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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BSOLUTE! ZAHA HADID

ART EVERYDAY

놀라움의 연속! 포르나제티!

WRONG FOR HAY

오브젝트에 도전한 자하 하디드

프린트가 곧 엣지 그 자체!

BE@RBRICK!

가장 동시대적인 공간을 제시하는 톰 딕슨!

스카프와 디퓨저까지, 보다 넓고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시킨

공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색감이 돋보이는

건축계에서도 늘 어마어마한 규모로 놀라게 했던,

크리미한 우유 빛깔 아스티에 드 빌라트 컬렉션에 더해진

음악 뿐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힙한 듀오 다프트 펑크의

톰 딕슨 컬렉션의 인기는 한 여름 아스팔트 열기처럼 식을 줄 모른다.

포르나제티의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다. 신비로운 얼굴 프린트만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인기와 함께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시에

블랙 프린트,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에서도

룩을 완벽히 재현한, 엣지 넘치는 베어브릭과 요리조리 스무스하게

FAB! FORNASETTI

통 큰 여자 자하 하디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핫한 건축가인

v iva !

TOP OF TOP, TOM DIXON

그는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올곧게 지킨 채,

포르나제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주복 헬멧 속으로 들어간,

사랑 받는 브랜드로 떠오른 HAY.

자하 하디드가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의

로보트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베어브릭!

늘 새로운 소재로 모던하고

그리고 골드 안대를 한 이 얼굴이 주는 신선함은 메가톤급이다.

이번 시즌 런던 디자이너 Sebastian Wrong과 함께 작업한,

꽃병, 캔들, 작은 스툴과 데스크 매트 등 자하 하디드의 작품치고는 작디 작은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프린트까지. 아티스틱한 프린트가 더해진

가끔 머리 속이 어지러울 때, 이만큼 좋은 친구가 있을까?

힙한 형태감의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을 빨리빨리,

그리고 상상력 풍부한 프린트가 들어간 스카프는

프린트와 독특한 색감의 오브젝트들을 선보였다.

이 오브젝트들은 역동적인 형태감을 살린 그녀만의 건축 컨셉트를

오브젝트는 그 존재감 자체가 남다른 법!.

이번 시즌 최고의 액세서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당신의 공간이 좀더 코지하고 유머러스해 보이고 싶다면,

100% 완벽히 재현한다. 한국에선 10 꼬르소 꼬모 청담과

그리고 부담 없이 세련미를 더하고 싶다면, 새로운 HAY 컬렉션을

위│추상적인 프린트가 멋진 스카프 73만원 FORNASETTI
1 미래적인 무드의 플레이트 75만원 FORNASETTI
2 골드 포인트 용기에 담긴 캔들 각 29만원 모두 FORNASETTI
3 디퓨저 용기 가격미정, 51만원, 53만원(왼쪽부터) 모두 FORNASETTI

당신의 룸으로 초대할 것!
위│귀여운 느낌의 테이블 33만원(S), 38만원(M) 모두 HAY
아래│기하학 프린트와 따스한 컬러가 돋보이는 쿠션 11만원(S), 23만원(M) 모두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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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일러스트 플레이트 17만원, 스컬 일러스트 플레이트 10만5천원 모두 ASTIER DE VILLATTE
1 드로잉 프린트 플레이트 각 8만원 모두 DAMIEN HIRST
2 컬러풀 도트가 산뜻한 시계 93만원 DAMIEN HIRST
3 버터플라이 프린트가 아티스틱한 머그컵 각 3만원 모두 DAMIEN HIRST

에비뉴엘에서 독점 런칭한다.
위│컨템포러리 아트 피스를 연상시키는 캔들 17만원(M) ZAHA HADID
1 라임 컬러의 테이블 매트 11만원 ZAHA HADID
2 모던한 무드의 캔들 28만원(L) ZAHA HADID
3 핑크와 라임 컬러의 아쿠아 플래터 1천5백만원 ZAHA HA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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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완벽하게 잘도 만들어낸다.
위│다프트 펑크의 엣지 있는 룩을 완벽 재현한 베어브릭 실버 버전
1 다프트 펑크 베어브릭 골드 버전(왼쪽 100% 사이즈, 오른쪽 400% 사이즈)
100% 세트 6만5천원, 400% 세트 31만원 모두 BE@RBRICK
2 밀리터리 솔저를 연상시키는 베어브릭 18만원(400% 사이즈) BE@RBRICK
3 트렌스포머 스페셜 에디션 베어브릭 각 13만5천원(14.5cm) 모두 BE@RBRICK

이번 시즌엔 뾰족뾰족 날카로운 형태의 행어나 테이블부터
반대로 둥글둥글한 원형 모티프의 컬렉션까지 극과 극을 오갔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한결같으니,
지금 가장 핫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임을 또 다시 증명해 보였다.
위│코퍼 소재로 포인트를 준 톰 딕슨 컬렉션으로 꾸민 공간 모두 TOM DIXON
1 냄비받침 가격미정, 다양한 형태의 보틀 오프너 각 8만원,
코르크 스크류 8만원 모두 TOM DIXON
2 블랙&레드 컬러 조화가 강렬한 테이블 59만원 TOM DIXON
3 동그란 후크가 특징인 행거 93만원 TOM DI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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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IA CARLA SOZZANI

HOUSE WARMING

FOR YOUR DESK

PHARRELL’S GIRL

SCENTS WITH STORY

IT’S FANTASTIC

10 꼬르소 꼬모의 창립자인 까를라 소짜니가
디렉팅한 모든 전시를 총망라한 책. 그녀의 예술적
감성을 따라가고픈 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듯!

높이와 모양이 아주 조금씩 다른
캔들 홀더. 세심히 계산된 형태가
당신의 심미안을 증명한다.

당신의 책상 위,
중요 문서들과 자료들을
지켜줄 것 같은 눈 모양 문진.

페럴 윌리암스와 꼼 데 가르송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남녀 공용 향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그룹
KAWS가 디자인한, 재미있는 용기 또한 탐난다.

이탈리아 니치 퍼퓸 브랜드로 급성장중인 라보라토리오
올파띠보. 여행을 하며 받은 영감과 그날의 감정을
향으로 구현해, 각 향기마다 다른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너무나 모던한 형태감과 반대로
레트로 스타일의 디자인이
믹스&매치된 토스터! 집들이 선물로 최고다.

27만5천원
CARLA SOZZANI

캔들 홀더 3 Set 35만원
GEORG JENSEN

문진 8만원
JOHN DERIAN

100ml 15만8천원 PHARRELL
WILLIAMS X COMME DES GARÇONS

200ml 11만원
LABORATORIO OLFATTIVO

토스터 가격미정
BUGAT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