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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_ 통나무에 에나멜을 덧칠한 스툴은 Ace Avenue, 유려한 라인의

투톤 그레이 컬러 소파는 BoConcept, 여러 가지 색상과 패턴을 조합한 테
이블은 Moroso, 그 위에 놓인 포슬린 소재 저그와 오브제는 b2Project 제
품. 바닥에 놓인 블루투스 턴테이블은 티악 TN-400BT 월넛 제품으로 KD

Sound에서 만날 수 있다. 버건디 컬러의 부엘타 하이백 체어와 스툴은 Boe
제품. 블랙 컬러 사이드 테이블은 Moroso, 오버이어 타입 헤드폰은 Bang
& Olufsen 베오플레이 H4 스틸 블루 컬러. 뒤쪽 벽면에 부착한 동그란 라이
트는 Hillo Lighting, 알루미늄 소재의 원뿔형 무선 올인원 스피커는 Bang
& Olufsen 베오사운드 2. 전면부에 6개의 멀티우퍼와 트위터, 후면부에
AMT 방식 트위터를 장착해 모든 음역대를 보다 풍성하게 재생하는 라우드
스피커는 버메스터 BA71, 콤팩트한 디자인에 컨버팅 기술과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한 버메스터 089 CD플레이어는 모두 ODE에서 수입·판매
한다. 대리석 상판의 콘솔은 Ace Avenue, 벽면에 건 아트 피스는 독일 출
신 아티스트 얀 보스의 ‘Nicht Vor Noch Zuruck’로 ABC Gallery에서 만
날 수 있다. 벽면에 칠한 페인트는 Dunn Edwards DE5718(Mother Earth),
DE4184(Brilliant Beige), DEC706(Adobe South), DE5717(Pistachio),
DET457(Half Moon Bay Blush) 컬러.

Music Loun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_ 바닥에 놓인 반구 형태의 조명은 Ace Avenue, 월넛

소재의 소파 테이블은 Remod 제품. 바닥과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트럼프
카드는 Louis Vuitton, 메탈 특유의 재질과 웨이브 패턴이 어우러진 게이
밍 특화 노트북은 오디세이 Z로 Samsung 제품. 그린 컬러 체어와 나쿳결이
살아 있는 블랙 컬러 테이블은 카시나 제품으로 Creative Lab에서 만날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4 VR과
무선 컨트롤러, 테이블 옆에 세워둔 플레이스테이션4 본체는 모두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제품. 벽면에 걸어둔 너도밤나무 소재 배
트 세트는 Hermès, 매직 스크린 기능이 있는 2018년형 QLED TV(55Q7F)
는 Samsung 제품. 단풍나무와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로 제작한 옐로 & 그
린 컬러의 풋볼 테이블은 Hermès에서 만날 수 있다. 벽면에 칠한 페인트는
Dunn Edwards DE5718(Mother Earth), DER482(Alameda Ocher) 컬러.

Joyful Games

왼쪽부터_ 나무의 따뜻한 질감이 느껴지는 바 카트는 Chapter1 Collect, 지구본 형태 조명은 Ace Avenue, 스테인리

스스틸 소재 실린더는 b2Project, 크리스털 디캔터는 Riedel, 골드 바 세트와 셰이커, 아이스버킷은 모두 The Fab 제
품. 글렌모렌지 스피오스는 MH Champagnes & Wines Korea, 발렌타인 30년은 Pernod-Ricard Korea에서 판매
한다. 아래칸에 놓인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저그와 아이스버킷은 b2Project, 발베니 30년은 William Grant & Sons
Korea 제품. 로얄 살루트 38년 스톤 오브 데스티니, 우드 박스 안의 발렌타인 17년과 더 글렌리벳 21년 아카이브는 모
두 Pernod-Ricard Korea에서 만날 수 있다. 오렌지 빛깔의 싱글 몰트위스키는 글렌피딕 21년으로 William Grant &
Sons Korea 제품. 바닥에 둔 아트 피스는 파리 메그 재단 미술관 포스터 ‘5 Peintres et 1 Sculpteurs’로 Kollekt에서 판
매한다. 우드 소재 테이블과 블랙 스틸 프레임 스툴은 Dansk 제품. 테이블 위 글렌피딕 30년은 William Grant & Sons
Korea, 와인글라스와 샴페인글라스, 등받이가 있는 바 스툴은 모두 Chapter1 Collect에서 구입 가능하다. 태양을 형
상화한 조명은 ATE Lighting, 그린 컬러 바 스툴은 Interlogue,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한 독특한 화병은 The Fab 제품.
벽면과 바닥에 칠한 페인트는 Dunn Edwards DER482(Alameda Ocher), DE4184(Brilliant Beige), DEC706(Adobe
South), DET457(Half Moon Bay Blush) 컬러.

Secret Bar

Daily Workout

왼쪽부터_ 니트 소재 푸프는 Dansk, 우아한 라인의 코트랙 벤치는 Chapter1 Collect 제품. 손쉽게 중량을 조절할 있

는 투명 덤벨 웰니스 랙과 뒤쪽에 놓인 TV, 인터넷, 음악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결합한 전신운동 기구 크로스 퍼
스널은 Technogym 제품. 버건디 컬러 사이드 테이블은 B.Motto Living, 여러 색채의 광원이 보석처럼 엮여 있는 조
명은 Moroso 제품. 운동기구에 걸어둔 헤드폰은 울트라손의 트라이뷰트7 모델로 ODE. 골프공과 벽면에 세워둔 골
프 클럽은 젝시오 X 시리즈의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로 Dunrop Sports Korea에서 만날 수 있다. 벽면
의 조명 거울은 b2Project, 콤팩트하게 접히는 폴딩 바이크는 영국 감성의 브롬톤 제품으로 Wecle에서 판매한다. 벽
면과 바닥에 칠한 페인트는 Dunn Edwards DE4184(Brilliant Beige), DEC706(Adobe South), DE5718(Mother Earth),
DER482(Alameda Ocher) 컬러.

왼쪽부터_ 유리 볼 조명은 b2Project, 벽에 건 아트 피스 중 하늘색 바탕의 기하학적 그림은 Kollekt 제품. 그 옆 안토니

타피에스의 ‘Mono Types 1974’와 테이블 위 리처드 프린스의 사진 작품 ‘Tiffany Painting 2’, 에디 로버트의 ‘Focus X’,
크리스 심프슨의 ‘Dead Velei 3’는 모두 ABC Gallery에서 만날 수 있다. 작품을 올린 커피 테이블은 Kollekt, 돌멩이를
연상시키는 수납함과 골드 소재를 매치한 캔들홀더는 Richwood, 코퍼 소재를 덧댄 2개의 대리석 캔들홀더는 Lagom

Home, 삼각형을 이어 붙인 화이트 컬러 볼은 8colors 제품. 레드 컬러 플로어 램프는 Hillo Lighting, 다리의 높낮이가
달라 기울어진 듯 보이는 체어와 책 위에 놓인 캔들홀더는 Dansk, 선반이 있는 아치형 거울은 B.Motto Living 제품.
인체공학적 설계로 모든 관절이 움직이도록 제작한 P40 라운지 체어는 b2Project, 2개의 상판을 겹친 형태의 사이드
테이블은 Hpix, 버블 글라스 오브제는 8colors 제품. 벽면에 칠한 페인트는 Dunn Edwards DET457(Half Moon Bay
Blush), DEC70(Adobe South), DER482(Alameda Ocher) 컬러.

사진 박원태 스타일링 최지아(Garage)
코디네이션 박은경 스타일링 어시스턴트 하해지

Artistic Inspi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