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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leration of the fashion cycle has caused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consumers made a lot of waste of clothes. To solve them, upcycle design has 

been uprised. This study re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 through recent cases of upcycle 

design. The standard of collected cases is focused on used products which was already 

run out once and then has been recreated by being recreated with new design. Through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to provide solu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a right 

direction of upcycle fashion design.  Collected cases are classified into five production 

methods. First method is Melting and Compressing, which it melts or compresses 

materials. Second method is Gathering and Combining, which it gathers or combines each 

different materials. Third method is Cutting and Dividing, which it cuts or divides products 

materials. Fourth method is Mixing and Changing, which it mixes materials, adds design 

elements, and changes of purpose. Final things are classified with multiplicatively used 

factors which are already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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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최근의 패션 산업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트렌디한   

제품으로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

를 제공하는 패스트 패션 의 출현으로 (fast fashion)

인하여 유행 주기의 가속화가 일어났다 보통 년에 . 1

번 정도 신상품을 출시하던 기존 패션산업의 시2~3

스템과는 달리 패스트 패션은 주일에 한 번씩 신상2

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신상품 출시가 빨라진 . 

만큼 사람들은 옷을 버리는 속도가 빨라졌고 의류 , 

폐기물의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으로 전 세계적. 

으로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대두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함. , 

께 리사이클 제품에 가치를 더한 업사이클(recycle) 

디자인이 성행하였다(upcycle) .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다양  

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저소득, 

층을 위한 기부 폐품을 활용한 제품 친환경제품으, , 

로 만든 의류 등 착한 소비 를 위한 윤리적인 부분‘ ’

을 마케팅측면에서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 

결국 고수익이나 대중적 인지도에 있어 미미한 결과

를 초래하였고 아직까지는 환경을 위한 패션디자인 , 

분야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년 리너 필. 1994

츠( 의 인터뷰Reiner Pilz) (“A green future,”1994) 

중에서 언급된 낡은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뜻

의 업사이클 이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

의 나만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디자인적 측면‘ ’ 

을 강조한 업사이클 디자인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유럽에서는 년부터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2004

패션쇼를 개최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간 반면 국내에, 

서는 년부터 전시회를 열고 협회를 만들어 활2009

동을 시작하는 등 관심을 받는 단계까지 왔다 더불. 

어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로 2009 81.7%

국가 중 위였던 반면 업사이클 제품화율은 OECD 1

에 불과하여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규모의 협소19%

함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된 업사이클 디자인

에 관한 연구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의류 재생과 

소재 활용성에 관한 분석연구 화예소(Kwan, 2012), 

재로 업사이클 디자인 작품을 만든 제작연구(Son,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나타낸 2014), 

연구 등이 있지만 조형적 특징과 가치 (Lee, 2014)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 업 

사이클 디자인의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된 현 시점

에서 조형적인 특징 뿐 아니라 제작기법을 통한 업

사이클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더욱 다양한 제품

의 출연을 도모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 

사이클 디자인의 제작기법에 따른 특성을 통하여 업

사이클 디자인이 자연과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업사이클 디자인 특성을 살려 업사

이클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연구를 병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하여 .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성과 함께 제품에 대해 분석하

였다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된 건의 사례 . 181

중 건 에 해당하는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과 101 (56%)

건 의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사례들은 제작 80 (44%)

기법에 따라 분류 되었다 사례는 국내 서적과 인터. 

넷 자료검색을 통해 주로 수집되었다 연구범위는 . 

년대 초반부터 사례 수집을 설정하였다 사례 2000 . 

선정을 위한 문헌 자료로 선택한 서적은 디자인 전

반에 나타난 업사이클 디자인 사례 소개와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에서 출판한 서적으로 선정하였고 문, 

헌 자료는 디자인 연구 논문과 기관보고서로 선정하

였다 선정된 사례들은 서적에서 건 문헌 . 105 (58%), 

자료에서 건 인터넷 검색으로 건25 (14%), 51 (28%)

을 수집하여 총 건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181 .  

업사이클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Ⅱ

업사이클 디자인의 개념 및 특성  1.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1)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는 독일의 리너 필츠 (Reiner 

가 낡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Pil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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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한 것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년 . 2002

윌리엄 맥도너 와 마이클 브라(William McDonough)

운거트 의 저서인 요람에서 요(Michael Braungart) ‘

람으로 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어(Cradle to Cradle)’

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리사이클이 제품 본래의 모. 

습을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의 

의미라면 업사이클은 재활용품에 디자이너 특유의 , 

미적 표현을 부가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재탄

생하는 새활용의 의미이다. 

이러한 업사이클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시대를 위  

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이후 

패션 디자인 분야로 전개되었다(Kweon, Chae & 

그만큼 제품 분야에서 이루어진 업사이Jo, 2011). 

클 제품 디자인의 사례는 패션 사례보다 다양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품의 관점에서 여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 빅터 , 

파파넥(Victor Papanek) 나이젤 화이틀리, (Nigel 

Whiteley) 윌리엄 맥도너, (William McDonough) 미·

하엘 브라운거트(Michal Braungart) 알라스테어 풔, 

드 루크 등의 업사이클로 대표(Alastair Fuad-Luke) 

되는 학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모리스는 산업혁명 이후 변화되는 경제구조에서   

수공예를 강조하였다 장인정신이 깃든 (Yun, 2014). 

수공예와 대량 생산 체제의 디자인으로 인간 노동을 

해결하여 기능의 단순성 인간 노동의 윤리적 특성, 

을 나타내었다 파파넥은 생태적 미학과 디자인의 . 

정신적 가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Papanek, 

이는 1984/2009). 환경을 위한 생태적 관점에서 환

경성을 주장한 것이고 디자이너의 사회적 윤리적 , ·

실천을 강조하며 윤리성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것

이다. 화이틀리는 윤리적 소비자와 책임감 있는 디

자이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Whiteley, 

사회와 디자인의 관계를 통해 제품의 1997/2012). 

기능성과 재료의 환경성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채, 

임의 윤리성을 나타내었다 맥도너와 브라운거트는 .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요람에서 요람으

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연의 영속을 위한 책임

감을 강조하였다(Braungart & McDonough, 

2002/2003 이를 통하여 환경적 특성과 쓰레기의 ). 

자원화와 화학적 혼합물의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을 

나타낸 지속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풔드 루크는 생태. 

균형을 위하여 자연적인 물질대사와 전통 기술을 통

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였다(Fuad-Luke,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적 특성2009/2010). 

을 나타냈고 공동의 디자인과 디자인 행동주의를 , 

통해서 사회적 균형과 경제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학자들을 통한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의 특성

은 지속가능성 수공예의 장인정신 환경성 기능성, , , , 

윤리성 사회성 경제성이 나타났다, , .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2)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자원 절약을 위하여 단순  

히 오래된 옷을 물려받아 입는 재활용 패션이 아니

라 빈티지한 스타일과 함께 독특한 재료를 이용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Kwan,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발견할 2012). 

수 없는 폐기의 과정을 연장시켜 환경적 영향을 고

려한 재활용 디자인의 방법을 포함한다 패션 산업 . 

프로세스의 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재고품이나 폐기

물 수고하고 디자인하여 유통의 과정을 거치며 자원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개념은 국내외 연구자들  

을 통해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Cassidy 

에 따르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and Han(2013)

제품을 만들 때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는 직업창출이 가능하고 지역 장인들의 숙련. , 

된 기술로 수공예적 가치를 포함하고 소량생산으로 , 

인한 운송방법의 간소화로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Cassidy & Han, 2013).

은 패션 산업이 변화되  Reiley and DeLong(2011)

는 요즘 지속가능하고 감각 있는 패션의 방법이 필

요한 시기로 Desire for Unique Consumer 

지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독특한 Products(DUCP) . 

소비자 상품을 위한 희망 지수로서 빈티지 의류의 , 

정기적 착용에 따른 정도를 측정하고 분류한 것이

다 빈티지 의류의 활성화와 스타일 변화의 가능성. 

을 통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희소성을 강조하였

고 상점의 유통 구조를 제안하며 경제적 특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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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Reiley & DeLong, 2011).

  Joy, Sherry, Venkatesh, Wang and  Chan 

은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관하여 연구하(2012)

였다 최근의 패스트 패션은 맥패션 으. ‘ (Mcfashion)’

로 불린다 패션을 패스트푸드처럼 단시간에 대량으. 

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빗댄 것으로 패스트 패션의 , 

저가전략과 빠른 대응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적 가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브랜드에 상관. 

없이 디자인과 가격만 적정하다면 충분히 구매를 한

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대두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성 윤리성 사회성 경제성을 나타냈다, , , 

(Joy, Sherry, Venkatesh, Wang & Chan, 2012).

  이처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업사이클 디

자인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에서 보는바와 같Table 1

이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 사회성 기능성 경제성, , , , 

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성은 기계가 아닌 수공예 . 

기술로 제품 생산을 하여 생태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지속가능성은 업사이클 디자인이 생. 

태적 환경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

는 부분이고 사회성은 사회적 인식의 요구와 윤리, 

Scholar Contents
Characteristics of the 

upcycle design

William Morris 

(1834-1896)

Harmony with nature, 

Simplicity of function, 

Ethics for human labor, 

Handicraft craftsmanship

Environmental 

friendliness

Victor Papanek (1927-1998)

Ecological Environment, 

Social and ethical 

practice, Sustainability, 

Spiritual values, 

Materialistic values

Sustainability

Nigel Whiteley (1997)

Functional, Environment, 

Sustainability, Social 

ethics

Sociality

William McDonough, 

Michael Braungart 

(2002)

Sustainability, Ecological 

Environment, Resource 

recycling

Rarity

Alastair Fuad-Luke 

(2009)

Environment, Social 

ethics, Economics, 

Sustainability

Economic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Upcycle Design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적 가치 실천으로 나타났다 희소성은 재활용 재료. 

를 해체하여 나타난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능성도 돋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은 수공예 , 

제품의 내구성유지로 인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면

에서 부각되었다.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의 현황  2. 

전 세계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규모는 정확히 집계  

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의 보고서에 의하면 Trade([IIT], 2014) 약 억 천1 5

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

황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 디자인 사례

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국. 

내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매출액을 합하면 약 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5 . 

년 발표된 국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 보고서를 2013

살펴보면 재활용 제품화율은 로 낮은 수치로 조19%

사되었지만 단순 재활용률 로 제품화율보다 , 81.7%

높게 분석되었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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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재활용품을 충분히 제품으로 변환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재활용품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도별 재활용폐기물량과 재활용. 

제품판매액은 증가하지만 재활용제품판매량은 감소

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대중적 소비자들 보다는 소. 

수의 특정 소비자들에게만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음

을 짐작 할 수 있다 재활용사업과 업사이클 디자인 .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다면 업사이클 디자인의 가치

를 앞세운 대중적 인식의 고양을 통한 자원의 재활

용 사례 활성화가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국가 중 위였던 반  OECD 1

면 업사이클 제품화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국내외 대표적인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외 업사이클 디자인 브. 

랜드 중에서 스위스의 프라이탁 은 년대 (freitag) 1999

설립하였고 미국의 솔메이트삭스 와 , (solmate socks)

테라사이클 은 년에 설립되어 현재 (terra cycle) 2000

전 세계적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

다 반면 국내에서는 코오롱 의 래코드. fnc (re;code)

가 년에 설립되었고 터치포굿 과 2012 , (touch4good)

리블랭크 가 년에 설립되어 국내 시장(reblank) 2008

을 대표하여 업사이클 디자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

다. 국내 업사이클 업체 수는 년 기준으로 약 2014

개사이며 약 개사가 창업 초기단계이거나 소규30 , 50

모 영세기업으로 매출액이 낮다 스위스 브랜드인 . 

프라이탁의 연매출액은 억 원인 반면 한국의 주600 , 

요 업체인 터치포굿의 연매출액은 억 원 수준에 이5

른다(IIT, 2014).

Figure 1. Classification Based On Production Methods Of Upcycle Product Design

업사이클 디자인의 제작기법. Ⅲ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사례를 통한 특성    1. 

분석     

수집된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사례들의 제작 기법  

은 다음 가지의 기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5 . 

번째는 재료를 녹이거나 압축하여 나타낸 Melting 

기법으로 본래 재료로서의 모습and Compressing 

을 찾아볼 수 없게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 경우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재료를 단순히 모으거나 관. 

계없는 재료끼리 결합하여 나타낸 Gathering and 

기법으로 작은 재료들이 모여 큰 작품이Combining 

나 제품이 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본래의 형태를 . 

해체하는 기법을 통해 형태나 Cutting and Dividing 

출처를 알 수 없게 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탄생하

게 만든 경우이다 네 번째는 본 모습은 유지하나 .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기법Mixing and Changing 

으로 재료에 변형이나 다른 재료와의 조화를 통해 

재탄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사례는 단순 . 

변형 또는 수지를 활용한 형태 변형이 속한다. 

과 같이 기법이 Figure 1 Gathering and Combining 

건 중 건 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재료의 101 42 (41%) . 

의외성을 나타낸 기법이 Melting and Compressing 

건 중 건 재료를 해체하여 과거 흔적을 101 26 (26%), 

기법이 건 중 건Cutting and Dividing 101 18 (18%), 

용도변경을 나타낸 기법으로 Mixing and Changing 

건 중 건 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101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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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assification Based On Materials Of Upcycle Product Design

Figure 3. Classification Based On Use Of Upcycle Product Design

타 항목은 건 중 건 의 사례가 조사되었다101 5 (5%) . 

재료에 있어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Figure 2

주변에서 흔한 존재였던 버려진 목재 건 와 19 (18%)

플라스틱 건 그리고 패브릭 건 등18 (18%) 17 (17%) 

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모아 배열을 통해 결합시킨 

사례가 많이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철제와 종이. , 

유리 등을 이용한 사례도 조사되어 다양한 재료로 

업사이클 제품이 재탄생 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

다. 

이어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사이클 제  Figure 3

품의 용도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주택, 

설비용품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였다 그리고 특수한 재료로서 철제나 패브릭을 녹. 

이거나 압축하는 기법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경우

도 나타났고 취미용품 토목건축용품 등의 사례가 , , 

조사되었다.

국가별 분석은 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  Figure 4 30

국 중에서 일찍부터 업사이클 개념을 도입하여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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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assification Based On Country Case Studies Of Upcycle Product Design

Figure 5.

Rememberme Chair

Tobias Juretzek

-http://www.tobiasjur

etzek.com/

Figure 6.

Bottle Tile

Green Bottle Unit

-http://www.designdb.c

om/

Figure 7.

Decafé Lamp

Raúl Laurí

-http://www.raullauri.com/

  

Figure 8.

Skateboard

Bureo Skateboard

-http://www.bureoskate

boards.com/

하게 된 미국이 건 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26 (26%)

조사되어 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영국이 건1 . 14

로 업사이클 디자인의 사례 위를 차지하였고(14%) 2 , 

이어서 네덜란드 건 와 한국 건 으로 9 (9%) 6 (6%) 3,4

위를 차지하였다 재료와 용도만큼 많은 국가에서 .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

기법  1) Melting and Compressing 

전혀 다른 성질의 재료를 새로운 형태와 재질로   

탄생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 건 중 건 의 101 26 (26%)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톱밥 버려진 어. , 

업용 그물 생선 비늘 폐 섬유 씹다버린 껌 음식, , , , 

물 쓰레기 등의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장소에서 얻

어 녹이거나 압축하여 견고함이 필요한 가구나 패널

스케이트보드 필기구 등을 제(panel), (skateboard), 

작하였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의 출처를 생각할 . 

수 없을 정도로 기존 제품보다도 뛰어난 작품성을 

띄고 있다 이 기법에 해당되는 제품은 버려지는 옷. 

들을 모아 압축하고 굳혀서 의자로 만든 경우 

나 폐유리병을 녹여서 만든 거리의 타일Figure 5

커피찌꺼지로 만든 램프 바다 (Figure 6), (Figure 7), 

속 폐그물을 모아 녹여 만든 스케이트보드로 만든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Figure 8).

 

기법  2) Gathering and Combining 

본 제작 기법은 접합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면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재료 자체를 다른 물,

체와 결합하여 이색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전체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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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ron Pipe Lamp

Kozo Lamp

-http://www.kozo-lam

p.com/

Figure 10.

Suitecase Pet Bed

Atomic Attic

-http://www.etsy.com

Figure 11.

Refrigerator Couches

Adrian Johnson

-http://www.treehugger

.com/

Figure 12. 

No Rain, No Rainbows Rug

Agustina Woodgate

-http://agustinawoodga

te.com/

Figure 13. 

Skateboard Deckstool

Podlaski Design

-http://www.deckstool.com/

Figure 14. 

Dining Table

Boris Bally

-http://www.borisbally.com/

Figure 15.

Outdoor Kitchen

Vetrazzo

-http://vetrazzo.com/

Figure 16.

Beer Bottle Candle

Sage Design

-http://www.sagedesig

n.co.kr/

건 중 건 의 사례가 조사된 기법으로 폐허에42 (41%)

서 가져온 폐자재 낡은 지하철의 문 중고 냉장고, , , 

지인들의 동물 솜 인형 폐 사용하고 버리는 것, CD, 

이 용이한 페트병 각종 쓰레기 등이 재료로 쓰였다, . 

이 같은 재료들이 모여 가구가 되거나 동물의 침대

가 되는 등 형태의 재구성을 나타냈다 이들은 철제 . 

배관들을 잘라 유희적인 램프 로 제작되었(Figure 9)

고 쓰임이 다한 여행용 가방으로 만든 애완동물들, 

의 침대 냉장고와 자동차 시트로 제작한 (Figure 10), 

소파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동물 인형들(Figure 11), 

의 가죽으로 만든 러그와 같이 다양한 제품으로 나

타났다(Figure 12). 

기법  3) Cutting and Dividing 

본 기법은 자르고 해체가 가능한 재료라면 어느   

것이든 표현이 가능하지만 정교한 분해 기술을 요, 

하는 방식이다 제품 본래의 모습을 깨트리거나 잘. 

라서 부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건 중 . 101 18

건 의 사례가 조사된 이들의 특징은 다른 기법(18%)

들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출처가 다양하고 표현물 또

한 의외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국가별 판이한 도로 . 

표지판 의자의 등 받침 낡은 스케이트보드 추억의 , , , 

판 등을 자르고 해체하여 튼튼한 가구 음악을 연LP , 

주하는 악기 조명 싱크대 등으로 표현되었다 과거, , . 

의 모습 그대로 낡아서 언저리가 닳은 모습 더 이, 

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오래된 물품들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나타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낡아서 버려진 스케이트보드

로 만든 의자 도로 표지판으로 만든 테(Figure 13), 

이블 폐 유리병을 깨서 만든 싱크대 상(Figure 14), 

판 유리병을 잘라 만든 양초가 조사되었(Figure 15), 

다(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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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intage Teacup Set, 

2011 Melody Rose

-http://melodyrose.co.uk/

Figure 18.

Metrodeck Cards

Norman Ibarra

-http://www.designisth

enorm.com/

Figure 19.

Bottle Table Lamp

John Meng

-http://www.john-meng

.com/

Figure 20.

Parkmobile Bench

San Francisco

-http://www.trendhunter

.com/

Figure 21.

Crushed Table

Stanker

-http://www.stanker.fr/

Figure 22.

Landfill Harmonic 

Orchestra

-http://www.landfillharm

onicmovie.com/

Figure 23.

Re_Turned Birds

Lars Beller

 -http://www.beller.no/

Figure 24.

Anchor Chair

Arcarol

-http://www.alcarol.com/

기법  4) Mixing and Changing 

이 기법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디자인을 가미  

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할 Upcycle

수 있다 앞서 분석된 제작 기법들과는 달리 본 모. 

습 그대로 디자인적 요소만 가미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탄생 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전체의 건 중 . 101

건 의 사례가 조사된 이들의 특징은 기능을 10 (10%)

다 한 쓰레기 수거함부터 빈티지 식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쓰여 트럼프 카드 조명 등으로 변신, 

된 것이다 본 기법을 이용한 제품은 빈티지 식기에 . 

사진을 전사 시켜 새롭게 탄생시킨 찻잔 세트

메트로 카드에 그림을 그려 만든 트럼(Figure 17), 

프카드 빈 병에 조명을 설치한 테이블(Figure 18), 

램프 수명이 다한 대형 쓰레기 수거함(Figure 19), 

으로 만든 공공벤치의 사례가 조사되었다(Figure 

20). 

  5) Others

기타에 해당하는 기법은 주로 앞서 분류된 기법에   

속하지 않거나 가지 이상의 기법이 중복되어 나타2

난 사례를 포함한다 사례는 전체 건 중 건. 101 5

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5%) . 

폐드럼통을 찌그러트려서 만든 테이블(Figure 21), 

각종 쓰레기들을 다듬어서 악기를 제작하여 활동하

는 오케스트라 폐목재를 주어서 깎아 만(Figure 22), 

든 조형제품 수상목재에 투명수지를 결(Figure 23), 

합하여 만든 스툴과 같은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Figure 2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4

10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사례를 통한 특성    2. 

분석     

수집된 건의 사례 중 건에 해당하는 업사이  181 80

클 패션 디자인 사례들은 국내 서적보다는 해외서적

을 통해 주로 수집되었고 인터넷 자료검색 및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많은 사례가 조사되었다 패션 사. 

례는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작 기법에 따Figure 25

라 구분하여 옷을 해체하거나 현수막을 잘라 표현, 

하는 기법이 건 중 건Cutting and Dividing 80 43

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54%) . Gathering 

기법이 총 건 중 건 의 and Combining 80 21 (26%)

사례가 분석되었고 시즌이 지난 샘플 원단들을 모, 

으거나 재단 후 쓰고 남은 자투리 원단들을 모아 단

하나의 제품을 탄생시킨 경우가 상당부분 조사되었

다 세 번째는 기법으로 . Melting and Compressing 

원단이나 페트병 또는 병을 녹여 만드는 경우로 총 

건 중 건 의 사례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0 8 (10%) .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복의 해

체나 결합이 없이 단순히 한 부분만을 변경하는 리

폼 방식에 해당하는 기법이 Mixing and Changing 

총 건 중 건 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가지 80 4 (5%) . 4

기법 이외에 해당되는 사례는 기타로 분류하였고, 

총 건 중 건 이 조사되었다80 4 (5%) .

이렇게 분석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앞서 분석  

된 제품 디자인 분야와 제작 기법의 차이가 발생하

였다 에서 보는바와 같이 업사이클 제품 . Figure 26

Figure 25. Classification Based On Production Methods Of Upcycle Fashion Design 

디자인은 재료를 모으고 접합시키는 Gathering and 

기법이 위를 차지하였고 업사이클 패Combining 1 , 

션 디자인에서는 기법이 위Cutting and Dividing 1

를 차지하였다 제품과 패션이라는 확연한 개념 차. 

이로 인하여 제작 기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되

었다.

가지 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업사이클 패션 디자  5

인의 특성은 과 에서 보는바와 Figure 27 Figure 28

같이 기법에 있어서 재Melting and Compressing 

료의 특이성이 의복과 더불어 액세서리나 신발에서

도 발견할 수 있었다 원단을 제작하기 위해서 의복. 

이나 플라스틱 병 또는 맥주병을 녹여서 재생원단을 

만드는 가공을 통한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재료를 . 

모으고 결합하는 기법은 Gathering and Combining 

조각원단의 패치워크를 통한 패턴의 재구성이 특징

적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패턴에 여러 개의 절개를 . 

두어 조각원단을 활용하였다 중고 옷들을 해체하여 . 

새로운 의류나 가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기법은 본래 제품으로서 역할Cutting and Dividing 

을 하고 있던 모습의 일부가 그대로 옮겨갔다 이는 . 

재료로서의 과거 시간의 흔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모습 그대로를 살려 약간의 재료를 섞어 만드는 

기법은 의류보다는 액세서리 Mixing and Changing 

표현이 용이하였다 다양한 재료의 본 형태를 살려 . 

용도의 변경과 형태의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 

사례는 원단쓰레기를 무늬로 나타내거나 버리는 옷

에서 실을 추출하는 기법들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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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Differences Of Production Methods Of Upcycle Design In Product And Fashion Design

Figure 27. Classification Based On Materials Of Upcycle Fashion Design

Figure 28. Classification Based On Use Of Upcycle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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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lassification Based On Country Case Studies Of Upcycle Fashion Design

다양한 재료와 용도만큼 와 같이 많은   Figure 29

국가에서 이미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

다 총 개국에서 패션 디자인의 사례가 나타났다. 26 . 

제품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건17

의 사례가 조사되었고 이어서 한국 건(21%) , 12

영국 건 이탈리아 건 의 순서(15%), 10 (13%), 7 (9%)

로 많은 국가의 사례가 나타났다. 

기법  1) Melting and Compressing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에서의   Melting and 

기법은 전체 건 중 건 이 나Compressing 80 8 (10%)

타난 것으로 섬유라는 결과물의 특성상 재료를 녹여 

만든 재생원단이 최적의 사례로 나타났다 신체에 . 

직접적으로 닿는 섬유의 특성상 자연물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 제품이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천연 섬유는 유한적인 자원이라 재생원단의 활

용도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액세서리 부분에서. 

는 섬유보다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져 본 기법의 

활성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 

지나칠 수 있는 의외의 재료를 이용하여 의복이나 

액세서리 가방 등을 만들어냈다 본 기법을 이용한 , . 

제품은 페트병으로 만든 판초 베니어판(Figure 30), 

으로 만든 커프 잡지를 찢어 말아 만든 (Figure 31), 

귀걸이 맥주병을 녹여 만든 청바지와 같(Figure 32), 

은 사례가 조사되었다(Figure 33).

기법  2) Gathering and Combining 

본 기법은 재료를 모아서 재배치하여 의류나 가방   

Figure 30.

Eco-Fleece

Peri

-http://www.periponchos.com/

Figure 31. 

Coffee Cuff

Contexture Design

-http://www.contexture.ca/ 

Figure 32. 

Paper Jewelry

Devi Chand

-https://www.etsy.com/

Figure 33.

Jeans

I Am Not A Virgin

-http://www.coolh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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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Banner Tote Bag

Vaho

-http://www.vaho.co.kr 

Figure 39.

Parachute Parka, 2010

Christopher Raeburn

-http://www.christophe

rraeburn.co.uk/

Figure 40.

Fire Hose Tote Bag, 2013

Elvis & Kresse

-http://elvisandkresse.t

umblr.com/

Figure 41.

Tire Shoes

U Roads

-http://faircompanies.c

om

또는 액세서리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재. 

료에 있어서 한계는 없었지만 인체 모형에 맞게 디, 

자인되어야 하기에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

진다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에서는 크기에 상관없이 .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모으거나 쌓고 결합하는 방식

으로  형태제작이 가능하였다 재료는 의상실에서 . 

쓰고 남은 고급원단의 자투리 알루미늄 캔 링 오, , 

래된 흑백 잡지 사진 신문지 중고의류 목재 야구 , , , , 

글러브 등 다양한 재료의 쓰임이 조사되었다 본 기. 

법을 이용한 디자인 제품은 샘플 원단을 이용한 의

복 양말을 이어 붙여 만든 의복(Figure 34), (Figure 

과자 봉지를 엮어 만든 가방 알루35), (Figure 36), 

미늄 캔 뚜껑을 뜨개질로 엮어 만든 가방과 같은 사

례가 조사되었다(Figure 37).

기법  3) Cutting and Dividing 

본 기법은 중고시장이나 기부로 얻은 옷들을 해체  

하거나 기한이 지난 현수막이나 방수포를 거둬서 잘

라 리디자인 및 리폼 하는 방식이다 업사이클 패션 .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꾸뛰르

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 특히 중고 의류의 빈. , 

티지한 특성이나 기한이 다하여 낡거나 흠집이 발생

한 흔적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내어 강조하. 

며 상품으로서 판매를 하는 독특한 기법이다 이들. 

의 재료는 스포츠 유니폼이나 기능을 다하여 쓸 수 

없는 폐 낙하산 군용 담요 배너나 현수막 년 이, , , 25

상을 써서 버려지는 폐 소방호스 곡식용으로만 여, 

겨진 커피자루와 밀가루 포대 군용품 등이 재료로 , 

쓰였다 수작업을 통한 해체와 재단 리디자인과 리. , 

Figure 34.

Fabric Samples Skirt

Piece x Piece

-http://www.pxp-sf.com/

Figure 35.

Sock Pullover And Trousers

Stein Widder

-http://www.steinwidder.com/

Figure 36.

M&M'S Packing Bag

Ecoist

-http://www.ecoist.com/

Figure 37.

Everyday Shoulder Bag

Dalata

-http://dalatadesig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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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Bottle Cap Earrings, 2010

A1 Architects

-http://www.dezeen.com/

Figure 43.

Bullet Ring

Adi Zaffran Weisler

-http://adi.designgroup.

co.il/

Figure 44.

Electric Wire Bangle And Ring 

Grain Design

-http://www.graindesig

n.com/

Figure 45.

Book Cover Bag And Case

Rebound Designs

-http://www.rebound-d

esigns.com/

Figure 46.

Textile Trash Bag, 2013

Riedizioni

-http://riedizioni.com/

Figure 47.

Textile Trash Bag 2, 2013

Riedizioni

-http://riedizioni.com/

Figure 48.

Color Pencil Necklace, 2012

Maria Cristina Bellucci

-http://klimt02.net/

Figure 49.

Extracted Socks

Solmate Socks

-http://www.socklady.com/

폼이 특징으로 본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은 현수막으

로 만든 가방 폐 낙하산으로 만든 코트(Figure 38), 

폐 소방호스로 만든 가방(Figure 39), (Figure 40), 

타이어를 잘라 밑창으로 만든 신발과 같은 사례가 

조사되었다(Figure 41).

기법  4) Mixing and Changing 

본 기법은 재료의 해체나 결합 없이 본연의 모습  

을 그대로 살려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를 섞어 새롭

게 단장한 재사용 방식을 뜻한다 조사된 디자인들. 

은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의료 용품으로 

만든 귀걸이 발사된 탄환으로 만든 반지(Figure 42), 

자투리 전선으로 만든 팔찌(Figure 43), (Figure 

버려진 책의 하드커버로 만든 가방과 같은 사44), 

례가 조사되었다 재료의 용도 변화와 독(Figure 45). 

특한 재료의 사용으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5) Others

기타 사례는 앞서 분석된 가지의 기법 중에 속하  4

지 않는 방식이 해당된다 재봉 중에 발생하는 버려. 

지는 실들을 모아서 만든 가방 이나 텍스(Figure 46)

타일의 끝부분인 원단 쓰레기를 모아 무늬로 나타내 

만든 플라스틱 가방 색연필을 깎아서 만(Figure 47), 

든 목걸이 오래된 티셔츠에서 실을 추출(Figure 48), 

하여 새 양말로 만든 사례가 조사되었다(Figur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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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 제품 및 패션 디자인의 . Ⅳ

특성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  

던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성은 환경성 지속가능성, , 

사회성 기능성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 , . 

과 함께 사례 분석 결과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들의 , 

특징은 용도의 변경 형태의 재구성 시간의 흔적, , , 

재료의 특이성 및 한계성 지역자원의 재활용 수공, , 

예기술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성을 다시 종합하면 . 

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간성 윤리성 희소성Table 2 , ,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업사이클 제품 및 패션 디. 

Table 2. Upcycl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And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through case studies
Characteristics of the upcycle 

design

Change of purpose
Temporality

Reconstruction of the form

Past trail
Morality

Specific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aterial

Recycling of regional resources
Rarity

Handicraft technology

Figure 50.

Black Coat, Yohji 

Yamamoto, 2001 F/W

-http://uk.wikipedia.org/

Figure 51.

Lace Sweater, 1982

Rei Kawakubo

-http://www.nytimes.com/

Figure 52.

 Champagne Jacket, 

Martin Margiela 2012 F/W 

-http://www.style.co.kr/

Figure 53.

LP Dress, Martin 

Margiela 2008 F/W 

-http://www.firstviewkorea.com/

자인의 특성과 가치인 시간성 윤리성 희소성을 살, ,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성  1. 

패션 디자인에서 시간성은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  

토 레이 가와쿠보(Yohji Yamamoto), (Rei 

마틴 마르지엘라 를 통Kawakubo), (Martin Margiela)

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의 시간성을 나타내는 . 

디자인 제작 방식은 낡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

는 낡음의 미학 으로서 패션 디자인을 나타낸 것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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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는 더럽고 얼룩지고 낡고 고장 난 것에  , , , 

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곧 의복의 새. 

로운 것을 낡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지게 작업을 해

두거나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과 같이 오Figure 50

래되고 낡은 듯한 효과를 주었다.

가와쿠보는 의복의 낡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  

여 거칠게 짜이고 불규칙한 자수 소재를 애용하였

다 또한 일부러 고급 소재를 초라하게 보이려고 소. 

재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시간성을 나타(Yim, 2013). 

내는 대표적인 작품은 레이스 라는 이름의 스‘ (lace)’

웨터로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부러 구멍을 Figure 51

내어 치즈 구멍같이 나타내어 중고 스웨터를 제작하

였다.

반면 마르지엘라는 과거의 제품을 이용하여 낡음  , 

의 미학을 나타내었다 그는 패션쇼에서 모델들의 . 

얼굴을 가려서 입는 사람의 옷이 되길 바라는 마음

을 나타냈다 이는 시간의 흔적과 이미지가 옷을 완. 

성한다는 확고한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Kim, 

2012 세계 각국을 돌며 다른 공간 속에서 다른 시) 

간을 보낸 재활용 재료들로 와인 라벨로 만든 코트

와 판을 잘라 만든 드레스(Figure 52) LP (Figure 53)

를 만들어내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간성은 기존 의복의 소재나 디자인의 형식을 해  

체하면서 낡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 

낡음의 미학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트렌드인 패스트 패션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상품 출시 속도가 빠른 패스트 패션은 똑같은 디자

인의 옷들을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매장에 자리 하

Figure 54.

Recycled Union Vest

Dr. Romanelli

-http://drromanelli.com/

Figure 55.

Voidness Dress, 2008

Sonic Fabric

-http://www.sonicfabric.com/

Figure 56.

N+Ew Chair

Rodrigo Alonso

-http://ralonso.com/

Figure 57.

Skateboard Deckbench

Podlaski design

-http://www.deckstool.com/

게 만들었다 이는 남들과의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 

자들에게 유행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유행주기에 무

관한 빈티지 패션이 각광받게 되었다 빈티지 패션. 

은 이미 만들어 진 옷으로서 유행이 지났지만 사람

들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현재까지 존재하게 된 것으

로 과거로부터 지내온 시간이 존재하여 시간성을 나

타내고 있다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골동품이라 불. 

리며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낡아지게 되어 시간, 

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다. 

빈티지 패션과 조화를 이룬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에서 대표되는 사례는 를 통해 볼 수 Dr. Romanelli

있다 그는 세계 각지를 돌며 빈티지 의류와 원단을 . 

찾아내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이는 과거의 옷을 현대적 감각의 옷으로 . 

재탄생 시킨 것으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낡은 제, 

품이 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적 감성의 의Figure 54

복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식으로 에. Sonic Fabric

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카세트테이프를 모아 엮

어서 새로운 원단을 제작하여 Voidness 

로 제작하였다 더불어 제품 디자Dress(Figure 55) . 

인에서는 에 의해서 오래된 전자 기Rodrigo Alonso

기들을 모아 투명수지에 굳혀 만든 가 N+Ew chair

있다 투명수지로 의자의 재료인 전자 기(Figure 56). 

기들의 과거의 모든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시간의 흔

적을 나타냈고 에서는 낡아서 버려, Podlaski design

진 스케이트보드로 를 만들Skateboard deckbench

어서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무늬로 활용하여 나타냈

다(Figure 57). 

이처럼 업사이클 디자인은 제품과 패션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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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Sea Chair, 2012

Studio Swine

-http://www.studioswin

e.com/

Figure 59.

Bucket Bag

Juice Bag

-http://blog.naver.com/

juicebag

Figure 60.

Upcycled Collection, 2014

Reet Aus

-http://www.reetaus.com/

  

Figure 61.

Black Newspaper Shoes

Colin Lin

-http://latinoweeklyrevi

ew.com/

통해서 시간성을 나타냈다 특히 업사이클 패션 디. 

자인은 패스트 패션으로 대표되는 유행이 반영된 디

자인과 차별화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 

재료나 과거부터 살아남은 빈티지 재료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더해지는 부분은 유일무이한 특성은 시간

의 가치를 포함한다.

윤리성  2. 

디자인 분야에서 윤리성은 환경보호와 공정무역으  

로 나타난다 환경보호는 환경을 위한 윤리성으로서 .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와 노동자의 인권보, 

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디자인 분야에서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자연 소재와 폐기물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

고 있지만 주로 폐기물을 이용하여 환경적 윤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로 은 바다에서 떠. Studio Swine

도는 바다쓰레기를 수집하여 갈아 압축하여 Sea 

로 제작하였다 바다쓰레기들은 물chair (Figure 58). 

고기들의 먹이가 되어 우리들의 식탁에까지 오기 때

문에 반드시 끊어야하는 연결고리이다 공정무역은 .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공정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고의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내놓는 것(Kwak, 

이지만 최근 빈번한 의류 공장의 사고로 윤리2011) , 

의식의 재고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윤리성은 지역. 

자원과 전통기술의 활용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특성

이다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 . 

순환을 행하고 지역민들로 구성된 작업 환경을 갖추

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고유한 전통성을 살려 지역. 

적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전통 기술의 계승 또는 , 

보전이 가능하다 환경 보존과 지역민들의 일자리 . 

창출과 공정 거래가 가능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 높

은 윤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올바른 공정 거래는 노. 

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과 제품 그리고 소비

자의 신뢰감 형성으로 가까워 질 수 있다 또한 사. 

회의 취약계층들로부터 자원의 수거와 제작을 의뢰

하는 과 같이 착한 디자인 으로 나타나고 Juice bag ‘ ’

있다(Figure 59).  

착한 디자인은 최소한의 디자인과 장인들의 전통  

기술로 대표된다 최소한의 디자인은 환경 피해를 . 

최소화하여 에너지 감소를 나타내고 버려지는 재료

를 사용하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Reet 

의 의류 제작과정에서 물과 전기의 사용을 감소aus

시켜서 의복을 제작한 모습인 을 통해 볼 Figure 60

수 있다 장인들의 전통기술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 

한 것으로서 신문지로 전통 수공예 기술을 사용하여 

구두 디자인을 고안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Colin Lin

의 방식은 의 신문지로 만든 구두를 통해 Figure 61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윤리적 .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 

교함과 섬세한 표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독

창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처럼 윤리성은 환경을 .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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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Peace Bomb

Elizabeth Suda

-http://article22.com/

Figure 63.

Bullet Ring

Adi Zaffran Weisler

-http://adi.designgroup.

co.il/

Figure 64.

Vintage Tea Set, 2011

Melody Rose

-http://melodyrose.co.uk/ 

Figure 65.

2015 F/W Collection, 2014

Schmidt Takahashi

-http://www.schmidttak

ahashi.de/

희소성  3. 

희소성은 대량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주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활용하

고 있다 기업 측에서 희소의 의미는 기획 단계에서 . 

의도적으로 적게 만들어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뜻

으로 쓰이며 한정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대중들에, 

게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희소. 

성은 재료의 특이성 및 제한성 형태의 재구성 과, , 

거의 흔적 수공예기술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 . 

독특한 재료의 제한성으로 인한 형태의 재구성이 일

어났고 과거의 흔적을 유지한 재료에 수공예기술을 , 

더하여 디자인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많  

을 수 있지만 시간적 가치가 더해지고 수공예기술, 

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사이클 디자인

은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희소성을 나타내는 . 

업사이클 디자인은 재료의 특이성과 제한적인 공급

으로 인하여 소량생산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오랜 . 

시간을 지내오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빈티지 제품

과 수공예를 통해서도 희소성을 볼 수 있다. 

제한적인 재료는 생산량과 디자인의 희소성으로   

무기를 소재로 활용한 과 이 Peace bomb Bullet ring

있다 베트남 전쟁 때 떨어진 (Figure 62)(Figure 63). 

폭탄을 수거하여 팔찌를 만든 사례로 제작자들이 농

부라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만 생산하고 있어 수량

이 제한적이다 은 발사된 당시 총이나 . Bullet ring

환경에 따라 찌그러지는 모양이 달라 같은 반지가

나올 수 없어 희소한 디자인이다 또한 빈티지 재료. 

로 인한 희소성은 수공예기술과 함께 유일한 디자인

을 나타내었다 영국의 는 벼룩시장에. Melody Rose

서 구한 빈티지 식기를 구해 자신만의 사진이나 해

골사진을 전사시켜 의 Vintage tea set(Figure 64)

유일한 제품으로 나타냈다 는 . Schmidt Takahashi

기부 받은 옷들을 해체하여 완전히 새로운 2015 

을 제작하였다 이들의 작F/W collection (Figure 65). 

품들은 공통적으로 세상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과거

의 흔적을 지닌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희소성은 빈티지와 수공예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포함하며 제한된 재료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개인들의 개성표현에 

적합한 기법이고 제한된 재료의 소량생산으로 운송 

부분에 있어서 화물적재가 적어 운송비용과 대기오

염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Cassidy & Han, 2013).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된 업사이클 디

자인의 희소가치이다.

요약 및 결론. Ⅴ

패션 산업은 최근 유행주기의 가속화를 일으킨 패  

스트 패션이 트렌드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옷을 , 

버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의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켰다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결방안으로 업사이클 디자

인이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활성화가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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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

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디자. 

인의 사례 분석을 통한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과 패

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집된 업사. 

이클 디자인 사례들은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통

하여 총 건이 조사되었고 이들은 제작 기법에 181 , 

따라 가지로 분류 되었다 첫째는 5 . Melting and 

기법으로 재료를 녹이거나 압축하여 Compressing , 

새 제품으로 나타낸 것이다 둘째는 . Gathering and 

기법으로 서로 다른 재료들을 모으거나 Combining 

결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셋째는 . Cutting and 

기법으로 재료가 되는 제품들을 자르거나 Dividing 

분해하여 리디자인하여 나타낸 것이다. 넷째는 

기법으로 재료에 디자인적 Mixing and Changing 

요소만 부가하여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기법은 기, 

타로 복합적인 요소를 나타낸 사례들로 분류하였다. 

제작 기법에 따라 분류된 업사이클 디자인 사례들의 

특징은 용도의 변경 형태의 재구성 시간의 흔적, , , 

재료의 특이성 및 한계성 지역자원의 재활용 수공, , 

예기술로 분석되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  

징들은 시간성 윤리성 희소성이라는 가지의 특성, , 3

으로 대표될 수 있다 시간성은 유행의 흐름을 따르. 

지 않는 빈티지 패션으로 대표되며 오래되어 낡아, 

서 해진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낡음의 미학이 

나타났다 낡은 이미지를 나타내려 디자이너들은 의. 

도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단을 푸는 등 해체의 방식

을 사용하였지만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자연적인 

낡음의 미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패. 

스트 패션에서 나타낼 수 없는 시간의 차이로 인하

여 가치를 나타냈다 윤리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성

을 갖는다 이는 환경보호와 공정무역으로 대표되는. 

데 공정거래를 통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버려, 

지는 제품을 다시 씀으로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

시켜 환경을 위하고 있다 또한 제작과정에서 장인. , 

들의 수공예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공정한 디자인 

거래와 전통 기술의 계승이 가능하여 환경을 보호하

고 인간을 위하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윤리적 

가치를 나타냈다 희소성은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에. 

서 재료 자체가 본래 제품으로 지내온 시간과 버려

지지 않고 다시 쓰임으로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 , 

유일무이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어 하나의 디자

인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패스트 패션과 차별화 되는 

부분으로 희소가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분석된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성은 빠른 유  

행주기를 나타내는 패스트 패션에 역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모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디자. 

인과의 차별화를 나타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날로 . 

빨라지는 유행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나

타난 특성을 패션 디자인 산업에 접목함으로서 업사

이클 디자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하나의 패션 문화

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를 계기. 

로 앞으로의 업사이클 디자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업사이클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고 또 다른 특성과 

디자인 제품을 창조하는데 새로운 길을 제시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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