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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 SHOPPING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희선씨는 거실 소파 옆에 핑크색 아웃도어 의자를 

배치했다. 소파에는 핑크색 쿠션을 함께 매치해 누가 봐도 이 집의 포

인트 컬러가 핑크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최근 그녀처럼 아웃도어 가구를 실내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이가 많아졌다. 지난 4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만

난 케탈, 스윙타임, 데돈 등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스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데돈이 새롭게 발표한 ‘Tibbo’ 컬렉션은 데

돈에서 처음으로 원목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집 안에서도 활용하기 좋다. 

국내 디자인 가구 편집 숍도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최근 보에는 마이오리의 철제 의자를, 이노메싸는 시카디자인의 라탄 의

자를 국내에 소개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희선 디자이너는 국내 소비자

들이 아웃도어 가구로 눈을 돌린 이유로 실용성을 꼽는다. 신소재로 만든 아

웃도어 가구는 천연 소재 가구보다 관리가 간편해 아이나 반려 동물을 키우

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다. 무게도 가벼워 기분에 따라 배치를 바꾸기 쉬우

며,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해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낸다. 

실용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아웃도어 가구는 실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아웃도어 가구는 더 이상 야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실내에서 더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웃도어 가구들. 객원 에디터 김진원

아웃도어 가구, 집 안에 

덴마크 가구 디자인의 거장 한스 

베그너의 원형 의자. 

PP모블러 by 에이후스 가격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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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로 만든 아웃도어 의자는 색상이나 디

자인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집에 있는 소

파나 테이블이 단조로운 편이라면 그 옆에 발

랄한 컬러의 아웃도어 의자를 배치하는 것도 

방법.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소재로 만든 가구

는 오염되더라도 닦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

에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된 브랜드 중 마지스와 모

로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주목할 만하다. 

포인트를 더하는 믹스 매치

1 해먹의 그물 구조를 활용한 등받이는 

사람의 몸에 따라 늘어난다. 모로소 

가격 미정 2 나무 섬유 80%에 

폴리프로필렌 20%를 혼합한 소재로 

만들었다. 나무 고유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모로소 80만원대 3 

보석의 절개 면을 연상케 하는 의자. 

비라인 by 루밍 52만원 4 2017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새로운 색상이 소개돼 

주목받았던 MBRACE 컬렉션. 데돈 by 

키아샤 520만원 5 팽이처럼 회전이 

되는 의자로 유머러스함이 돋보인다. 

마지스 by 짐블랑 77만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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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섬유가 포함된 신소재를 틀에 넣어 성형해 

2mm 남짓한 두께의 의자로 만들었다. 가볍고 

유연한 것이 장점. 카르텔 53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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