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호스튜디오는 최근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외부 환경 혁신 
프로젝트 ‘자이스케이프’를 맡았다. 공간 
디자인뿐 아니라 옥외공간의 파고라와 
벤치 디자인도 진행했는데, 벤치 
디자인을 통해 자이스케이프 프로젝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옥외 공간에 설치한 
벤치와 파고라는 여러 개의 금속 파트로 
이루어진 모듈형으로, 실외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분해와 
재조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했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아파트의 

만년필로 전하는 헌사, 
몽블랑 그레이트 캐릭터 
엔초 페라리 에디션

아파트 경관을 만드는 최중호스튜디오!레어로우의 스틸 퍼니처

할머니, 은퇴는 아직 일러요 
프랑스의 조각가이자 디자이너 오딜 
미르Odile Mir의 1970년대 가구 
컬렉션이 부활했다. 올해 95세인 그는 
독학으로 조각과 디자인을 공부해 가구 
컬렉션까지 발표한 입지전적 인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 디자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금속과 가죽을 소재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딜 미르가 은퇴하고 제조사, 
유통사마저 줄줄이 문을 닫으며 그의 
디자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건 오딜 미르의 
손녀이자 실내 건축가인 레오니 알마 
마종Léonie Alma Mason. 이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그는 프랑스 
박물관과 기관의 큐레이터들을 직접 만나 
남아 있는 문서와 사진, 프로토타입을 
찾아냈고 당시 오딜 미르의 컬렉션이 
4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크롬 구조와 천연 가죽을 
사용한 세련된 의자와 심플한 그래픽 
라인이 돋보이는 매거진 홀더 ‘필로Filo’, 
곡선과 직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듀오 플로어 램프Duo Floor Lamp 
n°872’를 재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오딜 미르와 레오니 알마 마종의 
이름을 딴 컬렉션 ‘롬 에디션LOMM 
Editions’을 발표했다. 오딜 미르는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게 
해준 손녀와 함께 에디션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 라인업을 확대하며 다시 
한번 현역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됐다. 
lommeditions.com 글 양윤정 통신원

헤리티지를 표현한 제품 디자인은 많지만 
그 헤리티지가 전혀 다른 영역의 브랜드 
창업자와 관련된 경우는 흔치 않다. 
몽블랑의 그레이트 캐릭터 에디션은 
2009년부터 세계 문화·예술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매년 한 
명씩 선정해 만년필 디자인으로 존경을 
표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앨프리드 
히치콕, 레오나르도 다빈치, 앤디 워홀, 
엘비스 프레슬리 등 문화·예술계의 
위인들을 디자인으로 표현해왔는데, 
2021년에는 전설적인 슈퍼카 페라리의 
창업자 엔초 페라리를 선정한 것. 브랜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레드 컬러 
‘로쏘 70 애니Rosso 70 Anni’를 
제품에 적용하고 자동차 그릴에서 
영감받은 메탈 그리드 안에 몽블랑의 
스타 엠블럼을 넣어 두 브랜드의 만남을 
표현했다. 만년필 캡 뒷면에는 엔초 
페라리의 명언인 “열정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열정적인 삶을 
살 뿐이다”라는 문장을 새겨 넣어 엔초 
페라리의 삶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montblanc.com

특성상 누구나 시설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한 것도 
중요했다. 파고라는 다양한 높이와 
레이아웃으로 공간의 단조로움을 줄이는 
한편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개방된 공간에서도 
개인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간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아파트가 
늘어나는 요즘, 최중호스튜디오의 
옥외 공간 시설물 디자인은 앞으로 
아파트 공간을 디자인 하게 될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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