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디자이너 연진영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패션 브랜드 셔터와 
함께 협업한 ‘패딩 체어’다. 셔터의 
‘빅 구스 다운 자켓’을 활용한 의자로,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사소한 결함이 있어 
판매하지 못하는 구스 다운 패딩을 활용해 
만들었다. 그래서 패딩의 주머니, 옷깃의 
디테일이 의자 여기저기에 자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투박한 디자인이기도 
한데, 의자가 옷을 주워 입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은은하게 귀엽다. 앉았을 때는 마치 
패딩을 입은 것처럼 따듯하고 포근하다. 
패션의 새로운 가치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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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배달 커피 브랜드, 히어유고

점퍼를 입은 의자, 패딩 체어

국내에 호주 스페셜티 브랜드 듁스커피를 
안착시킨 페블컴퍼니가 오프라인 매장 없이 
배달앱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배달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히어유고를 론칭했다. 
히어유고Here you Go(여기 있어요)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고받으며 나누던 
인사를 직접 전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네이밍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동네 카페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다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카페 운영자는 
히어유고를 도입하면 배달 전문 카페를 
병행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간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배달 수요가 
늘어나게 된 상황을 기회로 삼은 것. 또한 
문제시되는 일회용품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포장 용기를 마련한 것도 
인상 깊다. 모든 음료는 플라스틱 컵보다 
재활용률이 20배 이상 높은 알루미늄 
캔에 담아 배달하는데, 기성 규격보다 
슬림하게 제작해 배달에 용이하도록 
신경 썼다. 포장재는 비닐 코팅을 하지 
않고 인쇄나 후가공을 최소화해 최대한 
자연 분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감각적인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은 
지루한 코로나 시국에 경쾌함을 보탠다.

지난 2월 초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SNS 클럽하우스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전파됐다. iOS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까다로운 울타리 너머에 21세기 디지털 
소피스트들이 밤낮 없이 대화의 장을 
이루고 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각종 
광고와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심드렁해지는 
일이 잦아지고, 쇼핑이니 릴스니 하는 
옵션이 보태지며 닳고 닳은 느낌도 
들던 와중, 군더더기 없는 클럽하우스는 
일단 신선했다. 테크, 투자, 마케팅에서 
시작된 유저 영역은 정보에 민감한 
업계를 중심으로 파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다. 클럽하우스는 기록되는 것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럴 때일수록 
현장은 더욱 생생해진다. 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유저와 
유저 사이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요소다. 여기에 사용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프로필 사진과 몇 줄의 자기 소개뿐. 

지금까지 콘텐츠의 속성이
기록이었다면 기록 없는 클럽하우스의 

콘텐츠란 사용자 그 자체다. 
클럽하우스의 존재감이 일론 머스크의 
등판으로 한 순간에 폭발한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21세기 디지털 소피스트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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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지 (티퍼블릭)

활기찬 티 생활, 티퍼블릭
티퍼블릭은 컨템포러리 티하우스를 
지향하는 블랭딩 티 브랜드로 지난 2020년 
겨울에 첫 선을 보였다. 이들은 일상에서 
가볍고 편안하게 티를 마실 수 있는 문화를 
제안한다. 그래서 티퍼블릭의 제품에는 
카페인이 없다. 과일과 허브를 주재료로 
자체 개발한 인퓨전 블렌딩티다. 티백의 
중량도 일반적인 티백보다 5배 높아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대부분의 
티 브랜드가 전개하는 고요하고 침착한 
정서를 피한 것도 특징이다. 디자인은 
현대인의 일상에 활력을 주는 음료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반영하기 위해 강렬한 
듀오톤 컬러와 수퍼볼드 서체를 적용했다. 
여기에 추상적인 그래픽 모티브까지 
더해 티퍼블릭 제품의 짙은 풍미와 
활기찬 브랜드의 인상을 완성했다. 

벽에 걸린 그림이 실내 바닥으로 옮겨진 듯한 카페트, 팍셀르
프랑스 인테리어 장식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 알렉상드르 
뱅자맹 나베Alexandre Benjamin 
Navet가 럭셔리 카페트 브랜드 코디마 
컬렉션Codimat Collection과 협업했다. 
코디마는 1955년에 설립된 브랜드로 보유 
디자인만 16,000점이 넘는 아카이브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번 
알렉상드르와의 협업으로 추가된 4개의 
카페트와 6개의 패턴이 반복되는 모자이크 
형식의 카페트 타일은 동적인 선의 느낌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선의 
굵기에 신경 썼다. 작은 구획을 의미하는 
‘팍셀르parcelles’는 확장의 의미 또한 
전달한다. 어떤 공간에나 맞춤이 가능하고 
믹스매치할 수 있는 모자이크 카페트다. 
alexandrebenjaminnavet.com
글 양윤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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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디자인 뮤지엄이 ‘비즐리 올해의 
디자인’ 상 수상작을 공개했다. 올해는 
사회, 환경, 정치 이슈는 물론 전세계가 
당면한 팬데믹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최고의 디자인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을 주제로 한 
로날드 라엘Ronald Raelㆍ버지니아 산 
프라텔로Virginia San Fratelloㆍ콜렉티보 
초페케Colectivo Chopeke의 시소 
장벽The Teeter-Totter Wall이 뽑혔다. 
그래픽 분야에서는 앨리사 에커트 
Alissa Eckertㆍ댄 히긴스Dan Higgins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3D랜더링으로 
시각화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제품 
분야에서는 임파서블 버거가 수상했다. 
또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시민들이 
만든 벽돌문이 피플스 초이스 상을 받았다. 

영화 〈기생충〉의 세트 디자인도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했다. 이번 
수상작과 후보작들은 3월 28일까지 런던 
디자인 뮤지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시로 
확인할 수 있다. designmuseum.org 
글 정재훈 통신원

파리에서 디자인 관련 콘셉트 스토어와 
온라인 현대미술 갤러리를 운영중인 아멜리 
뒤 샬라드Amélie가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숙박 시설 ‘앙브로아즈Ambroise’를 
마레 지구와 생 제르맹 데 프레에 오픈했다. 
이곳은 갤러리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에 맞춘 예술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해 특별하다. 
아름다운 장소와 물건만을 선호하는 취향을 
가진 여행자에게 독특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자이너 가구와 
신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130 m² 의 복층 공간은 파리의 여느 
호텔과 다르게 매우 넓으며 자연주의 
소재를 사용한 가구와 소품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공간에 놓여진 
가구와 오브제, 아트웍은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네가지 요소(시각la vue, 촉각le toucher, 
웰빙le bien-être, 예술l’art)를 갖춘 
‘앙브로아즈’는 생 제르망 데 프레와 
마레를 시작으로 몽마르트와 남쪽의 
프로방스 지점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ambroise-collection.com 
글 양윤정 통신원

버진하이퍼루프가 그동한 개발해온 차세대 
운송 수단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콘셉트 영상을 공개했다. 
하이퍼루프는 튜브형 진공 운송관에 캡슐형 
객차를 넣어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공기 저항과 마찰이 적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승객은 플랫폼 팟베이podbay를 통해 
캡슐 형태의 차량 팟pod에 탑승하는데, 
그룹으로 운행하면 시간당 수천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진하이퍼루프는 2025년까지 안전성 
검증을 마친 후, 2030년까지 28인승 
하이퍼루프로 상업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자동차로 6시간이 걸리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의 
여행은 불과 30분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글 김정아 통신원 사진 ©Virgin Hyperloop

현대미술 애호가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를 타고 떠나는 여행

2020을 빛낸 디자인, 비즐리 올해의 디자인 상

AI는 바실리 칸딘스키가 
들은 음악을 알고 있다

아이오닉이 제안하는 라이스프타일, 스튜디오 아이 

구글 아트앤컬처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를 음악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프랑스 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와 협력한 이 프로젝트는 
칸딘스키가 남긴 메모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당시 그가 음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학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트랜스포머 
신경망 기술을 적용해 칸딘스키가 1925년 
그의 대표 작품 ‘노랑, 빨랑, 파랑’을 그렸을 
때 들었을 법한 음악을 시뮬레이션한 
것이 특징이다. AI는 빨간색을 바이올린, 
노란색을 트럼펫, 파란색을 오르간 소리로 
해석했다. 아트앤컬처 웹사이트에서는 
칸딘스키의 신경망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컬러와 소리의 상관관계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artsandculture.google.com

현대자동차가 2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성수동 프로젝트 렌트에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스튜디오 아이’를 운영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방향성과 
걸맞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행사로, 커피 
페어링 서비스, 굿즈숍, 업사이클링 
클래스 및 전문가 강연 등이 진행된다. 
굿즈숍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브랜드와 
협업한 70여 가지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션을 
선보이는 ‘플리츠마마’, 일상 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소품 브랜드 ‘뚜까따’, 
제품의 제작 공정과 재료를 최소화하는 
‘트롤스페이퍼’, 업사이클링 패션을 
선도하는 ‘래코드(RE;CODE)’ 등이다. 
독특하고 실험적인 커피와 디저트 경험을 
제안하는 펠른과의 협업도 기대를 모은다. 

기간

2월 19일~3월 28일
장소

프로젝트 렌트(성동구 서울숲길 43)

식단 컨설팅도 해주는 그로서리 마켓, 밀구루

밀구루는 건강식 프리미엄 그로서리다. 
끼니를 뜻하는 밀meal, 특화된 전문가를 
뜻하는 구루guru를 결합한 이름이 
인상적인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선한 식자재와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마켓이면서도 밀마스터가 상주하고 있어 
건강과 기호를 반영한 식생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설문을 통해 밀키트를 
추천 받고 어떤 식습관이 나에게 적합한지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공간 디자인은 유랩이 맡았다. 채소, 육류, 
와인, 빵 등 제품 군에 따라 총 6개의 방을 
만들어 공간을 구성했으며 전체 공간을 
하나로 묶어줄 천정 구조물이 특징이다.

1 임파서블 버거. 
2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시민들의 벽돌문.
3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각화한 3D랜더링. 
4 시소 장벽.

1

2 3

4

기획 클라이언트
롯데쇼핑

BI 디자인
아라비 스튜디오(대표 이혜원), araby.kr
공간 디자인
유랩(대표 김종유), designstudiou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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