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의유명한초콜렛메이커인노이하우스의이포장용기는전통적인노

이하우스가게건물기둥의단면처럼 들쑥날쑥한선으로되어있다. 반듯한

사각상자로만들면생산단가는저렴하겠지만, 노이하우스고유의이미지를

보여준다는점에서감성적접근의성공사례로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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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ckage of the Neuhaus, a world-famous chocolate

manufacturer, is constituted of boxes with a slightly askew sides

reflecting the cross section of the column of the traditional

Neuhaus’ store.  Of course, it may cost less to make a perfectly

square box but this package has been recognized as an

example of emotive approach successfully displaying the brand

personality.

케이스 스터디 초콜렛메이커

N e u h a u s

케이스스터디프롤로그특 집 인물탐구 감성을論한다

자신만의스타일을만든다
노이하우스의‘1857 컬렉션’

Creating Style of Its Own
‘1857 Collection’ of the Neu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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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맞기싫어하는아이들과이를난감해하는의사에게기쁜소식이있다.

‘쥐와꼬리’의모양을한‘이트랜스(E-Trans)’가 바로그것. 이상품은

쥐모양의장난감과같은제어기와꼬리모양의패치를가지고있기때문에질

병을치유하기이전에환자들에게두려움과스트레스를제거해주는장점이

있다. 알자( A l z a )사는1 9 6 8년부터 환자들의건강을위한기기를개발해

왔고최근바늘없이약물을주입하는방법인이트랜스로의료계의관심을모

으고있다.   w w w . a l z a . c o m

With E-Trans, pediatricians will hopefully have easier time with

kids fearing shots. The product is designed to relieve children of

fear created by the conventional injection instrument whose

needle and clinically-shaped cylinder cause intimidation in the

first place. Thanks to the mouse-look, very much resembling a

friendly toy, of E-Trans’ controller and tail-shaped patch, it

reduces the initial fear and stress of injection by young patients.

The manufacturer ALZA has been producing medical supplies

and instruments since 1968 and has recently attracted medical

supplies market with E-Trans.

www.al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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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주사기

A L Z A

두려움을없애주는바늘없는주사기
알자의‘이트랜스’

Needle-free Injection Device - ALZA’s 
‘E-Trans’

위 이트랜스를사용해약물을투여하는모습

아래 제작초기에는바늘을없애기위해

다수의패치가연결된제어기를고안했다. 

그러나 제어기에연결된패치의수가한정적이고

제어기에달린줄이어지럽게꼬일수있는

부담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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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랜스를사용해약물을투여하는모습

초기형태이후각패치마다개별적인제어기를디자인하는것이었다. 

이것은의사로하여금필요로하는패치의수를모두수용할수있고

줄의꼬임을방지할수있다. 

패치위에제어기가놓여있는 E - T r a n s

의원래모습과사용후버리는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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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의‘인어공주’에서나오는바다속풍경은한가롭기그지없다. 기실, 아름다운빛을띄는

물고기, 부드럽고신비로운수초들그리고은은한조명사이에서한가로이노니는그들을보고부럽

기까지했다. 이스라엘에위치한‘The Red Sea Star’레스토랑은이러한욕구를충족시켜준다.

조금거리가먼것이흠이지만지구상에이런곳이있다는것만으로도감사할노릇이다. ●●‘T h e

Red Sea Star’는수중의풍부하고신비한느낌을공유하도록, 이스라엘의최남단아일랏만( E i l a t

Ba y )의해변에서부터5 0 m 가량연결돼있는철구조물의끝지점으로부터심해7 m에 위치하고있

다. ‘The Red Sea Star 프로젝트’라는방문자를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데, 해저세계의

총체적인경험을만들어주도록멀티미디어쇼, 다이버스쿨-클럽, 환상적인분위기의만찬등이포

함된다. ●●가지각색의 이국적인물고기와신비스럽고 웅장한 산호 정원들 속에 깊숙히 위치한

‘The Red Sea Star’는아쿠아크리에이션즈(Aqua Creations)의독창적이고유기적인디자인미학

과함께숨쉬고있다. 조개껍질로만든천정, 거대한수초를본뜬기둥, 산호탁자, 불가사리램프, 해

파리의자등은마치하나의이야기를위한바닷속오브제로서방문객들의눈길을사로잡는다. 이작

품들은최근의경향에발빠르게적응하고있으며그중어떤작품들은지극히장난스럽다. 이름모

를해저도시를안전하고아름다운휴식처로만들기위해해양의리듬과호기심을몽환적으로디자

인한작품, ‘The Red Sea Star’의설계는이스라엘건축가요세프키리아티(Josef Kiriaty)가맡았

다. w w w . a q u a g a l l e r y . c o m

케이스 스터디 레스토랑

A q u a  C r e a t i o n s

바닷속호기심에대한변명
아쿠아 크리에이젼즈의 'The Red Sea Star' 레스토랑

아쿠아 크리에이션즈(Aqua Creations) 1 9 9 2년에설립된이스
라엘텔아비브에위치한가구설비회사로쇼룸, 인테리어디자인스튜
디오, 조명디자인스튜디오를가지고있다. 세계의주요도시에쇼룸
이있으며제품디자인과인테리어분야에몰두하고있다. 독창적인
가구와조명등모든작품을아얄라세르파티(Ayala S. Serfaty)가
디자인한다. 현재는디자이너와수집가, 기업등을위해주문생산하
고있다. 

‘The Red Sea Star’의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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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키리아티 디자이너= 아얄라세르파티

▶

인테리어와엑스테리어간의정확한균형을위해물안에서부력의힘을경험하는것과해변에서안정감을느끼는것간에균형을잡고자디자인한내부전경

해변의관광객들을심해로연결해주는철골구조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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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u a  C r e a t i o n s

6 2개의창문을통해들어오는바다의푸른빛에대한균형을조명과가구의따뜻한톤을사용해맞추었다. 이러한색상구성은매우복합적이고조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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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의형태와색상을조화롭게만들기위해실내에서도산호와물고기를쉽게볼수있게만들었다. 한편식탁과램프는언제라도바다의생물들을볼수있도록옮기기쉽게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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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바라본‘The Red Sea Star’의전경

창문밖에서움직이고있는물고기떼나주위의산호처럼실내도동질적인패턴을만들기위해반복되는다양한요소들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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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u a  C r e a t i o n s

아얄라세르파티(Ayala S. Serfaty) “내게중요한것은작업속에따뜻함을반영하는것이다. 하이테크디자인이란사용자들이어디에있건간에환
영받는디자인이다.”고말하는아얄라세르파티는베자이엘( B e z a i e l )아카데미오브아트와런던의미들섹스폴리테크닉(Middlesex Polytechnic)
에서조각을공부한후가구와조명작업을시작했다. 이런연유로그녀의작업은틀에박힌상품의개념이아니라순수예술로더쉽게이해된다. 

‘The Red Sea Star’ brings a pleasant and colorful reminiscence

to the world of mystic deep sea. Located 20 feet beneath the

sea and three hundred feet offshore at bottom of Eilat bay, The

Red Sea Star is found on the southern most tip of Israel. Aqua

Creations, a design firm based in Tel Aviv, Israel, redesigned

the previously not-well-known deep sea world and transformed

it into a fantasy-filled submarinal resort.  Currently Aqua

Creations is running showrooms in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exhibiting the latest design items. Ayala S. Serfaty, the

designer-in-charge for Aqua Creations, boasts strong

foundation in fine arts as can be witnessed in her product

design and interior collection. The company now supplies its

products throughout the world by order from designers, private

collectors, and companies.   www.aquagallery.com

Rhetorics on the Mystery of the Deep Sea
World, The Red Sea Star



이탈리아어로‘난장이’라는뜻을지니고있는‘트웨르지( T w e r g i )’는나뭇잎이나넝마로몸을치장한모양의산의영혼이자서양인들의상상속에수백년간

전해져오고있는전설속의요정이다. 약삭빠르고교활하지만사악하지않은, 착한마음씨와심술장이심보를한데지닌이패러독스난장이요정들과

가장친한친구는양치기소년들이었다고전설은전한다. ●●숲속의트웨르지들은무엇을하면서살았을까? 

서양고전동화<백설공주와1 2명의난장이>에서난장이들의직업이무엇이었던가를떠올려보자. 전통적으로숲이라는자연적공간에대한무한한신비와

함께경외감을간직해온서양인들은난장이들을통해서나무하기, 쇠붙이다루기는물론축산, 유가공기술, 양잿물을이용해세탁하는방법등을배워왔다고

믿고있다. 양들이풀뜯기에

적합한풀밭과숲을찾아하루

종일숲속을누비던양치기들은

심심찮게난장이들을만나

생활에필요한유용한지식을

배워와서는마을사람들에게

전했다는것이다. 유쾌하고

발랄한난장이들은수세대에

걸쳐중노동과생존에시달려야

했던빈농들과양치기들에게

신비함과상징적인존재였던것

이다. 그리고트웨르지들에관한

신비한전설은지금도

현대인들에게영감의원천이

되고있다. 

●●알레시의트웨르지라인은

숲속의난장이전설에서영감을

흠뻑표현하기위해자연소재

특히목재와금속을주로사용한

재치넘치는제품들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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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ergi are

the soul of our

mountains,

legendary

creatures produced by centuries of folk imagination. The Twergi were small

creatures dressed in leaves or rags, cunning but not wicked, who had a

mixed relationship of good-will and spitefulness with the shepherds. They

worked wood and metal and taught the mountain-folk how to process milk

and do the laundry using ash. They lived in the woods, gorges and mountain

caves. The shepherds used to come accross them during their long, tiring

walks through the woods and over rocks in search of grass and wood. They

were cheerful beings accepted with an indulgence which brought the great

mystery of the mountains to life. The Twergi have always accompanied the

hard work of generations of peasants and shepherds who have molded

these mountains across the centuries, and the legend still continues...

케이스 스터디 생활용품

T w e r g i

케이스스터디프롤로그특 집 인물탐구 감성을論한다

알레시디자인의새로운모험- 트웨르지라인

알레시의트웨르지시리즈

카탈로그표지

디자인/ 마시모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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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진아* 본지해외통신원 Text = Jina Park * Correspondent

Alessi’s Adventure into the Woods - 
Alessi Twergi

트웨르지의다양한생활소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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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재활용수거용기

Ku r ok i  Arch i tects  Des ign

재활용환경미화원
구로키 건축 디자인의 '펫트래시’

펫트래시의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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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사다카즈구로키, 히데키이치키, 히로시아마이

▶

1999년9월에열린

국제플라스틱페어에

참가해

많은사람의

이목을끌었다. 

펫트래시(PetTrash)의

컬러바리에이션

최근일본당국은2000년 4월부터‘포장용기및포장지재

활용법’을시행한다고발표했다. 하지만각지역재활용관리

기관은버려진P ET용기들을산더미처럼쌓아놓기만한채

아무런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재활용품을제

때수거해가지않는재활용제품개발업자들의늑장이주원

인이라고 한다. ●● 일본의 구로키 건축 디자인( K u r o k i

Architects Design) 사는 최근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의일환으로소비재제품에서파생되는쓰레기소재를

재활용하여유용한신소재로재가공하는것에역점을두고

‘펫트래시’라는 수거통을개발했다. 이수거통은주로 자동

판매기가 비치되어 있는 주변환경에 알맞도록 고안되었는

데, 음료수공급업체들은자신들이생산하는음료수자동판

매기옆에수거함을배치하여P E T용기를손쉽게수집할수

있도록해재활용율을높이고있다. 또, 도시곳곳자동판매기

가설치되어있는장소들은디자인면에서나색상면에서시

각적인고려가전혀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어서재

미있고아름답고환경친화적인펫트래시의적극적인도입은

도시경관을살리는데큰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

●펫트래시는대형과소형두가지로개발되었다. 대형펫트

래시는형태는커다랗게부풀려진P ET병을연상시키는모

양으로설계되었다. 이수거통은각음료수업체들의CI와어

울리도록원하는색상의주형제작이가능하다. 특히투명하

거나반투명소재인경우, 수거통밖에서도내용물을들여다

볼수있기때문에분리수거에훨씬수월하다는장점이있다.

소형 펫트래시는본래 대형 펫트래시의모델용으로제작되

었지만귀여운이미지로여성소비자들의큰호응을받아상

업적으로제품화되었다.   w w w . k u r o k i - a d . 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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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과정을보여주는일러스트레이션

구로키 건축 디자인(Kuroki Architects
Design)의디자이너(왼쪽부터히데키이치
키, 사다카즈구로키, 히로시아마이씨) 다양
한프로젝트개발에대한경험을통해상점공
간과자동화된제품판매기기등의개발업무
와공공시설의개방공간과휴식공간디자인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Kuroki Architects Design, based in Japan, has applied its years of expertise in

designing outdoor public spaces, commercial store space, and automatic street

vending machines. The company recently set off a new project that could help

alleviate environmental concerns caused by consumer wastes. ‘PetTrash’ is Kuroki

Architects Design’s solution is to recycle old Pet bottles and re-produce it into a

useful and, furthermore, good-looking recylcling bin. PetTrash recycle bins are

individually designed to fit the surroundings. Many beverage and drink producers

have installed matching PetTrashes nearby automatic vending machines on the

streets and at corners to facilitate customer utility. Unlike the many conventional

recycle cans and bins produced without much consideration given to the aesthetic

aspects, Kuroki’s designed PetTrash expects to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cycling while creating visual pleasure to public users.   www.kuroki-ad.com

Recycle Petrol,
Kuroki
Architects
Design’s
‘Pet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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