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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각 분야 최고의 인물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거장들의 약력과 작품을 통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감성과 다양한
시각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준다.

성 은 주 기자

2006년, 클라라델 포틸로(Clara del Porilo)와 알렉스 셀마(Alex Selma)가 함께 설립한 Yonoh Studio는 호기심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그래픽 디자인과 가구, 조명 등 인테리어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문 스튜디오다. 스페인에서 작업을

시작한 이들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하며,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인다. 클라라델 포틸로와 알렉스
셀마는 2004년 young designers exhibition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수년간 개별 작업을 이어온 유망한 디자이너였다. Yonoh

Studio 설립 이후, 이들은 작품 요소 하나하나마다 이들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큰 명성을 얻었고, 이에 상응하듯

독창성과 심플함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은 새롭게 선보일 때마다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들은 화려하고 팬시한 디자인보다 선과

면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들은 Red Dot, IF design award, Good Design, Wallpaper* Design Award 등 명망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젊은 디자이너로서 그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ÖLN
MOBLIBERICA Chair

UNITING THEIR CREATIVE INQUISITIVENESS THEY
CREATE MODELS THAT DIFFER FOR THEIR SIMPLICITY
AND FUNCTIONALITY, PIECES THAT EXUDE FRESHNESS
AND UNIQUENESS; FUNCTIONAL AND SIMPLE DESIGNS
WITHOUT LEAVING THE INNOVATION AND ORIGINALITY.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기능적인 디자인의 Köln은 부드러운 소재의 좌석 그리고 금속과 원목이 결합된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Yonoh Studio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다채로운
컬러로 제공되어 원하는 분위기의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다.

11

www.yonoh.es
10

MASTERPIECE YONOH STUDIO

MULLIT
SANCAL Chair

AURA
Year: 2018

KRISKA Lighting

Typology: Dining / Guest Chairs
Collection: Jungla

이리저리 엮인 튜브 사이에서 3차원적인 볼륨감이 느껴지는 Aura는

Material: Textile, marmol stone, piedra cuarcita

빛과 빛을 관이 연결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슬 모양의 관 틈새
로 미묘하고 은은한 빛을 발산하며, 총 5개의 관이 한 세트로 기능한다.

부드러운 쿠션을 껴안는 포근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Mullit은 ‘다리가 있는 쿠션’을 고
안하다 탄생한 의자다. 인체공학적으로 푹신함을 강화하기 위해 등받이와 좌석에 미묘한
Foot is a sectional seating system based on a number of

주름을 가미했고, 얇은 금속 다리를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flame retardant polyurethane elements with steel tubular
frame to be assembled to make different layouts.

BAMBU

CASTLERY Sofa

바디 측면에서부터 뒤쪽까지 원목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Bambu는 스팀 벤딩 기술로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를

갖춘다.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라인을 자랑하며, 원목과
그레이 컬러의 조화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Dimensions: 197.9 x 84.5 x 85 cm
Seating Depth: 59cm

FOOT

Material: Solid oak wood, 100% polyester

SPHAUS Sofa
앙증맞은 디자인의 Foot은 조립식 시스템을 취하는 소파로 안락한 착석감과 보드라

운 커버, 대칭을 이룬 배색, 짧은 다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소파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은 지퍼로 커버를 벗길 수 있어 청결 유지 부분에서 실용적이다.

Year: 2018

PLAZA

Color: Light Grey
Material: 100% polyester, baize-fabric, black lacquered steel
Dimensions: Depth - 60 cm, Width - 82 cm

MARAC Small tables
Plaza는 원형 경기장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커피 테이블로 둥근 테이블 탑 주변을 울타리처럼 감싸 안고 있
는 서로 다른 높이의 낮은 벽이 독특한 인상을 준다.

CARMEN
Material: Oak and Lime precomposed veneers, natural finishing. Metal base, in black,
champagne or silver color, matt finishing
Dimensions: 100 x 36 cm / 68 x 36 cm / 68 x 4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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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IA Easy Chair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스페인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Carmen은 우수한 편안함을 가진 안락의

자로 아름답고 독특한 디자인과 스페인 문화의 현대적인 해석을 갖추고 있다. 몸을 에워싸듯 높은 등받
이와 푹신한 좌석으로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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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BOLIA Sofa
Taking inspiration from the 70’s luxury, playful creativity and
breakup with traditional norms. Grace is a tribute to daring style
and unique expressions of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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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INCLASS

YES

Art Direction,
Chair

ZAOZUO Coatrack
다용도 옷걸이 Yes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실용적인 행거다. 거울과 여러 개의 간이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보관

이나 진열 등 활용의 범위가 넓고, 깔끔한 라인과 컬러로 액세서리로
써 훌륭한 역할을 한다.

BANGA
LZF Lighting
Dimensions: Ø90 x 30 cm / Ø120 x 20 cm
The Banga light’s combined veneer pieces and metal frame bear a
resemblance to a plush brolly or indeed, to a well dressed parasol.

SHELTER
NORTHERN Workdesk
피난처가 되어주는 땅굴을 떠올리며 기획한 Shelter는 유선형의 책

상이자 콘솔로 매우 심플하고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면과 측

면을 감싸는 경량 스크린은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테이블 탑은 오크
목재를 사용해 매우 견고하다.

Year: 2018
Material: Oak veneer, smoked oak, steel,
perforated steel
Dimensions: 125 x 62 x 97 cm

Year: 2017
Dimensions: 90 x 170 cm
Maximum load capacity: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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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MY
ZAOZUO Sofa

VINTAGE
L´ANTIC COLONIAL
Art Direction, Bathroom, Graphic
Vintage is a bathroom collection made out of marble in three different finishes.
Vintage is inspired on the ancient porcelain sinks suspended on a wooden structure.

눈에 띄는 컬러감과 둥근 모양의 재미있는 의자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탄생한

Gummy는 달콤한 사탕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처럼 귀엽고 밝은 이미지의 소파다.
비대칭 구조로 공간에 캐주얼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더하며, 상황에 따라 팔걸이나
사이드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어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LANA
ONDARRETA Easy Chair
Ondarreta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Lana는 다양한 마감재를 활용한 다
용도 좌석 세트다. 금속 또는 목제 다리 위에 안락한 쿠션 좌석이 얹혀 있

는 형태로, 니즈에 따라 등받이 높이를 선택할 수 있다. 심플한 디자인으
로 어떠한 공간에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Year: 2016
Dimensions: low back - 58 x 61 x 66 cm
high back - 58 x 63 x 79 cm
Finishes: Fabric, steel

ORI
ZAOZUO Pouf
Ori는 종이접기로 만든 풍선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
종이접기 풍선을 참고하여 접힌 부분에 반전 배색을 적

용했으며, 실제 풍선과는 다른 각지면서도 둥그스름한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독특한 매력의 Ori는 푹신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휴식할 때 사용하기 좋다.

Ori is inspir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origami balloon, it reinterprets its
folds to become a versatile and informal seat. It uses details of seam and a
zipper, that helps to uncover it, to create contrasts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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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MY
ZAOZUO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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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S PERONDA / TILE

밋밋한 벽을 화려한 벽화처럼 변신시켜주는 Lins는 십자 모양 선 또는 직선들이
결합해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는 타일이다. 석양에서 색을 따와 초록색, 갈색, 주황

Year: 2017
Material: solid oak, steel wire

색으로 제공되며, 선이 만들어내는 음영과 볼륨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Dimensions: Large - 63 x 58 x 60 cm
Small - 41 x 39 x 61 cm

158
FREISTIL Small tables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생활을 위한 158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쉽게 들고 옮길 수 있는
커피 테이블이다. 어디든 필요한 곳이라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무게와 우산이 떠
오르는 시원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132
FREISTIL Sofa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하는 132는 사용자의 니즈와 공간에 따라 풍성한 디자인의 1인 소파와 일반

소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비대칭 디자인 소파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순한 라인에 대비되는 화
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Art lovers and connoisseurs may even
discover hints of the Art Nouveau
movement in the sofa’s sculptural lines.

Sofa in the widths: 192 cm, 212 cm, 232 cm
Seat depth: 59 cm
With modular systems, velour covers can lead to different pile
alignments and therefore to different shin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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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O
SANCAL Sofa
Sumo는 강렬한 동양적 영감에서 탄생한 안락의자로 유연한 흐름의
라인과 가벼운 원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신체가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완벽한 비율로 제작되었으며, 컴팩트한 크기 덕
분에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실용적이다.
Year: 2013
Materials: Fabric
Dimensions: 92 x 87 x 74 cm

The Majestic Collection
Described by the designers as a "puzzle with more than one solution",
the pieces are intended to adapt to different spatial constraints

MOSAICO

Mosaico is a puzzle that can be used to solve a range of different

SANCAL Sofa

wooden tops can be fitted as well as upholstered seat cushions.

spatial constraints. The bases are made of ash and marble or

다양한 공간의 제약 조건을 해결하는데 완벽한 솔루션이 되어주는 Mosaico는 퍼즐 형식의 가구다. 대리석과 목재, 패브릭 등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둥그스름한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단조로우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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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 is a stone with fine veins generally used
for ornamental purposes. Broad decorative
interplay can be achieved through random
combinations of these textures and shapes.

JASPER
HARMONY Tile
기하학적인 패턴의 타일 컬렉션 Jasper는 바닥과 벽에 사용
되는 장식용 스톤이다. 다양한 무늬를 조합함으로써 특별하

고 아름다운 나만의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며, 흔하지 않은 4가

지 컬러와 질감으로 공간을 풍성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

www.yono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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