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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ycling has evolved from its original form of the simple recycling of waste,

into an industry of its own that has been gaining momentum. In many

developed industries, up-cycling is increasingly seen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of production and ethical way of consumption’. However, an

examination of the designs of branded up-cycled product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product development fueled by further research on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various production methods that can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using waste material and Korean motifs for use

in product development, which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otential

variety and character of up-cycled products. In order to do so, the up-cycling

industry was examined to define key concepts,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were surveyed, and case analyses were conducted on domestic and foreign

up-cycling brands. In addition, after tracking how leather is discarded and

accumulated as waste and then collecting the discarded leather,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were analyzed. A study of Korean motifs was followed by the

concept summary, and upcycling design expressions that exemplify Korean

images were identified. The following two novel methods were used to create

six up-cycled bags using collected discarded leather. First, lucky bags and moon

pots were selected from various Korean motifs in order to use motifs with

identifiable features. Secondly, different variations of cutting and attachment

methods were used, including iron mold production methods and p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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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년 월 환경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2018 9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

향을 제시하는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채. ‘

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에서 순환- - - ’ ‘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circular economy)’

를 반영한 것이다 년 개정한 환경산업 특수 분류에서. 2017

도 재생 이라는 단어를 정식 산업분류 명칭에 추‘ (recycling)’

가하여 순환경제 체제의 토대가 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

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8).

최근 들어 기존 재활용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된 업사이클

링 제품은 소재가 다양화되고 제품의 범위가 확(upcycling)

대됨에 따라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업사이.

클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시작된 개념과 제품으로 인식

되고 있지만 한국적인 옛 조상들의 생활풍습과 제작방식 등,

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의 저서인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 Lee(2017)

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합리적 소비를 강조하며 물건을 절‘

대 낭비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수백 년 전 한국의 전통 가

정에서는 모든 것이 재활용되거나 간단하게 다시 토양으로

분해되도록 하는 생활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전통을,

지금 이 시대에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

한국의 규방공예를 예로 들면 천연염색 침선 바느질 매듭, ( ), ,

자수가 모두 어우러져 한국의 전통미를 표현하는 실용적인

생활 공예품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천연의 색으로 물들인 원.

단을 사용하여 한복과 이불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로는 보자,

기 귀주머니 두루주머니 바늘집 등의 소품을 제작하였다, , , .

규방공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조각보

는 복주머니처럼 복을 싸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자기

의 한 종류이다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만든 조각보의 문양.

은 기하학적이고 창의적인 패턴으로 만들어 겼으며 한국인,

들의 소박한 멋과 예술성을 포함하여 절약성을 엿볼 수 있

다(Kim, 2012).

국내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면 자투리 소재

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각들을 잇는 등 소

재 자체의 스토리에 주안점을 두고 그대로를 패치워크한 디

자인의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해 업사이클링 제품들의 디자

인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양성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모티프나 버려지는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해외에서 패션 미용 음악 등 한류열풍을 만들, ,

고 있고 한국의 문화에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An,

앞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하기2018),

위한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담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즉 한, ‘

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활용이 습관화 되어있던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를 되살려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차

별화된 다양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적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

양한 모티프들 중에서 복을 기원하며 선물했던 한국의 풍습

이 담긴 복주머니와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된 예술품이라고 평가받는 백자 달 항아리를 모티프로

선정하여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버려.

지는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재가공이 용이하고 제품제작 시,

고부가가치가 높은 폐가죽 소재를 중심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업사이

클링 디자인 제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품이 해외,

에서도 차별화 된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등의 선행,

연구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활동들을 관련 사이트와 기사 등,

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업사이클링의 개념과 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폐가죽 소재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국내외. ,

업사이클링 디자인 브랜드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가죽제품.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죽의 발생경로를 조사하고 각,

소재별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을 살. ,

펴본 후 한국적 모티프로서의 복주머니와 달항아리의 상징

성을 조사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의 표현방식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거한 폐가죽의. ,

크기 두께 색감 질감 등의 형태로 분류한 후 한국적 모티, , ,

프를 적용하여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작방안을 적용하여 가

방 점을 제작한다6 .

업사이클링의 일반적 고찰II.

업사이클링 개념 및 산업현황1.

업그레이드 와 리사이클 의 합성어인 업사이(upgrade) (recycle)

클링 이란 용어는 년 독일 디자이너 리너 필(upcycling) 1994

츠 가 디자인 매거진 살보드 와의 인터뷰(Reiner Pilz) (Salvod)

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낡은 제품에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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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의’ (Gi, 2018). ｢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재활용2 1｣
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2 7｢ ｣ ｢재사용재·

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가치 하락과정이 없이 창

조적인 디자인 등을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단순재활용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Lee & Um,

또한 년 국립국어원 제 차 말다듬2018; ME, 2011). 2012 8

기 위원회 회의에서 업사이클의 순화어로 새활용이라는‘ ’ ‘ ’

단어를 제시하였다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 ‘

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뜻의 관형사 새와 재활용의 활용’ ‘ ’ ‘ ’ ‘ ’

을 합친 말이다.

Figure 1. Domestic and Overseas Re-cycling Industry Market Size, 2015
(www.atworkshop.or.kr)

Table 1. Local Up-cycle Center Project Promotion Status

Area Appellation
Business Expenses
(One Million, KRW)

Floor Area
( )㎡

Completion/Overview
(Year)

Seoul Seoul Upcycling Plaza 49,892 16,530 2017

Gyeonggi Upcycle Plaza 15,600 4,693 2019

Daegu Korea Upcycle Center 9,428 3,538 2016

Suncheon Nanuri Center 5,000 2,220 2017

Jeonju Upcycle Circulation Center 4,994 2,410 2019

Incheon Upcycle Eco Center 4,250 857 2017

Cheongju Renewal Art Center 4,080 2,000 2017

(ME, 2017, p.57)

세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도

연간 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과 같4,000 . Figure 1

이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약 절반에 가까운 한화로

약 조원 독일은 조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다200 , 60

한국 환경공단의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Nam, 2015). 2017

업체현황 통계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년 국내 전체 재활, 2015

용업체의 재활용제품 매출규모는 약 조 원이다5 .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 수는 년 여개에서 년 만에2010 10 6

여개로 늘어났고 트렌드 키워드로150 (Kang, 2017), 2016

꼽히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업사이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업사이클 센터는 과 같이 환경. Table 1

부 지원사업으로 전국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기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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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사업비용 연면적 준공 및 개관 년도는 아래와 같, ,

다 이 밖에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리사이클아트센터와 경.

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경우에는 환경

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업사이클 센터를 설

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업사이클링 관련 기관에서는 입주하여 활동하는 브랜

드를 지원하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전시와 교육활동 공모전, ,

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누라는 사회적 기. ‘ ’

업에서도 년을 시작으로 매년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업2012

사이클링 공공미술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친환경대전 박람회는 년을 시2013

작으로 매년마다 업사이클링 체험교육과 전시부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예 디자인 아트관련 전시에서. , ,

도 업사이클링 관련 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에서도 업사이클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사회

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외 사례들 중 미국은 에코이스트 솔(Ecoist),

메이트삭스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뿐만(Solmatesocks)

아니라 업사이클 소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인 테라

사이클 이 있다 또한 미국의 웨스(Terracycle) (Nam, 2015).

트포드 크리사풀리 학교 에서는(Westford) (Crisafulli School)

업사이클 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청소년들의 업사‘ ’

이클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업사이클링 클래스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는 년에 설립된 환Arbeitskreis Recycling eV 1984

경관련 비영리 협회이다 오래전부터 재사용 업사이클링에. ,

관한 연구와 교육활동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 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Recycling Boerse 2007

공모전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들을Recycling Designpreis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부터 업

사이클링이 시작 되었다특히 영국이 업사이클링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작게는 젊은 디자이너 개개인의 업사이클링

디자인 활동이 크게는 관련 박람회 유치 등 찰스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영국 왕실의 지원이 한몫을 했다 또한 일반인.

들 사이에 업사이클링 커뮤니티(https://www.upcycled.

가 운영되고 있고 년 설립된 스티치드업co.uk) , 2011

협동조합은 옷의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활성화(Stitched Up)

를 목표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 .

외에 북 런던 폐기물 관리국과 토목 공사 런던이 주관하여

년 를 개최하였고2014 London Upcycling Show(2011)

매년마다 환경 자선단체와 지(www.wiseuptowaste.org.uk),

역주민들이 함께하여 업사이클링 콘테스트 전시와 워크숍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은 년 자원순환도시“ 2015

서울 비전을 발표하고 년까지 재활용률을 까지 달2030 75%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새활용플라자는 한국의 재” “

사용재제조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개사가 입주해 년· 40 1

사이 기업 매출이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150% ”

소개했다 이어서 서울 전역에서 업사이클 문화가 확산 정착.

될 수 있도록 년까지 서울시 개 권역에 리앤업사이클2022 5

플라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Re&Upcycle) .

한 아랍에미리트 에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경험과(UAE) ‘ ’

운영방안을 공유했고 지속가능한 업사이클산업 육성을 위해,

전 세계에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같은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

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싸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기후변화환경부 장관(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은 지난해 월 방한 당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직접 보고10

벤치마킹 의사를 밝혔고 한 정상회담에서 서울시와, ‘ -UAE ’

기후변화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 및 응용에UAE ‘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렇듯 국내외로 업’ (Lee, 2019).

사이클링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 규모도 증

가하고 있다.

2. 폐가죽 업사이클링 디자인 브랜드 사례

업사이클링 소재들 중 가죽소재는 제품으로 제작되었을 때

견고함과 제작과정에서 재가공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각 대표적인 개 업사이클링. 5

브랜드의 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정리한 와Table 2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체조기구안마 뜀틀 택시시트커버 가죽, , ,

샘플견본 가죽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가죽 등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은 상당수의 아이템이 가방류

로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3. 가죽의 발생경로 및 소재의 특성분석

가죽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다량의 폐가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가죽은 해당 공장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폐가죽의 발생경로란.

가죽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가죽이 발생하는 장소를 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죽상가 피할공장 가죽재단소 라벨. , , ,

공장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 및 조,

사하였고 소재의 특성을 분석한 와 같다, 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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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p-cycling Brand Case Using Overseas Leather Waste

Brand Name Zirkeltraining Handsome Bag Trmtab Carmina Campus Pepe Heykoop

Country of
Origin

Germany Hong Kong India Italia Netherlands

Representativ
e Items

Bag Bag, clutch

Clutch, case for

electronic

equipment

Bag
Lighting, chair,

plate

Types of
Leather
Wastes

Side horse, vaulting

horse, mat
Taxi seat cover

Remnants of

leather produced

during

manufacture of

leather products,

stained leather

Samples in leather

sample book

Remnants of

leather produced

during

manufacture of

furnitur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Emphasis on

vintage style

-Production of

lining and

thread with

colors

symbolizing the

taxis of Hong

Kong

-Weaving at

constant intervals

-Patch work

technique

-Addition of

design factors with

codes and

numbers in sample

book

-Patch work

technique

-Design which

externally shows

the leather seams

Key Pictures

Figure 2.
Zirkeltraining,

2007
(www.zirkeltraining.

biz)

Figure 3.
Handsome Bag,

2009
(www.handsome

co.com)

Figure 4.
Trmtab,
2015

(www.trmtab.co

m)

Figre 5.
Carmina Campus,

2019
(www.carminacam

pus.com)

Figure 6.
Pepe Heykoop,

2009
(www.pepeheyko

op.nl)

Table 3. Up-cycling Brand Case Using Korean Leather Waste

Brand Name Eco Party Mearry Reblank Parrom Cloudjam Reverdir

Country of
Origin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Representative
Items

Bag Bag Bag Bag, clutch Bag, clutch

Types of
Leather
Wastes

Sofa, leather

clothes

Sofa, leather

clothes

Remnants of

leather after

skiving from the

whole skin

Remnants of

leather in

workshops

Leather wastes left

over from product

manufacturing in

factories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Patch work

technique

-Matching diverse

colors

-Patch work

technique

-Matching

diverse colors

-Used on the

handles of bags

-Patch work

technique

-Design with

animals as the

motive

-Patch work

technique

-Diverse matching

of the forms and

textures of the

leather rem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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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Key Pictures

Figure 7.
Eco Party Mearry,

2006
(www.smartstore.

naver.com)

Figure 8.
Reblank,
2011

(www.reblank.caf

e24.com)

Figure 9.
Parrom,
2014

(www.parrom.com)

Figure 10.
Cloudjam,
2019

(www.blog.naver.

com)

Figure 11.
Reverdir,
2015

(www.kud.kr)

Table 4. Pathway of Leather Waste and Material Properties

Process Location
Types of

Leather Wastes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Image of Leather Wastes

Purchase

Leather

shopping

arcade

Sample leather -Pre-cut samples are in consistent sizes

Skiving
Skiving

factory

Backside of the

leather

-Lighter than the original leather color.

-The backside of skived leather, dyed

with another color, has the original

color before dyeing.

-It has a suede-like texture.

-Whole skin is thick enough to create a

product with its backside.

Cutting

Leather

cutting

studio

Border of

leather

-Border of leather shows diverse forms

depending on how the leather was cut

off.

Label

Production

Label

factory

Border of

leather

-Since labels are smaller and more

diverse than those of regular products,

the borders of leather also have diverse

and dense forms.

Product

Manufacturin

g

Leather

product

manufacturi

ng factory

Damaged or

leather in

stock, remnants

-Pre-cut leather and left over parts can

be used when manufacturing other

products.

-Diverse forms depending on the pieces

lef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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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디자인의 고찰.Ⅲ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1.

디자인된 대상을 통해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디자인을 한국적

디자인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적 이미지에(Kim, 2004).

는 한국인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미의 특성.

은 문자 민화 민예는 물론 건축 의복 종교예술 등에 걸쳐, , , ,

지금까지 폭넓게 뿌리내려져 왔다 은. Shin and Nam(2016)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형식적

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형식적인 면은 외적 형식으로서 주로 선과 형태 문양 색, ,

채 소재 장신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내용적인, , ,

면은 그 속에 포함된 조형의지와 미의식 미적가치를 중심으,

로 연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한국디자인 연구를 통해 전통DNA ,

디자인 영역을 꿰뚫어 공통적으로 찾아낸 한국적 디자인의

철학과 특성을 추출하여 보면 자연과의 조형적 조화 자연‘ ', ‘

의 원리를 이용한 과학성 단아하고 소박한 멋 부드러운', ‘ ', ‘

곡선의 미 정적인 미와 역동적인 미 등이 주요 특징인 것', ‘ '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하(Jung, 2012).

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유산을 모티프로 이용하여 디

자인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복주머니는 오래전부터 복을.

비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겨났고 주머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형태를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복주머니를 모

티프로 한 제품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달항아리의.

형태는 한국의 미적 요소 중 단아하고 소박한 멋을 대표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다.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표현방식2.

이미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분위기 연상 심상 감각 등의 총체적인 개념이, , , ,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국적 이미지란(Dictionary, n.d.).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윤리적 패션 한복 이라는 아‘ '

이디어를 떠올렸고 다양한 소재들을 한복으로 재탄생시키는,

단하 를 창업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다 단하는 한국(Danha) .

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리 디자인 하는 디자인 그; (Re;design)

룹이다 년 월 환경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한복 브랜. 2018 8

드로 출발했다 단하의 모든 디자인은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통으로 마무리된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빨리.

피고 지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을,

추구한 업사이클 소재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디자인

으로 세계의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기술 장인들과의 협력으로 한국적 오뜨꾸띄르를 지향하

며 세상에 단 한 벌 밖에 없는 업사이클 한복을 지역사회와

함께 창조한다 더불어 많은 대중이 업사이클 패션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업사이클

교육 단하학당 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 중( ) .

한복은 서양복과는 다른 재단으로 자투리가 남지 않는 친환

경적인 제작방식을 가진 옷이다 그런 한복의 특성이 현재.

버려지는 의류폐기물들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Figure 12).

이스트인디고 는 동방의 푸른빛이라는 뜻과(Eastindigo)

슬로건을 추구하는 패션브랜드‘For the Next Generation’

이다 다음세대에 전해질 롱라이프 제품을 디자인하고 지속. ,

가능한 패션을 연구해 제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동양적인 것 전통적인 것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 예로 인디고 다잉라인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

상고시대부터 사용해온 염색 방식 중 하나인 쪽염색(indigo

d 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역사적 발전 속에서 만들어져yeing)

온 규범적 힘을 발휘하는 특수한 미적 가치와 전통성과 외

래의 것 혹은 새로운 것의 접목을 통해 보이는 형상을 의미

한다 또한 서구형 핏에 맞춰진 기성 모자 디(Choi, 2013).

자인에서 벗어나 가장 동양적인 핏을 연구하여 이스턴캡 라

인 모자를 제작하고 있다(Figure 13).

한국의 독특한 간판 문화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자투리

아크릴을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아르크마인드 는(Arcmind)

버려지는 것에 의미를 더하고 일상에 아트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액세서리 테이블웨어 작품 활동 등 아르크마인. , ,

드의 모든 제품은 현직 작가와 디자이너의 수제품들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조각보 달항아리 등 한국적인 모티프를 이. ,

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다(Figure 14).

한국적 업사이클링 디자인 가죽제품 개발.Ⅳ

제품제작 의도 및 방법1.

기존 대표적인 한국적 모티프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례

를 보면 태극 한글 색동 복식 또는 건축에서 사용된 전통, , ,

문양들을 응용한 것을 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

게 두 가지의 한국적 모티프로 복주머니와 달항아리를 선정

하였다 정초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여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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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p-cycling Design Expression Method that Expresses Korean Images

Brand Name Danha Eastindigo Arcmind

Method of
Expression

Product manufacturing method Craft technique Motif

Key Pictures

Figure 12. Danha, 2018
(www.danhaseoul.com)

Figure 13. Eastindigo, 2016
(www.eastindigo.com)

Figure 14. Arcmind, 2018
(www.picosico.com)

Table 6. Lucky Bag and Moon Pot Motifs

Motif Lucky Bag(Gwijumeoni) Moon Pot

Shape

Figure 15.
Gwijumeoni, (n.d.)
(www.gogung.go.kr)

Figure 16.
Moon Pot, (n.d.)

(www.museum.go.kr)

담고 있는 복주머니는 둥그스름한 모양의 두루주머니와 양

모서리가 각이 진 귀주머니가 있다 두루주머니는 기존에 응.

용된 제품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하학적인

귀주머니의 외곽형태를 모티프로 선정하였다 또한 보름달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백자 달항아리의 외곽 형태는 조형적으

로 재미있는 형태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과 같이 외Table 6

곽형태를 단순하게 도형화 하여 응용한 소재를 디자인 하고

자 하였다.

주로 사용할 소재는 재가공하기 용이한 가죽제품 제작공

장과 가죽상가에서 버려지는 폐가죽을 사용하여 Figure 17

과 같이 가지의 커팅방법을 이용하여 소재를 제작하고자2

한다 첫 번째로 일정하게 커팅을 하여 부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외곽형태를 철형을 맞추어 프레스를 이용하여 커팅

을 한 후 패치워크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완성된 소재는, .

복주머니와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하여 각 점씩 총 점의3 6

가방을 제작한다.

제품 개발2.

복주머니를 모티프로 한 제품1)

의 은 귀주머니의 각진 형태를 모티프로Table 8 Figure 17

하여 가방으로 제작하였다 실제 귀주머니의 형태는 입구부.

분의 네모진 형태가 좁고 길지만 실용성을 고려하여 실제

가방으로 제작 할 때에는 입구부분이 넓고 짧게 디자인하였

다 가방의 소재는 가죽제품 샘플 공장에서 버려지는 가죽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얇게 커팅 하였다 커팅한 가죽은.

옆면의 색이 소재의 앞부분으로 보이도록 접착하였다 직선.

과 곡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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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utting Method

Cutting Method 1

Cutting Method 2

의 크기는 가로 세로 밑면 폭26cm x 20cm x 5cm ( x x )

으로 만들었다 가방의 스트랩은 복주머니를 묶은 형태처럼.

매듭을 지어 앞면은 브라운 컬러 뒷면은 네이비 베이지컬, ,

러를 사용하여 전체 가방의 색과 어우러지도록 작업하였다.

은 심플한 직사각형의 형태 안에 귀주머니의 형Figure 18

태가 느껴지도록 소재를 디자인하였다 과 같은 방. Figure 17

법으로 제작하였고 모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의,

간격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재미요소를 주고자 하였다 가방.

의 크기는 가로 세로 밑면 폭21cm x 17cm x 5cm ( x x )

으로 만들었고 스트랩은 블랙체인 안에 스크래치가 난 가죽,

을 같이 사용하여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는 귀주머니의 외각형태를 클러치 앞면에 포인Figure 19

트 요소로 두어 디자인하였다 전체 소재는 위의 방법과 동.

일하게 제작하였고 귀주머니의 형태부분을 자르고 난 후 뒷,

면은 소재에 사용된 그레이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폐가죽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클러치 크기는 아이패드 등 작은 전자.

기기도 수납할 수 있도록 가로 세로 의 크24cm x 18cm( x )

기로 만들었고 들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스트랩을 지퍼의 슬,

라이더 부분에 달았다 그리고 클러치를 만들 때 앞면의 소.

재에서 귀주머니 형태를 잘라내고 남은 소재를 이용하여 카

드지갑 목걸이를 제작하였다 입구부분의 크. 7.5cm x 11cm(

기 가로 세로 로 신용카드가 들어 갈 수 있는 사이즈로x )

만들었다 는 행운을 전하는 복주머니의. Figure 17, 18, 19

상징성과 더불어 각진 형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귀주머니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가방의 외곽형태. ,

소재안의 모티프 클러치 앞면의 장식요소로써의 모티프 카, ,

드지갑의 외곽형태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다.

일정하게 커팅 하여 부착하는 방식은 아주 작은 조각의

자투리 가죽까지 이용할 수 있어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도가

높았다.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한 제품2)

의 은 가죽제품 제작공장에서 버려지는 폐Table 9 Figure 20

가죽의 자연스러운 외곽선을 그대로 부각하여 패치워크를

하였다 블랙 네이비 그레이 가죽을 패치워크한 소재는 클. , ,

러치의 앞면과 뒷면에 사용하였다 앞면에 포인트 요소로 달.

항아리를 모티프로 한 가죽은 홀치기염색을 하여 스티치 하

였다 염색과정을 통해 오염된 화이트 가죽이 마치 달항아리.

의 음영을 표현한 것처럼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28cm x

가로 세로 옆면 폭 으로 하였고 지퍼장21cm x 2cm ( x x ) ,

식을 형태로 하여 물건을 넣을 때 편하게 수납할 수 있도ㄱ

록 제작하였다.

도 가죽제품 제작공장에서 버려지는 폐가죽의Figure 21

자연스러운 외곽선을 그대로 부각하여 패치워크를 하였다.

대비되는 색의 네이비와 화이트 가죽을 매치하여 클러치 앞

면에 사용하였다 외곽형태가 불규칙하게 잘려나간 연한 블.

루의 가죽을 항아리 형태의 철형을 이용하여 커팅한 후 포,

인트 요소로 그 위에 패치워크 하였다. 27cm x 23c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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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oduct with Lucky Bag Motif

Figure 17 Figure 18 Figure 19

Detail

Table 9. Product with Moon Pot Motif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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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 옆면 폭 으로 하였고 지퍼와 옆면에2cm ( x x ) ,

사용된 가죽은 브라운 컬러로 통일하여 윗면과 옆면이 이어

지는 형태처럼 디자인하였다.

는 가죽상가에서 버려지는 샘플 가죽을 사용하Figure 22

여 달항아리 형태의 철형으로 커팅을 하였다 가죽을 서로.

겹치는 형태에 따라 달항아리 형태의 구멍사이로 보여지는

가죽의 색과 면적이 다양하게 보이도록 패치워크 하였다 마.

치 스트라이프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체색은 어두운 브.

라운으로 통일하여 달항아리의 형태가 더 돋보이도록 하였

다 가로 세로 옆면 폭 으로 제. 25cm x 24cm x 2cm ( x x )

작하였고 클러치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앞면에 손,

잡이가 있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모두 클러치의 전체적인 형태는 심플Figure 20, 21, 22

한 사각형으로 제작하여 소재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달항아리의 외곽 형태를 철형을 맞추어 손쉽게 커팅

하는 방법을 통해 제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폐소재의.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커팅 된 소재는 제품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장식물로도 사

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비가 되는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모.

티프가 돋보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한국의 미적요

소를 함께 담고자 하였다.

결론.Ⅴ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자원순환

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색 빈도수를 볼.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과 위드 클라우드를 보면 년2016

대비 년에 배 이상 증가한 걸 알 수 있다 서울 외에2018 4 .

경기 순천 청주 전주 대구 인천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 , , , ,

지원기관들이 생기면서 업사이클링 산업이 성장해갈 수 있

는 기회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또한 점.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료

의 배경 설명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버려지는 소재 그대,

로를 이용하여 패치워크 한 경우가 많았다 디자인적으로 접.

근했을 때 다양한 소재개발의 필요성과 재료의 스토리뿐만

이 아니라 디자인에도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모티프를 이

용한 디자인개발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였다 또.

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좋은 생활풍습과 전통문화의 유

산을 풍부한 문화적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한다면 차별성을 둔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실제 한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업사.

이클링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한복제작기법을 이

용하여 자투리 원단을 최소화하거나 전통염색 기법과 한국

적 모티프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복주머니 중 양

쪽 끝이 각이 진 귀주머니와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선정하였

다 외곽형태를 도형화한 후 복주머니의 경우는 제품제작 공.

장에서 버려지는 가죽을 수거하여 일정한 형태로 커팅을 한

후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소재를 먼저 제작하였다.

제품의 전체 형태 소재의 전체면 또는 부분적으로 복주머니,

의 외곽 형태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달항아리는 외.

곽형태를 철형을 맞춘 후 제품제작 공장과 가죽상가에서 버

려지는 가죽을 이용하여 커팅을 하였다 커팅을 한 달항아리.

형태의 가죽은 제품의 장식요소가 되기도 하고 클러치 앞면,

의 전체 소재로 작업하여 제품을 완성하였다.

커팅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용하여 폐소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고 한국적 모티프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함으로,

써 다양한 디자인개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는 한국적인 모티프를 복주머니와 달항아리로 제한하여

디자인을 하였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모티

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더 다

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해외에서.

도 차별화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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