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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글로벌 패션 ·

섬유 시장은 천연자원의 소비와 오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한 종류인 업사이클 패션을 주제로 국내 업사

이클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업사이클 패션은 섬유 혹은

산업 폐기물을 가치를 상향시키는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

품으로 선보인다.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의 시장의 현황과 브랜드의 추구

가치와 기업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점의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설립

동기와 기업 운영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추구가치를 살펴본다. 둘째,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 · 생산 · 유통 · 홍보 과정을 통해 기업활동

을 분석한다. 셋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와 기업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그리고 심층면접법을 병행한 질적 연

구이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기후 변화, 환경문

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했으며 업사이클 패션의 개념과 기법 그리고

재활용 단계들을 고찰했다. 연구 범위를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로

한정하고 29개의 사례 연구 브랜드들을 선정해 이들이 선보이고 있는 제

품 유형별 소재와 컬러를 분석했다. 더욱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도달

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진행한 브랜드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해 8개의 브

랜드의 9개의 실무자를 모집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업

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를 살펴보기 선행연구인 Schwartz (1992;

1994)와 Schwartz & Boehnke(2004)의 57가지의 가치를 활용하였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찰한 첫 번째 질적 연구 부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자기 초월 가치 차원에

해당되는 보편주의와 박애의 가치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 자연

과의 유대의 가치 ·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가

치 ·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 정직한 것의 가치 · 책임감에 대한

가치가 나타났다. 둘째, 자기 고양 가치 차원에서는 권력과 성취의 가치



에 해당되는 부의 가치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 · 대외적

이미지 보존의 가치 ·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가치 · 성공의 가치 ·

야망의 가치 · 영향력의 가치 · 지성적인 가치 · 자존감의 가치가 나타

났다. 셋째, 개방형 가치 차원에서는 자극 · 자율 가치로 대담성의 가치

· 다양한 삶의 가치 ·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 · 창의성의 가치 · 호기

심의 가치 ·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나타났다. 넷째, 보수주의 가치 차원

에서 안전의 가치인 청결성에 대한 가치 · 건강의 가치가 나타났다. 이

렇게 도출된 24가지의 가치는 사회적 · 기업적 · 개인적 차원의 추구가

치로 재범주화될 수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획-생산-유통-홍보의 현황을 살펴본 두 번

째 질적 연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버려지

는 폐기물 재료를 선정하는 것은 업사이클 패션 상품 기획의 핵심이었

다. 둘째, 생산 과정에 있어 노동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업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

해 양산화 방안을 치열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셋째, 업사이클 패션 제품

은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량 유통 · 대량 홍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 업사이클 시장은 향후 구매

자를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시장 사이의 중계자의 역

할로 전환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유통과 소통을 통한 홍보로 충성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

품 기획-생산-유통-홍보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가 추구되는지 밝혔다. 연

구에 참여한 브랜드는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 ·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등을 고려하고, 대담성의 가치 · 창의성의 가치 ·

호기심의 가치를 기획과 생산 부분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과

홍보 부문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기

고양 가치 차원에 있는 부의 가치 · 성공의 가치 등 경제적 측면에 있는

가치를 추구했지만, 앞서 발견된 자기 초월 가치와 개방형 가치들을 복

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산업과는 달리 환경에 대해 윤리적이면서도

기업의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가치 차원이라는 양가성을 띄는 가치를 함

께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

혀,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제품에서 나타나는 추구가치와 차원을

밝혀냈다는 것에 있어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실무자들의 생생한 견해를

학술적으로 남겨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을 도출

했다는 실무적 의의 또한 있다. 도출된 지속가능한 가치의 종류와 차원

은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브랜드의 가치 창출 관련 연구에 시발점

이 될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하여 상품, 생산 기술 관련 연구, 신소재와 재료 개발, 인증제도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요어 : 업사이클 패션,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지속가능성, 추구가

치, 기업활동

학 번 : 2019-2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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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5개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화에 따른 심각한 기후 변화에 동의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를 체결시켰다. 지속가

능성의 문제는 심각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2030년을 목표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 60~65% 절감, 유럽연합은 절대량 40% 그

리고 한국은 목표연도 배출 전망피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하

며 전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에 대비하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한경 경제용어사전, n.d.). 대기과학자 조천호는 「미디어 오늘」을 통

해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고 공기 중

수증기 증가로 홍수 가능성이 올라가, 주변부는 고기압으로 인해 가뭄과

폭염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심화된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김도연, 2020).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

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관념을 종식하고 환경을 위한 공동체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였다(김도연, 2020).

글로벌 섬유, 패션 시장은 식품 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천연자

원을 소비한다(Paras et al., 2019). 파리에 본사를 둔 양대 럭셔리 패션

그룹인 커링(Kering) 그룹과 LVMH는 탄소배출량과 물 소비량을 줄이

고, 원자재를 보존하며,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Givhan,

2019). LVMH는 아마존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으며, 커링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절감을 약속했다. 커링 그룹의 프랑수아

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 회장 겸 CEO는 올 가을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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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후변화에 관해 더 이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주저할 수 없다’

고 말했다(Givhan, 2019). 이처럼 패션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

와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Tucker(2019)는 현재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한 다섯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량생산에 기반한 현재의 패스트 패션 산업 시스템을 종

식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원자재 생산

을 궁극적으로 줄인다. 둘째, 화학섬유 사용을 줄이고 가정에서 알맞은

세탁 습관을 고취하여 미세플라스틱 배출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셋

째, 원자재 재배부터 제품 유통에 걸쳐 대량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기업, 국가 차원에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천연섬유의 대량 재

배로 인해 야기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 사용이 적고 물오

염이 적은 대체 천연섬유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주기 사슬을 종식하고 재활용 의류 사용을 통해

폐쇄루프 가치사슬(Closed loop value chain)을 구현한다.

폐쇄루프 가치사슬은 제품의 주기를 늘리고 다시 사용하여 제품 주기

를 순환시키는 개념이다. 이 가치사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reuse), 수리(repair) 그리고 업사이클링과 다운사이클링로 나누어지는

재활용을 통해 제품에 새로운 주기를 부여해야 한다(Paras et al., 2019).

업사이클은 폐기의 위기에 놓인 쓰레기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재활용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사

이클 패션 제품은 점진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하향 재활용하는 다운사이

클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것에 있어 경쟁

력있는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은데, 2017년 서울시는 폐기

물 처리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새사용 플라자(Seoul Upcycling

Plaza)를 개관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사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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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용 플라자는 다양한 사이클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교육 프로그램과 1000만 점 이상의 업사이클 재료를 보유한 소

재 은행을 운영하고, 생산 · 유통 · 소비의 건강한 순환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업사이클 활성화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강동구의 리사이클아트센터(Recycle Art center), 광명시의

업사이클 아트센터(Upcycle Art Center) 그리고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Gyeonggido Upcycle Plaza)를 개관하며, 도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업사이클은 버려지는 재료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하는 화학 에너지로 인한 2차 오염 혹은 비효율적인 재

활용을 지양하며, 지속가능성 패션의 창의적인 전략으로써 주목받고 있

다. 업사이클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제품 사례에 대한 연구(Odabasi,

2020; 권정숙, 2012; 나현신 & 김숙현, 2014),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개발

해보고 실무의 개발 방향을 제언한 연구(Binotto & Payne, 2016; Cini,

2018; Tripa, 2018) 그리고,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소비자 태도에 대한

연구(박자명 & 신혜원, 2014; 홍영민 & 김용주, 2014)등이 있다.

그러나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운영 현황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브랜드가 어떤 추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속가능 분야에서 가치 관련 연구에 쓰이고

있는 Schwartz(1992, 1994)의 연구를 고찰했다. 57개의 가치와 4개의 차

원으로 이루어진 가치와 실무진들이 업사이클 패션을 통해 추구하고 있

는 가치를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추구가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

들의 생생한 진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

구가치와 제품 기획-생산-유통-홍보의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반영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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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앞서 기후변화와 패션 산업의 환경문제를 토대로 폐쇄루프 가치사슬

구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재사용, 수리, 다운사이클을 넘어

고부가가치 상품을 구현하는 업사이클링 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면밀히 고찰하고, 현업 실

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업사이클 패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각각의 대표 브랜드

가 활용한 폐기물이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미적으로 재활용되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다루는 실무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업사이

클 패션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홍보의 측면에서 발현되는 추구가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현황을 분

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논의와 제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설립 동기와 기업 운영에 대한 심

층면접을 통해 추구가치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 · 생산 · 유통 · 홍보 과정을 통

해 기업활동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와 기업활동에 대해 논의

한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제품의 실무적 현황을 밝혀 브랜드

와 제품에서 나타나는 추구가치와 차원을 밝히고자 한다. 업사이클링 패

션 제품이 가진 지속가능한 환경적 · 산업적 · 심미적 가치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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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

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품 기획–생산-유통-홍보의 종합

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견해를 학

술적으로 남겨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을 도출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는 현시대가 맞이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 산업 시스템에 대한 한

계 또한 고찰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해결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느껴졌던 패션에 있

어서 환경문제를 실천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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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업사이클 패션과 추구가치

1. 의류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문제

인간의 의식주 중 하나인 의류 섬유 산업은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량을

야기하는 길고 복잡한 생산 · 운송 · 사용 · 소비 및 처리의 공급망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Marthu et al., 2012). 패션 산업은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인지하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Amed et al., 2019).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패션 산업이 환경에 위협

하고 있는 현황은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Tucker(2019)에 의하

면, 오늘날 패션 산업이 지구 환경에 위협하는 요인은 5가지로 첫째, 빠

른 시즌 변화로 너무 많은 컬렉션이 선보여지고 있는 점, 둘째, 폴리에스

테르의 사용으로 해양에 엄청난 미세플라스틱을 야기하는 점 셋째, 엄청

난 탄소 배출을 야기하고 있는 점 넷째, 심각한 물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수십만 톤의 제품이 폐기되고 있는 점

이다. 본 절에서는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고

찰하고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폐쇄루프 가치사슬 구현의 중

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섬유 폐기물의 환경오염

의류 산업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단계는 원자

재 생산 단계로, 전체 과정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는 합성 섬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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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생산의 65%)나 면섬유(21%)로 집계된다(Petty, 2019). 농업 작물로

는 면화의 탄소배출량이 폴리에스테르보다 낮지만, 비료 사용은 이산화

탄소보다 온난화 영향이 300배나 높은 온실 가스인 아산화질소를 배출한

다(Petty, 2019). 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면 셔츠 한 벌만 생산하기

위해 2,7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화 1킬로에 약

15,000리터에 해당되며 영국의 주요 면화 공급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Mageean, 2020).

Stone et al.(2020)은 천연 섬유 혹은 화학 섬유 기반의 직물 생산과정

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시급해지는 물오염, 물부

족으로 인해 대체 섬유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고 있다.

Gullingsrud(2017)은 작물 재배 시 면섬유보다 자원을 덜 소모하는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을 위한 섬유를 제시하였다. 아마, 대나무, 대마, 삼베와

같은 섬유는 면보다 길고 단단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으며 재배시 비료

소모도 적다(Gullingsrud, 2017).

세계 대양에 방출되는 모든 미세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35%)은 합성

섬유에서 나온다(Lissaman, 2019). 폴리에스테르 의복 한 벌은 70만 개

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방출되며, 매년 50만 톤의 미세 섬유가 바다에 버

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에스테르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졌으며, 생

물 분해는 불가능하며, 합성물인 미세 섬유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Tucker, 2019). 주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는 현재 시장점

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일론보다 평균 6배 더 많은 미세플라스

틱 섬유들을 생산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1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다. 이것들은 전 세계의 해양 서식지에 축적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

태의 환경 및 건강 위협을 나타낸다. Pirc et al.(2016)은 가정에서 의류

세탁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화학 섬유의

사용과 폐기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외에도 가정이나 업체

에서 세탁시 발생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또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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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패스트 패션의 시장 점유로 패션 산업은 전례없는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 Bain et al.(2018)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패션의 맥박(The

pulse of fash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171만 5천 톤의 탄

소를 배출했다. 유엔은 패션 산업이 항공과 해운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2030년까지 패션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63%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Tucker, 2019).

2014년 폴리에스테르 생산이 전체 패션 산업의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했다(Petty, 2019). 플라스틱으로 된 폴리에스테르는 석유로 만들어

지고, 원료를 추출하여 가공하여 에너지 집약도가 높으며, 2014년에

4,610만톤의 폴리에스테르가 생산되어 총 패션 산업 배출량의 약 40%인

6억 5,5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Petty, 2019). 린

윌슨(Lynn Wilson) 순환경제 전문가는 「BBC」를 통해, 폴리에스테르

섬유소를 만드는데 연간 약 7천만 배럴의 기름이 사용되며, 폴리에스테

르 셔츠는 면 셔츠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두 배나 된다고 인터뷰한 바 있

다. 폴리에스테르 셔츠는 면 셔츠가 2.1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에 비해 5.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Ro, 2020). 또한, 청바지 제조업

체인 리바이스 스트라우스(Levi Strauss)는 자사의 501 청바지 한 벌이

평균 미국 자동차에서 69마일을 주행하는 것과 같은 33.4kg의 이산화탄

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추정한다(Ro, 2020).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의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패션에서는 우리가 옷을 생산하는 방식과 그것을 소비하는 방

식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Petty, 2019). 세계 패션 산업은 이와 같은 심

각성을 인지하고 UN Climate Change의 후원으로 주요 해운회사를 포함

한 패션 브랜드, 소매업체, 공급자 단체 등, 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 포

함된 43명의 산업 대표자와 함께 기후 변화를 위한 패션 산업 헌장을 출

범시켰다(UFCCC, 2018). 아디다스, 버버리, 에스프리트, 어플릿, 갭, 휴고

보스, H&M그룹, 인디텍스, 커링그룹, 리바이스트라우스 & 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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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SE, PVH 코퍼레이션, 타겟과 같은 패션 업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 중국 전국 섬유조합, 의류 등 주요 회원 기관 등은 파리협정

의 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6가지 원칙과 목표를 구현하거나 지원하는데 서명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세우고,

2025년까지 자국 기업과 직영 공급업체에서 석탄 화력 보일러 등 석탄

화력 열·발전원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의했다. 이

헌장은 대표적인 산업 대표자로부터 시작했지만, 더 많은 패션 이해 관

계자들에게 장려되고, 업계를 정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단

체와 NGO의 지원을 받고 있다(UFCCC, 2018).

Paras et al.(2019)에 의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재활용 제품의 활용

방안은 2가지로, 첫째 소비자 행동과 정부 정책의 협력으로 인한 재사용

과 재활용, 그리고 둘째 디자인 방법을 고려한 재활용을 들고 있다. 소비

자에게 버려진 폐기물을 분리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이 수반되지만, 제품

수명 상실의 단계에서, 디자인을 통한 재활용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연의 재료는 소비자가 더 이상 사용되지 못

할 것이라고 느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주기가 재사용되어야 하

며, 디자인 기법을 통한 새사용은 즉, 업사이클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

다.

2) 대량생산되어 대량폐기되는 패션 제품

심화되는 경쟁과 소비심리 상승으로 인해 패션 산업은 제품을 과잉 생

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의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의류를 구입함으로써 더 낮은 가격과 더 큰 다양성에 반응해 왔

는데, 연간 생산되는 의류의 수는 200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고 2014년

에는 처음으로 1,000억 벌을 넘어섰다(Remy et al., 2016). 최근 자라는

지속가능성 공약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 패션 소



- 10 -

매업체로서, 연간 약 4억 5천만 개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2만 개

의 새로운 디자인을 일주일에 500개씩 출시하고 있다(Kozlowski, 2019).

또한, 중고의류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8천 톤의 의복을 수거한

H&M는 새로운 재생 재료를 찾고 텐셀을 재활용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Edelson, 2014). 그러나 2014년 H&M은 스웨덴에서만 365개 점포를 열

고, 타 경쟁 유통업체들이 소형 점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H&M은 거

대한 규모의 매장을 선보였다. 또한, H&M은 매일 수십 가지의 새로운

스타일을 매장에 진열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388번의 물류

이동이 일어난다(Edelson, 2014). 패스트 패션 기업은 의류 수거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재활용하거나 지속가능한 섬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성의 실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ozlowski(2019)에 의하

면, 매장에서 의류를 수거하더라도 현재 거대화된 생산 구조에 필요한

규모로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가치사

슬에서 같은 양의 수준의 패션 의류를 생산하면서 단지 지속가능한 직물

로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100% 지속가능한 직물

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직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덜 해

로울 뿐, 직물 자체는 생산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패스트 패션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실

현이 불가능하며, 소규모 브랜드가 시작부터 생산량을 줄이고 주문 제작

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판매되는 것 이상을 만들지 않는 지속가능성

문화를 구현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주어진

재료에 최고 품질의 옷을 디자인하여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하여 오래도

록 지속하고자 노력한다(Kozlowski, 2019).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패션 시장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

다. 2019년 H&M은 145개의 신규 매장을 열어,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4개의 신규 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는 올해 300개의 신규 매장을 열고 두바이, 이

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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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Kozlowski, 2019). 최근 선진국에 있어 패션 산업은 소비가 위축되어

보였으나 이에 대비하여 신흥국 인구의 80%가 2025년까지 서구 세계와

같은 의류 소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의류 산업이 환경적으로

더 효율화되지 않는다면 의류 산업의 환경오염은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추산된다(Remy et al., 2016).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2000년보다 60% 더 많은 의류를 구입하고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6백만 톤의 옷이 구입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9천3백만 톤, 2050년에는 1억6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eall, 2020). 폐기물 및 자원 조치 프로그램(Wrap)에 따르면, 영국 가정

들은 2016년에 30만 톤의 의류를 매립지로 보냈다(Tucker, 2019). 또한

생산된 모든 의류의 60%가 생산 후 1년 이내에 폐기되며, 의류 산업 내

에서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1% 미만이 재활용되고 있으고, 13%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Nature Climate Change, 2018). 미국에서는 버려지는 옷과 신발의

13.6%만이 재활용되고 있고, 미국인들은 매년 평균 37kg의 옷을 버린다.

전세계적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재료의 12%만이 재활용되고 있다(Beall,

2020).

의류 제품이 폐기 되고 있는 궁극적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상품이 선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패션

업체들은 연간 2개의 컬렉션을 생산했지만, 이는 2011년 5개로 늘어났으

며 자라 등 일부 체인은 연간 24개의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옷이 ‘일회용’ 상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밝혔다(Tucker,

2019). 다나 토마스(Dana Thomas)는 「Fashionopolis : the price of

fast fashion & the future of clothes」 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낮아지지 않았던 의류 가격에 의해 대량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특출한 소비 습관을 강조한다(Givhan, 2019).

1976년 뉴스위크 표지에 등장해 직장 여성들의 꿈의 드레스가 된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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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랩 드레스는 가격이

약 75달러였으며, 오늘날 약 34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가

격 경쟁에서 가격은 내려가 248달러의 정가에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1950년대의 남자의 정장은 약 45달러, 오늘날 약 430달러에 해당하는 금

액이다. 오늘날 H&M에 들어가 단돈 105달러에, 자라는 150달러에 남성

복 한 벌을 살 수 있다(Givhan, 2019). H&M, 포에버21 등 유통업체들과

같은 패스트 패션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표, 이메일을 통해

받은 수십 장의 쿠폰으로 유혹하며, 정교하게 진열된 상품들로 가득 찬

선반과 테이블로 사람들이 큰 돈을 내지 않고도 런웨이의 기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University Wire, 2016). 이렇게 저렴해진 의류 가격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2014년에 2000년보다 60% 더 많은 옷을 샀지만,

옷 한 벌의 수명은 절반으로 줄었다(Kozlowski, 2019). 그러나 전세계적

으로 생산된 모든 의복의 1퍼센트 미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ucker, 2019).

3) 폐쇄루프 가치사슬의 구현과 업사이클 패션의 중요성

앞 절에서 다룬 것과 같이 현존하는 산업의 시스템처럼 자원을 끊임없

이 생산하고 버리는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패션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패스트 패

션이 잠식하고 있는 의류 산업은 아직 개방루프 가치사슬이 지배적이다.

Chao(2019)에 따르면 일반 의류 제품의 삶의 주기는 선형으로, 섬유 생

산–원사 스피닝–원단 직조–의류 생산–배송과 유통–소비자 사용–상

실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통적인 의류 제품은 개방루프 가치사

슬(Open loops value chain)로 유통되며 소비되어 원자재의 주기를 완전

히 상실한다. 따라서 개방루프 가치사슬안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은 곧

이어 대량 폐기의 수순을 밟으며, 이는 심각한 폐기물을 야기한다.

폐쇄루프 가치사슬(Closed loop value chain)은 제품의 효용성을 극대화



- 13 -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수명이 다하기 전과 후 사이를 순환시

키는 개념이다. 주요 구성 요소는 직접 재사용(reuse), 수리(repair) 그리

고 업사이클링과 다운사이클링로 나누어지는 재활용이다(Paras et al.,

2019). 제품의 주기가 선형이 아니고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와 개념을 공유하기도 한다. Todeschini et al.(2017)

에 의하면, 순환경제는 생산경제의 회복과 재생을 목표로 사회경제적 흐

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설계를 통해 회복되며 제품,

구성품 및 재료가 항상 가장 높은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

로 한다. 이 모델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 소비로부

터 분리하고, 그 흐름을 최적화하고 기술자원과 천연자원 재고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설계와 재료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패션의 사례에서는 아이코(I:CO)를 들 수 있는데, 헌 의복과 신발의 수

집,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전 세계 파트너의 위치에서 수집하고, 항목

을 분류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원자재의 최대한의 재이용률

을 보장한다.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옷과 신발을 수집하고 있다.

아이코에서는 폐쇄루프 가치 시스템 구현을 위해 패션 하우스와 소매업

자들은 그들의 가게나 온라인에서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미리 사랑받은

옷과 신발을 모으도록 하고, 재활용 루프에 대한 물품의 물류, 분류 및

전달을 조직화하도록 돕는다(I:CO, n.d.).

그러나, 패션 기업은 꾸준하게 발생하는 재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업사

이클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국의 고급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

는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2860만 파운드 상당의 미판매

의류,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파괴했다(“Burburry burns bags, clothes...”,

2018). 버버리는 잉여 재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히며, 회사 대변인은 ‘제품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감 있

게 처리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재평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새사용하는 방안은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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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사이클 패션

1) 업사이클 패션의 개념

업사이클 디자인이란 재활용의 한 종류로, 리너 필츠(Reiner Pilz)가

1994년에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한국환경정책(2014)은 「폐기물관리

법」을 인용하여, 업사이클이란 ‘재활용 자원의 가치하락을 피하고, 창의

적인 디자인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업사이클링 기법은 오래되거나 닳거나 손상된 소재를 새

것으로 변형하는 방식이다(Morris, 2020). 패션디자인의 기법으로서 업사

이클링은 단순히 중고 직물을 재활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새롭고 유용한 디자인을 만들어냄으로써 버려지고 폐기물로 낙인이 찍히

는 재료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Koch, 2019). 또한 새롭

고 매력적이며, 눈에 뜨일만한 미적 변화를 띄는 것(Janigo & Wu, as

cited in Janigo et al, 2017)으로 서술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 이

전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인지 가치, 효용성 또는 품질의 새로운

상품을 생성하기 위해 낭비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Dissanayake & Sinha, as cited in Todeschini, 2017). 제품의 원료로 폐

기될 자원을 재사용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고, 천연자원의 수요를 절감

할 수 있다(Todeschini, 2017).

따라서 업사이클 패션은 폐기물을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고

부가가치 패션 제품으로 재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업사이클링

의류와 재활용 의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업사이클링 의류 브랜드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의류 전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반

면, 재활용은 재료를 기계적 혹은 화학적으로 분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Morris, 2020). 업사이클의 개념은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다운사

이클(downcycle)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존 제품의 가치를 상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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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활용의 단계다. 의복을 업사이클링하는 과정은 버려진 섬유소재를

새로운 의복으로 개선과 향상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릎에 패치를 붙이거

나 낡은 시트로 누더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제품의 가치의 점진적인 평

가절하'보다는 재료나 아이템에 가치를 더하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

(Koch, 2019).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에 대한 국내 · 외 다양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연구로는 제품 사례에 대한 연구

(Odabasi, 2020; 권정숙, 2012; 나현신과 김숙현,2014; 이루미와 임은혁,

2015; 오유진 외, 2016; 박인영 외, 2017; 박해인과 곽태기, 2017; 신초현

과 김정실, 2018),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개발해보고 실무의 개발 방향을

제언한 연구(Binotto & Payne, 2016; Tripa, 2018; Cini, 2018; St. John

James & Kent, 2019; 최윤정과 김동현, 2012; 박종한과 김현주, 2016; 이

연지와 엄소희, 2018; 배석인과 강기용, 2019; 김금화, 2019) 그리고, 업사

이클 패션 제품의 소비자 태도에 대한 연구(박자명과 신혜원, 2014; 홍영

민과 김용주, 2014; 최성실과 유태순, 2015; 여은아, 2018)가 있다.

Small(2020)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업사이클링은 데드스톡(deathstock)으로 남은 원단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의복과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의류 및 섬유 낭비를 줄인다. 면 티셔츠

한 벌을 만들려면 700갤런 이상의 물이 필요한 반면, 기존의 티셔츠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물이 필요하지 않다. 업사이클링은 쓰레기 매립지로

끝나는 섬유 폐기물의 85%를 재사용할 수 있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착용하는 것은 많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업사이클 의류는 원료를 현저

히 적게 사용하여 패션 생산의 폐해를 줄인다. 물 사용량 감소, 화학 물

질과 탄소배출량 감소, 쓰레기 매립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사이클

링 의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시즌 의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Morris, 2020). 둘째, 기존 재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버려진 재료

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료비용이 낮아 때문에 업사이클링은 저렴할 수 있

다. 셋째, 업사이클링은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기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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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력을 상상하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즉,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은

한정된 자원 상태에서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디자인 기

법이다.

이러한 업사이클을 유해민과 전재훈(2020)은 Wang(2010)의 연구를 인

용하여, 업사이클의 재활용 단계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김인

화(2020)는 패션 기업의 관점의 섬유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

여 재활용의 단계를 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의 단계로 세분화 시켰다

(표 1). 업사이클은 큰 개념의 재활용 단계에서 자원을 재사용하는 첫 번

째, 그리고 기계적 재활용을 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유해민 & 전

재훈, 2020).

그러나 최근에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한 재생 폴리머를 이용

한 섬유를 업사이클로 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루비

문(Ruby Moon), 그리고 국내는 플리츠 마마가 대표 사례다. 루비 문의

지속가능한 수영복은 바다에서 가져온 중고 어망과 플라스틱 병으로 만

들어졌다. 오염 폐기물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꿈으로써, 일반 제품 대비

탄소 발자국을 42%까지 줄였다(Morris, 2020). 국내 기업인 효성티앤씨

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원사 ‘리젠(regen)’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 발생

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이 원사는 까다로운 제조과정을 거쳐 폐페트

병을 100% 재활용하여, H&M,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안재광, 2020). 이러한 효성티앤씨의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를 사용하여 플리츠 마마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만을 이

용한 의류, 패션 가방류를 선보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혜지,

2020). 이러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폐기물의 가치상승을 시켰

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상업적 홍보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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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의 섬유 폐기물의 재활용 단계

연구자 Wang (2010)
유해민과

전재훈(2020)
김인화 (2020)

1. 첫 번째 단계 : 자원의 재사용 자원의 재사용 재사용

2.
두 번째 단계: 포스트 컨수머 폐기

물을 재룔로 전환
기계적 재활용 새활용

3.
네 번째 단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

원으로 재사용
화학적 재활용 재생이용

4.
네 번째 단계: 폐기물로 고체연료로

연소화 시킴.
n/a 에너지 회수

2)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기법과 특성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기법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사이클 디자인의 표현과 기법을 연구한 오유진

외.(2016)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기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첫째, 해체 및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조형을 구축한다. 둘째, 초현

실적인 조형을 통해 예측 불가한 조합을 선보이는 데페이즈망

(depaysement)을 표현한다. 셋째, 여러 가지 모티브를 콜라주(collage)한

다. 넷째, 입체적인 형태의 화려한 장식을 선보여 아상블라주

(assemblage)를 선보인다.

유해민과 전재훈(2020)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기법은 업사

이클링,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핸드크래프팅의 3가지로, 업사이클링은 일

반적인 옷을 구성하는 기법을 업사이클링 재료에 접목하는 큰 개념이며,

리컨스트럭션은 제품 형태의 재료를 해체 및 재구성 하는 것으로 정의되

었고 마지막으로 핸드크래프팅은 수공예를 이용한 가장 정교한 기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기법은 재사용(Re-use), 재활

용(Re-form), 대체(Re-place), 재조합(Re-combination), 재생산



- 18 -

(Re-generaton), 경감(Re-duce)의 원리를 따른다(이연지 & 엄소희,

2016).

박인영 외.(2017)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

은 특성을 띄고 있다. 첫째,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한정적 소재에서 창

의적으로 발현하는 희소성과 독창성이 있다. 둘째,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

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지속성이 있다.

셋째, 폐기물을 가치상승 시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환

경 보존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낡음과 시간의 흔

적이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디자인에 역사성이 있다.

3. 지속가능한 가치 추구

1) 가치의 개념

가치는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념이나

목표에 대한 개념이다(석효정 & 이은진, 2013). 또한, 가치는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하고 정당화하고 자아를 포함한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는 기준이다(Schwartz, 1994). Schwartz(1992, 1994)와 Schwartz

and Boehneke(2004)의 가치 이론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가치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

치 관련 연구에 주로 쓰이는데, Schwartz(1992)의 초기 연구는 보편주

의, 자율(Self-direction), 자극(Stimulation), 쾌락(Hedonism), 성취

(Achievement), 권력(Power), 안전(Security), 동조(Conformity), 전통

(Tradition), 박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으로 10가지의

가치영역을 연구하였다. Schwartz(1994)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10가지

의 상위 가치가 가지는 차원과 관계구조에 대해 상관성을 밝히는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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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했다. 후속연구를 도합하여 슈워츠의 가치 이론은 총 57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2), 총 57개의 가치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접

목이 가능한 보편적 가치로 연구되었다(Schwartz & Boehnke, 2004).

이를 기반으로 4가지 삶의 가치 차원으로 나뉘는데 이 차원에는 첫째,

보편주의와 박애의 가치 타입을 포함한 자기 초월 가치 차원

(self-transcendence) 둘째, 권력, 성취 그리고 쾌락의 가치 타입을 포함

한 자기 고양 가치 차원(self-enhancement) 셋째, 자율, 자극 그리고 쾌

락의 가치타입을 포함하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차원(openess to

change) 그리고 안전, 동조, 전통의 가치타입을 포함하는 보수주의 가치

차원(conservation)으로 나뉜다(신현희, 2011). 쾌락의 가치 타입은 자기

고양 가치와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차원 요소에 공유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서지영 & 정영숙, 2016). 윤리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자기 초

월 가치의 가치는 개인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초월하고 먼 영역의 차원인

환경이나 사회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를 포함한

다. 자기 초월 차원에는 보편적 가치와 박애형 가치가 모두 포함된다

(Schwartz, 1992).

개인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로 정의되는 추구가치란 일정한 시스템

과 구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및 동기를 의미한다(김

혜균, 2015). 권기림(2011)은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는 조직적 연대 ·

원산지 · 사용자 상상력 · 감성적 혹은 자기표현적 혜택 · 브랜드와 고

객의 관계 · 브랜드 개성 · 제품의 특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구성되는

브랜드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성을 강조하는 고

급 럭셔리 브랜드는 국가별 특성을 추구가치로 여기기도 하며, 높은 장

인정신과 미적 감각을 통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추구가치

로 삼기도 한다(권기림, 2011). 김정웅과 유동환(2017)는 필립 코틀러

(Philip Kotler)의 『마켓 3.0』의 3i의 모델을 고찰하고 접목하여, 고도화

로 발달된 21세기 시장을 가치주도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필립

코틀러의 3i 모델은 브랜드의 추구가치로 나타나는 브랜드 품격(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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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

가 소비자의 영혼 · 지성 · 감성적 측면을 자극하여 가치를 실현하고 브

랜드의 위치를 포지셔닝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브랜

드 충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김정웅 & 유동환, 2017). 따라서 업사이

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

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이끄는

요인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의 지속가능

한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을 복합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함의도 있겠다.

<표 2> 가치 차원과 분류(Schwartz, 1992; 1994; Schwartz & Boehnke, 2004).

차원 대분류 정의 소분류

자기

초월

가치(

Self-

Trans

cende

nce)

보편주

의(Uni

versali

sm)

모든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해, 감사,

관용, 보호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Protecting the

environment)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가치(A world of beauty)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Unity with nature)

넓은 마음에 대한 가치(Broad-minded)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Social justice)

지혜에 대한 가치(Wisdom)

평등에 대한 가치(Equlity)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A warold at peace)

내적 조화에 대한 가치(Inner harmony)

박애(B

enevol

ence)

개인적인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의

복지의 보존과

증진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Helpful)

정직한 것의 가치(Honest)

용서하는 것의 가치(Forgiving)

충성심에 대한 가치(Loyal)

책임감에 대한 가치(Responsibile)

진정한 우정의 가치(True friendship)

영적인 것의 가치(A spiritual life)

성숙한 사랑의 가치(Mature love)

의미 있는 인생의 가치(Meaning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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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고양

가치

(Self-

Enha

ncem

ent)

권력(P

ower)

사회적 지위와

명성, 사람과

자원에 대한

통제 또는 지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Social

power)

권위에 대한 가치(Authority)

부의 가치(Wealth)
대외적 이미지 보존의 가치(Preserving my

public image)
사회로부의 인정에 대한 가치(Social recognition)

성취(A

chieve

ment)

사회적 기준에

따라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의 성공

성공의 가치(Achievment)

능력의 가치 (Capable)

야망의 가치(Ambitious)

영향력의 가치(Influential)

지성적인 가치(Intelligent)

자존감의 가치(Self-respect)

개방

형

가치(

Open

ess

to

chang

e)

쾌락(H

edonis

m)

자신에 대한

기쁨과 감각적인

만족

쾌락의 가치(Pleasure)

인생 향유의 가치(Enjoy life)

방종의 가치(Self-indulgence)

자극(S

timulat

ion)

삶의 흥분,

새로움, 그리고

도전

대담성의 가치(Daring)

다양한 삶의 가치(Varied life)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An exciting life)

자율(S

elf-dir

ection)

독립적 사고와

행동 - 선택,

창조, 탐구

창의성의 가치(Creativity)

호기심의 가치(Curious)

자유에 대한 가치(Freedom)

자신의 목표 선택의 가치(Choosing own goals)

독립성에 대한 가치(Independent)

보수

주의

가치(

Conse

vatio

n)

전통(T

raditio

n)

전통적인 문화나

종교가 제공하는

관습과 사상을

존중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이는 것

독실성에 대한 가치(Devout)

인생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가치(Accepting

portion in life)

겸손에 대한 가치(Humble)

온건성에 대한 가치(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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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가치

지속가능한 가치(Sustainable value)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됨으로서 실현되는 가치다(Yang et al., 2017). 지속가능한 가치는

단순히 친환경에 대한 환경적 · 윤리적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가치 차원

을 넘어 시장에 대한 개념이 합쳐진 거시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가

치는 생태학적, 실용적, 경제적, 심리적, 메타 지식의 영역을 통합한 가치

관이다(Ueda et al, 2009).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

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Yang

전통을 존중하는 가치(Respect for tradition)

분리의 가치(Detachment)

동조(C

onform

ity)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해치고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성향,

충동에 대한

구속

공손함의 가치(Politeness)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의 가치(Honoring

parents and elders)

복종의 가치(Obedient)

자기 기강에 대한 가치(Self-discipline)

안전(S

ecurity

)

사회, 관계,

그리고 자아의

안전, 조화, 안정

청결성에 대한 가치(Clean)

국가 안보에 대한 가치(National security)

사회질서에 대한 가치(Social orer)

가족의 안전에 대한 가치(Family security)

은혜 보답에 대한 가치(Reciprocation of favor)

건강의 가치(Healthy)

소속감의 가치(Sense of belo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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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Hart et al.(2003)는 저오염 기술(clean technology), 지속가

능성 비전(sustainable vision), 오염 방지(pollution prevention) 및 제품

재활용(product recycling)들의 요인들이 경영자들이 지속가능한 가치 창

출시 비즈니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프레임워크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Lee et al.(2015)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어떻게 의생활 소비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타주의,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의 가

치 개념을 채택했다. 또한, Ueda et al.(2009)은 지속가능한 가치의 하위

가치를 환경적 가치, 실용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 가치로 연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가치

의 선행 개념인 친환경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가치에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태도에서 나타

나는 다른 가치의 유형을 구별하고 가치와 친환경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Schultz et al.(2005)에 의하면, 친

환경적 태도와 행동은 자기 초월 가치 차원과 자기 고양 가치 차원에 해

당된다. 자기 초월 가치 차원은 생물권 환경문제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고, 자기 고양 가치 차원은 환경문제와 반대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친환경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기 초월적 가치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넓어, 그들의 자아의 인지적 표현에 타인과 자연에 대한 걱정을

포함한다(Schultz et al., 2005). 따라서 자기 초월 가치 차원에 있는 친환

경적 태도와 행동은 환경문제로 인한 자기위협에 대비한 행동으로서 개

인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과 주변을 위한 환경적인 가치

까지 고려하는 복합적인 가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적 태

도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여기는 가치를 일부 포기 해야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된 바 있다(서지영 & 정영숙,

2016). Stern and Dietz(1994)는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가치 기반을 이

기주의 우려(egoistic concern), 사회적 이타주의 우려(social-altruistic

concern) 및 생물학적 우려(biospheric concern)로 세 가지로 주장하였다.



- 24 -

이기주의적인 우려는 개인 자신을 타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기반

하는데 환경 파괴로 인한 영향이 개인이 인지했을 때 개인에게 많은 피

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 발현되는 경향이다(Shultz, 2000).

중고 의류 소비 가치에 대해 연구한 Hur(2020)은 소비자 그룹을 가격

자각 그룹(Price-conscious), 스타일과 질 자각 그룹(style and quality

conscious), 브랜드와 자기 표현 자각 그룹(brand and self-expressive

conscious), 환경과 사회에 대한 자각 그룹(environmentally and socially

conscious)의 네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이 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상위

가치의 분류를 재정적 안정성(financial security), 소속감(sense of

belong),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 고양(self-enhancement), 성취감(a

sense of achievement), 자연에 대한 책임감의 행복감(happiness

responsible for nature) 6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자기 고양(self- enhancement)의

범주로 다시 묶인다(Hur, 2020). 또한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윤리적 지향

가치는 사회 중심적 가치, 환경 중심적 가치 그리고 문화 중심적 가치로

범주화할 수 있다(안민희 & 주보림, 2019). 사회 중심적 가치는 윤리적

생산 · 공정무역 · 성평등 문제 · 사회적 책임· 기부문화의 디자인 활동

에서 나타나며 환경 중심적 가치는 동물보호 · 친환경 재료 사용 · 환경

영향 최소화 · 제로웨이스트의 디자인 활동에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문

화 중심적 가치는 윤리적 생산과 공정무역 · 지적재산권 · 성평등 문제

· 무분별한 패러디 · 문화적 전유의 디자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안민희 & 주보림, 2019). 이와 같이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

는 윤리적 가치의 범주와 의류 소비 활동에서 나오는 친환경적 가치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친환경적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연구한 것은 Pal and Gander(2018)로, 범위를 좁히는 것(Narrowing), 속

도를 느리게 하는 것(Slowing) 그리고 제품 주기를 닫는 것(Closing)으

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범위를 좁히는 원리는 에너지나 재료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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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하고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디자인을 단순하게 하며

느리게 소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제품의 주기를 닫는

것은 제품의 가치사슬을 닫고 재활용하여 협동 소비 시스템

(collaborative consumpt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다루는 새로운 설계 원칙으로 친환경적 태도와 행동에 시장의 원리가 결

합된 개념이다. 서지영과 정영숙(2016)은 인간의 가치관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했고, 이는 현대인이 더 나은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경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소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발전해왔고, 시장은 소비의 극대화로 인한 최대의 이

윤 창출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가치는 소비를 지양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과, 소비를 통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장, 이 상충되는 두 요소가 합쳐진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가치는

개인에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

기 때문에, 개인의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집단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사이의 선택은 종종 사회적 딜레마로 거부되었다(Lee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가치는 양가성을 뜨이며,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 · 경제 · 순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하

위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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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 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기업활동

에 대한 일반적 고찰

본 절에서는 국내 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와 산업의 현황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상업성과 잠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

업적으로 성공한 해외 업사이클 브랜드의 사례를 면밀히 고찰한다(표

3). 제품군 모두 업사이클에 집중된 독립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형 패션

브랜드에서 진행한 사례까지 모두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업사

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살펴보고(표 4),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상업적인 현황과 브랜드 정보 및 제품 사례를 고찰했다.

그리고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제작과 유통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국내

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로만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되는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제품 설계부터

생산, 유통, 홍보에 걸쳐 철학과 원칙을 두고 지속가능 브랜드를 선두하

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제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 그리고 홍보에 이르기

까지 지속가능한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성공한

프라이탁과 같은 경우는 외주화에 반대하며, 제품의 디자인, 생산, 유통,

홍보를 모두 내부에서 처리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에게

생산과 판매를 모두 고려한 다각도의 제품 설계를 교육하고 요구한다

(Menzi, 2013). 또한 국내의 경우 한국환경정책(2014)에 따르면, 국내 업

사이클 패션 브랜드 또한 제품의 출시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계를 갖춘 국외 브랜드 사례와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작 및 판매 사례를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

다.

1. 국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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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패션 브랜드의 업사이클 사례

H&M 그룹은 2030년까지 재활용되거나 지속가능한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패션 미래를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H&M은 업사이클링, 재활용, 재사용 등을 철

저히 할 때,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옷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

는 방법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2019년 H&M 그룹은 의류 수거 사업을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29,005톤의 직물을 수집했다. 이는 약 1억

4,500만벌의 티셔츠에 해당한다. 의류수거함에 오래된 직물을 H&M, &

Other Story 등의 매장에 인도 되면 아이코가 인수한다. 그들은 상자를

수집하고 내용물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 재입기(Rewear)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은 중고 옷으로 판매되고 둘째, 재사용(Reuse)으로

낡은 옷과 직물은 청소용 천과 같은 다른 제품으로 사용된다. 셋째, 재활

용(Recycle)을 통하여 단열재와 같은 새로운 섬유로 사용된다. 또한,

H&M이 수집하는 섬유 1kg당 0.02유로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H&M재단은 홍콩 섬유 의류 연구기관인 HK리타와 손잡고 섬유 혼방으

로 만든 옷을 새 옷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리메이드 캡슐

데님 컬렉션은 디자인팀이 업사이클링 접근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COS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코스(COS)의 공급망에서 소

싱된 재료를 리뉴얼 워크샵에서 정성스럽게 수선하고 세탁하여 다시 판

매할 수 있도록 했다(H&M, n.d.).

또한, 유명 하이 스트리트 브랜드 중 하나인 어반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는 자원 팀을 이용하여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인 잉여 자재 또는 데드스톡을 찾고, 팀은 이를 개발한다. 각각의 작품들

은 매우 한정된 숫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창적인 느낌을 준다

(Morris, 2020). 에이서스(ASOS)는 윤리적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ASOS Reclaimed 라인을 선보이기도 하였다(Morris, 2020). 에이서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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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팀은 빈티지 의류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1세기의 현

대적인 디자인으로 재작업하여 선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국외 업사이클 사례로는 자사의 재고를 활용하여 2021년

봄/여름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 라코스테(Lacoste)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초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와 라코스테 팀은 9월에 패션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트로터는 파리의 거리를 따라 촬영된 디지털 룩북과 영상을 통해 흥미롭

게 재작업된 브랜드 클래식 캡슐을 공개했다(Mercer, 2020). 트로터는 컬

렉션을 개발하기 위해 빈티지 라코스테 제품뿐만 아니라, 남은 옷감과

직물만을 가지고 작업했다. 빈티지한 파카, 낡은 스웨터, 스포츠 반바지,

재킷은 한 종류로 재활용되어 한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졌다. 이 컬렉션은 라코스테의 상징적인 브랜드 엠블럼(emblem)

과 스포티한 실루엣을 핸드크래프트와 손뜨개 기법으로 혼합했다(그림

1). 20개의 업사이클링 룩을 선보인 트로터는 지역생산주의를 지켜 만들

어졌다고 언급했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라코스테의 폴로 공장과 그녀의

지역 크리에이티브 팀들과 손을 맞잡고 작업했다. 전반적으로, 트로터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라코스테의 유산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컬렉션으로 엮

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이 컬렉션은 그녀가 라코스테에서 진행

한 가장 강력한 컬렉션으로 평가를 받았다(Mercer, 2020).

2) 국외 업사이클 패션 시장

현재 국외 업사이클디자인 제품 시장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이동

주 외(2014)에 따르면 국외의 업사이클디자인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1억

5천만 달러로 집계 된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사례 중 가장 성공적

으로 평가받는 프라이탁은 1993년 설립되어 단 40개의 업사이클 패션 가

방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150여명의 직원과 47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규

모의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마커스 프라이탁(Markus Freitag)과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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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탁(Daniel Freitag)에 설립된 스위스 회사인 프라이탁은 방수성이

뛰어난 가방(그림 2)을 구상하다 5년 이상 사용되고 버려진 폐트럭 천막

을 사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게 되었다(임재훈, 2020). 프라이탁은 매년 엄

청난 규모의 폐자원을 재활용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2014)에 따르면,

트럭 방수천 440톤, 폐자전거 튜브 35,000개, 차량용 안전벨트 288,000개

로 집계된다.

비욘드 레트로(Beyond Retro)는 2002년 전 세계에서 소싱된 다양한 종

류의 빈티지를 이스트 런던의 창고를 개조한 단일 매장으로 시작했다.

13년 후, 8개의 상점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영국과 스웨덴의 대표적인

빈티지 소매업체로서 성장했다(Beyond Retro, n.d.). 이 브랜드는 중고

직물로만 만든 업사이클링 레이블을 출시하고, 재단이 불가한 섬유 조각

들을 모아서 거대한 천으로 분류한 다음, 그 조각들을 재설계하여 업사

이클링 한다. 해당 브랜드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식있는 소비자들이

윤리적으로 쇼핑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있다(Morris, 2020).

3) 국외 업사이클 패션 제품

이 외에 런던을 대표하는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유니폼을 디자인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

토퍼 래번(Christopher Raeburn)(그림 3), 버려진 구슬, 글리터(glitter)

필름지를 업사이클하여 화려한 무대의상을 선보이는 케빈 제르마니에

(Kevin Germanier) 그리고 버려진 원단 스와치를 패치워크 하고 스트리

트웨어와 접목한 다니엘 실버스타인(Daniel Silverstein)(그림 4)은 새로

운 세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들로, 업사이클 패션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팡파르(Fanfare)는 창업자 겸 디자이너 에스더 나이트(Esther Knight)

가 이끄는 영국의 패션 브랜드로 패스트 패션 하우스와 달리 이 브랜드

는 1년 내내 단일 컬렉션만을 출시한다. 이 외에도 헌 옷을 새로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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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설계하는데, 팡파르는 주로 데님 및 아우터웨어와 같은 독특한

빈티지한 조각들을 호화로운 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한다(그림 5). 생산

에서 발생하는 난단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자수·장식을 이용해 독특한 작

품을 만든다(Morris, 2020). 아이디(/id/) 브랜드는 모녀인 케이트반

(Katevan)과 안나(Anna)가 팀을 이뤄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조달한 최고 품질의

데드스톡 원단으로 만들어진다. 아이디는 수작업으로 만든 작은 배치 제

작으로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리던(Re/Done)은 주로

데님에 초점을 맞춘 빈티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다. 솔기 부분에 빈티

지 데님을 떼어내고 새 청바지로 바꾸며,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

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Morris, 2020). 앤티폼

(Antiform)은 브리스톨에 본사를 둔 영국의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재활

용된 재료들을 전통적인 공예품과 섞는다(그림 6). 설립자 리지 해리슨

에 의해 2007년에 시작된 이 브랜드는 재료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가능

한 한 현지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니트 위주의 상품을 중심으로 1년 내

내 착용할 수 있도록 산뜻한 디자인을 출시한다(Morr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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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

<그림 1> 라코스테의

2021 봄/여름 컬렉션

<그림 2> 프라이탁의

메신저 가방

<그림 3>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래번

<그림 4> 디자이너

제로웨이스트 다니엘

<그림 5> 팡파르의

업사이클 청바지 제품

<그림 6> 앤티폼의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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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1) 국내 업사이클 패션 시장

업사이클링은 국외에서 도입된 개념이지만 한지혜와 김성달(2019)의 연

구는 물건의 과소비를 지양하고 절약하여 재사용하는 정신이 한국의 정

통적 정서와 일치하며 또한 한국적인 규방 공예와 바느질 기술은 업사이

클링이 한국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2014)에 따르면, 국내의 업사이클 업체는 대부

분 1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조사대상 19개의 회사의 연매출은 전체 친

환경사업 매출 7,171백만원 중 3,02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매출

액, 종사자 수, 매장형태를 고려하여 2014년의 국내 업사이클 산업은 아

직 영세한 것으로 평가 되나(한국환경정책, 2014), 이정임과 정혜윤

(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사이클은 2016년 이후, 검색 빈도 조사에서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산업 육성의 효과를 보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전체 재

활용 제품 시장 약 5조 중 40억원 미만으로 집계 되었다(이정임 & 정혜

윤, 2018).

국내 업사이클 업체는 사회적 기업, 기업 내에 지속가능성을 표방하여

파생한 자회사 그리고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방의 형태로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다(장서준 & 김원섭, 2015). 정부의 도움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친환경에 대한 기여와 도시의 참여를 표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기업에서 파생한 기업의 경

우는 모기업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쇄신과 재고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경

우가 많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블랙야크(Blackyak)가 페트병

을 재활용한 섬유를 이용하여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나우(NOW)와 코오

롱인더스트리의 래코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많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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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직 소규모 공방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예술적

표현이나 공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특이점으로는 업사이클 활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

래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의 재사용플라자, 강동구의 리사이클 아

트센터, 광명시의 업사이클아트센터, 경기도의 업사이클플라자 그리고 순

천시의 업사이클 센터는 다양한 DIY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업사

이클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재사용플라자 이외

에는 업사이클 기업과의 접근성은 약한 편이며 교육과 예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 국내 업사이클 시장이 산업보다 일종의 공예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

국내에서는 폐현수막과 폐타이어 튜브로 업사이클 가방을 만들어내고

있는 ‘터치포굿(Touch 4 good)’(그림 7),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물품을

업사이클한 ‘에코파티 메아리(Eco party mearry)’(그림 8), 폐의류를 재

활용하여 가방으로 업사이클한 ‘리나시타(Renascita)’(그림 9), 그리고 모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재고문제를 해결하고 세련된 업사이클 의류

를 선보이고 있는 ‘래코드(Re;code)’(그림 10)등을 대표적인 국내 업사이

클 패션 브랜드로 볼 수 있다.

업사이클 가방을 선보이고 있는 에코파티 메아리는 뉴욕 현대 미술관

(Moma)의 <데스티네이션: 서울> 초대작으로 선정되어 기념품 샵에서

상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에코파티 메아리는 순환되지 못하고 버려지

는 재료를 수거 및 분류 손질하여 디자인,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한국환경정

책, 2014).

래코드는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업사이클 패션 라인으로 3년차 이상의

재고를 해체 및 재구성하여 세련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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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나이키(Nike)와 협업을 통하여 셔츠, 케이프 점프 드레스 등 30

여점의 신상품을 선보였다(조효정, 2020). 나이키의 재고의류와 레코드의

재고 의류, 원단을 사용한 업사이클 스포츠 의류 제품은 온/오프라인 스

토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그림 11). 또한, <그림 12>과 같이 국

내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 업체인 블랙야크는 미주코 디자이너 팀과 함께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 협업을 진행했다(박미주, 2018). 이 컬렉

션은 활용 가능하면서도 실험적인 업사이클 컬렉션을 선보여 버려지는

원단을 활용한 스포츠웨어의 지속가능성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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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

<그림 7> 터치포굿의

업사이클 사례

<그림 8> 에코파티

메아리의 업사이클 가방

제품

<그림 9> 리나시타의

업사이클 가방

<그림 10> 래코드의

2019년 봄/여름 컬렉션

<그림 11> 래코드와

나이키의 협업 컬렉션

<그림 12> 블랙야크와

미주코의 협업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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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성공적인 지속가능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탁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지속가능성을 선두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품을 우선시

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하는 사업 철학을 가지고 있다. 등산 장비

로 시작한 제품군은 배기 팬츠, 플란넬 셔츠 등 의류 사업으로 발전하였

다. 이러한 파타고니아는 제품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 확고한 철학을 가

지고 있는데,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는 수

석 디자이너와 함께 산업 디자인의 원칙을 의류 디자인에 접목하였다.

그들은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탁월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

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자이너들에게 제시하고 있다(표

5).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기능성, 다기능성, 내구성, 수선 가능성, 적합성,

디자인의 단순성, 제품라인의 효율성, 제품의 혁신성, 디자인의 현지성,

관리와 세탁의 편의성, 품질 보증에 가치, 진정성, 심미성, 비유행성, 고

객 맞춤형 제품 설계성, 유독화학물질 배제, 친환경성, 원료에 대한 친환

경성과 도덕성, 독성성분 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의 원리를 따르는

철학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파타고니아의 제품 디자인은 개방루프 가치

사슬, 폐쇄루프 가치사슬 모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 설계 방

법이다. 파타고니아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군을 포함하지만 친환경 원사

를 생산하고 제품을 선보이는 개방형 가치사슬 제품군도 선보인다.

반면에,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재료가 먼저 선택되고 디자인 작업이 이

루어진다(Han et al., 2016).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업사이클 기업인 프라이

탁의 경우 재료로부터 시작한 제품 아이디어 회의 후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하고 샘플 작업에 들어가며, 마케팅과 매장 인테리어 담당자의 참석

하에 프로토 타입 검증 회의를 거친다(Menzi, 2013). 프라이탁은 이런 유

연한 상호의견 교류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추천(Recommand), 동의

(Agree), 수행(Perform), 의견(Input), 결정(Decide)의 함축어인 RAPI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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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며 결정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프라이탁의 디자인 관리 담당자

인 요한 욜존(Johan Olzon)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라이탁 형제와

개별 디자이너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제품

라인의 구성, 가격대, 소비자 타겟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얼마나 제작

공정이 정교할지 평가한다(Menzi, 2013). 프라이탁은 회사의 전 부서가

제품 기획에 참가하고, 디자이너와 소통하며 디자이너가 직접 손재단을

하여 생산에 일부 참여하는 독특한 제품 기획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

한 점으로 보았을 때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여러 부서의 관점이 포괄된

복합적인 기획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정의 어려

움의 정도가 제품 기획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프라이탁의 경우는 시제품

평가가 끝난 아이템이라도, 200개의 제품을 먼저 생산한 후 대량생산 가

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Menzi, 2013).

국내의 대표적인 업사이클 업체인 에코파티 메아리 제품을 설계하기 위

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제품을 수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 이렇

게 수거된 재료는 분류하고 세탁하는 등 1차 가공을 통해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디자인 회의를 거쳐 샘

플로 제작 되며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 상품으로 출시된다(한국환경정책,

2014). 재고 제품을 업사이클링하는 래코드는 재료에 따라 제품 설계와

생산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째, 큰 모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 상품을 재활용

하는 인벤토리 컬렉션(Inventory Collection) 둘째, 군사용 의류, 텐트, 낙

하산과 같이 군에서 발생하는 잉여 섬유 제품을 업사이클한 밀리터리 컬

렉션(Military Colle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자동차 부품을 이

용한 인더스트리얼 컬렉션(Industrial Collection)으로 나뉜다.

이처럼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재료의 성질에 따라 디자인이 한정되고

있다. 국내 산업 시스템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소재는 <표 6>과 같다.

국내 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

비닐 및 폐고무 소재와 같은 특수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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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폐의류 및 직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다혜 외., 2019). 국내 의

류 역물류 시스템에 관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 이진숙과 이윤정(2019)

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업체는 재료를 직접 소싱하는데, 주로 사설 수

거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료의 분리와 세척 과정에 많은 비용을 소모

하고 있다. 즉,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재료를 분류와 1차 가공을 통한 세

척 또는 강화 필요성으로 인해 소재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가공비가 매우

높다(한국환경정책, 2014). 원자재에 대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부담

을 줄이고 더 탄력적인 재료 수급을 위해, 서울 새사용 플라자는 ‘소재은

행’,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소재DB’ 시스템을 운영하여 이러한 노력

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에서 종사하는

실무진도 제품 수집 단계를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사이

클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하고 있다(이진숙 & 이윤정, 2019).

이와 같은 사례와 문헌을 고찰한 결과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설계 과정

에서 원자재 수급은 패션 업사이클 공정에서 사전 생산 단계가 아닌 설

계 및 생산 공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

색을 갖춘 재고를 생산하려면 설계자가 공정 시작과 동시에 직물을 구입

해야 하고, 어떤 재료가 사용가능하고 공급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정해진 직물 재고

량을 의류 디자인 및 생산 계획에 잘 활용해야 정확한 설계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H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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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파타고니아의 제품 설계 철학

체크리스트(Chouinard. 2020) 특성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는가? 기능성, 적합성

다기능적인가? 다기능성

내구성이 있는가? 내구성

수선이 가능한가? 수선 가능, 해체성

고객에게 잘 맞는가? 의복 맞음새, 적합성

디자인이 단순한가? 단순성, 함축성

제품 라인이 단순한가? 단순성, 효율성

혁신인가 발명인가? 혁신성

글로벌한 디자인인가? 현지성

관리와 세탁이 쉬운가? 편의성, 합리성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품질보증,

진짜인가? 진정성

아름다운가? 심미성

패션을 좇고 잇는 것은 아닌가? 비유행성

핵심 고객을 위해 디자인하고 있는가? 고객맞춤형 제품 설계

해악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유독화학물질 배제

유기농 목화인가? 친환경성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료 생산이 가능

한가?
원료에 대한 친환경성, 도덕성

독성이 적은 염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독성성분 자제

우리가 계속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순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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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사이클 소재 확보 체계 및 가능 자원(이정임 & 이정현, 2014)

4.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생산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생산은 일반 제품

의 생산라인과 같은 공정을 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데님을 재사용해

의류를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공정의 주요 단계는 데님 의류 수집, 분류,

분리, 해체된 조각 분류, 설계 및 디자인의 과정을 거친다(Cassidy &

Han as cited in Dissanayake & Sinha, 2015). 또한, 디자인 단계에서는

드레이핑-마킹-바느질-완성된 의복의 과정을 거치는 입체 재단과 종이

패턴을 이용한 종이 패턴과 마킹-바느질-완성의 과정을 사용한 디자인

등 두 가지 디자인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의 대량생산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축률을 가지고 있는 우븐, 니트 소재가 혼재되어

있어 직물 유형이 불안정하고, 해체 및 재결합 과정에서 봉제과정이 노

동 집약적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Cassidy

종류 재활용선별장 B2B 환경 B2C환경
고물 상 등

민간 처리업체

섬유
패브릭(현수막)

카펫

패브릭(커튼천,

자투리천, 방수

덮개, 낙하산천,

병원 수술복,

린넨, 배의 돛)

의류(청바지,

니트, 실크,

한복, 커튼,

이불, 낡은

양모, 가죽

의류)

카펫

패브릭 (낡은

양모)

비섬유

가죽

종이류

유리

플라스틱

금속류

가죽

돌류

종이

고무

목재

포장재

돌류

유리

고무

목재

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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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as cited in Dissanayake & Sinha, 2015).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

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파타고니아(Patagonia)는 2019년 ‘Worn Wear’ 프

로젝트를 통해 약 10,000개의 재킷, 스웨터, 가방 제품을 재고 의류로부

터 업사이클했다. 파타고니아의 디렉터 알렉스 크리머(Alex Kremer)에

의하면, 일반 제품보다 업사이클 제품에 있어 휠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파타고니아와 같은 경험 많은 기업에게도 어렵다면, 다른 보통 기

업에게는 더욱 더 힘들 것’이라고 인터뷰 한 바 있다(Amed et al.,

2019).

어려운 업사이클링 생산에도 불구하고 프라이탁은 개별주의적 대량생산

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독특한 생산라인을 구축했다(Menzi, 2013).

프라이탁 제품의 생산과정은 <표 7>과 같다. 프라이탁은 먼저 원자재

세척 과정을 취한다. 유지용매, 소독약을 사용한 세척과 건물 지붕에서

모은 빗물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척 과정은 트럭 1대 당 45분 정도 소요되며 본사의 전용 세탁

기를 사용한다. 세탁이 끝나면 방수포를 매달아 자연 건조한다. 건조가

끝나면 디자이너가 직접 500개 정도의 분량의 방수포를 손재단한다. 이

는 6일 정도가 소모되는 긴 과정이다. 재단하고 남은 방수포는 소품류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작은 단위의 상품으로 최대한 활용되고 남은 자투리

는 프랑스와 독일의 재활용 업체에 넘겨진다. 재단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럽 각국의 봉제 공장에 인도되어 상품으로 만들어진다(Menzi,

2013).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을 요한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경우 대부분 소량 생산되고 있는데, 에코파티 메

아리는 사무실 옆 작은 생산라인을 갖추어 봉제 전문가와 재활용 공동체

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 2014). 또한, 가장 많은 시

간이 들어가는 의류 제품 해체 작업은 지적 장애인 단체인 굿 윌 스토어

에 맡기는 등 사회적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한국환경정책, 2014). 업사이

클 패션 제품은 설계와 생산의 환경이 독자적으로 위치한 일반 패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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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생산 환경과 달리, 소규모의 생산 시설이 최대한 설계자와 근접해있

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근접성은 지역주의 생산 환경을

지향하게 되며, 물류 이동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7> 프라이탁의 제품 생산 과정(Menzi, 2013; Joh & Company, 2011)

과정 내용 소요시간

세탁
- 유지용매, 소독약 으로 세척 진행

- 한달간 세척 물양 400m²(빗물 사용)
트럭 1대당45분

재단

- 방수포를 매달아 건조함.

- 건조가 끝나면 디자이너가 직접 500개 정

도의 분량의 방수포를 손재단함.

- 재단하고 남은 방수포는 핸드폰 케이스 같

은 작은 상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자투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재활용 업체에

넘어감.

500개당 6일

봉제

- 일주일에 한번정도 재단물이 봉제공장에

인도됨.

- 스위스 두곳, 프랑스, 포르투갈, 체코 등의

공장에 보내진 재단물이 봉제 됨.

세탁 재단을 과정을

포함하여, 연간 생

산량 30만개

제품 한 개당 평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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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유통과 홍보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

다. 낙하산이나 군복을 업사이클링한 세이지 디자인(sage design)은 직

영 매장을 운영하며, 에코파티 메아리와 래코드는 이태원과 명동의 직영

매장 외에도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 2014). 사용하

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업사이클링한 브랜드 더 나누기는 대구경북디자

인센터(DGDC),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매장에서 선보여지고 있

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 혹

은 소규모의 위탁 판매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업사이클 패션

산업이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는 일반 산업처럼 제품의

유통 판매, 홍보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한국환경정책, 2014)

일반적인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업사이클 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활

동에 집약되어있다. 폐기물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윤리적 가치를 부

여하는 것은 업사이클 창작 활동의 토대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공

예적 측면에 집중되고 곧이어 인건비 상승과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유통, 홍보 부문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기수아 & 반영환, 2017).

업사이클 패션은 한정된 제품의 수량, 소량의 수작업 생산으로 인한 가

격 상승,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홍보 비용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18)에 따르면, 현업 실무자들은 좋은 판매

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와 배송관리,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확대를 위해 기관 및 국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2014)는 업사이클 제품 홍보 강화를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국 규모의 업사이클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

여 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둘째, 재활용 홍보관을 이용하여 업사이클

제품의 품질을 홍보한다. 셋째, 업사이클 관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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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한다. 넷째,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가행사를 통하여 홍보한다. 다섯째, 유명인을 통해 업사이클 제품을 홍

보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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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그리고 심층면접법을 사용하고자 한

다. 문헌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업사이클 패션의 연구의 필요성을 도달하

려 수행되었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의 현황과 특성의 사례 연구를 시행했으며 이를 현장 자료를 통해 실증

적으로 밝히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면접법을 시행하였다. 심층면

접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 역사적 정보를 취하기 적합하며, 참여자의

언어와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Creswell, 2017).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로는 먼저 패션 산업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Fashion climate change”, “fashion carbon emission”, “fast fashion sus

tainability”, “Close loop value chain”과 같은 키워드로 2019년부터 2020

년 11월까지 기사와 지속가능성 관련 학술 서적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와 리스(RISS)의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Upcycle fashion”, “fashion upcycling”의 키워드를 토

대로 선행연구를 검색하여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외 패션 산업

에서 나타나는 업사이클 패션의 개념 고찰 및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국

내 외 최근 업사이클 패션 사례를 살펴 보기 위해 “upcycle fashion”. “u

pcycling”, “sustainable fashion”의 키워드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사

례를 고찰하였다.

국내 외 사례를 살펴본 후,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특성과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의류, 악세서리 그리고 텍스타일 소품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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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브랜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 대상 브랜드 사례를 취합

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업사이클 패

션 브랜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사례 연구와 실무자를

통한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례 연구에서, 업사이클 패션 제품

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와 산업을 파악하고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심층면접에 쓰일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성했다.

심층면접법은 연구 참여자의 실무적 의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에 적합하다.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먼저 구성하였지만, 대상자의 응

답에 따라 유동적인 설문을 진행했다. 심층면접법을 통해 얻은 녹취록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Strauss and Corbin(1990, 2001)의 개방 코딩

과 축 코딩으로 구성된 근거이론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사례나 이

론에서 찾을 수 없는 집단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최서연, 2019).

분석된 질적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Van Manen

(1990)의 질적 연구 자료 활용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자 개인의 경험, 언

어의 어원, 관용적 표현,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기술, 연구 참여자들의

글쓰기, 인터뷰 자료, 관찰 자료, 문헌 속 경험적 기술, 일지 형태의 기술

문, 경험이 드러난 예술 작품, 경험과 관련된 현상학적 문헌처럼 한 현상

에 관련된 경험적 자료는 질적 연구 자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자

료는 연구자의 경험적 혹은 반성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김영천 & 이현

철, 2017). 경험적 논의에서는 묘사적 경험, 창조적 경험, 수집된 경험,

이미지적인 경험, 인터뷰 경험, 관찰 경험의 여섯 가지의 경험이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반성적 논의에서는 협동적 반성, 해석적 반성, 가이드

된 존재론적 반성, 해학적 인터뷰 반성, 언어적 반성 그리고 주제적 반성

의 여섯 가지 유형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

이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가 국내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특성, 한

계점,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패션 산업의 특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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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특성을 제품 기획,

생산, 유통, 홍보의 측면에서 정리 및 논의하였다. 산업에 대한 한계점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진술 분석을 기술하고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인용하

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언 부분에서는 선행연구 자료, 연구 참여자

의 진술, 산업 사례 등의 자료를 연구자의 견해로 정리하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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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1.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본 절에서는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29개의 국내 업사이

클 패션 브랜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2020년 기준 서울 새사용 플

라자 입주점 36개 중 15개의 브랜드,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회원사

23개 중 9개의 브랜드,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입주점 11개 중 3개의

브랜드, 그 외 ‘업사이클 패션’, ‘재활용 패션’의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통

해 6개의 브랜드가 수집되었으며, 패션 브랜드가 아닌 업사이클 교육 활

동만을 주로 하는 브랜드와 중복 집계를 제외한 총 29개의 브랜드를 연

구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 유형별 현황은

<표 8>과 같다.

의류를 다루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RE2COGN

ITION, 단하주단, 래코드, 이스트인디고, 아센테, 킄바이킄, 플리츠 마마

등 총 7개 브랜드로 가방 패션 잡화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빈도수로 발견

되었다. 이러한 브랜드가 취하고 있는 소재는 자동차 덮개, 재고 의류,

폐데님이나 의류, 폐섬유, 자투리 천, 폐플라스틱 원사와 같이 비교적 단

위가 컸다. RE2COGNITION은 방수 기능이 있는 폐자동차 덮개에 그래

픽 프린트를 접목하여 아웃도어 점퍼를 선보였다. 단하주단은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How Yo

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 속 업사이클 개량한복을 디자인했다(김동희,

2020). 동양이라는 뜻의 이스트와 염색을 뜻하는 인디고를 결합한 이스

트 인디고는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사이클 패

션의류를 선보이고 있다(Thesewoon, 2020).

의류 형태를 취하여 새로운 의류로 만들어 내고 있는 사례는 래코드로,

남성복의 재고를 여성복의 자켓으로 만들어 내는 등 혁신적인 제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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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내고 있었다. 원래 제품의 일부 조형을 가지고 와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 내는 래코드는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la)나 준지(Juun.

J)와 같은 해체주의 작가의 조형성을 닮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사의

형태를 재료로 취하며, 니트 기법을 접목한 사례는 플리츠 마마로, 의류

로는 화학적 재활용 원사를 이용한 후리스 자켓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플리츠마마는 기계 니팅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니팅

기법은 재단을 통해 버려지는 섬유폐기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

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서민정, 2017).

이러한 브랜드 제품의 컬러 군은 재료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원래 재료

의 색상을 취하였다. 자동차 보호용 덮개를 재료로 취한 경우, 원래의 색

상인 검정, 실버 등을 취하며, 남성복 테일러링을 주로 재료로 취하는 래

코드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무채색 위주의 정장 컬러를 취하였다. 컬러

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가진 기능이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재료

가 방수성이나 보온성이 좋은 경우 그 재료의 특성을 살려 방수복이나

외투로 만들고 있었다.

가방 및 패션 소품류를 다루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업사이클 패션 브랜

드는 니들진, 리나시타, 리블랭크, 얼킨, 에코파티 메아리, 오버랩, 오운

유, 이유리작가, 젠니 클로젯, 컨티유, 큐플리프, 클라우드잼 터치포굿, 패

롬, 트레덕트, 하이사이클로 총 18개의 업체가 관찰되었다.

연구된 브랜드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로 폐섬유, 폐의류, 폐가죽,

폐낙하산, 폐타폴린, 폐현수막, 폐자동차 시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

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의류 제품과 달리 가방 및 소품류는 신축성이나

습윤성과 같은 의류 제품이 요구하는 기능에서 자유롭고, 딱딱한 소재를

가방으로 업사이클링 했을 때 견고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의류 폐기물을 취한 브랜드는 니들진, 리나시타, 세이지 디자인, 에코파

티메아리가 있었다. 이들은 데님, 군복, 셔츠, 재고 의류 등에서 수급한

소재를 해체 및 재조합한 가방 류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에, 섬유 폐기물

이지만 산업 폐기물을 재료로 취한 사례는 리나시타, 리블랭크, 얼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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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티메아리, 오버랩, 오운유, 이유리 작가, 젠니 클로젯, 컨티뉴 클라우

드 잼, 터치포굿, 패롬, 트레덕트 그리고 하이사이클과 같은 브랜드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 폐기물의 종류는 폐낙하산, 폐텐트, 폐요

트 돛, 폐자동차 가죽, 폐러닝벨트 등이 있었다. 산업에서 안정성이나 내

구성의 문제로 폐기된 산업 폐기물은 가방으로 내구성이 충분하고, 업사

이클 패션 제품에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가방 제품군도 컬러와 기능성에서는 원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취하였다.

주로, 다양한 재료를 패치워크한 가방류들은 다양한 색상을 뜨이고 있었

으며 장식, 페인팅을 가미하여 새로운 조형을 선보이고 있었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중 패션 쥬얼리를 다루고 있는 국내 대표적

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세컨드비, 아르크마인드, 여미 갤러리_끼리끼

리로 총 3개의 업체가 관찰되었다.

세컨드 비는 금속류를 녹이고 가죽 제품과 재조합한 쥬얼리를 선보이고

있었다. 아르크 마인드는 아크릴 액자를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아크릴류

의 모양을 살리고 재조합하여 쥬얼리류와 리빙제품을 선보인다. 마지막

으로 여미 갤러리_끼리끼리는 섬유 제품을 사용하여 인형을 만들고 이

인형을 열쇠고리나 장식품으로 만들어 악세서리류를 선보였다.



- 51 -

<표 8>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제품 유형 브랜드 명 소재

의류, 가방 등 패션

소품

RE2COGNITION 폐자동차 덮개

단하주단 폐섬유

래코드 재고 의류

이스트인디고
폐데님

폐의류

아센테 폐섬유

킄바이킄 자투리 천

플리츠 마마 폐플라스틱 병에서 추출된 원사

가방, 지갑 류

니들진 폐데님, 폐섬유, 폐의류

리나시타 폐셔츠, 폐가죽, 폐비닐

리블랭크 폐가죽, 폐타폴린, 폐섬유

밀키프로젝트 폐우유각

세이지 디자인 폐가죽, 폐섬유

얼킨 폐가죽, 폐타폴린, 폐섬유

에코파티메아리
폐가죽, 폐타폴린, 폐섬유,

폐의류

오버랩 폐낙하산, 폐텐트, 폐요트 돛

오운유 폐가죽, 폐섬유

자투리 가죽, 폐현수막이유리 작가

폐어닝젠니 클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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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뉴 폐자동차 시트용 가죽

큐클리프 폐우산, 폐현수막, 폐포스터

클라우드잼 폐가죽

터치포굿
폐현수막,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추출된 원사

패롬 폐가죽, 폐타폴린, 폐섬유

트레덕트 폐러닝머신 벨트

하이사이클 폐커피 자루

쥬얼리

세컨드비 폐금속류, 폐가죽

아르크마인드 폐아크릴

여미 갤러리_끼리끼리 폐섬유, 폐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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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접 대상자

이상으로 살펴본 29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

였다. 해당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하기위해 모집된 심층면접의 참여대상자는 총 9명으로, 판단표본추출법

으로 각 브랜드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여 모집하였다. Creswell(2015)은

심도깊은 현상학적 연구를 위해 최소 인원 수는 1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과 일반 패션 디

자인의 과정 차이를 연구한 Han et al.(2016)은 단 6명을 심층인터뷰 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을 6~10명 정도로 목표로 두었

다. 본 연구에서 모집한 연구 참여자는 <표 9>와 같다. 각 업사이클 패

션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산업에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

인하고 홍보하는 주체로서 가장 생생한 산업의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대기업 소속의 브랜드 등 크고 작은 다양

한 규모의 업체 실무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사에서 나오는 특

징을 파악할 수 있어 산업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 대상을 통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국내의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고찰하고 디자인, 생산, 유통 및 홍보를 축으로 종합적인

논의에 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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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참여자 세부 정보

연구

참여자(

가명)

회사명

(가명)
설립연도 회사 형태 종사 역할 제품군

1 A 가 2019 스타트업 대표

업사이클 제품

기획, 플랫폼

제공

2 B 나 2018
사회적

기업
대표

B to B, B to

C(가방, 패션

소품, 리빙

제품 등)

3 C 다 2018 스타트업 대표, 작가
테이블웨어,

패션 쥬얼리

4 D 라 2007
사회적

기업
국장

가방, 패션

소품류

5 E 라 2007
사회적

기업
제품 기획

가방, 패션

소품류

6 F 마 2018 스타트업
대표,

디자이너

가방, 패션

소품류

7 G 바 2012
대기업

소속
마케팅 팀

의류, 가방,

패션 소품류

8 H 사 2017 스타트업 마케팅 팀
의류, 가방,

패션 소품류

9 I 아 2014 스타트업
대표,

디자이너

의류, 가방,

패션 소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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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29개의 각 브랜드의 대표 웹사

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과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기사자

료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의 제품 정보, 사진, 브랜드 대표자

의 인터뷰 등 질적 연구의 분석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

다.

사례 연구에서 얻을 수 없던 실증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삼은 29개의 브랜드의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고자 했다. 모집된 실

무자는 7개 브랜드의 8명의 실무자였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

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했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경우 연구 책임자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책임자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켜놓고 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연구 참여자는 녹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비디오 영상으로 녹화되며,

연구 참여자가 화상 녹화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참여자의 비디오는 꺼놓

고 오디오만 녹음했다. 비대면 면접은 이러한 절차로 취득된 녹화본을

토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 대면 면접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

라 희망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1대1 혹은 1대 2로 진행했으

며, 면접 횟수는 연구 참여자 당 총 1회, 면접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비대면 면접은 줌(Zoom)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준비하며,

인터뷰의 진행 상황과 대화의 흐름에 따라 질문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했

다. 질문지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정보, 브랜드 설립 동기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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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홍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

의 그리고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0). 연구자는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면접을 진행했다. 브랜드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서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이들이 어떤 브랜드를 경쟁으로 삼고 참

고하는지 소비자 타겟은 어떤 것으로 삼는지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진 브랜드 설립의 동기 요인은 업사이

클 패션 브랜드가 목표로 하는 추구가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획-생

산-유통-홍보과정에 대한 심층면접은 실무자의 회사 내 역할에 따라 전

문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유동적으로 면접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환경

적 요인에 대한 질문은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국내 · 외 업사이클

패션 산업에 대한 견해를 생생하게 듣고자 했다.

2. 자료 분석

심층면접에서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하였고 녹취록을 범주화

하고 분석하는 것은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이란 사회학자 Gla

ser와 Strauss가 개발한 방법론으로, 사회 현상 연구시에 사회 구성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이론적 구조로 정리

및 제시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김영천 & 이현철, 2017). Strauss and C

orbin (1991, 2001)이 제안한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

딩 그리고 선택 코딩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 코딩이란 자료분

석의 첫 단계로 원자료의 내용을 의미상 유사한 하위범주로 묶어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김영천 & 이현철, 2017). 이렇게 1차적인 범주화가 진행

된 자료에 새로운 방식의 자료가 다시 재조합되는 절차를 축 코딩이라고

부르며 한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을 나누고 연결한다(Stra

uss & Corb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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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립 동기와 브랜드 운영에서 나타난 추구가치를 살펴보기위해 다

음과 같은 자료분석이 시행되었다. 전사된 심층면접 녹취 자료를 1차적

인 개방 코딩을 통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를 설립하게 된 일련의 이야

기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 자료에서 단어, 어절, 구, 문장으로

구성된 진술을 인터뷰지의 구성대로 환경 관련, 상업 관련, 제품 관련의

진술로 범주화했다. 이렇게 정리된 1차 자료는 Schwartz(1992, 1994), Sc

hwartz & Boehnke, 2004)의 가치 연구를 기반으로, 57가지의 소분류 가

치를 축으로 축 코딩법을 진행했다. Schwartz(1992, 1994), Schwartz &

Boehnke, 2004)에서 연구된 가치의 종류와 차원은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쓰여 신뢰성과 합당성을 인정받아, 기업의 추구가치 분석의 축으로 쓰이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소분류 가치에 진술을 범주화하되, 큰

범주인 가치 차원과 대분류된 가치는 선행연구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먼저 구성된 문장 단위의 진술들을 소분류 가치의 속성으로 나누

고, 이를 대분류 정의와 상호 비교하였다. 대분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구를 나누고 해당되는 구를 소거하거나 다른 가치로 재배치함으로서 분

석을 구체화 시켰다.

두 번째로 시행된 기업활동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시행된 전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업의 활동의 범주로 개방코

딩을 진행했다. 녹취된 자료의 단어, 어절, 구, 문장은 제품 기획-생산-

유통와 홍보의 세 가지 축으로 범주화되었다. 산업의 현황을 과정별로

설명하는 인터뷰로 이러한 과정을 더 세분시켜 범주화될 필요가 있었다.

생산 부분은 원자재 수집, 생산 공정, 노동 환경과 생산 투명성, 업사이

클 관련 R&D 인력 개발의 중요성으로 재범주화되었다. 다음으로 유통

및 홍보 부분에서는 직접 혹은 간접 유통라인, 크라우드 펀딩, 홍보, 소

비자의 인식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축

으로 진술을 재범주화시켰다.



- 58 -

<표 10> 반구조화 질문지

연구문제

질문 내용
분류 영역

세부영

역

브랜드

정보

일반적 정보

Ÿ 브랜드 설립일

Ÿ 브랜드 종사자

Ÿ 브랜드 조직 형태

Ÿ 브랜드 설립 스토리

소비자 타겟,

매출 규모

Ÿ 주 소비자 타겟은 어떻게 됩니까?

Ÿ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제품군 정보

Ÿ 제품군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Ÿ 주로 어떤 브랜드를 참고하십니까?

Ÿ 어떤 브랜드를 경쟁브랜드로 생각하십니까?

윤소정. (2017). 패션 스타트업 브랜드의 창업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브랜드

설립

동기의

요인

환경 관련

Ÿ 국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의생활에 있어 재활용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Ÿ 의생활에 있어 평소에 친환경 보존을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Ÿ 올바른 윤리의식과 패션 업체의 활동에 관하여

평소에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Ÿ 패션 업체의 윤리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패션 업체와 기업 윤리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Ÿ 글로벌 패션업체에 대한 환경적 윤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관련

Ÿ 지속가능성 제품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Ÿ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상업적인 수익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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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품 관련

Ÿ 일반 패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업사이클 패션 제품

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

까?

Ÿ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이 미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

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Ÿ 업사이클 패션 제품이 일반 패션 제품보다 희소하다

고 생각하시나요?

석효정 & 이은진. (2017). 패션 소비자의 환경의식, 처분 추구가치,

지속가능한 패션소비태도와 패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25(3). 253-269.

신초영. (2004). 패션업체의 기업윤리와 소비자윤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Laroche, M., Bergeron, J., & Barbaro-Forleo, G.(2001). Targeting

consumers who are willing to pay mor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8(6).

503-520.

업사이

클

패션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홍보

과정

기획

제품

기획

Ÿ 아이템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Ÿ 시즌 컨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제품

설계의

창의적

측면

Ÿ 디자인 과정에서 무드보드 등 창의적인 영감은 어떻

게 시작됩니까?

Ÿ 디자인 소재, 실루엣, 컬러, 디테일을 창작하는 과정

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Ÿ 다양한 제품 군을 디자인 할 경우 제품 군마다 디자

인 과정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품

설계의

기능적

측면

Ÿ 제품 디자인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합니까?

Ÿ 제품 디자인시 내구성을 고려합니까?

Ÿ 제품 디자인시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을 시도합니까?



- 60 -

생산

원자재

수집

Ÿ 원자재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Ÿ 원자재 수거 후 세척 및 가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

까?

Ÿ 원자재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입니까?

Ÿ 사용하는 재료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

공정

Ÿ 초기 샘플로부터 상품 출시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

까?

Ÿ 경비와 공임비용은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Ÿ 실무에 있어 생산과정 중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Ÿ 생산한 제품의 품질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노동

환경

Ÿ 제품 제작시 노동 환경을 고려하는 편입니까?

Ÿ 지역주의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

투명성

Ÿ 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an, S. L. C., Chan, P. Y. L., Venkatraman, P., Apeagyei, P.,

Cassidy, T., & Tyler, D. J. (2016). Standard vs. upcycled

fashion design and production. Fashion Practice; The Journal

of Design, Creative Process & The Fashion Industry, 9(1).

69-94. doi:10.1080/17569370.2016.1227146

Shen, B. (2014). Sustainable Fashion Supply Chain: Lessons from

H&M. Sustainability. 6(9). 6236-6249.

유통

Ÿ 주로 유통 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Ÿ 전반적인 유통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됩니까?

Ÿ 유통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

까?

홍보

Ÿ 상품 출시 후 홍보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립니

까?

Ÿ 주로 홍보는 어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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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홍보 채널 이용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판매에 있

어 효과를 보았습니까?

Thomas, K. (2020). Cultures of 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

Fashion Theory: The Journal of Dress, Body and Culture,

24(5). 715-742. doi:10.1080/1362704x.2018.1532737

한국환경정책. (2014). 업사이클 활성화 기반 마련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2020년 6월 5일. 검색.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

?pageIndex=1&research_id=1480000-201500031&leftMenuLevel=

160&cond_research_name=%EC%97%85%EC%82%AC%EC%9D

%B4%ED%81%B4&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

nd_date=&pageUnit=10&cond_order=3

환경적

요인

국가

지원

프로

그램

경험

Ÿ 최근 시, 군 단위로 늘어나는 업사이클 국가 지원 육

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Ÿ 업사이클 관련 국가 지원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

니까?

Ÿ 받으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시고 합격하시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성과

Ÿ 국가지원 프로그램 수행 후, 상업적 성과를 내었습니

까?

Ÿ 국가지원 프로그램 수행 후, 매출, 제품 생산 과정

그리고 브랜드 홍보에서 성과를 보았습니까?

평가
Ÿ 업사이클 관련 국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 외

업사이클

패션 산업

시스템 평가

Ÿ 국외 업사이클 패션 산업과 대비하였을 때 국내 업

사이클 패션 산업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

까?

Ÿ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국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Ÿ 국내 업사이클 패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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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업사이클 브랜드와 추구가치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중 설립 동기 및 브랜드 운영에 대

해 전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범주화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가

치 관련, 선행연구 Schwartz(1992, 1994)와 Schwartz & Boehnke(2004)

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4가지 가치 차원은 10가지의 대분류 가치와 하위

57가지의 소분류 가치로 구성되어있다. 총 57개의 소분류 가치를 축으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1. 자기 초월 가치 차원

1) 보편주의

보편주의 가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 감사 · 관용 ·

보호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로(Schwartz, 1992),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분석된 하위 가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4가지

가치로 분석되었다.

①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창업 동기는 폐기물이 환경에 끼치는 심각한

문제를 지각하고, 이를 어떻게 재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연구 참여자는 대형 의류회사에서 목격한 재고 의류 소각의 문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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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관심, 작품 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심, 개인 취

미 생활을 통해 발견한 폐기물의 문제 해결을 창업 동기로 언급하였다.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

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들의 창업 동기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재고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써 그니까 삼년차 재고들은 이제 소각에 처하

게 되는데 그 직전에 재고를 버리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해서 컬

렉션을 만들면서 이제 그 환경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

니다.

(G, 바, 마케팅 팀)

원사를 발주를 하고 나면 그 브랜드밖에 못 쓰니까 남는 원사는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뭐 입었던 옷들도 마찬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정상에서도 환경오염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H , 사, 마케팅 팀)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

제로 지각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업사이클의 개념을 도입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환

경 보호에 대한 가치는 가장 높은 빈도수로 진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브랜드를 직접 설립한 당사자도 있었고, 브랜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설립 동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듣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브랜드를

직접 설립한 당사자인 참여자들은 이전의 실무경험에서 대량생산에 기반

되어있는 패션 산업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대형 패

션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패션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시즌

별로 쏟아져 나오는 상품에 있어 대량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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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패션 시스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상들이 환경을 오히려 해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소비를 계속 더 소비할 수 있게 몰아넣지 않냐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F , 마, 대표·디자이너)

당시를 생각해보면 한참 그 SPA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면서 패스트 패션이

트렌드가 되고 그럼으로써 같이 생기게 된 문제, 이제 그런 의류 폐기물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G, 바, 마케팅팀)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대량

생산과 대량폐기되는 시스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환경

보호의 가치가 발현된 동기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은 환경 보호의 가치와 동시에 자연과 유대감을 느끼고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품 기획과 생산시 자연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어울

리며, 단순한 제품 출시를 넘어 큰 가치 차원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빻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안 쓰겠어요. 지구 환경 오염하는 요소들이...

(E , 라, 제품 기획)

생산부터 소비자가 소비하는 전의 밸류체인부터 소비 생태계까지 다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H , 사, 마케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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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유대해 거시적인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현하는 것을 브랜드의 지향점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다.

③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다음으로 나타난 가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로, 연구에 참여한 업사

이클 패션 브랜드들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재활용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를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

끌고자 했다. 이들은 브랜드 안에서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소수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쓰레기 문제는 사람들이 극도로 참여하지 않는 진짜 약간 최악의 분야라서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겠다.

(B, 나, 대표)

우리 안에 있는 조직 문화가 되게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고 또 거기 안에

지금 여기 재생산 인력이 세 명 공방이라고 해서 공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세 명 있는데 세 명 중에 두 분은 이제 취약계층 지원 노동 일자리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D , 라, 국장)

싱글맘이라던지 뭐 난민이라던지 이렇게 사회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많이

네 협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G, 바, 마케팅 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는 조직 내부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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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으로 구축하거나, 소외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판매로

창출된 수익금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에게 기부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④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업사이클 재료를 다양한 분야에서 수급하고

있었다. 이들은 브랜드만의 이익과 가치추구를 넘어 문화적으로 상생하

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문화적으로 좀 상생할 수 있는 수급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I , 아, 대표 · 디자이너)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 재료를 수급했다.

재료 수급은 회사, 주위 이웃, 동호회 등을 통해 기부되거나 판매되었는

데 이들은 이러한 재료를 정당하게 수급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했다.

1) 박애

박애의 가치는 주위 사람들의 복지의 보존과 증진을 꾀할 때 발현하는

가치로(Schwartz, 1992),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정직한 것의 가치, 책임감에 대한 가치의 세 가지 가치가

나타났다.

①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기획, 생산, 마케팅 분야에 거쳐 다양한 역할

을 하고 있었다.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타

분야에 있는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노력하고자 했던 산업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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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있었고,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통해 소비재를 덜 쓸 수 있는 환경

을 소비자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소비자에 대한 가치도 발견되었다.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고 기획 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A, 가, 대표)

사실은 누구든지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발전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B, 나, 대표)

인간이 뭔가 소비재를 쓰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안 쓸 수 없다 인정을 하

고 그 안에서 꼭 써야 한다면 조금 더 환경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고객의 선택지에 저희가 들 수 있으면 좋겠다

(H , 사, 마케팅 팀)

② 정직한 것의 가치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가치가 포장

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정직하며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 다른 패션 제품군과 달리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

가가고자 했다. 이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덕적 · 윤리적으로 합당

하고 이러한 투명성이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강하게 느

끼고 있었다. 따라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재료

와 제품의 스토리텔링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떤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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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해져서 이건 소비자를 속이면 이거 무조건

들통난다고 생각해서 일단 스토리적으로도 진정성있게 다가가고 제품도

그렇고 어떤 거품이나 이런 걸 최대한 빼고...

(F , 마, 대표 · 디자이너)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야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규모가 돌아간 회사들은 공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 , 아, 대표 · 디자이너)

정보 공개의 투명성으로 대변된 정직한 것의 가치는 브랜드의 진정성과

연결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은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공정을 정직하게 따르면서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③ 책임감에 대한 가치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을 브랜드 차원에서 선

보이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

감의 원인에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디자이너들은 물론 스타트업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I , 아, 대표 · 디자이너)

그 회사가 TV에 나오면 되게 좋은 걸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제품

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무구나...

(B, 나, 대표)

환경보호와 시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선보이

면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또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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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브랜드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마케팅으로 활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되고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된다라고

하면은 뭐 자랑하거나 마케팅으로 쓸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F , 마, 대표 · 디자이너)

2. 자기 고양 가치 차원

1) 권력

권력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혹은 사람과 자원에 대한 통제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가치로 이뤄져있다(Schwartz, 1992).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 부의 가치, 대외적

이미지 보존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치로 나타났다.

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

연구에 참여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상업적으로

선보여 패션 잡화 제품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높아지는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의 관심도를 이용하고 제품의 친환

경적인 철학들을 녹여냄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특히 업사이클 친환경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A, 가, 대표)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하나만으로 소거를 해선 안 될 것 같고 이런 브랜

드 디자인의 유니크함과 기타 내가 추구하는 철학들을 잘 녹여서 대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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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G, 바, 마케팅 팀)

② 부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은 버려지는 소재에서 오는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했다.

폐기물을 발견한 당시 생각보다 좋은 질을 발견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버려지는 폐기물의 이윤

가치를 지각하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부의 가치가 있을 것이

라고 인식하였다. 버려지는 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버려지는

자투리나, 쓰고 버려진 폐기물인데 이를 수거하고 일부분 세척하면 새소

재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이랬는데 정말 태우더라고요. 그런거 보면서 저거 다 돈인데...

(A, 가, 대표)

필름만 떼면 완전 새건데 이게 음 너무 아까운 거예요...

(C, 다, 대표 · 작가)

③ 대외적 이미지 보존의 가치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큰 의지를 보이고, 이들의

눈으로 시장을 보고자했다. 열심히 제품을 선보이더라도 대중적으로 좋

은 이미지와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브랜드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 것으

로 보았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좀더 대중성인 접근을 통해 브랜드를 선

보이고자하는 실무자들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 모르면 정말 끝 아닌가요?

(A, 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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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저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보여져서 어 내가 제

품을 샀는데 그 회사가 TV에 나오면 되게 좋은 걸로...

(B, 나, 대표)

지속가능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조금 더 브랜드가 소비자의 눈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 , 사, 마케팅 팀)

④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가치

이들은 브랜드가 일정한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성취함으로써 그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큰 의미를 두고 발전하고자 했다. 일반 제품보다 윤

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고, 정직하며, 제품 구현과 브랜드 운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이 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많

은 대중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된다는 것에 해당 가치의 추구의 목표

로 삼았다.

스토리 거품, 해석 비싸 보이게 해서 비싼 제품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버랩 제품이라며 어 이 가격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격이나

이 브랜드가 좀 탄탄하고 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

고...

(F , 마, 대표 · 디자이너)

환경의 영향을 많이 주는 상품들로 지금 너무 시장을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나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H , 사, 마케팅 팀)

2)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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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란 사회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이 그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성공하

면서 발현하는 가치를 의미하며(Schwartz, 1992),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는 성공의 가치, 야망의 가치, 영향력의 가치. 지성적인 가치 그리고 자

존감의 가치가 나타났다.

① 성공의 가치

버려지는 폐기물을 상업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패션 잡화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패션 잡화는 폐기물을 업사이

클링하여 상품화하기에 적합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었다. 이들은 업사이클 제품을 통해 친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큼 브랜드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거는 결국 기업 안에 있으면,

매출과 이익이 중요한 부분인거죠. 물론 그 브랜드는 이익을 내라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회사가 언제까지나 그런 브랜드를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A, 가, 대표)

이러한 과정 중 지속가능성을 100% 면밀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브랜드가 운영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판매와 경제적

인 성공이 필수로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을 백퍼센트 지키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C, 다, 대표 · 작가)

어 일단 브랜드가 지속적이고 오래 살아남고 사람들한테 기억이 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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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보다 일단 제품이 많이 팔려서 즉

경제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

(F , 마, 대표 · 디자이너)

② 야망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 차원의 업사이클 활동에서 넘어 이들의 제품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를 시장에 선보이고자 하는 큰 야망의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구나

(B, 나, 대표)

지금까지는 환경에 관련된 샵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냥 일반 젊은 층들이

내가 타겟으로 한 그 젊은 층들이 구매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의류편집샵

이런 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승부를 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F , 마, 대표 · 디자이너)

이러한 진술들은 연구 참여자들인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 내에서 성공하

고자 하는 것보다는 나아가 일반 패션 제품과 경쟁하고 시장에서 큰 파

급력과 의미를 가지고자하는 야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③ 영향력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패션제품을 선보이고 이 제품의 가치가 대외

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때 높은 가치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업사

이클 제품은 호응을 이끌며 패션 산업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그때 명함 한 통이 하루에 다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집에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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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막 억지로 만들고 막 그럴 정도로 호응이 있어서 일단은 그쪽에서

호응이 있다는 것은 패션씬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반응 있다...

(I , 아, 대표 · 디자이너)

이제 워낙 그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도 지금 다 막

탭인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브랜드도 그 러브콜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G, 바, 마케팅 팀)

이처럼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향상은 실무자들에게

이 제품들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④ 지성적인 가치

실무자들은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기능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였고 이

런 개발에 대한 노력에 지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소재나 기술에 대해 많은 공부와

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 지적으로 좋은

공부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뭐 구성적인 부분이나 소재적인 부분에서부터 덫대

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I , 아, 대표 · 디자이너)

⑤ 자존감의 가치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쉽지 않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료에 대한

선두적인 기술과 기법을 최초로 시도하고 상용화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

금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고, 브랜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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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했다.

일단 국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워낙 이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많지만 확실하게 잘 플레이하는 브랜드는

사실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G, 바, 마케팅 팀)

친환경 원사를 또 쓰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내 최초인

부분도 있고 세계 최초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H , 사, 마케팅 팀)

3. 개방형 가치 차원

1) 자극

자극의 가치는 삶의 흥분, 새로움, 그리고 도전하는 것에서 발현하는

가치로(Schwartz, 1992),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서는 대담성의

가치, 다양한 삶의 가치 그리고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가 나타났다.

① 대담성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대상으로 삼은 폐기물과 그 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제품에 대해 대담성을 가지고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고자 도

전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개발 초기에는 참고할만한 선행 브

랜드가 있지 않았고 실무에 있어 부딪히며 성장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할 때도 없어가지고 또

이제 일단 해보는거에요.

(F , 마, 대표 ·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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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해서 버려지는 그림도 좀 받아서 내가

이렇케 좀 작업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재봉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음 제안사항도 많았고 뭐 소재적인 부분도 개발을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I , 아, 대표 · 디자이너)

이러한 개발 과정은 창업 초창기에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브랜드가 안

정화되면서 노하우를 가질 수 있어 큰 자산으로 작용했다.

② 다양한 삶의 가치

다양한 재료를 업사이클링하는 연구 참여 브랜드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

용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 다양성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재료가 제품의 특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이므로,

소재의 다양성과 이를 다루는 다양한 시도들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다양성을 구축해주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페트병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스포츠 브랜드들도 페트병

쓰는데 꼭 그것만 써야 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A, 가, 대표)

③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

이 가치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주로 재미와 이야기를 위

주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재미와 신기함을 주는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이러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

치가 발현되는 제품에 대한 재료는 레저스포츠나 예술 작품 활동에 쓰이

고 재활용되는 경우다. 이러한 재료들은 재료 뒤에 있는 재미있고 신나

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제품에 녹아들면서 작용하는 스토리텔링을 발



- 77 -

견할 수 있었다.

일단 스토리 텔링이 있고 소비자 대상자들에게 재미있게 느껴져야한다는

거죠.

(A, 가, 대표)

그 추억들이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재들이 신기하다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재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그쪽 좋은 쪽으로

풀면은 소재 자체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F , 마, 대표 · 디자이너)

2) 자율

자율은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가치로 이러한 사고가 선택,

창조, 탐구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치를 의미한다(Schwartz, 1992).

이러한 자율의 가치 중 창의성의 가치, 호기심의 가치,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본 연구의 진술을 통해 나타났다.

① 창의성의 가치

이들은 자투리로 버려지거나 소모되고 버려진 소재에 매력을 느끼고 있

었다. 폐기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해있지만 업사이클 소재로서의 매력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매력은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미성

혹은 재료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매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창

의적으로 제품으로 선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집단인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

었다.

빤짝빤짝하고 유광이니까 무광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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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C, 다, 대표 · 작가)

패러글라이더를 즐기게 됐고 이제 그 소재를 봤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좋은 소재 되게 컬러풀하고 이쁘고 바스락거리는 되게 매력적인 소재였어

요.

(F , 마, 대표 · 디자이너)

② 호기심의 가치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 중 가장 오래된 회사가 2007년에 설립된 회사이

고, 대부분 브랜드들은 설립된지 10년 미만으로 이들은 설립 초창기에

업사이클링 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으로 보였다.

창업초기의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시장이 작고 영세했지만 연구 참여

자들은 생소한 시장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했다.

이거를 좀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C, 다, 대표 · 작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전이 된 상태에서 뭐 제품도

당시 핫했던 에이랜드라 뭐 롯데 백화점이나 뭐 다 들어가는 입점된

상태에서 어 그땐 기분 좋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I , 아, 대표 · 디자이너)

③ 독립성에 대한 가치

스타트업이며 창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의 창업자들은 이전에 소

속되어 있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를 설립했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선보이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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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특성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특성이지만 많

은 신흥 창업 패션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가치로 보이기도 한다.

그때 다니던 회사를 이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독립을 해서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의류에 대한 전공지식과 경험을 창업 경험 같은 것들 다

합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발견이죠. 그런 것도 잘 믹스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거죠.

(I , 아, 대표 · 디자이너)

4. 보수주의 가치 차원

1) 안전

안전의 가치는 거시적인 개념인 사회, 관계와 미시적인 개념인 자아의

안전, 조화, 안정에서 발현하는 가치 종류로(Schwartz, 1992), 본 연구에

서는 청결성과 건강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었다.

① 청결성에 대한 가치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재료는 주로 폐기되는 쓰레기에서 온 것으로, 업

사이클 이전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분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청결한 환경

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연구 참여한 브랜드들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

정에서 쓰레기를 처분하면서 청결성에 대한 가치를 구현했다고 보았다.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사실 기여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아예 버려지는 양 자체를 좀 줄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중략.....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있구나 특히 우산 잘 버리기도 힘드니까 아 뭔가 우리가 막 건드렸나

보다...

(B, 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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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의 가치

지속가능한 제품을 사용할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

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오

염에서 오는 건강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사용하고 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일반 제품과 비교되더라도 이 제품이 가

진 의미와 가치에 의미를 두고 타협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우리가 그 유기농 음식들 혹은 현미 같은 것도 거칠고 불편하지만 그게

건강에 좋고 이것에 좋기 때문에 섭취하고 쓰는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일부의 이것을 위해서 이거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요. 정도의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D , 라, 국장)

5. 요약 및 논의

이상의 내용과 같이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추구가치를 심층면접

진술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대량생산되어 대량 폐기되는 기존의 패

션 산업에 반감을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

했다. 이러한 점은 자기 초월 가치 차원에 해당되며, 환경 · 자연과의 유

대 · 사회 정의 · 평화의 소가치를 포함하는 보편주의와 도움 · 정직 ·

책임감의 소가치를 포함하는 박애의 가치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많

은 실무자들이 일반 패션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소속되어 있

었는데, 시즌제로 끊임없이 생산되는 패션 산업의 구조에 회의감이 들었

다고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친환경적 행동으로

개인의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의 가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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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버려지는 폐기물 속에서 상업적 기회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

드를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업사이클링으로 삼은 소재는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지만, 소재로서의 내구성이나 품질이 수명을 다하지 않은

재료가 대부분이었다. 텐트나 페러글라이딩과 같은 고가의 아웃도어용

기능성 소재를 업사이클링 소재로 다룰 경우에 업사이클 이전의 제품에

서는 미흡한 기능성이라도, 방수 자켓이나 방수 가방 등으로 업사이클되

었을 때의 기능성은 충분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판매되지 않고 장기간 악성 재고로 남은 의류 제품도

있었다. 고급 남성용 수트, 고급 스포츠웨어와 같은 재고류는 제품 자체

의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몇 년

씩 악성재고로 남았다. 이러한 재고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업사이

클링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나아가 고객에게 사회적 영향력과 인정

을 받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자기 고양 가

치 차원에 해당되며, 사회 영향력 · 부 · 대외적 이미지 · 사회적 인정을

포함하는 권력과 성공 · 야망 · 영향력 · 지성 · 자존감의 소가치를 포

함하는 성취의 가치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대상으로 삼은 폐기물이 제품이 된다

는 것에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전체

폐기물을 모두 업사이클링하여 제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매

력 있는 폐기물을 발굴하고 가장 알맞은 제품군을 찾아 가치 상승을 시

키고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디자이너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 쉽고 예쁘

게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뽑았

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미적으로 예쁘고 아름다

운 소재에 대한 호기심을 두고 이를 창의적인 다시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개방형 가치에 해당되며, 대담성 ·

부 · 다양성 · 신나는 인생의 소가치를 포함하는 자극과 창의성 · 호기

심의 소가치를 포함하는 자율의 가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처분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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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으로 청결한 환경에 기여하고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제품으로 건강

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보수주의 가치에

해당되며, 청결성 · 소속감의 소가치를 포함하는 안전의 가치로 나타났

다. 보수주의 가치는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

는 가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치가 생산자 입장 진술되었으므로 청결

성과 건강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했다. 해당 가치는

생산자 입장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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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업활동

1.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 기획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고찰해본 결과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업

사이클 소재로 사용한 재료의 특성에서 제품의 기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품 기획을 시작하였고

이후, 디자인 발상 과정을 거쳤다.

저희의 디자인 출발은 우리한테 기증품이 뭐가 들어왔는지 그 지하 1층에

가시면 기증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어디까지를 되살릴 수 있고,

되살릴 것은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걸 가

지고 거기서 디자인 출발해요.

(D , 라, 국장)

또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소모되는 각각의 소재는 재생산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총 제품의 수량은 소재가 얼마나 수급되었냐에

따라 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재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제품 일정을 역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다.

소재의 수급이 먼저 우리한테 있어져야 기획 생산에 디자인북이 칼라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트렌드 전반적인 트렌드나 유행하는 스타일

이나 요즘 많이 선호하는 가만히 어떤 건지 막 시장도 다녔어요. 거기는 보

긴 보는데 그 방식으로 똑같이 저희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서 현재 저희는 먼저 소재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냥 이 소재의 활

력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내부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E , 라, 제품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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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은 또한, 소재의 특성에 따라 제품 기획은 탄력적으로 바꾸

고, 가장 알맞은 제품군을 찾아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했다.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레저 스포츠 소재로 하는 거고 레

저 스포츠라는 좀 큰 범위를 정했던 게 이제 소재 수급이나 이런 게 원활하

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어 뭐 그때 그때 이제 있는 것을 쓴다거나 해서 좀

크게 잡았고 그 중에서 지금은 세 라인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패러글

라이딩 그 스포츠 소재랑 그리고 요트 돛 소재 그러고 글램핑 텐트 소재 요

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F , 마, 대표·디자이너)

이러한 제품 기획 과정은 제품의 컨셉을 먼저 정하고 소재를 선택하는

일반 패션 제품 설계 과정과 상반되었고, 소재 자체가 가진 스토리텔링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직접 소재를

찾고 선택하며, 이에 가장 알맞은 제품군을 찾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 소재의 제일 잘 어울리는 제품군을 찾아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

을 해요.

(F , 마, 대표·디자이너)

업사이클링의 시작이 좋은 재료를 찾는 거거든요. 재고를 활용해서 이제 업

사이클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컬렉션을 꾸릴 때 그 물류센터부터 먼저 가요. 그 창고부터 먼저 가서 정말

예쁘게 탄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무작정 재

고라고 다 받아서 그거를 제품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선

별해서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G, 바, 마케팅팀)

연구 참여 브랜드는 의류 제품을 업사이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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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터뷰 되었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비교적 가방과 소품류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첫째, 우븐 소재

로 집중되어있는 소재의 한정성을 들었다. 축률로 인해 늘어나 봉제의

어려움과 완성성에서 문제가 있는 니트류는 다양한 섬유 재료를 섞어 한

제품을 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의류 제품의 공정상 난이도를 높였다. 둘째

로는, 여러 사이즈로 제작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뽑았다. 큰

단위의 재료를 재단할 수 없는 업사이클링 제품은 사이즈 그레이딩

(grading)에서 취약했다.

옷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옷도 우븐이여야지 가능한거고 만약에 옷을 분

해를 했는데, 그 타브랜드도 활용하는게 다 정장들이거든요. 저지는.. 그거와

우븐을 부쳤을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의 원단들의 특성이 달라지면 옷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스웻이나 이런 라운지웨어 같은 걸로 풀고 싶어도 못 푸는 거죠. 그리고 그

걸 해도 옷이 이상하게 나오니까요.

(A, 가, 대표)

옷 같은 거는 사이즈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아무래도 신축성이라던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방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당시에는 업사이클이 완전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이다 보니

까 되게 튀는 제품인데 그걸 막 정말 이렇게 대놓고 막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B, 나, 대표)

또한,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 기획에서는 팀 위주의 기획보다는 다양

한 부서가 함께하여 탄력적인 제품 기획을 돕고 있었다. 소재가 다양하

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척, 가공 방법이 필요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에서는 각 부분의 전문가가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 밀접하게 협력하

고 있었다. 원자재 수집과 가공에 한계가 없는 일반 패션 제품의 기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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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소재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야하며, 이 소재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인원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했다.

아이템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그니까 저희 브랜드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단점

이 소재가 계속 바뀌고 그런 가공 방법이나 기술도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

문에 그 아이디어를 특정 몇 명이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B, 나, 대표)

저희가 이제 트렌드 전반적인 트렌드나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요즘 많이 선

호하는 가만히 어떤 건지 막 시장도 다녔어요. 거기는 보긴 보는데 그 방식

으로 똑같이 저희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먼

저 소재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냥 이 소재의 활력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내부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E , 라, 제품 기획)

이렇듯 유연한 소통체계를 도입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한 마케팅팀의 의

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개발과 생산까지 탄력적으로 이어져 빠른 업

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계는 좀 추후에 시키는 편이 그동안은 컸는데 최근에는 어 시즌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드롭형식으로 스탁성에 제품들을 내놓는게 보편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혹은 뭐 그런 큰

트렌드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작은 트렌드까지도 차원에서 조금 바로바로 필

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생산 연결해서 디자인 연결해서 바로 바로 또 개발을

해내고 그런 사이클은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아요.

(G, 바,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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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 생산

원자재의 종류, 수집 과정, 생산 과정 그리고 노동환경과 생산투명성를

포괄하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생산 현황은 <표 11>과 같다.

1) 원자재 수집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는 폐기물 상태의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과 기업의 제보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폐섬유, 폐비닐류, 폐아크릴류 등등 수급되는 원자재는

모두 다른 종류 였으나, 업사이클 플랫폼 업체인 <가>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수집된 폐기물을 분류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내부에서 해결

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업사이클링과 함께하고 있

는 <다>와, <라>기업은 전문 인력이 폐기물의 분류와 세척 그리고 가

공을 도맡는 규모의 원자재 수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체계화

된 원료화 과정을 통해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제

품을 양산화시킬 수 있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원료화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쓰레기 상태의 것들이 와서

그걸 세척하고 뭐 이 물질을 빼내든 일정한 크기로 자르든 정리되어서 사용

할 수 있는 자재로 변하는 과정들을 사실 소재마다 좀 다르고요....... 여러 가

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양한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

실은 좀 저희 제품 퀄리티가 높아진 좀 비결이기도 하죠.

(B, 나, 대표)

다려야 돼요. 이렇게 확 구겨져있어요..... 스키를 작업하고 와서 또 다려요.

그 가죽들도 다리고 이런 작업이 있고 가죽 자켓 같은 거는 뜯어야죠 네 이

렇게 보시면 보여드리겠지만 다 뜯어서 쓸 수 있게 해야되는 거여서 그렇게

보통 우리가 주문해서 그냥 깨끗한 원단 사다 쓰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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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여기 있는 한과정이 들어가요

(E , 라, 제품 기획)

2) 생산 공정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공방 규모의 소량 생산 공

간을 가지고 있거나, 외주 공장을 통한 생산 그리고 자체 생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창업 초창기에

참고할만한 업사이클 전문 생산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해외 사례를 참고

하거나 생각한 아이디어를 무작정 시도해보고 현업에서 부딪히며 노하우

를 쌓았다.

<다> 업체 외 모든 업체는 국외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 이

유로는 공정이 어려워 꾸준한 생산 품질관리가 필요한데 국외 생산 시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섬유 · 비섬유 재료 모두에서 일반 제품보다 업사이클링 제품 생

산에 더 많은 리드 타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다른 그 소재를 같이 섞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그냥 진짜 진짜 빨

리 하면 하루. 빨리 하면 하루에 세 개 뭐 테이블웨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큰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요 거의 한 저희가 일주일은 잡는

것 같아요.

(C, 다, 대표·작가)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할 때도 없어가지고 또 이제 일단 해보는거에

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이탁 보니까 다 손재단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평

면적인 것들이 아니다보니까. 손재단을 했더니 이게 또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퀄리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해서 또 해보다

가 또 그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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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마, 대표·디자이너)

인터뷰를 통해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섬유폐기물을

다루는 업사이클을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 봉제 공정 상의 어려움을 꼽

았다. 폐의류를 재료를 취할 경우, 업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먼저 해체하

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은 전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했

다. 봉제 공장의 실무자들은 원단 상태에서 재단하고 봉제하여 완성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익숙해 있었고,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자들

은 이러한 공정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야했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자들의 업무에서 가장 해결해야할 점이었고, 봉제 실무자의

작업 난이도와 노동시간을 올리며 공임비용을 올리기도 하였다.

뜯었던 거를 붙여서 다시 패치워크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재를 잘라가

지고 이렇게 재단한다면 드르륵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E , 라, 제품 기획)

기존의 선형 생산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생산자들의 인식도 큰 어려움으

로 꼽았다. 기존의 라인이 자동화와 기계화에 맞춰져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생산자들이 업사이클 생산 시스템에 대해 낯설어했다.

아직도 공장에서 좀 어려워해요. 이게 그들이 몇 십 년 동안 그 상식이랑

계속 빗나가니까 그래서 여러 공장이 아니고 한 공장이랑 꾸준히 일하는 방

식으로 갔어요.

(F , 마, 대표·디자이너)

어려운 공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봉제 업체 실무자들의 의지는 강했다.

다년간 재단-봉제-완성의 일반적 생산환경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봉제 업체는 업사이클링에 열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봉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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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태도에 따라 많은 편차가 났다.

업체 사장님이 있으니까 얘기 해보면, 그분들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분 들

에게는 어려운 거고 실험적인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힘들어도 샘플이라

도 해보세요.

(A, 가, 대표)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대부분 폐기물을 세척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폐기물이 제품일 경우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을 하는데, 많은 공

정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

은 연구 참여자들이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옷을 만들려면 어찌되었던 재료가 소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는 아무도 안하는 것 같아요.

(A, 가, 대표)

정부가 실은 그런 신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증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

잖아요. 그거를 신소재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해

외 같은 경우에 H&M 같은 경우는 헌옷 받아다 그거다 빻아가지고 다시

새소재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적으

로 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실은 그런 요소도 조금 필요하다 라는 생

각이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E , 라, 제품 기획)

3) 노동 환경과 생산 투명성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의 노동환경과 생산투명성에 관련해서는 1인 기업

혹은 공방 규모의 작은 단위의 브랜드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

으며, 사회적 기업 기반의 기업이고 많은 종사자를 고용한 곳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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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사실 예전에 되게 재료가 원단으로 한정되고 이랬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낼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는 거래처가 거기서 거기고 이러니까 어 뭐

노동시간 그니까 작업 시간을 보장한다던지 뭐 환경은 뭐 환기를 해야된다.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지금은 저희가 너무 거래처가 다양

해져 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B, 나, 대표)

사회적 기업의 기반의 브랜드들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라인을 운영하

되 기타 사회공헌활동이나 B2B 사업을 통해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

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조성이 쉬운 것으로 보였다.

4) 업사이클 관련 R&D 인력 개발의 중요성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업사이클링에 대한 R&D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인력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

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군이 가방이나 지갑류에 집중되어있고,

이에 쓰이는 재료나 기법에 대한 다양성이 미흡하다고 느꼈다. 이에 대

한 개발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업사이클 연구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조그맣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하는 거라서 진짜 작게할건데 이제 민

간학에서 민은 어쨌든 250개 브랜드가 있는 거고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업사이클은 학계가 정말 약해요.

(B, 나, 대표)

국내 업사이클 패션 시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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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생산자들은 국내 업사이클 패션

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시장의 특수

성에 전문화된 인력들 또한 적다.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에 대한 실무적,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업사이클 패션과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에 맞

는 전문 인력, 전문 연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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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참여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생산 부문의 현황

회

사
원자재 원자재 수집 생산 공정

노동 환경과

생산 투명성

나 폐아크릴류 자체 수급
자체 공방 내의

수작업

공방내 수작업으로 인

해 추적 가능함.

다

폐섬유류, 폐천

막, 폐립스틱,

폐안경, 폐우산

등

개인 및 기업의

제보를 받아 폐

기물을 수집

주로 외주 작업

을 의뢰하지만

원자재 세척 가

공과 제품 검수

는 내부에서 진

행함.

국내 외주 생산은 추적

이 가능함.

라

폐의류, 폐가죽,

폐데님, 폐타포

린, 폐어닝 등

기증품을 수거하

고 분류 세척하

는 소재 은행 운

영

재료의 2차 가공

처리 외 대부분

은 자체 공방에

서 작업됨

공방의 생산 인력은 취

약 계층 지원의 일환임.

외주의 경우에도 자활

센터에 맡겨짐.

마

폐경량나일론류

섬유(패러글라

이딩, 요트 돛,

텐트)

폐소재의 자발적

기증 캠페인 운

영

국내 외주 생산
국내 외주 작업으로 추

적 가능함.

바

모기업에서 발

생한 3년 이상

의 재고 의류

모회사의 물류센

터에서 디자이너

가 직접 업사이

클링할 재고를

선택함.

사무실 내의 상

주 봉제 인원이

어려운 컬렉션

옷을 도맡아 봉

제함.

자체생산으로 추적 가

능하며, 사회소외계층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함.

사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원사

국내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을 원사

화 한 섬유 회사

로부터 수급

국내 외주 생산

지역주의 생산으로 서

울에서 생산하고 소비

생태계까지 지속가능하

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둠.

아

연습작이나 판

매되지 않아 버

려지는 오일페

인팅된 캔버스

국내의 미술대학

을 대상으로 직

접 수배하거나

구매함.

국내 외주 생산

최저 임금 상승으로 어

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

한 국내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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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제품 유통 및 홍보

다음으로,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의 유통과 홍보에 대하여 면접이 이루

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패션의 유통 과정은 일반 브랜드와

다른 과정을 취함이 드러났다. 다른 일반 브랜드에서 마케팅 부분을 경

험한 연구 참여자는 일반 브랜드의 경험과 다르다고 하였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제품이 독특하고 소재와 봉제 과정에서 오는 제품의 스토리

텔링이 있어 다른 제품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굉장히 디자인 오리엔티드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랜드에 지금 철학

특징 중의 하나가 그 유니크함이에요. 그 유니크함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업사이클링 공정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어 재고를 그냥 해체해서 만들

었다고 해서 그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아름답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많으

니까 네 그렇지 않게 하여야 하는 데에는 그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가 더 다른 점은

그런 디자인적인 역량 창의성 유니크함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

고 있다 그게 조금 다른 브랜드랑 틀린 점이었어요.

(G, 바, 마케팅팀)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특이성은 브랜드

의 유통과 홍보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는 1인 혹은 5인 이하의

작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형태로 다양한 규모에 소

속되어 있었는데, 제품이 원가 구조가 높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되

어있는 특성으로 인해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눈에 뜨이는 대량 유통 및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1) 직접 혹은 간접 유통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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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모두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라인몰은 오프라인보다 유지가 쉽고, 비용이 덜 들

며,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 업체를 제외한 나머

지 브랜드가 모두 직영 오프라인 몰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확장을 지양

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이유를 가장 먼저 일반 제

품에 대비하여 높은 원가 구조를 언급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비용이 높고, 재활용 원사를 쓰는 경우에도 원사 가격이 일반 제

품에 비해 높았다.

그러니까 원가 구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상

쇄시키기 위해서의 자사몰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조금 약간은 현재 스코어는 확장하는 건 지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 , 사, 마케팅팀)

운좋게도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제품을 같이 팔고 싶다란 편집샵이 좀 있

어서 온라인 편집이었고 친환경이나 약간 업사이클링 그런 지속가능성을 기

반으로 한 온라인 편집숍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그냥 그렇게 납품을 그냥

하고 있어요.

(F , 마, 대표·디자이너)

2) 크라우드 펀딩

연구 참여자 중 소규모 독립 디자이너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생산

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유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 디자이너들은 크

라우드 펀딩을 통해 홍보 효과 또한 볼 수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거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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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해서 가방도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A, 가, 대표)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밀접한 교류가 필요한 업

사이클 패션에서 고객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플랫

폼을 이용하는 크리우드 펀딩은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고 고객과 밀접히 소통하여 재구매로 이어지는데 힘든 점이 있었다.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 한동안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유통관리에서는 상관

없죠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최악이에요. 고객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

고 고객한테 다시 연락하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B, 나, 대표)

3) 홍보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주로 SNS를 통한 고객과

의 직접 소통이 가장 활발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이나 블로그(Blog)

를 통한 직접 소통은 고객과 브랜드 간의 연대감을 가지게 해주고, 제품

에 대한 피드백 또한 빠르게 받을 수 있었다.

홍보 채널은 음 저희가 지금 SNS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도와

주는 회사가 있어서 뭐 언론보도라던지 이런 것들 보조해주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B, 나, 대표)

반면에, 과한 홍보는 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

고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환경에

좋은 방향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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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홍보는 많은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저희가 마케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큰 틀의 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

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예인 협찬을 한다거나 인플루엔서

협찬을 하다보니까 돈을 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비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고요.

(H , 사, 마케팅팀)

오랫동안 고객과 공감한 업사이클 패션의 지속가능한 가치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인증샷을 올리거나 후

기를 올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했다.

저란 사람에 대한 팔로워십이 있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어떠한 그런 방향에도 되게 좋게보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업사이클링 백을 할인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

면 막 사고 인증샷을 올리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가격대

가 있거든요.

(I , 아, 대표)

4)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견해

연구 참여자가 실무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게 받아들인 점은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이었다. 소재를 수급하고 가공하여 힘들게 제품을 선보이더

라도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업사이클의 친환경적 행동을 인정

받지 못했다.

분해해서 또 만들어 가니까 이런 분해하는데 드는 인건비, 다시 디자인하는

인건비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이 아직 너무 강하고...

(A, 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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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에 업사이클링 물건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식도 같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아까 보시면 여기

특별한 다른 가공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거 가르쳐주고 스키해서 잘라서

이렇게 바꾸고요... 그정도. 여기에 뭔가 더 원하면 이게 소비자 자꾸 바꾼다

면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E , 라, 제품 기획)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해체 공정과 다시 봉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품이 출시하더라도, 실무자들은 소비자가 상품의 최종적인 심미적 가

치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저희가 아무리 예쁜 원사를 재생 원사로 만들어놔도 예쁘게 디자인은 해주

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을 안 받고 소비자 선택을 안 받으면 원사는 다시 못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연결이 되거든요.

(H , 사, 마케팅팀)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의 실무자들은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에 혼선을

가지고 있었다. 무분별하고 모호하게 쓰이고 있어, 일부 디테일만 변경하

고 업사이클링을 표방하여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브랜드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상품으로 출시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

는 업체에서는 진정한 업사이클링을 ‘정통 업사이클링’으로 표방하며, 업

사이클링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해썹 마크 있는 것처럼 이 업사이클링 마크를 빨리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

제 그 회사마다 업사이클링이 진정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지 인증제도를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곧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E , 라, 제품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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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시·군·구 혹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성과를 얻어 사무실을 제

공받거나 마케팅과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먼저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입주점들은 같은 폐기물을 다루는 업사이클 패션 업체들이

입점해 있어 서로에 대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입주점 간

의 원활한 소통은 유사 제품을 피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다양한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입주점 사이의 단톡방에서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남은 폐기물을

인도 받은 타 업체는 재료를 버리지 않고 다시 업사이클링하여 폐기물을

재사용하였다.

돈을 주시거나 뭐 제품 개발의 어떤 긍정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마케팅 부

분에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C, 다, 대표·작가)

저희가 서로 공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뭐 하시나 볼 수 있고요. 여

기 트렌드가 무엇인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던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

고 경쟁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네. 우리는 저거는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아이템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D , 라, 국장)

뭐 금전적이나 공간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강제든 아니든 그쪽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하

게 만들거든요.

(I , 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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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독립 디자이너의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를 위해 산업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

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인 어떤 이슈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제 좀 더 가서는 컨설

팅까지 조금 해주는 분들이 약간 좀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죠.

(F , 마, 대표·디자이너)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었지만, 제품의 지속가능성만큼 회사 운영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현실

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낸 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패션 제

품이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원

금이나 보조금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

고 이윤을 내는 기업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은경우 일시적일 수 있어 지

원금에만 많은 의존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외국에 업사이클 브랜드들은 시장에 진출해서 제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되게 판가름이 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브랜드들이 일시적이고...

(F , 마, 대표·디자이너)

국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패션 브랜드를 시작할 경우,

보조금을 위한 사업 기획 혹은 제품 기획은 제품이 시장의 요구와 방향

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국내 패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기형적으로 너무 정부정책이나 지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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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

은 결국에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되는 구조가 가장 건전한 건데 지원금을

선택을 받는 구조로 가다 보면 소비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시장으로 발전

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H , 사, 마케팅팀)

4. 요약 및 논의

1) 제품 기획 및 생산 측면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종사자는 사전수요조사에 따른 원활한 소재 공

급의 여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의 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디자이

너와 지속해가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품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

다. 원자재 수급은 미적 ·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소재를 자

체적으로 수급하거나, 폐기물을 윤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

업의 제보를 받아 수집하였다. 이들은 B2B환경에서 자투리천, 방수덮개,

낙하산천, 요트 돛 등의 폐섬유자원을 확보하였으며 B2C환경에서 청바

지, 가죽의류 등의 폐의류를 취하였다.

또한 제품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해체 및

재구성의 특징을 뜨이고 있었다. 폐 의류를 사용할 경우 폐기물이 될 위

기에 처해있는 재료를 깔끔히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폐가죽의 소재는 주

로 쓰고 버려진 가죽 소파나 가죽 자켓을 해체해서 만들어졌다. 폐우산,

폐현수막, 폐러닝벨트와 같은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해체

과정이 소모되었다. 버려진 우산과 텐트는 고철과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

을 잘라내고 세척하여 사용되었고, 줄로 되어있는 러닝 벨트는 서로 엮

어 가방으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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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한 제품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혼

합의 특징을 뜨이고 있었다. 폐의류를 업사이클링한 래코드의 경우 한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이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우븐 소재 뿐만 아니라

일부 니트 소재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혼합성의

해체와 재구성의 원리를 따르는 업사이클 패션의 기법과도 연결된다. 래

코드는 한 아이템 내의 소재와 믹스 여부를 보았을 때 소재 혼합이 압도

적인 비율을 차지했다(박인영 외., 2017). 또한, 에코파티메아리는 다양한

폐 의류를 자르고 혼합하고 패치워크한 가방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혼합된 재료는 한 재료에 여러 가지 컬러가 혼재되 앙상블을 만들어 내

기도 하여 업사이클 패션 제품만의 특이한 심미성을 만들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들은 폐소재에서 남은 기능적

부분을 가치 상승시켜 제품의 기능성을 살려 디자인하고 있었다. 자동차

덮개를 디자인하여 방수 자켓을 만들거나, 폐텐트를 사용하여 방수 가방

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된 기능성 섬유 폐

기물은 업사이클링 되기에 방수성, 내구성이 좋으며 이러한 기능은 방수

자켓, 내구성이 좋은 메신저 가방, 지갑 등에 쓰였을 때 효과적으로 가치

상승 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을 때, Thomas(2020)에 따르면 산업 매니저들은

지속가능성을 경영 척도나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디자이너는 수작업에 의한 공예 디자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현업에 있어

두 영역이 탄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

서, 업사이클 패션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수공예적인 활동으로 인지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소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여 제품 설계를 진행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생산 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사이

클 패션에 대해서 공예 활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산업의 발전과 의미

있는 가치사슬의 전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

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대량생산화된 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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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민하고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대량생산화를 위하여 각 전

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아이디

어와 발상을 통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설계하되 대량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산 전문가의 제언이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 중 <마>

회사는 개별 손재단으로 제작되는 환경에서 작업성이 하락하여 오랜시간

생산 공장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업체는 모든 제품군에 소모되는 재

단물의 크기를 120cm X 180cm로 지정하여 재단 시간을 단축시켰다. 제

품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은 앞서 살펴본 프라이탁처럼 효율적인 공

정 분담으로 생산량을 올리는 라인 배치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하

여, 생산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개별주의적 대량생산의 맥락이라

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고 대량생산화 전략을 진행한다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단일 재료에 기반한 단일 제품군에 집중하고, 가장 탄력적인

생산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파타고니아의 제품 설계 철학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

들은 제품 라인의 구성이 단순하고 디자인이 단순해야 하며 내구성이 뛰

어나고 관리와 세탁이 쉬워야 한다고 기술한 바있다(Chouinard, 2020).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단순하고 효율적이여야 하며, 기능적이며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설계 과정에서 단순성, 기능성, 효율

적인 디자인이 나온다면 생산의 공정 또한 쉽게 설계가 가능하며 이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제품 유통 및 홍보 측면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업사이클 제품의 유통과 홍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첫째,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유통은 직접 유

통 라인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직접 재료를

수집하고, 세척 및 가공을 처리하고, 제품을 봉제하는 과정이 일반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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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비해 공임 지출이 많다(유해민과 전재훈, 2020). 소재를 제보받더라

도 물류 비용과 보관하는 비용은 각 브랜드가 지출하고 있었고, 세척과

건조 과정 또한 생산에 들어가기 전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폐기

물을 가치를 상향시켜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 비용으로 제품 가격

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협업에서 가장 어렵고 가격을 상승시키

는 요인은 봉제 과정에 있었는데, 연구 참여 브랜드들은 자체 공장을 운

영하거나 외주 공장을 통해 제품을 봉제하고 있었다. 자체 공장을 운영

할 경우 봉제 전문 인원에 대한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에 문제가 있고,

타 외주 공장을 통할 경우 봉제의 난이도를 이유로 생산을 거절 당하거

나 생산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봉제 공임과 다른 공정에 낯설어했다. 일

반 패션 제품에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이유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타 제품에 대비하여 원재료의 가격 비중이 높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마

진을 지불해야하는 다층의 간접 유통을 구조 가질경우 가격 경쟁에서 취

약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보았을 때, 국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마진율이 가장 높은 직접 유통 채널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

적으로 보인다.

둘째, 지속가능한 추구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소비를 부추기는 과한

홍보보다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높은 업사이클 패션 제

품 소비자들의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 패션 제품과 같은 소비를 부

추기는 과한 홍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화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다양한 언

론사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은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엔서 혹은 연예인 협찬을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일반 패

션 브랜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3)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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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식을 현업

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뽑았다. 미량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업사이

클 패션 제품을 불량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도 있었고, 해체를 통해 발

현되는 조형성에 대해 과하다고 받아들이는 소비자 또한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업사이클 패션에 전

반적으로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영민과 김용주(2014)는 20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을 시사했다. 또한,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았다(여은아, 2018).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

에 관심을 보인 고객들은 기획 및 생산과정에 투입한 시간과 창의성을

대비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Koch, 2019). 패스트 패션 중심의 소비는 저

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리는 소비자들의 습관을 만들어냈다.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태도와 행동 사이에서 모순성을 보인다.

지속가능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가 긍정적 소비 행동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층은 제한되어있다(박선양, 2020). Wiederhold and Martinez(2018)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가격군 · 투명성에 대한 의문· 재활용으로 인한 특

유의 심미성 · 유용성의 부재 · 환경 보존에 대한 무력감 · 대량 소비

습관 · 지식의 부재로 인해 친환경 제품의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는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 정

보가 부족하고 어떤 판매처에서 사야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한국환

경정책, 2014). 소비자가 기존 제품에 비해 길고 복잡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디자인 과정과 제품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그 가치를

가격상승의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게 알맞은 정보전달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패션 제품 구매자보다 도덕성이 높은 업사

이클 패션 제품 구매자는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제품이 환경 개선에 기

여하는 정보를 활발하게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구매효과를 기대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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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여은아, 2018).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이 없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 구매요인 설문 조사 결과 첫 번째로는 환경 개선 효과를 들었으

며, 두 번째로는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 브랜드 가치

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환경 개선을 지향하며 제품의

심미성이 훌륭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에 대해 구매할 의사가 있다

고 밝혔다(한국환경정책, 2014).

국내에서는 매년 섬유 산업에서 8만톤 가량 폐섬유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고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차민영,

2019). 삼성물산패션, LF,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이랜드월드 등 국내 의류 대기업 6곳 중 코오롱FnC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관련 브랜드가 없으며, 노스페이스, 블

랙야크, K2 등 아웃도어 대표기업 3곳에서도 업사이클링을 도입하고 있

지 않다. 업사이클링ㆍ재활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기술

력 문제에 대한 한계점을 이유로 업사이클링을 피하고 있다(차민영,

2019).

4) 업사이클 패션 산업에 대한 제언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산

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를 결정하고 다루는 기술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천연자원을 사

용하지 않아 원자재 자체에 대한 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것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자르는 과정을 사람의 손에 의

존한다. 업사이클링의 원자재 가격은 이러한 결국 노동 집약에 대한 비

용 지불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을 일삼아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원자재 가격을 낮춰, 자원보다 봉제 노동 비용이 높아진 패

션 산업의 역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쟁하기 위해 업사이클 패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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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는 경제적, 미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찾아 개발하고 세척 및 가공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접목시켜 최대한 수작업의 비중을 낮추어 가

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재에 기반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은 지속가능한

제품으로써 가치의 핵심이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저품질, 대량생산,

천연자원의 무자비한 개발 및 사용을 기반으로 경쟁적으로 발전해온 패

션 산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치 상승시켜 다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소재에서 오는 스토리텔링이 강하다

고 볼 수 있다. 기존 산업이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써 업사이클 패션은 도덕성과 참

여의식이 강한 소비자로하여금 제품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브랜드에 대

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제품 생산에 있어 비용을 줄이고 양산이

가능한 생산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대량 유통 · 대량

홍보는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가치를 절하할 수 있다.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실무자들이 궁극적으로 제품의 지

속가능성만큼 중요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꼽았다. 단순히 폐

기물을 수공예하는 활동으로 업사이클 패션의 개념이 지속되고 가격 경

쟁에서 실패한다면, 패션 제품은 브랜드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 시스템을 발전

화시키는 것은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프라이탁의 ‘개별주의적 대량생산’의 사례는 재단 시스템을 생산

라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처리하여 노동 집약적인

업사이클 패션 생산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일반 제품과 같이 대량 유

통을 하거나 대량 홍보는 지속가능한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주문을 진행하고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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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으로써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인간 중심적 가치를 회복 지

속가능한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가치사슬에 있어서 인간

중심으로의 가치 회복을 주장한 Kotler and Stigliano(2020)는 이러한 인

간 중심 소매환경의 세 가지 차원을 서비스(Service), 사회성(Sociality)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le)로 3S를 주장하였다. 코틀러는 지속가능

성과 기업윤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밀레니얼즈 세대를 예로 들며,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에 반하는 개념이 아

니라 오히려 이 생태적인 활동이 대중의 선호를 받는 상업적인 측면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뜨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래코드의 모

기업이다. 래코드의 사무실은 생산라인과 함께 위치하여 래코드 아틀리

에로 불린다. 모기업의 큰 사무실을 떠나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

기 위해 사무실과 생산라인을 결합한 래코드는 세 명의 디자이너가 생산

환경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매해 두 차례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안

성희, 2019). 근거리에서 사무 업무와 생산 업무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

이는 조직 형태는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

들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부터 1인 기업

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이 가진 노동 집약적 특성은 이들을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구성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품종

소량생산, 근거리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과정을 처리할 탄력적인 사무

인력의 효율성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비를 지향시키는 마케

팅 방향이 아니라 구매자들과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소통과 판매를 통한

충성도 확보 등이 앞으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전략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에는 지속가능성과 소비 시장이라는 양가적인 차

원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을 좀 더 인간 중심의 활동으로 회

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플랫폼화된 대기업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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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작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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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업활동에서 나타나

는 추구가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 1 절에서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

치로 슈워츠의 57가지 가치 중 24개의 가치가 나타났으며, 제 2 절에서

는 이들의 기업활동이 분석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추구가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와 기업활동

앞 절에서 살펴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를 정리한 것은

<그림 13>과 같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환경 보호에 대

한 가치 ·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 ·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 ·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 정직한 것의 가치 ·

책임감에 대한 가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보편주의와 박애의 가치가 해

당되는 자기 초월 가치 차원이다. 둘째, 자기 고양 가치 차원에는 권력,

성취의 가치에 해당되는 부의 가치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

· 대외적 이미지 보존의 가치 ·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가치 · 성공

의 가치 · 야망의 가치 · 영향력의 가치 · 지성적인 가치 · 자존감의 가

치는 상징적인 가치가 도출되었다. 셋째, 대담성의 가치 · 다양한 삶의

가치 ·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 · 창의성의 가치 · 호기심의 가치 · 독

립성에 대한 가치는 자극과 자율의 가치가 해당되는 개방형 가치 차원이

었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 가치 차원에 있는 안전의 가치 중에서 청결

성에 대한 가치 · 건강의 가치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가치를 다

시 사회적 차원 · 기업적 차원 · 개인적 차원이 가치로 재범주화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 있는 가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 자연과

의 유대의 가치 ·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



- 111 -

·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 · 정직한 것의 가치 · 책임감에 대한 가

치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치 · 청결성에 대한 가치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기업적 차원에 있는 가치는 부의 가치 · 대외적 이미지 보

존의 가치 · 사회로부터 인정에 대한 가치 · 성공의 가치 · 지성적인 가

치 · 자존감의 가치 · 대담성의 가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

원에 있는 가치는 야망의 가치 · 영향력의 가치 · 창의성의 가치 · 호기

심의 가치 · 독립성에 대한 가치 · 건강의 가치 · 다양한 삶의 가치 ·

신나는 인생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었다.

<그림 13>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추구가치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제품과 브랜드는 기획, 생산, 유통, 홍보에

있어 추구가치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

드의 기업활동에 나타난 추구가치는 <그림 14>와 같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연구에 참여한 브랜드는 주로 기획 부분에서는 환

경 보호에 대한 가치 · 자연과의 유대의 가치 ·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등이 실천되는 자기 초월 가치와 대담성의 가치 · 창의성의 가치 ·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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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가치가 추구되는 개방형 가치 또한 나타났다. 생산 부문에서는 공

정한 생산을 추구하는 자기 초월 가치, 자기 고양 가치인 경제적 측면의

가치가 모두 추구되고 있었다. 유통 부분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의

자기 고양 가치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홍보 부문에서는 네 가지 측

면을 모두 고려한 가치가 실천되어, 기획-생산-유통-홍보에 걸쳐 네 가

지 차원의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4).

기획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 해결 추구는 자기 초월 가치

차원의 가치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들은 업사이클이라는 폐기

물을 가치상승을 시키는 기법과 개념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상품화를 시

도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선보이는 행동으

로 나타났으며 제품의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제품 기획은 소재에서 한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으로 시장에 선보이고자 했다. 노동 집약적인 생산으로 인해 비용 지출

이 있는 생산구조는 점진적인 양산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폐기물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가치가

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환경, 생산투명성에 대한 고려는 윤리적 가

치에 해당된다. 생산 환경이 대외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기업의 근무

여건 등을 합당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정의의 가치를 지향한다

고 볼 수 있겠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써 정체

성이 확실하며 그들은 거시적인 관점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했으

며 노동환경과 생산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러한 의지는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격을 낮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경영자의 입장에

서 고려하였다. 이것은 노동집약성으로 인해 공임비용 상승의 단점을 가

지고 있는 업사이클 브랜드가 양산화 전략을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

라이탁 사례에서 차용된 개별주의적 대량생산은 업사이클 패션 산업에서

만 나타나는 독특한 생산체계로, 기존의 생산라인을 따르지 않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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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집약적 활동을 타 부서에서 전담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생산라인을

탄력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권력과 성취에 해당되는 영

향력 · 부에 관련된 가치추구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 크라우드펀딩와 직접판매는 경제적 가치를 지향

한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생산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이 참여한다는 점에

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직접판매는 원가구

조가 높은 업사이클 패션 제품이 최선의 이윤 창출을 꾀하기 위해 취한

전략이다. 반면 물류의 흐름을 줄여 비용과 에너지의 낭비를 절약하는

것은 윤리적이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홍보 과정에서는 대량소비를 부추기는 홍보는 자제하고 지속가능한 스

토리텔링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폐

기물을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가치 상향 재활용을 구현했다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가치로 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보 과정에서

소비 지양을 고려하여 지나친 홍보를 자제하는 것은 생산 부문에서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절하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경제적 가

치추구 행동과 상반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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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추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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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대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사회적 · 기업적 ·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가치는 자기 초월 가치 · 자기 고양가

치 · 개방형 가치 · 보수주의 가치의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가치가

발현되었고, 상충하는 차원의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면서 양가적인 특성

을 보였다. 자기 초월 가치 차원에 있는 가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반면 패션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

는 자기 고양 가치는 대량 소비와 대량 판매로 창출되는 이윤의 극대화

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산업의 시스템안에서 두 가치 차

원은 상반되게 발전되었고, 두 가치를 함께 포괄하는 업사이클 패션 브

랜드의 추구가치 또한 대립할 수 있다. 선생산 후판매 시스템에 익숙해

져 있는 시장 형태에서 윤리적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운영할 때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상반된 추구가치를 절충하기 위

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가격군은 일반 제품 대비하여 높아야 하는데

꾸준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축된 탄탄한 브랜드 가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이 기꺼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업사이클 패

션 브랜드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업사이클 패

션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이며, 환경오염과 기후변

화에 활발히 반응하는 트렌디함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각

을 공유하고 나누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소속감이 들 수 있도록 추구가치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나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된 가치 중 친환경 태도에서 보이지 않은 개방형 가치

차원인 창의성의 가치와 호기심의 가치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이 관습화

된 가치 하향적인 재활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이디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활용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창의적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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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현된다. 폐기물의 상품화를 목표로 하는 개개인의 디자이너들은 처

음 업사이클 패션 제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보

고자 했다. 제품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본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제품

으로 발현시키는데 이는 윤리적인 동기로 시작된 아이디어를 경제적인

수익창출로 이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환경에 대한 제품의 지속가

능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두고 환경, 사회, 이윤 그리고 폐기

물을 창의적인 상품으로 만들었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제품은 윤리

적으로 합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통해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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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 브랜

드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자를 통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으로 삼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주로 의류보다는 가방, 지갑 등 패션

소품에 집중되어있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해체 및 재구성의 기법이 접

목되어 있고, 한 제품에 여러 재료가 쓰인 혼합성의 특성을 뜨이며 또한,

국외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제

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정

체성을 가진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제품의 추구가치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

드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폐기물을 윤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

였고 이러한 폐기물 속에서 경제적 기회를 발견하였으며, 재료를 제품화

시켰을 때 큰 심미적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

은 슈워츠의 57가지 가치 중 24가지의 가치에 해당되는 진술로 나타났

다. 연구에 참여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사회적 · 기업적 · 개인적 차

원에서 다양한 가치 추구하여, 환경 · 사회 · 이윤 · 제품의 매력을

고려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추구가치를 실현

하고자했다.

본 연구는 또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실무자들의 생생한 견해를 통

해 산업의 현황과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았다. 먼

저 기획적인 측면에서 모든 제품 기획은 재료의 특성에서부터 시작했고,

제품 기획은 모든 부문의 인원이 함께 참여했다. 생산은 원자재를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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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공하는 모든 과정을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가 전담했으며, 원활한

양산화를 위해 단일 재료, 단일 제품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이유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가격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유통 구

조도 직접 유통라인을 따랐을 때, 가장 효율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홍보는 과한 홍보보다는 언론사와

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스토리텔

링하거나, SNS를 통해 업사이클링 활동을 포스팅하는 등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은 업사이클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의식과 과하게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점을 산업의 어려움으로 들었으

며, 신소재 개발과 상용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시장은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기관의 간접적인 지원에 따라 윤리적인 동기로 시작

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들은 산업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모델로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업사이클

패션 산업은 재료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부문이 제품의 질

과 심미성 그리고 지속가능 패션 제품으로써 스토리텔링에 집중되어있다

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제품이 가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모험과

즐거움을 선사해줄 수 있는 개방형의 가치가 발현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

을 매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품의 심미적 경쟁력은 앞으로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가장 큰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심미적

가치에는 재료가 주는 스토리텔링의 매력성, 디자이너의 획기적인 아이

디어와 같은 창의성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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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와 산업에 대하여 업사이클 패션 제품

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분야 등 종합적인 관점에

서 일반 산업과 다른 차별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구조는 선행연구와 국외의 성공적인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사례를 고찰

하였을 때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홍보에 거친 전반적인

산업 구조는 일반 패션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하며, 재료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산업 체계를 대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업사이클 패션과 지속가능성 패션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산업 체계를 따

르기 보다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의 추구가치 분석 결과와 같이 업사이클 패션 브

랜드의 추구가치는 네 가지의 차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이므로 자기 초월 가치 차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

의 경제적 측면인 자기 고양 가치, 제품의 스토리텔링과 대담한 시도 등

과 같은 차원에 있는 개방형 가치, 그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보수주의 가치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 초월

가치 차원은 자기 고양 가치 차원과 그리고 개방형 가치 차원은 보수주

의 가치 차원과 상반된 가치 차원으로, 이렇게 양립하는 추구가치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업사이클 패션은 재료의 한정성 높은 공임비용의 한계가 있어 일반 상

품과 다른 생산 주기를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결국 시장에서 일

반 패션 제품과 경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업사이클 패션 제

품의 상품 출시 주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즌제로 상품을 쏟아낼

경우 오히려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Chitrakorn(2020)에 의하면, 많은 작은 규모의 브랜드가 고객에게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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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다가가고 생산과잉을 지양하기 위해 패션 위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사전 주문 모델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패션 위크를 선택하고

있다. 작은 업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원가 구조가 높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이처럼 유연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업사이클 패션 제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인증제도 개발

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패션 산업에 있어 업사이클은 가치 상향적 재활

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업사이클은 기계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

용으로 나뉘며 각각의 재활용의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다. 먼저 기

계적 재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은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하

여, 화학적 재활용에 비해 2차적 에너지 소비 혹은 환경오염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체하고 자르고 봉제하는 과정은 수작업 기반이

며, 대량생산에서 취약하다. 반면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은 일

반 패션 제품과 같은 생산 과정을 취할 수 있어 대량생산에 용이하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섬유나 산업 폐기물을 화학적 원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원사 · 신소재에 대한 개발이 지

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보급화되는 시간이 길며, 이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으로 만드는 디자인하는 방법은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 업체의 실무자는 폐플라스틱에서 추출

하는 원사에 대한 기술이 이미 10년이 넘은 기술이지만 이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더딘 기술의 상용화를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신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어떤 패션 제품에 쓰였을 때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의 생생한 견해를 학술적으로

남겼으며,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가치 창출 관련된 후속 연구 방향을 도

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진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들

은 한정된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

반 패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업사이클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 출시 및 생산 주기 관련 연구, 대량생산 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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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와 인증제도 개발과 같은 다양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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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ctivities of Upcycle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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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n no longer be

ignored. Global fashion and textile market cannot avoid crisis of

pollution and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This research

conducted a study of upcycle fashion brands which is in sustainable

fashion area. Upcycle fashion indicates the way to make new

high-valued products by recycling textiles and industrial wastes. A

study is conducted comprehensively to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market of upcycle fashion and sustainable values of some

brands and products.

The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Firstly, it analyzed values

pursued by upcycle fashion brands through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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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motivation to start brands and about brands management.

Secondly, it analyzed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processes of

plann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motion in upcycle fashion

products. Thirdly, it discussed values pursued and corporate activities

of these upcycle fashion brands.

The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that combines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 as methodology. Firstly, in

literature review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studied. Concepts, techniques, and recycling stages of upcycle fashion

are studied as follow. It decided to limit research cases to korean

upcycle fashion brands. In total, 29 cases are studied to analyze by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colors of products. Finally, nine

workers in actual industry from eight brands were recruited for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investigate values pursued by upcycle

fashion brands, 57 values of Schwartz(1992; 1994) and Schwartz &

Boehnke(2004) have been adopted.

In the first qualitative research section that investigated values

pursed by upcycle fashion bran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values such as protecting the environment · unity with nature ·

social justice · a world at peace · helpful · honest · responsible

belong to universalism and benevolence are categorized as

self-transcendence values. Second, values such as wealth · social

power · preserving public image · social recognition · achievement ·

ambitious · influential · intelligent · self-respect belong to power

achievement are categorized as self-enhancement values. Third,

values such as daring · varied life · an exciting life · creativity ·

curious · independent belong to stimulation and self-direction are

categorized as openess to change values. Lastly, values such as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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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lth belong to security are categorized as conservation values.

In the second qualitative research section, it examined corporate

activities of upcycle fashion brands through processes of product

plann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motion and studied how

pursued values appear in their activiti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ecting appropriate materials to upcycle is key of designing and

planning products. Second, upcycle fashion production is intensively

dependent on human labors. Brands tried to compensate shortcomings

by trying to solve problems on costing and pricing and to ensure

themselves economically sustainable. They are trying to adapt

mass-production system to compete in market. Third, upcycle fashion

products are identified as sustainable products. Thus,

mass-distribution and mass-promotion like ordinary fashion products

occur counterproductive results. It implicates that brands should not

consider buyers as consumers, but as intermediaries between

sustainability and markets, and should move toward increasing

customer loyalty through direct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implicates values of upcycle

fashion brands pursed in product plann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motion. Upcycle fashion brands consider values such as protecting

the environment · unity with nature · social justice during their

products planning process. Also values such as daring · creativity ·

curious are pursed not only in planning stage but also production

stage. Finally, to distribute and promote their product they pursed

values such as wealth and achievement. However, they reflect

comprehensive values including values in self-transcendence,

self-enhancement and openness to change. It means that they

pursued environmentally friendly values together with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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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values that are ambivalent ultimately. The analyzed

korean upcycle fashion brands have suggested values that present

new vision and idea innovation, beyond concept of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ducts.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comprehensively

researched values pursed by upcycle fashion brands and their

products by analyzing current state of the industry. Also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will guide future academic researches,

which will turn be able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industry. The

types and dimensions of value derived in this study suggests

research on brand value creation for upcycle fashion. Studies such as

researches on production technology, new materials and materials

development, certification system development, etc. are propos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upcycle fashion industry.

keywords : upcycle fashion, upcycle fashion brands, ,

sustainability, pursing value, corporate activities

Student Number : 2019-2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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