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에서 얻어지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COPI만의 자체 디자인 제품 입니다

This is COPI's own design product manufactured based on numerous experience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that come from nature.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하지 않아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공적인 가죽을 사용하지 않아도, 화학 작용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can use better products without the slaughter of live animals, the use of synthetic leather that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hemical actions.

자연에서 얻은 재료 사용과 우수한 품질력까지 갖춘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It is an eco-friendly product that is made of materials collected from nature and has excellent quality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실천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We now introduce the ethical practices caring for the environment and animals.

식물성 가죽의 원료인 코르크 나무는 50년을 기다려 첫 수확을 시작으로 한 나무당 10년에 한번씩

 겉 껍질만 수확하여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자원입니다.

A cork tree, a raw material for vegetable leather, is a sustainable, high-quality resource.

This tree is harvested for the first time when it turns 50 years

and its outer bark for each tree is harvested and used for every 10 years.

식물성 천연 가죽의 특성상 모두 조금씩 다른 나무 무늬와 결을 지닌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Since the wood patterns and textures are slightly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vegetable leather, it creates a one-of-a-kind art.

반드시 동물 가죽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re is no absolute reason to use animal skins. 

동물 가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친환경 제품으로

윤리적인 소비가 필요할 때 입니다.

Now is the time when an ethical consumption is necessary with an eco-friendly product made by

intensifying the strength of animal skins and compensating for their weakness.

코르크는 자체적으로 균의 번식을 억제해 항균 작용을 하며, 천연 탈취 효과로 오랜시간동안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한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Cork has an antibacterial action by inhibiting the growth of bacteria on its own

and it is an antibacterial product that can be used hygienically for a long time due to its natural

deodorizing effect.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연 가죽이 유수분을 흡수해 보다 무게감 있는 색과 처음과는 다른 질감을

연출하는 현상인 에이징을 나무 가죽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Aging, a phenomenon where natural leather absorbs oil and moisture over time to exhibit a

heavier color and texture different from the first, can also be shown in wood leather.

나무껍질 제품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실수 있습니다.

You can experience the maturation process of bark products.

화학 덩어리 염색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수성 염료를 사용하여 나무의 깊은 곳까지

선명한 색상이 스며들어 나무의 질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합니다.

As eco-friendly water-based dyes are used instead of chemical dyes, vivid colors go deep into the

wood to express rich colors while preserving the wood’s texture.

세월의 흔적에 따라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변화하는 COPI만의 특별한  '식물성 천연제품'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eel the attraction of COPI's special 'vegetable natural product'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user's characteristics following the traces of time.

어떠한 소재보다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숙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the closest and most familiar to humans than any other

material.

나무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성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yone can use it with confidence due to the comfort and stability of wood. 

공기처럼 가벼운 나무 껍질! 기존의 다양한 가죽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Bark as light as air! It can be used easily for a long time with much lighter weight and more

minimalistic design than many other existing leather products.

copi는 카테고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접목이 가능하여

원하는 제품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COPI has no limit on categories. All categories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making any product you want to be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