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버리지 않는 용기
물건에게도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다. 찬란한 한때를 보냈던 이들은 쓰레기통에서 짧고 고단했던 생을 마감한다. 물건들의 출생률은 상승하는데 평균 수명은 짧아지니
아티스트들은 해결책을 ‘아트’에서 찾아냈다. 이들의 손을 거친 물건은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정말 갖고 싶은 무언가로 재탄생하고 있다. 에디터 조소현

berlin
낡은 서랍의 무한 변신
슈브라덴
프란치스카(37세·조경사 겸 가구 디자이너)
●소개 낡아서 버려지는 서랍들을 모아 탁자, 선반, 서랍장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만들고 있다. ●시작 계기 10여 년 전에
우연히 약국에서 낡은 서랍 18개를 얻었다. 버리기에는 너무
예뻐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다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숍을
오픈했다.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것들을 합하면 현재 2000개 정도의 서랍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버려졌지만 수십 년간의 사연을 담고
있고 나의 손을 거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재탄생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소중하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제품이
가진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를 하고, 사용하면서도 그
물건이 가진 의미에 대해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더
소중한 물건이 되고 생명력이 연장되는 것 같다. 나 스스로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해졌다.
재활용은 크게 업사이클링과 다운사이클링으로 나뉜다.
버려진 물건을 분해해서 재료로 활용하면 다운사이클링, 지금
업사이클링이다. 재활용 아트는 업사이클링이다. 쓸모없어진
물건을 갖고 싶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재활용 아트가
가지는 묘미다. ●실천해보길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보니 값싼
물건을 사고 그만큼 쉽게 버린다. 물건을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길. Info 슈브라덴(SchubLaden) 주소
·
·rtestrasse 26, 10967 Berlin 전화 +49-30-6165-1149
Ko
홈페이지 www.schublad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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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재벌이잖아요.
서랍 재벌.

취재 이부경(런던), 에미(도쿄), 이큰아름(베를린), 이재하(파리), 심진아(밀라노), 김희욱(덴마크)

내가 하는 작업처럼 새로운 가구로 재탄생시켜 가치를 높이면

아티스트의 작업실이 된
지하철 빌리지 언더그라운드
톰 폭스크로프트(34세·프로젝트 디렉터)
●소개 버려진 지하철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문화
갤러리이자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업공간이다. 1층은 각종 파티
등에 대여하는 공간이고, 2층은 테이블 하나에 주당

London

31파운드라는 저렴한 대여료로 임대해주는 스튜디오다. 현재
50여 명의 아티스트가 이용하고 있다. ●시작 계기
가구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런던에서 스튜디오를 구하려고
하니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이다. 건축가
니콜라스 로리에트에게 제안했고 런던 지하철공사로부터
버려진 플랫폼을 구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재료부터 재활용해서 만들어졌다. 어떤 플랫폼은 지하철
손잡이를 그대로 살렸고 의자는 패브릭만 리폼했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현재 오피스는 여기저기서 주워 온 고철과
나무로 꾸몄다. 태양열 시설을 지붕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디어로 친환경을 실천함과 동시에 저렴하게
작업실을 쓰고 있으니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한다. 빌리지
언더그라운드는 런던의 문화계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MTV 파티, 런던 패션위크 등이 이곳에서 열렸다.
전시와 영화, 방송 촬영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가끔
결혼식도 진행한다. ●실천해보길 버리기보다 성의를 가지고
기부하는 곳을 찾았으면 한다. Info 빌리지
언더그라운드(Village Underground) 주소 54 Holywell
Lane, Shoreditch London EC2A 3PQ 전화 +44(0)207422-7500 홈페이지 www.villageunderground.co.uk

친환경적 디자인의 힘
노만 코펜하겐
엘리네 린(26세·세일즈 어시스턴트)
●소개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숍이다.
보기만 해서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디자인 솜씨가 뛰어나다. 제품의 운송, 포장, 폐기 등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시작 계기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덴마크
소비자들도 제품을 고를 때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탄소, 환경, 에너지 효율 라벨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재생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

Copenhagen

따라서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 가능한 원재료 선택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Build a
Beautiful Tree of Life!’는 가구를 만들다가 버려지는 판지로
만든 귀여운 나무 장식이다.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전시할
수 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한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과거에는 단순히
쓰레기 재활용에만 중점을 두었다. 아트를 만난 재활용은 실제
사람들의 라이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천해보길
노만 코펜하겐에서 소비를 한다는 건 이미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Info 노만 코펜하겐(Normann
Copenhagen) 주소 Østerbrogade 70 2100 Copenhagen
전화 +45-35-55-44-59
홈페이지 www.normann-copenha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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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와 재활용의 공존
디자인팍 갤러리
파르리스 펠티에(43세·디자이너 겸 작가)
●소개 길거리나 대형 쓰레기장에서 직접 모은 재료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루브르 미술관 안에 있는
디자인팍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한다. 작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칼럼도 쓰게 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장소를 만들게 되었다. 루브르는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르는 곳이다. 이들이 나의
작업실 겸 갤러리에 우연히 방문하여 재활용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언젠가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시작 계기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디자인의 힘으로 기존의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플라스틱 병에 약간의 열을 가해서 구부려
만든 크리스마스트리가 인상 깊다. 지금은 작은 크기로
세트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트에는 재활용
마분지와 43개의 플라스틱 병이 들어 있다. 가격은
69유로인데 판매될 때마다 2유로씩 산림보호단체에
기부된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과거에는 재료가
부족해서 재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오브제로 개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재료는
다양하고 디자인의 힘은 놀랍다. 모든 재활용 아트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나만의 독특한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활용 아트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실천해보길 스스로 리폼에 도전해서 버려지는

PARIS

물건의 가치를 살려내볼 것. 가장 쉽게 환경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Info 디자인팍 갤러리(Designpack
gallery) 주소 24, rue de Richelieu 75001 Paris
전화 +33(0)-1-44-85-86-00
홈페이지 www.designpackgallery.fr

과거를 불러오는 패션 리폼 리핏 애프터 미
마이(31세·디자이너)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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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브랜드명을 해석하면 ‘내 뒤를 반복해라’라는 뜻이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재활용 아트는 오히려 우리의

세상에는 옷이 넘쳐나고 입지 않은 채 처분되는 슬픈 옷들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재활용은 ‘오래된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너무나 많다. 콘셉트가 전혀 다른 것을 조합하여 만드는 작업에

것’이다. 재활용을 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미를 느껴 구제옷으로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다. ●시작 계기

재활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제는 도쿄가

시즌마다 신제품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패션 시스템과 전혀

최첨단이라는 인식은 없는 것 같다. 3·11 지진 이후 ‘지속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디자이너가 많아지면 패션과 사회가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실천해보길 지인들끼리 물물교환 이벤트를 열어보는 것도

남는 작업 ‘Cat in the knee’라고 이름 붙인 스커트를 입고

좋겠다. Info 리핏 애프터 미(Repeat after Me) 홈페이지

앉으면 무릎에 고양이가 동그랗게 자고 있는 모양이 나타난다.

www.wonderful-o.com/repeatafterme

milano

재활용 아이디어 실험실
레 디초토
데보라(30세·아티스트)&엘리자(31세·아티스트)
●소개 레 디초토는 작업실이자 숍이자 아이디어 실험실이다.
이 공간에서 직접 가구나 소품 리폼 작업을 하는데 주문 제작도
하고 리폼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전시회, 이벤트, 대회,
워크숍 등도 열고 있다. 재활용 아트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빈티지나 새 물건도 취급한다. 상업적이기보다는 아트적이고
이벤트성이 강한 공간이다. ●시작 계기 디자인스쿨을 졸업한
뒤 다양한 아트 작업을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콘셉트의 숍을 열고 싶었다.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취향이 재활용이라는 콘셉트와 맞아떨어져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 손재주가 많아 직접 뚝딱뚝딱 만들기를 즐기고
포토샵, 일러스트 등 그래픽 작업에 능숙한데 한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선반 하나부터 테이블,
의자, 조명까지 모두 리폼해서 만들었는데 기존 소품은
유지하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했던 주인을 크게 만족시켰다.
우리 역시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그때부터 재활용 작업에 더욱
활발하게 뛰어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LP판을 이용해
시계로 만든 ‘디스코 오클락’이다. 정교한 커팅으로 기존의
LP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살렸다. 한때는 벽면을 이
시계로 다 채웠는데 인기가 많아서 다 팔리고 지금은 몇 개
남지 않았다. ●재활용 아트의 매력&변화 지루한 갈색 의자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을 입혀서 리폼을 하면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의자가 된다. 과거에는
재활용을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적었고 ‘예술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재활용은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밀라노 가구박람회에도 재활용 아트
아이디어 상품들을 내놓기 바쁘니 지금 그 인기는 전
세계적이다. ●실천해보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Info 레 디초토(Le 18:00)
주소 Via San Vito 5, Milano 전화 +39-02-3653-3126
홈페이지 www.le18.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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