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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르 지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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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REATIVITY AND EXPERIMENTAL DESIGNS BY THE DESIGNER.

unlimited materials, challenging and unique COUREGIEM brand.

꾸르지엠은 coure; 뛰다,달리다 g:m은 신진디자이너 2명을 의미합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소재와 도전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만을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꾸준히 달리는 두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꾸르지엠은 수제 제작 시스템과 고급 부티크에서 퀄리티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수제 제작 시스템을 구축으로 제작된 상품은 한정 수량만 되며,

고급 부티크에서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더욱 좋은 제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편집숍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신진디자이너 레이블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 시즌을 맞아 재 단장하게 될 꾸르지엠은 꾸르지엠 다운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여

브랜드의 성장에 앞서 나갈 것 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꾸르지엠

design by _ LEE MYUNG HEE, GIL SE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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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지엠 온라인샵 캡쳐 이미지



2 CHARACTER

꾸르지엠에서 이번에 선보일 옷은 베이직 라인

이며 테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느낌에서 

오는 거칠고 딱딱한 표현을 좀 더 모던하고 심

플하게 표현하고자 베이직한 컬러와 작은 디테

일로 재해석하여 작지만 소소한 디테일로 이번 

테마를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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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

꾸르지엠에서 이번 시즌에 선보일 옷은 프린팅 

라인과 베이직 라인이며, 테마는 과일입니다. 

프린팅 라인은 과일이 갖고 있는 색감, 감정을 

점층법으로 더욱 재미있게 표현하였으며 베이

직 라인은 과일로 부터 오는 형태의 변형과 다

양한 질감이 살아있는 원단 사용으로 이번 테마

를 표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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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

꾸르지엠의 이번 컨셉은 MASTERPIECE SEOUL입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늘 변함없이 이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궁궐을 지키는 해태의 수호 덕

분일까요. 꾸르지엠은 변화하지만 변함이 없는 이곳 서울

에서의 삶을 행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행복

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MASTERPIECE로 여

겨 럭키 서울을 테마로 베이직라인을 선보였습니다. 행

운을 뜻하는 숫자와 서울에서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들로 

고딕하면서도 꾸르지엠만의 감성이 베어나도록 이번 테

마를 풀어냈습니다.  

SEOUL /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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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

사람,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를 말합

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하고 기이

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번 컨셉은 그로

테스크의 괴기하고 기이한 느낌입니다. 괴기하고 기이한 

느낌에서 주는 다크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철

저한 계획 아래 절제된 패턴과 미니멀리즘한 프린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라인은 다양한 텍스타일과 패턴 

등 이러한 작은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block+ing하였습

니다. 그로테스크 컨셉아래 탄생한 다양한 착장들이 결

국에는 하나의 컬렉션을 만들어 냈고 다양한 착장들을 

풀어 헤치면 하나하나 재미있는 착장들을 찾아볼 수 있

을 것입니다. 

*(block+ing);각기 다른 형태의 블록들을 합쳐 하나의 

오브젝트를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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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함이 묻어있는 실험적인 아이템들과 베이직 라인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소비문화 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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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지엠은 수제제작 시스템으로 수제작업과 고급부티크에서 퀄리티 좋은 제품을 생산하며,  크리에이티브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많은 셀럽들과 패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있는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자사 온라인 스토어 및 온오프 편집샵을 통해 국내외에서 판매중이며 앞으로는 보다 좋은 레이블을 갖추고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