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5 –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소재특성 연구 (제2보)

-업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한 패션가방 제작-

이다혜·정경희·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in the Foreign Up-cycling Fashion Brands (Part II)

-Fashion Bag Making Using Up-cycling Fashion Brand Material-

Dahye Lee · Kyunghee Jung ·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5, 2018; Revised (December 11, 2018; February 1, 2019); Accepted February 6, 2019

Abstract

This study is the 2nd report following『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in the Korean Up-cyc-

ling Fashion Brands (Part I)』that handled the development of upcycling prop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material. The 2nd report analyzed product types and materials focusing on 21 foreign upcycling

fashion brands.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materials using the case analysis of coffee

bean bag and waste denim based on exter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We then classified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into environment/economic feasibility and availability/mixture an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into historicality/story and originality/scarcity. Five bags were designed and produced for the

actual commercialization of fashion products based on such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with the use of co-

ffee bean bags and waste denim as upcycling material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research

by its suggestions for the utilization of fashion product upcycling coffee bean bags and waste denim. Also,

upcycling fashion products could be competitive products in eco-friendliness and originality that can be a

driving for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ashion industry through the differentiation of existing fas-

h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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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8년 12월, 삼성패션연구소는 ‘나만의 감성과 취향

을 따르는 소비’와 ‘지속가능한 패션’을 포함한 2018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마켓 관점에서 지속가능패션은

단순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들이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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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는 지속가능한 패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브랜

드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Ahn, 2018).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한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업

사이클링 디자인의 경향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넘어 하나

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패션산업에서 뚜렷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산업이 과거에는 품

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상품가치가 부족하거나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제작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업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면서 독특

한 디자인과 소재를 혼합하거나 다양한 특수소재를 활

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산업은 1990년대 후반 국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국내는 2000년대 이후 업사이클링 산업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소재

는 국내에 비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폐비닐, 폐고무

등이 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업사이

클링 브랜드의 패션디자인 및 소재분석에 대한 세분화

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소재특성 연구 (제1보)』에 이은 <제2

보>로써, 선행연구 Lee et al.(2018)에서 국내 업사이클

링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소재를 분석하였다면 <제2

보>는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품과

소재를 분석하였고,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커피산

업의 증가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커피자

루와 폐데님을 혼합하여 패션소품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한 문헌연구

와 함께 실물 제작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 단행본, 인터넷 기사, 잡지 등의 자료를 통하여 수

집 및 정리하였다. 국외 디자인 사례조사를 위해 환경부

보고서『업사이클 활성화 기반 마련 연구』(Shin, 2014)에

서 제시된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국내 학술지 및 잡

지에서 중복 언급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1차로 30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경우,

국외 업사이클링 산업 시장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매

출액 등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Shin, 2014).

따라서 1차로 선정된 브랜드 중 기간 내에 제품생산이

중단되거나 폐업한 브랜드를 제외한 2018년 기준 최소

3년 이상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로 한정

하여 최종 21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브랜드

의 사례조사는 각 브랜드 공식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

는 아이템 중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한 192개 아이템의

제품유형 및 소재유형을 분석하였다. 실물 제작은 문헌

고찰과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사례

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재특성을 활용하여 총 5점의 가방

을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본 연구의 <제1보>는 업사이클링 개념 및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제2보>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Kwon, 2012; Oh, 2015;

Park, 2017; Park, 2014; Wang, 2014; Yim, 2014)를 분석

하였고,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

였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 Kwon

(2012)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

성을 소재활용 극대화, 의류의 재생, 저급소재의 고급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으로 분류하였고,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환경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친환

경성, 폐기물 원료 및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성, 재

료의 환원성, 제품기획 진행과정의 불연속성으로 분석

하였다. Oh(2015)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제

품의 제작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스토리성,

한정된 재고에서 출발하는 희소성, 업사이클링 표현방법

인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재미를 더한 유희성으로 분석

하였다.

Park(2017)은 국내 ·외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중심으

로 가방제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방제품에는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의 흔적이

있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폐기된 재료로 제품이 생

산되기 때문에 자원의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품제작이 어려워 디자인으로

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업사이클링 가방제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역사성, 지

속연장성, 독창적 가치성, 환경성 4가지로 분류하였다.

Park(2014)은 ‘정키 스타일링(Junky Styling)’, ‘랜니 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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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ni Lantto)’, ‘래코드(Re;code)’, ‘리블랭크(Reblank)’

를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

성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디자인 특성은 환경에

줄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성, 수공예적 표현기

법으로 제작되는 희소성, 개인의 기록이나 역사의 흔적

이 남아 있는 전통성, 자원이 절약되는 경제성, 디자인

의 독창성으로 분류하였다. Wang(2014)은 업사이클링

가방디자인을 사례로 소재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사이

클링 제품의 소재는 재활용 소재로 소재가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소재를 혼합하고 공예기법을 이용해 제품이

제작된다고 하였다. 업사이클링 가방은 소재의 제한성

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방소재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가방디자인에 나타나는 소재특성을 혼합

성, 공예성, 희소성, 내구성으로 분석하였다. Yim(2014)

은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작품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최초로 사용했던 물건인 오리지

널 오브제(The Original Object), 제품의 역사성(Histori-

city)이 나타난다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은 공예정신에

기초한 아날로그적 제작과정에 의해서 재탄생되는 ‘매

뉴얼 아트(Manual Art)’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

특한 예술성과 희소성을 갖는다 하였다. 또한 업사이클

링 디자인은 오리지널 오브제가 다른 사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특성과 가용성, 지속가능성이 드

러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특성은 역사

성, 환경성, 독창성, 가용성, 경제성으로,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성은 전 사용자의 빈도와 사용흔적

을 없애지 않고 노출시키는 특성으로 원재료 자체에 개

인의 기록이나 흔적들이 남아 있어 스토리텔링이 가능

하다(Oh, 2015). 환경성은 재활용 디자인을 할 때에 기능

적, 미적인 부분과 함께 환경에 줄 영향까지 고려하는 특

성을 말한다. 또한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문

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러한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환경

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난다.

독창성은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형태를 혼합

하거나 디자인을 가미시켜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필수

적인 요소로 희소성으로 연결된다. 이는 제한된 소재로

인해 다양한 기법과 소재의 혼합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

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Oh, 2015). 가용성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

인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특성으로 관련된 세부 특성으

로 혼합성, 안정성, 기능성, 효율성, 실용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할 때에 제품으로서 미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소

재적용과 원자재 효율이 적합한지, 이용자의 안전을 고

려했는지에 관련된 특성이다. 경제성은 업사이클링 제

품을 제작할 때 절약되는 비용과 자원절약이라는 가치

로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일반적인 패션제품 제작과

정과 달리 소재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과 자원절약 비중이 높은지 고려하는 것

이 특성이다.

2. 국내 ·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현황

<제1보>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현황에 대해 살

펴보았고, <제2보>는 국내 ·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의 최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

인은 20세기 말부터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진 해외 글로

벌 브랜드와 소규모 디자이너들을 통해 소개되어 왔고,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하다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일환으

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Wang, 2014). 국외 업사이클링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국외 업사이

클링 패션산업은 초기에 가내수공업, 소규모 브랜드로

시작하였지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브

랜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Shin, 2014). 1993년도에 스

위스 취리히에서 형제 디자이너 마커스 프라이탁(Mar-

cus Freitag)과 다니엘 프라이탁(Daniel Freitag)이 트럭덮

개로 메신저 가방(Messenger Bag)을 제작하면서 업사이

클링 패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고, 폐의류로

의류 및 패션소품을 제작하는 ‘글로베 호프(Globe Hope)’,

재활용 섬유로 의류를 생산하는 ‘파타고니아(Patagonia)’,

폐비닐을 활용해 패션제품을 생산하는 ‘테라사이클(Te-

rraCycle)’, 폐직물로 양말을 제작하는 ‘솔메이트 삭스(Sol-

mate Socks)’ 등의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설립되기 시작

하였다(Shin, 2014). 그 밖에도 사탕포장지 등의 폐기물

을 사용하여 패션소품을 생산하고 있는 ‘에코이스트(E-

coist)’, 폐의류를 해체하여 패션제품을 제작하는 영국의

‘정키 스타일링’ 등의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이 소비자들

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래번

(Christopher Raeburn),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

ela)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도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자신

의 컬렉션에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스트 패션

의 대표 브랜드인 ‘H&M’과 ‘자라(ZARA)’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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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H&M’은 2014년부터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컬렉

션(Conscious Exclusive Collection)’에서 지속가능한 제

품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자라’는 2015년부터 지

속가능한 제품라인인 ‘조인 라이프(Join Life)’를 선보이

고 있다.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현황은 국외에 비해 아

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사회

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한 재사용 운동을 시작

으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Eco Party

Mearry)’가 설립되었다(Park, 2016). 그 후 2008년에 폐의

류를 재구성하여 가방을 제작하는 ‘리블랭크’,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료로 패션소품을 제작하는 ‘터치포굿(Touch-

4good)’ 등의 소규모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업

사이클링 디자인 경향은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2012년

대기업 ‘코오롱(Kolon)’은 업사이클링 브랜드 ‘래코드’를

설립하였고, 래코드는 자사의 재고의류 및 소재를 업사

이클링하여 의류 및 패션소품을 제작하고 있다. 래코드

의 제품은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독일 친환경 전시회

‘에티컬 패션쇼(Ethical Fashion Show)’, 프랑스 편집샵

‘메르시(Merci)’의 팝업스토어 등에서 소개됨으로써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2013년

폐셔츠로 가방을 생산하는 ‘리나시타(Renascita)’, 폐데님

으로 가방을 제작하는 ‘젠니클로젯(Zennycloset)’이 론칭

되었고, 2015년에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로 제품을 생산

하는 ‘모어댄(Morethan)’은 SK이노베이션의 지원과 함께

유명인들이 제품을 착용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

는 등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다양한 소재와 아이템

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A Study on the Up-cycling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Design

Kw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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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it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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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of the up-cycling fashion design based on the pre-stud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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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사례조사

본 연구는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소재분석을

위해 국외 21개의 패션브랜드를 선정하여,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192개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디자인을 통해 제품유형은 의류, 가방, 패션소품

으로 나누었고, 분류된 제품을 중심으로 소재를 분석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1.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제품유형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제품유형을 분석한 결

과, 총 21개 브랜드 중 단일품목 브랜드는 총 10개(47%),

다른 품목과 함께 진행하는 브랜드는 총 11개(53%) 브

랜드로 나타났다. 단일품목의 아이템은 의류브랜드 4개,

가방브랜드 2개, 패션소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브랜드

4개로 나타났다. 다른 품목과 함께 진행하는 브랜드는 총

11개 중 의류와 가방과 패션소품을 모두 진행하는 곳은

2개 브랜드였으며, 1개 브랜드는 의류와 패션소품을, 9개

브랜드는 가방과 패션소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함께 진행

하고 있었다(Fig. 2). 특히 국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와 마찬가지로 단일품목 브랜드보다 2가지 이상의 품목

을 진행하는 브랜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업사이클링 재

료로 만든 제품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21개 브랜드 중 15개의 브랜드에서 패션소품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아이템보다 재료 수급이 용이하고, 의류나 가방보다는

크기가 작아 제작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제품의 소재유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Lee et al.(2018)에서 제시한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소재분류를 근거로 분류된 제품의 소재

Table 1. The foreign up-cycling fashion brands

No Brand (Country)
Item

Total
Clothing Bag Fashion Accessory

1 Globe Hope (Finland) 15 13 12 40

192

2 Demano (Spain) - 5 6 11

3 Vaho (Spain) - 9 3 12

4 Solmate Socks (United States of America) - - 7 7

5 Smarteria (Cambodia) - 6 2 8

6 SEAL (Japan) - 9 5 14

7 Article22 (Laos) - - 5 5

8 Alabama Chanin (United States of America) 5 - 3 8

9 Ecoist (United States of America) - 2 - 2

10 Elvis & Kresse (United Kingdom) - 9 5 14

11 Wornagain (United Kingdom) 3 - - 3

12 Indosole (United States of America) - - 5 5

13 Envirosax (Australia) - 4 - 4

14 Junky Styling (United Kingdom) 3 - - 3

15 Zirkeltraining (Germany) - 4 3 7

16 TerraCycle (United States of America) - 9 6 15

17 Patagonia (United States of America) 7 3 2 12

18 Freitag (Swiss) 8 6 - 14

19 From Somewhere (United Kingdom) 3 - - 3

20 People Tree (United States of America) 3 - - 3

21 Holstee (United States of America) -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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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소재분석 결과, <Fig. 3>과 같이 총 21개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기능성 특수소재(42%), 폐의류

및 직물(31%), 폐고무(11%), 폐비닐(8%), 기타(4%), 폐

가죽(3%), 폐종이(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보>

에서 분석한 국내 업사이클링 소재는 기능성 특수소재

(37%), 폐의류 및 직물(36%), 폐가죽(18%), 기타(5%) 순

으로 폐비닐(0%)과 폐고무(1%)의 활용빈도가 낮았지만,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에 비해 폐비닐

과 폐고무 소재의 활용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기능성 특수소재, 폐의류 및 직물, 폐

고무, 폐비닐, 폐가죽 및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폐가죽 및 기타는 제품제작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폐가

죽, 폐종이, 기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1) 폐의류 및 직물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의류 및 직물을 활용하

고 있는 브랜드는 <Fig. 4>와 같이 21개 브랜드 중 10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폐

직물이 폐의류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폐의류 및

직물은 기능성 특수소재와 함께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며, 폐직물은 ‘알라바마

채닌(Alabama Chanin)’(6건), ‘인바이로삭스(Envirosax)’

(4건), ‘프롬썸웨어(From Somewhere)’(3건), ‘글로베 호프’

Fig. 2. Main item of the foreign up-cycling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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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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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이야기 [Materials]”,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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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파타고니아’(12건), ‘피플트리(People Tree)’(3건),

‘솔메이트 삭스’(7건) 등의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대부분 섬유기업에서 버린 자투리 직물을 폐직물의 소

재로 사용하거나 ‘파타고니아’와 같이 폐자원을 가공하여

Fig. 3. Material types of the foreign up-cycling fashion brands.

Fig. 4.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textil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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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로 재생산하여 사용되고 있었다(Fig. 5). 폐의류는

‘글로베 호프’(15건), ‘정키 스타일링’(3건), ‘테라사이클’

(1건), ‘원어게인(Wornagain)’(3건) 등의 브랜드에서 사

용되고 있었고, <Fig. 6>과 같이 폐데님 등 면직물이 주

소재로 활용되어 가방과 패션소품으로 제작되고 있었

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폐의류 및

직물에 코팅작업을 하거나 <Fig. 7>과 같이 소재를 혼합

하여 제품이 제작되고 있었다.

2) 폐비닐 및 폐고무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비닐 및 폐고무를 활용하

고 있는 브랜드는 <Fig. 8>과 같이 21개 브랜드 중 폐비

닐을 주 소재로 사용하는 브랜드 2개, 폐고무를 주 소재

로 사용하는 브랜드 3개가 있었다. 폐비닐과 폐고무는 화

학적으로 재활용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 <제1보>의 연구결과, 국내 업사이클링 브

랜드와는 달리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는 폐고무와

폐비닐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

의 소재개발이 국내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폐비닐을 소재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Fig. 9>와 같이 포장지로 가방

을 제작하는 ‘테라사이클’(13건), ‘에코이스트’(2건)가 있

고, 폐고무를 소재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인도솔(Indosole)’(5건), ‘씰(SEAL)’(14건),

‘바호(Vaho)’(2건)가 있었다. 폐고무는 소재의 특성상 가

공이 쉽지가 않고 봉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소재개발을

통해서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데 업사이

클링 브랜드 ‘씰’은 <Fig. 10>처럼 폐타이어를 가죽과 같

은 질감이 있는 소재로 개발하여 새로운 업사이클링 소

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기능성 특수소재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방수, 방염 등의 기능성 특

수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Fig. 11>과 같이 21개

브랜드 중 7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기능성 특수소재는 선행연구 <제1보>와 마찬가지로 업

사이클링 패션브랜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소재로,

각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특수소재는 폴리

에스테르가 주 원료가 되는 옥외간판, 현수막, 광고판

등의 소재와 자동차 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소방호스,

커피자루, 튜브 등이 있었다. 기능성 특수소재는 전반

적으로 내구성과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패션소품

보다 주로 가방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트럭덮개 천을

이용하여 가방을 제작하는 브랜드 ‘프라이탁’을 비롯하

여, ‘데마노(Demano)’는 광고현수막, 브랜드 광고판을

소재로 가방을 제작하고, ‘바호’는 폐기된 타폴린, 방수

천을 소재로 가방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Fig. 12>와 같이 소방호스를 소재로 가방

을  작하는 ‘엘비스 & 크레세(Elvis & Kresse)’, <Fig. 13>

과 같이 체조매트로 가방을 제작하는 ‘지켈트라이닝(Zir-

keltraining)’, <Fig. 14>와 같이 모기장이나 그물로 패션

소품을 제작하는 ‘스마테리아(Smarteria)’ 등 독특한 특

수소재를 활용한 브랜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소재는 브랜드 설립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직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Fig. 5. Mens fitz roy trout 

responsibili-tee.

From Patagonia (n.d).

http://www.patagonia.co.kr

Fig. 6. TerraCycle denim 

messenger bag.

From TerraCycle (n.d.a).

https://www.dwellsmart.com

Fig. 7. Halla

midi-bag.

From Globe Hope. (n.d).

https://www.globeh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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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가죽 및 기타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중 폐가죽 및 기타 소재를 활

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Fig. 15>에서 볼 수 있듯이 21개

브랜드 중 5개 브랜드에서 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폐가죽 및 기타 소재는 선행연구 <제1보>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다른 소재에 비해 사용이 적었지만 가공을 통

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다양

한 소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죽은 통풍성과 보온성이 있어 겨울에는 따뜻함을,

여름에는 쾌적함을 주는 소재로, 봉제 또한 용이하기 때

문에 의복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활용도가 높

은 소재로(Son, 2011), 폐가죽은 주로 ‘글로베 호프’(5건)

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되고 있는 폐가죽은 자투리

가죽, 폐소파, 폐가죽 의류 등으로, 폐가죽 특성상 소재

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방보다는 패션소품에 많

이 활용되고 있었고, 가죽 자투리를 연결시키는 패치워

크 기법으로 소품이 제작되고 있었다.

폐종이는 폐지류인 잡지, 신문지, 영화포스터, 복사지,

우유팩, 상자 등으로, ‘테라사이클’(1건), <Fig. 16>과 같

이 폐종이로 지갑을 생산하는 ‘홀스티(Holstee)’(2건)에

서 주로 패션소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기타

빨대, 라이터, 수트케이스 등의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로는 <Fig. 17>과

같이 폭탄의 탄피를 재활용해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아

티클22(Article22)’(5건), 수공예 기술로 액세서리를 제작

Fig. 8.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discarded vinyl & rubber.

Fig. 9. TerraCycle 

messenger bag.

From TerraCycle (n.d.b).

http://www.dwellsmart.com

Fig. 10. Messenger

tote bag.

From SEAL (n.d).

https://www.seal-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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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라바마 채닌’(2건)이 있었다.

3.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소재특성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1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특수소재와

폐의류 및 직물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소재 중 커피산업의 확대로 다

량으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자루를 주 소재로, 제품소재

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폐데님을 함께 활용하여 제품

을 개발하고자 커피자루와 폐데님 소재로 제작된 제품

의 소재특성을 분석하였다.

커피자루 소재는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폐기 후에도 생

분해가 가능하고, 수공예 작업으로 제품이 제작되기 때

문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가능하였다. 커피자

루 표면에는 회사로고나, 엠블럼 등이 레터링이 되어있

어 소재의 활용도가 높았고, 커피자루 브랜드는 모두 자

루와 가죽을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를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폐

데님은 내구성이 높고 형태 변형이 낮아 폐의류 및 직물

Fig. 11.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specialty fabric items.

Fig. 12. Compact

briefcase.

From Elvis & Kresse (n.d).

https://www.elvisandkresse.com

Fig. 13. Zirkeltraining

kasten uni b.

From Zirkeltraining (n.d).

https://www.gravis.de

Fig. 14. Freedom 

shopper_mini.

From Smarteria (n.d).

http://www.wizw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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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재활용도가 높았고, 올찢기, 패치워크 기법, 이어붙

이기 등이 활용되어 의류, 가방, 패션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폐데님 소재는 수공예 작업으로 제품이 생산되

기 때문에 주머니, 지퍼 등 자투리 원단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이고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어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커피자루와 폐데

님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소재특성은 II장에

서 분석된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가용

성/혼합성, 역사성/스토리성, 독창성/희소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크게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첫째, 외적 특성을 살펴보면, 커피자루는 대부분 면 혹

은 마 등의 천연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

능하고 폐데님은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 후에도 소

재활용도가 높아 제품을 제작할 때 미적인 부분과 함께

환경적인 기능까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커피자루와 폐

데님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시에는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경제성 또

한 높다 볼 수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미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를 고려한 제품이 생산되

고 있기에 업사이클링 소재적용과 원자재 효율성 판단

이 중요하다. 업사이클링 소재는 한 번 사용된 소재인

만큼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용성을 고려하여 대

부분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혼합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로 폐데님과 폐가죽, 특수소재를 중심으로 혼합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크기의 소재를 연결시켜 재활

용되고 있다. 앞서 조사한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활용한

브랜드에서도 소재를 혼합하여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

Fig. 15. Up-cycling fashion brands using other discarded items.

Fig. 16. The upcycled 

wallet.

From Holstee (n.d).

https://www.holstee.com

Fig. 17. Original stoey 

bangle.

From Article22 (n.d).

https://article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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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커피자루는 폐가죽과, 폐데님은 단일소재로 사

용되거나 폐가죽, 기능성 특수소재와 함께 활용되고 있

었다. 커피자루는 올이 잘 풀리고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

에 가죽과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내구성을 높일 수 있

고, 가죽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품제작 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용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폐데님은 소재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

에 소재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외

적 특성으로 환경성/경제성과 가용성/혼합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둘째, 내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사이클링 제품에 사용

되는 소재는 이전 사용자의 빈도와 사용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품제작 과정에서부터 역사성 및 지

역성이 반영된 다양한 스토리 전달이 가능하다. 이는 소

비자에게 공감과 자원의 가치전달이 가능하며 소비동

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커피자루는

프린팅된 그림에 커피농장의 로고에서부터 제품날짜,

원산지 등 출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의 스토리

텔링이 가능하며 폐데님은 데님브랜드의 역사와 사용자

의 사용흔적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스토리 전달뿐

만 아니라 소장가치까지 더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독창성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가미시켜 제품

을 재탄생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서 중요한 특성이다. 업사이클링 제품은 한정된 소재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제품이 수

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개성적인 디자인, 실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 독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커

피자루와 폐데님은 소재의 혼합에서 오는 수공예적인

기술과 하나뿐인 제품으로 소비자 개개인들의 개성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고, 희소가치도 높아 경쟁력

있는 상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특성

으로 역사성/스토리성과 독창성/희소성을 추출할 수 있

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IV.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커피자루

와 폐데님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패션소품을 제작하였

다. 커피자루는 커피산업의 발달로 자루의 수급이 용이

하고 자루 표면에 레터링이 되어있어 디자인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루소재 특성상 거칠고 올이

잘 풀리기 때문에 소재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

해 커피자루와 폐데님 소재를 혼합하였다. 커피자루는

경기도 로스팅 공장 ‘감성인터내셔널’에서 수거하였고,

폐데님은 주변의 안 입는 청바지를 수거하여 작품제작

에 활용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전개상 필요한 가방손잡

이는 스크래치가 난 리퍼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기부받은 손잡이로 가방제작에 활용하였다.

Table 3. Material characteristics shown in up-cycling fashion design

Material Characteristics  Main Contents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 As a natural material, the coffee bean bag is biodegradable. As the waste denim shows

the high utilization with high durability, the aesthetic part and environmental function

could be considered as well.

- On top of reducing the waste, it is highly economical to be able to use leftover pieces

as the products are made in handcraft.

Availability/

Mixture

- Upcycling fashion products are produced by considering the aesthetic part and also

practical value.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upcycling materials and the judgment of

efficiency of raw materials are important.

- The size of waste denim is limited, so that the materials are mixed focusing on waste

denim, waste leather, and special materials.

Inter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ity/

Story

- As the raw materials of coffee bean bags and waste denim show the record or trace of

initial consumer, diverse stories reflecting the historicality and regionality could be deli-

ver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products.

Originality/

Scarcity

- Due to the limit of materials, the coffee bean bags and waste denim cannot be mass-pro-

duced, so that products should be produced in handcraft.

- On top of individual design, experimental design, and high originality, the scarcity is

also high as it is rare to find the sam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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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의 형태는 디자인의 차별화를 위해 입체도형을 모

티브로 크로스백, 에코백, 숄더백, 토드백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III장에서 분석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소

재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총 5점의 가방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특히 업사이클링 외적 소재특성인 환경성/

경제성과 가용성/혼합성은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모두 반영하였고, 내

적 특성은 각 작품별 특성에 따라 부가하였다(Table 4).

2. 작품 제작

1) 작품 I : Two Way Circle Bag

• 크기 : 20(세로)×21(가로)×8(옆면)cm

• 소재 : 커피자루(60%), 폐데님(40%)

• 색상 : Brown, Dark Navy

• 디테일 : 이중 스트랩(리퍼제품), 외부 포켓, 오픈앤

드 지퍼 여밈

작품 I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원형 크로스 가

방이다. 원통형을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소

재의 외적 특성인 환경성/경제성, 가용성/혼합성을 기본

으로 활용하고 내적 특성으로 역사성/스토리성을 부가

하였다(Fig. 18).

디자인 전개과정은 먼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3:2로

배치하여 소재를 연결시키고, 사용하고 남은 폐데님을

가방바닥과 주머니에 배치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또한

커피자루에 레터링이 된 문장을 전면에 배치하여 커피

가 브라질에서 생산되었다는 지역적 스토리성을 부가하

였다. 기능면에서는 토드백과 크로스백의 두 가지 형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웨이(Two Way) 가방 스트랩(St-

rap)을 사용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자원을 업사이클링 한다는 점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단 하나뿐인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점에서 독창성 및

희소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작품 II : Square Eco Bag

• 크기 : 40(세로)×29(가로)×14(옆면)cm 

• 소재 : 커피자루(60%), 폐데님(40%)

• 색상 : Brown, Bluish Gray

• 디테일 : 사이드 지퍼 포켓, 양면 포켓, 숄더백 가능

작품 II는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에코백이다. 사

각기둥을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소재의 외적

특성은 환경성/경제성, 가용성/혼합성을 활용하고, 내적

특성으로는 지역적 스토리성을 부가하였다(Fig. 19).

디자인 전개과정은 먼저 커피자루와 폐데님의 소재를

해체 및 재구성하여 연결시켰고, 폐데님의 사용한 흔적

이 드러나도록 바지선, 지퍼, 레터링을 디자인 요소로 사

용하였다. 폐데님을 바닥과 옆선, 주머니, 스트랩에 사용

하여 내구성을 높였고 커피자루 색상과 어울리도록 푸

른빛의 그레이(Bluish Gray) 색상의 폐데님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색상 조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환경성/경제성

을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폐데님과 커피자루의 자투리 천

이 남지 않도록 직선 재단을 하였고, 커피의 출처 및 이

동경로가 나타난 자루의 프린트를 가방 전면에 배치하

여 커피자루의 지역적 스토리를 부가하였다. 또한 주머

니를 에코백 양쪽에 달아 실용성을 부가하였고, 옆선 지

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퍼 안에 안감을 덧대어 주머니

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자원의 업사이클

링뿐만 아니라 직선 재단을 통해 자투리 천이 남지 않도

록 재단하여 폐기물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였고,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하여 제

품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방내구성을 보완하면서 단 하

나뿐인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점에서 희소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3) 작품 III : Triangle Cross Bag

• 크기 : 22(세로)×22(가로)×18(옆면)cm

• 소재 : 커피자루(80%), 폐데님(20%)

• 색상 : Brown, Dark Blue

• 디테일 : 이중 스트랩(리퍼제품), 오픈앤드 지퍼 여

밈

작품 III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삼각뿔 형태

의 가방이다. 정삼각뿔의 형태를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소재의 외적 특성은 환경성/경제성, 가용성/

혼합성을, 내적 특성은 독창성/희소성을 부가하였다(Fig.

20).

디자인 전개과정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4:1로 배치

하여 정삼각뿔 모양으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가방

끈 두 개를 달아 크로스백 또는 가볍게 파우치백처럼 들

고 다닐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하였다. 삼각형 옆면에

는 폐데님을 커피자루와 혼합하여 배치하였고, 가방형

태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커피색 실로 데님을 누벼

서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커피자루와 폐데님의 문

양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원재료의 출처가 드러나

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수공예 기술

로 제작되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고 소재

의 혼합으로 독특한 소재개발이 가능하다. 즉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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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g design using coffee bean sacks

Work Bag Shape Motif Design Use Drawing A Picture of a Work

I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Availability/Mixture

<Cylindrical Form>
Inter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ity/Story

II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Availability/Mixture

<Square Pillar>
Inter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ity/Story

III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Availability/Mixture

<Pyramide>
Internal

Characteristics
Originality/Scarcity

IV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Availability/Mixture

<Regular Hexahedron>
Inter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ity/Story

Originality/Scarcity

V

Exter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Economic Feasibility

Availability/Mixture

<Trapezoid>
Internal

Characteristics

Historicality/Story

Originality/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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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찾아볼 수 없는 희소성이 있기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작품 IV : Square Dice Bag

• 크기 : 16(세로)×16(가로)×16(옆면)cm

• 소재 : 커피자루(60%), 폐데님(40%)

• 색상 : Brown, Dark Blue

• 디테일 : 이중 스트랩(리퍼제품), 오픈앤드 지퍼 여

밈

작품 IV는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투웨이 숄더

백이다. 주사위(Dice) 형태를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

작하였고, 소재의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인 역사성/스

토리성과 독창성/희소성을 활용하였다(Fig. 21).

디자인 전개과정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3:2로 배치

하여 정육면체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다. 문양이 있는

폐데님을 옆면에 배치하였고, 커피자루는 쓰고 남은 자

투리의 글씨부분을 중심으로 재단한 뒤 폐데님과 혼합

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짧은 손잡이와 긴 스트랩을 부착

하여 크로스백으로 매거나 가볍게 토드백으로 들고 다

닐 수 있도록 투웨이 가방으로 디자인하였다. 색상 배

치는 커피자루의 글자색과 데님 색상이 어울리도록 같

은 톤의 청색을 사용하여 색상 밸런스를 맞추었고 스트

랩의 경우, 체인끈과 가죽끈을 정사각형 모서리부분에

달아 장식적이면서 실용적으로 디자인하였다.

5) 작품 V : Trapezoid Tote Bag

• 크기 : 33(세로)×43(가로)×33옆면)cm

• 소재 : 커피자루(60%), 폐데님(40%)

• 색상 : Brown, Dark Blue

• 디테일 : 옆면 포켓, 파우치

작품 V는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사다리꼴 모

양의 토드백이다. 전체적으로 사다리 형태로 가방형태

를 제작하였고, 소재의 외적 특성 외에도 역사성/스토

리성과 독창성/희소성을 활용하였다(Fig. 22).

디자인 전개과정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3:2로 혼합

하여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바닥과 옆면을 폐데님으

로 배치하여 형태를 보정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옆면에는 폐데님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

아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커피자루의 생산지가 쓰인 문

자를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여 ‘코스타리카(Costarica)’

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가 여러 경로를 거쳐 오늘날

한국에서 즐기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부가하였다. 가방

의 바닥부분은 폐데님에 새겨진 문양으로 제작하여 장

식성을 더하였고 자루에 새겨진 문양 색상과 폐데님 색

상을 유사하게 매치하여 통일성을 주었다. 재료를 해체

하여 재구성된 제품은 규격화된 기성품에서 벗어난 독

창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었다.

Fig. 18. Work I

‘Two Way Circle Bag’.

Fig. 19. Work II

‘Square Eco Bag’.

Fig. 20. Work III

‘Triangle Cross Bag’.

Fig. 21. Work IV

‘Square Dice Bag’.

Fig. 22. Work V

‘Trapezoid Tote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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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2000년대 중반 패스트 패션의 등장은 유행주기의 가속

화와 함께 의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켰다. 이는 환

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

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본 연구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

업사이클링 브랜드 사례를 조사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유

형 및 소재를 분석한 후,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활용한

가방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21개를 중심으로 제품유

형 및 소재를 분석한 결과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크게

의류, 가방, 패션소품으로 생산되고 있었고, 사용되고 있

는 소재로는 기능성 특수소재, 폐의류 및 직물, 폐가죽,

폐고무, 폐종이, 폐비닐, 기타로, 특히 기능성 특수소재,

폐의류 및 직물, 폐가죽 순으로 소재 활용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커피자루와 폐데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업

사이클링 패션 소재특성은 크게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

으로, 외적 특성은 환경성/경제성, 가용성/혼합성으로 나

타났고, 내적 특성은 역사성/스토리성과 독창성/희소성

으로 나타났다.

업사이클링 소재로서 커피자루는 커피산업의 증가로

자루 수급이 다른 소재에 비해 쉽고, 자루 표면에 그려

진 레터링은 디자인 요소로 활용도가 높아 독창적인 디

자인이 가능하였다. 폐데님은 내구성이 강해 폐기 후에

도 재사용되거나 의류, 가방, 패션소품 등 다양한 아이

템의 업사이클링 소재로 제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고

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업사이

클링 소재로 사용하여 패션제품의 상품성을 향상시키

면서 실질적인 상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방 5점

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가방의 형태는 입체도형을 모티브로, 소재는 커피자루

와 폐데님을 주 소재로 사용하였다. 소재특성은 외적 특

성은 공통적으로 사용하였고, 내적 특성의 요소는 각 작

품별 특성에 따라 부가하였다. 작품 I은 ‘Two Way Cir-

cle Bag’이라는 주제로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하여

원통 형태로 디자인한 투웨이 백이다.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외적 특성인 환경성/경제성을

활용하였고 커피출처를 알 수 있는 레터링 문장을 가방

의 전면에 배치하여 지역적 스토리를 부가하였다. 작품

II는 ‘Square Eco Bag’이라는 주제로 커피자루와 폐데님

을 혼합한 에코백이다. 사각기둥을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가방 옆면에 사이드 지퍼 포켓과 양면 포켓

을 달아 소재의 가용성과 혼합성을 부가하였다. 이 작품

은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해체한 후 소재를 혼합시켜 가

방의 내구성을 높였고, 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하여 폐데

님과 커피자루의 자투리 천이 남지 않도록 직선 재단을

하였다. 작품 III은 ‘Triangle Cross Bag’이라는 주제로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삼각뿔 가방이다. 정삼각뿔

의 형태를 모티브로 가방형태를 제작하였고, 소재의 외

적 특성인 환경성/경제성과 가용성/혼합성, 내적 특성 중

독창성/희소성을 활용하였다. 이 작품은 가방끈 두 개를

달아 크로스백 또는 가볍게 파우치백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고, 수공예 기법으로 디자이너의

감성이 담긴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작품 IV는

‘Square Dice Bag’이라는 주제로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한 투웨이 숄더백이다. 주사위 형태를 모티브로 제

작하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재미와 스토리

를 가방에 내적 요소로 부가하였다. 작품 V는 ‘Trapez-

oid Tote Bag’이라는 주제로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혼합

한 사다리 형태의 가방으로, 소재의 외적 특성과 커피자

루의 생산지가 쓰인 문자를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여

스토리를 부가하였다. 또한 재료를 해체하면서 재구성

된 제품이기 때문에 희속성과 독창성의 내적 요소를 강

조하였다.

커피자루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개발을 통

해 얻은 결과는 첫째, 커피자루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폐데님과 혼합한 결과, 조합에 따른 독특한 패턴 구현이

가능한 업사이클링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입

체도형을 가방형태에 적용하여 디테일에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의 커피자루를 업사이클링 한 제품과는 다

른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었다. 셋째, 소재를 해

체하고 수공예적인 기법의 재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

와 크기의 디자인이 가능하였고,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제품제작이 가능하였다. 넷째, 커피자루와 폐데님의 재

활용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사용함으로써 업사이

클링 패션제품의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은 기존의 패션제품과 다른 친환

경성, 독창성에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패션산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커피자루와 폐데님을 업사이클링 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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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재의 공급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커피자루는 소재특성상 올이

잘 풀리고 보풀이 쉽게 일어나므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앞

으로도 다양한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관련 후속연구 및 상품개발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진

행되길 바라며, 업사이클링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

장과 새로운 시장개척 및 연구분야 확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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