 일상생활에서 버

려지는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로는 해

변에 버려진 바다유리를 소재로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바다보석’, 커피콩, 견과류, 안경알을 소재로 액세서리를

Fig. 27.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specialty fabric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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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고 있는 ‘이자인101’, 자전거 체인으로 팔찌를 제

작하는 ‘세컨드비’가 있었다.

폐고무는 ‘세컨드비’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필통, 가방 등의 제품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폐고무 소재의 특성상 가공이 쉽지가 않고 봉제가 까다

롭기 때문에 소재 개발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

작되어야만 하고, 특히 타이어의 경우 가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비’의 제품은 독특한 소재 개발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V.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소재특성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소재특성을 분

석하고자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21개의 브랜드에 나

타난 제품유형과 사용된 소재를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

로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소재특성 분석을 위해 제

품에 나타난 제품 제작방식, 내구성, 소재와 패션아이

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에 사용되

는 소재에는 특수소재, 폐섬유, 폐가죽 순으로 활용빈도

가 높고, 특수소재는 형태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강해 주

로 가방에 사용되고 있다. 폐섬유와 폐가죽은 소재가 한

정되어 있어 소재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21개 브랜드 모두 소재가 한정되어 있어, 제품이

소량으로 생산되거나 똑같은 제품이 없고 각각의 브랜

드마다 소재에 대한 스토리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근거로 소

재특성을 분석한 결과 크게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고, 외적 특성에는 소재의 내구

성과 혼합성, 내적 특성으로는 소재의 스토리성과 희소

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1. 외적 특성

1) 내구성

내구성이란 물질이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

Fig. 28.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other discard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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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업사이클링 제품

은 폐기된 제품을 소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강한 내

구성이 필요하다.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특수소재로 내구성과 난연성이 있고

마모성이 적어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에 용이하다.

옥외간판, 현수막, 광고판은 폴리에스테르가 주 원료

로 구김이 적고 마찰에 강하며 마모성이 낮아 시간이 지

나도 형태변형이 적어 주로 가방제작에 사용이 된다. 텐

트, 낙하산, 에어백, 소방호스, 안전벨트는 내구성, 방수

성, 난연성을 갖추고 있어 가방 및 패션소품에서 사용되

고 있었다.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내구성의 기능적 보안을 위

해 기술적인 개발을 결합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특수소

재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높지만, 일부 업사이클링 브

랜드에서 소재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작업을 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 제품은 사용된 제품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구성이 높고 마모성이 낮은 특수소

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내구성이 부족한 소재

는 코팅을 통해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혼합성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한 가지 소재만을 사용하여 제

품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주 재료에 또 다른 재료들을 혼

합하여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혼합은 주로 가방

에서 사용이 되는데, 혼합되는 소재에는 폐섬유와 폐가

죽, 특수소재를 중심으로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

로 폐섬유와 폐가죽을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수소

재에서는 자동차 시트와 안전벨트가 혼합되어 가방이 제

작되고 있었다.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폐섬유와 폐가죽을 혼합한 제

품이 많은데, 이는 재활용되는 소재의 크기가 제한적이

기 때문이다.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작할 때 필요한 소재

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재들을 연결하기 위해 같은 소재

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이 되는

데 혼합할 때에는 폐재료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커팅 후

혼합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재를 혼합할 때는

소재의 두께, 소재의 색상, 소재의 결합비율 등 소재를

조화롭게 혼합하여 제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제품의 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사

이클링 패션제품은 독특한 소재가 혼합되어 나타난 결

과가 대부분 똑같은 부분이 없고, 혼합의 결과에 따라

미적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를 혼합할 때는 더

욱더 소재의 배치, 미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내적 특성

1) 스토리성

업사이클링 제품은 폐섬유, 폐가죽, 폐종이 등 버려지

는 소재에 디자이너 특유의 감성을 집어넣어 제작이 되

는데, 이러한 제품은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

와 연결이 된다. 소재 자체에 개인의 기록이나 사용한 흔

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공감과 자원의 가치

전달이 가능하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terial in the Korean up-cycling fashion brands

Characteristics of Material Main Contents

External

Characteristics

Durability

- Outstanding durability is essential because up-cycling products are made of materials which

were used.

- Special materials are used in fashion products because of the lower transformation rate and

higher durability. 

- Coating was integrated with materials to increase durability.

Mixing

Characteristics

- Products are manufactured by connecting materials to one another because of the limits.

- The products feature the mixture of waste denim and waste leather that the material sizes are

small.

- The materials are connected by a patchwork method when using them by mixing them with

one another.

Internal

Characteristics

Story

Characteristics

- Materials used in up-cycling brands deliver valuable consumption including good design, good

consumption, etc. to consumers through stories.

Scarcity
- Up-cycling materials are manufactured to be the small quantity because they are limited. Iden-

tical designs cannot be created according to tailoring methods. So they are high in 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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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Tu.v’는 해마다 버

려지는 튜브소재를 수집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버

려지는 튜브를 통해 환경과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탄생되었다. 또한 업사이클

링 브랜드 ‘더나누기’는 섬유기업에서 버린 자투리 직물

로 패션제품을 제작하고 더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2명에서 시작되어 2012년

기준으로 15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로 경력이 단

절된 여성,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는 환경

을 위한 목적 외에도 소비자에게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감을 얻은 브랜드는 지역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희소성

업사이클링 소재는 현수막, 폐낙하산, 폐자동차 시트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료가 사용되는데 이러

한 소재는 한정되어 있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똑같

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어 희소성이 높다. 특히 특수소

재인 트럭덮개, 옥외간판, 현수막, 커피자루는 프린트된

로고, 색상, 그림, 문장 등이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기 때

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확장에서 오는 수공예적인 기술과 하나

뿐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자에게 경쟁력 있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패션의류

의 경우, 옷을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하기 때문에 독특

한 디자인으로 희소가치가 높다. 또한 폐유리, 자전거

체인, 폐가죽, 폐종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색상과 모양이 없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처럼 업사이클링 소재는 희소성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제품제작 시에 소비자 개개인들의 개성표현에 적

합하고, 단 하나뿐인 제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V. 결 론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21개를 중심으로 제품

유형과 소재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업

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크게

패션의류, 가방, 패션소품으로 제작되고 있었으며, 대부

분 패션의류보다는 가방과 패션소품을 중심으로 브랜

드를 진행하고 있었다.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특수

소재, 폐섬유, 폐가죽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되고

있는 특수소재로는 현수막, 옥외간판, 소방호스, 텐트,

캔버스 천, 자동차 시트 등이 있었고, 폐섬유에는 폐데

님, 폐수트, 폐가죽 등 폐의류와 재고의류, 폐직물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 폐가죽, 폐종이 및 기타 제품들

은 패션소품 제작에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업사이클링 패션소

재 특성은 크게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소재의 외적 특성에는 소재의 내구성과, 혼합성이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의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버

려진 소재이기 때문에 제품생산 시 내구성이 높아야 하

며 특히 가방을 생산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품소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작업을 하거나

제품변형과 마찰에 강한 특수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또

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소재를 혼합하여 제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특수소재처럼 가방끈을 안전벨트로 하여

기능성과 재미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사이즈 크기가 제

한적일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혼합은

주로 폐섬유와 폐가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재의 내적 특성으로는 소재의 스토리와 희소성이 있

다. 일반 패션제품은 디자인을 통해 스토리를 전하지만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소재가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재 자체에 개인의 기록이나 원품이

무엇인지 본래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은 브랜드의 배경 스토리와 함께 소비자들의 공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

은 소재가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 또한 높다. 이는 재료가

한정된 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템을 만

든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재특성을 통해 앞으로 국내 업사이클링 패

션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소재수급 및 가공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

요하다.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는 아직까지 영세기업

이거나 1인 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재를 유

통하고 가공할 시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므

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고무

와 같이 가공하기 까다로운 소재는 비용과 유통에 있어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

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 워크샵을 통한 업사

이클링 교육활성화가 필요하다.

업사이클링 제품은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통해 제품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소재특성 연구 (제1보)

– 501 –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디자인이나 제작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의 용이성이 편리한 워크샵

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품제작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투리 가

죽이나 원단의 경우 일일이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여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재가공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가공이 까다로운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와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업사이클링 패션

은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가 성장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소재 개발과 수급 및 가공을 위한 기술

개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

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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