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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et objet 
Look back 
지난 9월에 파리에서 

열린 메종 오브제를 

되돌아봤다. 세계의 모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메종 

오브제에서 주목받았던 

트렌드를 알아야 

올겨울에 사고 싶은 쇼핑 

리스트를 만들 때도, 

라이프스타일 안목을 높일 

때도 승자가 될 수 있다. 
writer 김이지은  editor 이경은 

디자인 트렌드 총정리

r p o r t

Key Trends
01 the stone age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대리석은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 중 

하나지만 그 덕에 오히려 매력적이다. 요즘은 집 인테리어도 호텔이나 레스토랑처럼 컨셉트가 

명확하도록 꾸미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다양한 부티크 호텔에서 디자이너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누구나 보는 눈이 높아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톤은 단연 도전하고 

싶은 재료. 바닥재나 벽 장식 외에도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폭이 넓어졌다.

02 Pure Metallic 몇 시즌째 이어져오는 메탈릭 소재의 강세는 계속된다. 시즌마다 

조금씩 변형되는데, 올가을에는 아주 고급스럽게 정제된 매끈한 피니싱이 우세였다. 빛을 멋지게 

반사하는 게 메탈의 백미이듯, 조명 관련 제품이 쏟아졌는데 램프 몸체보다 램프 갓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 것 같은 핸드메이드풍의 럭셔리한 피니싱도 주목할 만하다.  

03 strange but gorgeous ‘호기심의 방’이라는 뜻의 프랑스 관용어 ‘캐비닛 드 

큐리오시테(Cabinet de Curiosite′s,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개인 취향으로 수집한 희귀품들을 

모아 전시했던 소장용 방)’를 연상케 하는, 독특하다 못해 약간 기괴한 아이템들이 트렌드 사이를 

비집고 스멀스멀 등장하고 있다. 주로 가구의 디테일에서 발견되는데, 생태계에서 영향받은 듯 

동물 무늬 포인트 혹은 장식용 오브제로 활용했다. 편안하고 내추럴한 무드도 유행이지만 유별난 

무드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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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
04 never go Wrong With natural  몇 년째 고전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일까. 제품 디자인과 인테리어에서도 안정적인 컬러들은 지치지 않고 집 안 

곳곳에 적용된다. 브랜드마다 새로운 컬러를 제안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건 

공간의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내추럴 컬러였다고 한다. 리넨이나 광목 같은 패브릭류, 도자기 같은 

식기류처럼 전형적으로 모노톤이 강세였던 분야 외에 큰 사이즈의 가구나 장식까지로 눈이 편한 

컬러 위주로 발표됐다. 

05 Pastel and grey 작은 소품 외에 인테리어에서도 파스텔컬러의 영향력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이 컬러의 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순간은 그레이와 만났을 때다. 

겨울이란 계절에도 잘 어울리지만, 파스텔 특유의 소녀스러움이 간지러운 사람에게도 그레이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한다. 색 매치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 해도 뒤 돌아보지 말고 이 조합을 

선택하길. 우아함이 절로 풍겨나올 것이다.  

06 dusky and Moody 그러잖아도 비비드 컬러 일색이던 최근 몇 시즌의 유행이 

지루해지던 참이었다. 먼지가 앉은 듯 톤다운된 컬러들은 공간을 세련되게 꾸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이런 컬러는 어떤 무채색과도 잘 어울리는데, 특히 안 어울릴 거라고 오판하기 

쉬운 흰색과 매치하면 오히려 기막히게 예쁘다.  

04__ 디모레스튜디오가 제안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05__ 노만 

코펜하겐(Normann Copenhagen)의 

‘저스트 체어’ 시리즈. 가장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한 대신 거의 모든 

컬러로 커스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06__ 이탈리아의 자기 디자인 

브랜드 리나 메나르디(Rina 

Menardi)는 모딜리아니를 연상케 

하는 곡선을 시그너처로 하며, 

자연스러운 흙빛을 재현한다. 

01__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레인 엘루즈(Alain 

Ellouz)의 조명 수마트라와 

몬테크리스토 시리즈. 02__ 
프랑스 디자이너 앙리 벌친(Henri 

Bursztyn)이 디자인한 B612 

조명. 4개의 독립된 링 안쪽에 

LED 조명을 보이지 않게 설치했다. 

03__ 캐비닛 드 큐리오시테로부터 

변형한 이름, ‘오브제 드 

큐리오시테’로 꾸며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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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MaKers
올해 메종 오브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작품 9가지. 

01__  &트래디션 / 서스펜션 마블 라이트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둔 디자인 회사 

&트래디션(&tradition)은 화이트 컬러의 카레라 대리석을 

이용해 심플하고 절제된 모양의 램프를 만들었다. 

02__ 미구엘 플로레스 소에이로 / 말뫼 커트러리 / 

에드마 포르투갈 디자이너 미구엘 플로레스 

소에이로(Miguel Flores Soeiro)가 스웨덴의 소도시 

말뫼에 있는 어느 타워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식기다. 

커트러리의 손잡이가 90° 틀어져 테이블에 놓으면 세워져 

있는 모양이 된다. 스테인리스스틸을 콜드 몰딩 기법으로 

가공해 부드러운 질감을 냈다. 

03__ 넨도 / ‘Words’를 위한 20가지의 비 특유의 

심플함이 무기인 디자인 스튜디오 넨도(Nendo)는 이번 

메종 오브제 인스퍼레이션 키워드로 제시된 ‘Words’를 

위해 특이한 설치미술 작업을 시도했다. 일본에는 비를 

부르는 단어가 매우 많은데, 각각의 단어를 상징하는 스무 

개의 아크릴 병에 다른 모양으로 비를 담았다. 

04__ 톰 딕슨/ 에치 셰이드 메종 오브제가 뽑은 

올해의 디자이너는 톰 딕슨 그리고 그의 최근작 중 

가장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펜던트 조명 시리즈.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들어 각각 다른 

소재의 느낌과 컬러는 톤 온 톤 매치에 최적이지만 

하나만 매달아도 충분히 강렬하다. 바닥에 놓으면 캔들 

홀더로도 쓸 수 있다.

05__ 세바스티안 헤르크너 / 램프 오다 독일 출신으로 

스텔라 맥카트니에서 컬러와 소재 디자이너로 일했던 

세바스티안 헤르크너는 경계 없는 조명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플한 스탠드와 커다란 유리볼 만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06__  시부이 / 라인라이트 스위스 출신 듀오 디자이너 

시부이(Shibui)가 가늘고 길다란 LED로 만든 콤팩트한 

조명. 12mm 두께의 얇은 알루미늄 튜브를 사용해 쓰는 

사람 마음대로 빛을 조절할 수 있다. 

07__  벌보 / 사이아나라 쿼드라 LED 라이트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 벌보(Bulbo)가 도시인들도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한 LED 화분. 실내에서도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RWB 라이트를 고안했고, 테라코타 램프 

갓은 식물 위에 꽂기 쉽게 만들어졌다. 

08__  제임스 드울프 / 핑퐁 다이닝 테이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제임스 드울프(James Dewulf)는 탁구대에서 

모티프를 따온 테이블을 만들었다. 단 1인치 두께로 

가공해 매끈하고 날렵한 디자인이 압권인데, 재료는 

놀랍게도 콘크리트다. 두 말할 것 없이 튼튼하고, 비바람 

부는 아웃도어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09__  시몬 레갈 / 크래프트 키친 유텐실 / 노만 코펜하겐  

덴마크 디자이너 시몬 레갈(Simon Legald)의 소금과 

후추통, 롤링 핀, 사발절구 세트다. 나무와 대리석을 

믹스매치한 감각적인 소품이지만, 실용적으로 디자인해 

사용하기 편한 무게뿐 아니라 집었을 때 편안한 각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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