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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HAT’S  R IGHT  FOR YOU

TABLE HOT PLATE BY MOSH

THE CITYRADIO BY PALOMAR AND PIZZOLORUSSO

T-DRYER BY CLEAND

매일 수많은 신기술이 발명되고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된다. 많고 많은 신제품 중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가려내기란 번거롭기만 하다. 가장 값비싼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일까? 인터넷에서 본 정보는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똑똑하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은 생각보다 쉽다. 아이엑스디자인을 믿으면 된다.        이찬우 . 이지민 . 오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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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y to make your daily life 
more special

Sound adventures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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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that starts from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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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RIGHT FOR YOU
이 지 민  기자

‘잘 자요’, ‘별이 빛나는 밤에’. 누군가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자연스레 목소리를 떠올리거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뜻 모를 한마디일 수도 있겠다. 에디터는 전자에 해당한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었지만,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자리했고 당연하다는 듯 DJ의 목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과거에는 라디오가 
몇 안 되는 유흥거리 중 하나이자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통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의 
발달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사양 매체 중 하나일 뿐이다. 에디터의 집에도 낡고 오래된, 무겁고 투박한 
라디오가 있으나 먼지만 수북하게 쌓인 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래다. 요즘은 굳이 라디오 기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일까, 자리만 차지하는 라디오를 막상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에디터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는 제품을 
발견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Palomar를 위해 디자이너 Pizzolorusso가 디자인한 ‘CityRadio’는 전통적인 
라디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튜닝 다이얼이 적용된 라디오는 아날로그 제품의 이미지를 최신 
기술과 감성으로 표현하여 우리의 향수를 자극한다. 원하는 대로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독특한 마그네틱 키로 
주파수 설정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클릭만으로 전 세계 라디오에 접속할 수 있게끔 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뉴욕, 파리, 로마, 시드니, 바르셀로나, 아테네 등 18개 도시의 청취가 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리밍 공급자 중 하나와 독점 계약해 60,000개가 넘는 라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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