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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공간 업사이클링

김지현a), 이서영b)

a)한밭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 
b)한밭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디자인 분야는 상위 10%를 위한 디자인이 주류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와 인

간소외 문제가 초래되었고 디자이너는 더 이상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디자

이너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의식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된 가치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환경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체계로써 ‘공간 업사이클링’을 제시하

였다. 공간 업사이클링은 활용성이 낮아진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계획 시 기존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여 보존 및 활용의 측

면을 강조하여 디자인한 경우와 공간 구현 시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마감재를 활용하는 

경우로 사례를 고찰하였다. 사례를 통해 본 공간은 기존의 본 모습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

운 기능과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로 재탄생되었고,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

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정체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용절감 및 효용에 

의한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원의 활용과 공간 수명의 연장

을 통해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었다. 이처럼 공간 업사이클링은 기능적·사회적·경제적·환

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대안적 가치 체계로써의 충분한 가능

성을 나타낸다. 이에 공간 업사이클링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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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0년대 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논리의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도시 공간을 변

화시켜 왔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1960년대부터 우리는 도시

를 재건하며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바빴다.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낡고 오래된 것은 버

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며, 기존의 것을 버리고 반듯하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 내는 디자인

만이 최고인 줄 알았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현대의 거대 도시를 구축하여 유

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다양한 문제도 함께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의 사회·문화·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으로 진행된 개발

은 환경을 파괴 시켰다. 과거 우리의 삶을 반영하였던 공간을 잃게 되었고 지역의 정체성 

및 특수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공적 디자인에 의한 혜택 또한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

게 벌어져 디자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 위주 디자인의 

폐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면하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의 중요성을 

느끼며 공간을 디자인하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개발 위주의 양적 팽창을 중요시했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디자인 관점

의 변화는 적정기술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도 닮아있다. 기술 분야 또한 인간에게 편리함

을 가져다주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거대기술은 환경 파괴를 몰고 왔고 가치와 편익을 집

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기술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로움과 해로움의 양면

성이 공존하므로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이때 적정기술은 기술

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 적정기술의 사고체계

와 같이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된 사고체계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화두를 배경으로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공간디자인 분야에서의 대안적 가치

체계를 고찰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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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안적 가치체계의 필요성 

2.1 문제의 발견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 적용과 관련되어 시작되어, 개발

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기술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은 그 개념이 확

장되었다. 적정기술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1) 적정기술은 기술이 적용되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므로 수요자에게 적합하고 환경 친화

적이며 지속가능하다. 거대기술이 권위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소외와 환경파괴를 초래했다면, 적정기술은 수요자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인간

을 위한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기술 이전의 하나의 사고체계를 의미하며, 기술사용에 대

한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고양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2) 그러므로 적정기술의 방향성은 

거대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가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상승 속도를 초과하여 벌어져 

가고 있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사양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

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을 만족시킬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기술이면 충분할 것이다.3) 우리

는 고급기술에 의한 삶을 모두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인

간이 속한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등의 상황과 적합하고 맥락에 부합하는 기술을 찾아 적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디자인이 해왔던 작업들과 

결과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들은 단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 욕

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게 만든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니었을

까? 인간이 속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적이 논리에 의해 천편일률적

인 디자인을 소비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이 주장한 것처럼 디자이너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의식하여 환경적, 윤리

1)　		고재경,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	경기개발연구원,	2013,	p.2

2)　		홍성욱,	적정기술의	의미와	역사,	과학기술정책,	제32권	제2호,	2011,	p.53

3)　		박현길·김금주,	디자인테크론,	지구문화사,	20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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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강조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한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개발 

및 성장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적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

2.2 인간의 욕구 변화

디자인 역할은 인간의 욕구와 연결되어 확장되어 왔다.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진화하

여 그 차원 또한 하위에서 상위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의 욕구는 ‘기능적 필요(Function-

al Needs)’에서 ‘비기능적 욕구(Nonfunctional Wants)’로 발전되며, 디자인의 기능적·

감성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물질적 충족에서 자기

실현의 충족으로 양상이 변화되어, 소비 행위에 있어서도 개인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소

비하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 또한 증대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디자인 또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디

자인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진정성을 나타내었고, 소비자에게 기능적인 만족

감과 정서적인 만족감 이상의 것, 즉 가치 중심의 의미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디

자인은 인간의 욕구와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 양식을 고

려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간디자인 분야 또한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디자

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진화된 욕구, 공간 디자이너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화두로 본 연구

자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사고체계로써  ‘공간 업사이클링’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지속가능을 위한 공간 디자인 

3.1 업사이클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버려진 자원을 디자인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업사이클링은 Upgrade와 Recycle의 합성어로 독일의 디자이너 

라이너 필츠(Reiner Pilz)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과 같이 자

원을 활용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리사이클링(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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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처리 과정으로 원료의 가치가 하락하는 다운사이클

링(Down cycling)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업사이클링(Upcycling, 새활용)은 버려지는 

자원을 디자인으로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업사이클링은 재가공 

처리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시간 소비,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고려한다. 리

사이클링이 다시 쓰는 개념이라면, 업사이클링은 디자인을 더해 재창조한다는 의미가 강

하다. 즉, 상향된 고부가가치로 재생산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리사이클링 

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은 환경자원에서 파생되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점

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패션, 제품, 공간, 가구,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사용의 흔적과 버려진 물건에서 새로운 물건으로 

활용되기까지의 스토리를 전달하여 감성적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창의적인 디자인으

로 재탄생되어 심미성과 예술성을 갖추며, 대량생산된 제품과는 달리 단 하나 밖에 없는 

희소성과 유니크함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 또한 자원 순환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

족시키며 소비자 의식을 개선한다. 업사이클링은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시간성, 문

화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3.2 공간 업사이클링

공간 업사이클링은 가치가 소멸되거나 활용성이 낮아진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

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간 원래의 고유한 원형을 최대한 활용

하거나  업사이클링 된 재료의 활용으로 공간을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나 에너지 소비

를 최소화한다. 공간 업사이클링은 건축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재생건축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공간 업사이클링을 공간 계획 방법에서의 업사이클링과 공간 구현 방법에서의 업사이

클링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공간 계획 시 기존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여 보존 및 활용의 측면을 강조한 경

우이다. 기존의 공간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들어설 공간의 목적에 맞는 다른 기

능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재탄생된다. 기존 공간의 기능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되

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슈가 되어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집객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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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한다. 

두 번째, 공간 구현 시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마감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을 진행한 

사례이다. 원재료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신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타

난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며, 폐

기물의 해체, 분류, 제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화 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재료를 활용

한 공간 구축은 직접적인 자원 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 

공간 업사이클링으로 나타난 공간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속가능이 가능하

다. 

첫째,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이다. 새로운 공간을 구축할 때 흔히 기존

의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지만, 공간 업사이클링은 기존 공간의 본 모습을 살려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그러므로 물리적 시설의 새로움만

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사용하여 공간 이용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을 보여준다.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은 공간 이용에 있어서의 실용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데, 업사이클링 된 공간은 과거

의 공간과 현재의 재해석에 의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예술성과 심미성을 나타내며 공간 

이용자들에게 감성을 전달한다. 또한 시간의 흔적이 녹아있는 스토리로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며,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희소성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전

혀 다른 용도의 기능성, 심미성을 창조하여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이다. 공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가

치를 보존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정체성을 계승해 나간다. 공간 

업사이클링의 사회적 측면은 맥락성, 공공성, 참여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맥락성은 지역

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다. 공공성은 사회구성원에게 관계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공의 혜택을 

창출시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참여성은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작업 과

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대중들에게 단순히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공간 업사이클링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과정에 주체들을 참여시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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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이다. 경제적 특성은 비용절감에 의한 효과 또는 효

용에 의한 경제성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기존 공간의 구조나 마감재 활용에 의한 비

용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건설비용의 경제성뿐만이 아닌 

건물 유지보수비 또한 최소화한다. 공간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된 공간은 가치 상승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나 브랜드는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

한 공유가치 창출로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 기

업이나 브랜드는 오프라인 공간 구축 시 공간 업사이클링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유용성은 지속적인 시장변화를 이끌어내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

향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이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이란 자연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구축, 그리고 공간이 환경에 줄 영향력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공간 업사이클링의 핵심적 특성이다. 공간 계획이나 구축 시 환경을 보전하는 관점

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폐기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공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마감재의 경우는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쉬운 것을 선택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선

택한다. 또한 폐기물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사용하거나 신소재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도 한다. 이러한 자원 순환의 실천으로 공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

능을 추구한다. 

위와 같이 공간 업사이클링은 실용성과 심미성을 포함한 기능적 측면, 맥락성·공공성·

참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추구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적정기술의 사용성, 지역성, 경제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과도 

그 특성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 업사이클링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대상

으로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며 성장 위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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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례

공간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례는 공간 재구성을 통한 공간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례와 마

감재를 활용한 공간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

자의 경우는 재구성된 공간의 기능별로 상업공간, 전시공간, 공공공간으로 나누어 국내·

외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폐자원을 마감재료 활용한 경우와 신소재로 개

발하여 마감재로 활용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4.1 재구성을 통한 공간 업사이클링

1) 상업공간

(1) 젠틀몬스터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선글라스 브랜드로 유명한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는 북촌 계동에 46년간 자리 잡

았던 목욕탕을 브랜드와 접목시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실험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제품에 대

한 새로운 체험을 선보였다. 

4)　		https://www.fashionseoul.com/90566

5)　	https://www.freitag.ch/en/store/freitag-flagship-store-zuerich

그림 1. 젠틀몬스터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4) 그림 2.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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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목욕탕 시설을 활용하여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흥

미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외형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하나의 스토리로 기존 목

욕탕에서 사용된 보일러와 여러 장치를 이용하여 설치작품을 전시하였다. 2층은 목욕탕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목욕탕 공간의 콘셉트에 맞추어 비누를 전시하고 판매한다. 3

층의 휴식공간은 옛 목욕탕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단순히 

소비 유도를 위한 전시가 아닌 공간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브랜드 공간 연출

은 실험적이고 비일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특별한 유희

의 공간경험을 제공한다.

(2)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FREITAG store) 

프라이탁(Freitag)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가방 브랜드이다. 디자인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이탁은 트럭 방수포인 타풀린(Tarpaulin)천, 자건거 튜브, 안

전벨트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디자인한다. 타풀린천

은 방수기능이 뛰어나 기능적으로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유일한 자신만

의 디자인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희소성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또한 프라이탁의 제품으

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긍심까지 가지게 한다.

이러한 브랜드 정신을 반영하여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래된 화물 컨테이너를 

층층이 쌓아지었다. 오래된 화물 컨테이너를 재구성하여 브랜드의 정신을 표현하고 독특

한 외관으로 명소를 만들어 내었다. 스토어 내부 또한 재활용 가능한 종이 상자를 서랍, 

판매대로 디자인하여 자원 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곳은 ‘분재 고층건물(Bonsai SKY-

scraper)’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특별한 매장의 모습과 특유한 감성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트렌디한 문화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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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공간

(1)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는 40년 동안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던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마포석유비

축기지를 업사이클링 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2013년 서울

시의 ‘석유비축기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로 재탄생하였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여섯 개의 

탱크를 카페, 강의실, 전시관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공연 및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문화비축기지의 모

든 건축물 냉·난방은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해결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와 빗물

을 재활용하여 화장실과 조경용수에 활용한다. 이는 건축물 자체의 업사이클링뿐만 아니

라, 실제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전환하여 환경을 위한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비축기지는 역사성을 보존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공간 업사이클링의 대

표적 사례이다.

(2) 테이트모던(Tate Modern)

런던에 위치한 테이트모던은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2000년에 미술관으로 개

관했다. 이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건립되어 산업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전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7층 높이의 발전소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였으나 내부는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6)　		https://opengov.seoul.go.kr/seoullove/13442226	

7)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5532

그림 3. 문화비축기지6) 그림 4. 테이트모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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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모던의 거대한 굴뚝은 ‘스위스 라이트’로 개조되어 특별한 인상을 제공하며 미술

관의 상징이 되었다. 내부는 1990년 이후의 근·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퍼포먼스, 무용, 영화 상영도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테이트모던

은 낡은 공장에서 미술관으로 재창조된 문화적 공간으로의 공간 업사이클링이다. 

3) 공공공간

(1) 선유도 공원

선유도 공원은 과거 정수장 건물과 설비를 보존하며 2002년 국내 최초로 ‘환경재생 생

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공원은 기존의 시설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활용하여 정수

장의 과거를 훼손시키지 않고 공원을 설계하였다. 과거의 정수장 시설을 활용하여 산책

로를 조성하였고 정수장이었을 때 식재되었던 나무들까지 그대로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

하였다. 이처럼 과거의 정수장 흔적과 스토리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공원을 횡으

로 관통하는 물길은 ‘수질 정화원’, ‘환경 물놀이터’, ‘녹색 기둥의 정원’, ‘수생 식물원’, 

‘시간의 정원’ 등 4개의 주요 시설을 연결한다. 이는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장치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며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곳의 모든 장소들은 기

존 기설의 구조물을 적절히 활용하고 물을 순환시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생태공원으로 

8)　		http://m.archi.seoul.go.kr/kr/archiView.do?seq=162&page=6&searchArchiRegion=&searchArchiYear=&searchArchiAsset=&searc

hArchiAward=&searchString=

그림 5. 선유도 공원8) 그림 6. 하이라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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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탄생 된 사례이다. 

(2)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하이라인은 뉴욕시에 위치한 길이 1마일의 선형공원이다. 5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물 열차가 다녔던 철로였지만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연간 5백만 명이 찾

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과거 화물을 운반하던 철도는 운송사업의 발달로 활용도가 떨

어져 운영이 중단되게 되었고, 철도가 방치되면서 그 주변은 점차 슬럼화 되어 갔다. 이를 

지역주민들의 의지로 보행자를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 시켰다. 하이라인 파크는 도심 속

에 약 9m 높이의 고가도로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요소로

써 공원 이용자에게 빌딩 숲 사이를 걷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하이라인의 조명

은 공간 이용자와 자연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난간 아래에 낮은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수목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듯 하이라인

은 시민들의 활동을 위해 설계된 주변 환경에도 유익이 되는 성공적인 공간 업사이클링 

사례이다.

4.2 마감재를 활용한 공간 업사이클링

9)　		https://detours.canal.fr/maisons-plastique-recycle/maison-en-bouteille-plastique/

10)	 https://www.archiexpo.com/prod/miniwiz-sed-co-ltd/product-64621-1814532.html

그림 7. 유나이티드 보틀9) 그림 8. 에코아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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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나이티드 보틀(United Bottle)

친환경 건축 설계팀인 스위스의 인스턴트 아키텍츠(Instant Architects)는 다 쓰고 남

은 페트병을 활용하여 구호소 및 임시 거주 공간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것이 ‘유나이티드 보틀’ 프로젝트이다. 

유나이티드 보틀의 페트병 구조는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지역민들도 누구든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이 좋다. 페트병을 활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으며, 시공 방법이 간단하여 단시간에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모래, 솜 등 다양한 충전재를 넣어 단열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유나이

티드 보틀은 물의 공급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공간 구성까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역할이 가능하도록 재탄생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2) 에코아크(EcoArk)

타이완에 위치한 에코아크는 페트병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9층짜리 빌딩이다. 플라스

틱 페트병 폐기물을 이용해 폴리브릭(Polli-Brick)이라는 8면체의 각이 있는 벽돌 대체재

를 개발하여 사용했으며, 다면체의 특성으로 서로 고정이 되어 지지력을 강화할 수 있었

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조성한 전시관이지만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견딜 만

큼 내구성이 좋으며, 단열 및 방음효과는 물론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뿐만 아니

라 폐자재로 재탄생한 건축물 중 가장 큰 건축물이지만 무게는 기존 건물의 50%도 채 나

가지 않는 이점이 있다.

에코아크는 페트병으로 벽면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뛰어난 반면 반사율은 떨

어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공간 사례이다. 조명 사용에 있어서도 태

양광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에코아크

는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폐자원을 활용하여 심미성, 경제성, 내

구성, 환경성까지 만족시킨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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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을 위한 집(Disaster relief structures)

종이 건축가 반 시게루(Ban Shigeru)는 호주의 셔먼 현대미술재단(Sherman Con-

temporary Art Foundation)과 함께 케냐 난민 2만 명을 위한 집을 디자인하였다. 페이

퍼 기둥의 구조와 대나무 판으로 지붕을 얹은 형태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을 위한 집이다. 그는 종이 튜브를 건축물의 기둥이나 프레임 등의 구조재로 사용하여 공

간을 조성한다. 반 시게루는 주변의 종이박스와 천 조각 등을 활용하여 임시 대피소를 만

드는 등 주변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을 도왔다. 종이는 다른 건축 재료

에 비해 가벼워서 조립하기 편하고 재활용도 가능하며 경제적이다. 또한 종이 건축의 과

학적인 구조 설계로 강도를 보완할 수 있다. 반 시게루는 종이 건축을 임시 거주 공간이나 

재난현장의 구호소를 위해 디자인하며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였다. 친환경 재

료로 저렴하고 재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재난 지역의 현지 주민들을 도운 인도주의

적 디자인 사례이다. 

(4) 업사이클 하우스(Upcycle House)

덴마크의 Realdania BYG 재단을 돕기 위하여 렌다저 아키텍터(Lendager Arkitek-

ter)는 업사이클 하우스를 탄생시켰다. 렌다저 아키텍터 그룹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다

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약 1,390평의 건물을 재활용 소재만을 

11)	 https://www.curbed.com/2017/3/27/15077038/shigeru-ban-sherman-contemporary-art-foundation-emergency-shelter

12)	 	https://www.archdaily.com/458245/upcycle-house-lendager-arkitekter/52abe217e8e44ec9e0000081-upcycle-house-

lendager-arkitekter-photo?next_project=no

그림 9. 난민을 위한 집11) 그림 10. 업사이클 하우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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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버려진 선적용 컨테이너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데 활용하였고, 

재활용 알루미늄캔으로 지붕과 외관을 구성하였으며, 열처리를 통해 재활용한 과립종이

를 활용하여 외관 패널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물 내부는 재활용 석고, 내부 바닥은 샴페인 

코르크 찌꺼기와 재활용 유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처럼 폐자재를 창의적인 디자인

으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용하였다. 업사이클 하우스는 

폐기물이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LCA 평가에서 

86%의 CO2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5) 비이커(Beaker)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컨템포러리 멀티숍 브랜드 ‘비이커(Beaker)’ 플래그십 스토어는 삼성물산에서 운영하

는 편집숍이다. 업사이클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토어는 실험실의 ‘비이커’

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되었다. ‘정크야드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건축, 인테리어, 가구 등

이 리사이클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건축 자재인 벽돌이나 문짝 등을 재활용하여 외관을 장

식하였고, 버려진 폐가구, 물탱크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구

성하였다. 수도꼭지를 옷걸이로, 매트리스를 선반으로, 물탱크를 탈의실로 버려지는 자

재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세계적 디자이너들과 함께 리사이클링을 

13)	 https://samsungfashion.tistory.com/m/1238?category=580941

14)	 https://www.skcareersjournal.com/search/%EA%B2%AC%EB%B3%B8%EC%A3%BC%ED%83%9D

그림 11. 비이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13) 그림 12. 대전 신흥 SK뷰 견본주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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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

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된 매장과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

로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6) 대전 신흥 SK뷰 견본주택 

SK건설은 철거 과정에서 배출된 건설 폐자재를 공간과 제품의 마감재로 활용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감성적 공간을 연출하였다. 지역 공동체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재개발 지역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추억과 스토리

를 전달하며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 재개발구역에 사용됐던 벽돌을 사용하여 건물 입구

와 벽을 구성하였고, 철거 현장의 창문, 가구 등을 내부의 가구로 재활용하였다. 견본주택 

내부는 홀로그램,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주거상품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전시관에서 

옛 추억과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개관 후에도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여 재활용하고 지역의 추억으로 디자인한 가구 일부는 분양 이후 지역 사

회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15)	 https://www.treehugger.com/green-architecture/tallest-mushroom-tower-in-world-rises-nyc-museum.html

그림 13. 이니스프리 공병공간 그림 14. 하이파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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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니스프리 공병공간 

공병을 재활용해 만든 매장 ‘공병공간(空甁空間)’은 이니스프리의 자연주의 브랜드 이

미지에 맞추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선보인 상업공간이다. 매장에 파쇄기

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직접 소비한 공병을 가져와 파쇄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런 직접적

인 리사이클링 과정의 참여는 자원 순환을 실행하였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

까지 몇 개의 공병이 재활용되었는지, 공병수거 캠페인으로 얼마만큼의 식수효과가 있는

지, 매장 마감재의 얼마를 공병을 재활용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병을 활용

하여 만든 마감재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내·외부 벽면과 바닥, 가구 등은 이니스프리의 공병을 분쇄하여 만든 마감재를 사용하

여 공간을 연출하였다. 화병과 출입구 자동문 터치 스위치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병

을 재료로 한 마감재로 제작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 구조 또

한 기존에 있던 한옥 두 채를 연결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북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

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며,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8) 하이파이(Hy-Fi) 

미국의 환경벤처기업 ‘에코베이티브 디자인’은 작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건축자재를 만

들었다. 옥수수 뼈대에 버섯균사를 배양하여 강도 높은 건축자재를 생산했는데, 이 자재

는 불에 타지 않는 내연성을 가지며 생물 재료의 특성으로 복구능력이 탁월하다. 에코베

이티브는  버섯을 건축 단열재로 활용한 ‘작은 버섯 집’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또한 2014

년에는 ‘더리빙’ 건축팀이 균사체로 만든 벽돌을 이용한 하이파이 파빌리온 작품을 뉴욕

의 현대 미술관(MoMA PS1)에서 선보였다. 파빌리온 내부는 벽돌의 특수 성분으로 건물 

사이로 공기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쾌적함을 더한다. 균류는 환경에 맞게 모양을 

변화하는 성질과 빠르게 번식하는 특성으로 단기에 완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립 

시 완전히 분해되어 쓰레기 처리에서 환경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파빌리온은 분

해된 뒤 지역사회 정원에 비료로 기증되었다. 이처럼 천연 소재로 만든 자재는 폐플라스

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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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디자인 분야는 상위 10%를 위한 디자인이 주류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와 인

간소외 문제가 초래되었고, 디자이너는 더 이상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는 디자인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필

수적 요소로 생각하여야 한다. 

공간 업사이클링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쓸모없어진 공간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

탄생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공간에서의 쓸모는 새것과 오래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의 기준과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디자인 관점을 바꾸면, 가치 있는 기준과 선택에 의한 

재창조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 업사이클링은 

실용성과 심미성을 포함한 기능적 측면, 맥락성·공공성·참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 경

제적·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가치중심적이고 

이타적인 디자인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또한 향상 가능

함을 나타낸다. 공간 업사이클링은 대안적 가치 체계로써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적

정기술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또한 업사이클링을 방법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공간 디자인, 공간 업사이클링, 지속가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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