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과 공예의 관계     JAPAN  

아코메야 도쿄×카페 키쓰네

일본 민예관과 무인양품의     JAPAN  

<민예 생활미의 형태>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이 일본 민예관

日本民藝館과 협력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

를 전하기 위해 <민예MINGEI 생활미의 형태>전을 

기획했다. 일본 민예관 관장이며 제품 디자이너

인 후카사와 나오토深澤直人가 이번 전시의 큐레

이션을 맡았다. 그는 1925년 야나기 무네요시柳

宗悦가 명명한 민예民藝와 현대의 민예를 자처하

는 무인양품의 공통점에 대해 제품에 제작자의 

이름을 적거나 장식하지 않는 것, 성실한 자세로 

제작에 임하며 물건 자체의 용도에 맞는 아름다

움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민중의 

공예를 뜻하는 민예는 그저 우아한 관상용 공예

품이 아닌, 대중을 위해 만든 실용적인 수공예품

을 의미하며, 그 안에는 건전하고 범상한 아름다

움이 깃들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1만 7000

여 점의 민예품을 수집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

기 위해 1936년 일본 민예관을 설립했으며 지금

까지도 일본 민예관을 중심으로 민예 운동이 이

어지고 있다. 쉽게 사서 간단히 사용된 후 버려

지는 일용품보다는,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며 삶

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하는 주식회사 양품계획良品計画은, 1980

년에 무인양품을 설립해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근거한 제조보다는 검소하고 풍요로우면서 동시

에 평화롭고 무심하게 일상에 다가서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

천인 민예의 가치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를 향한 공예품 제작 기준과 진정한 아름다

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

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무인양품 나오에쓰에서 오픈하며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무인양품 아틀리에 무지 긴자에서 

순회전을 열 예정이다. 

H www.muji.com/jp/feature/mingei 글 김효진 통신원

작했으며, 카페 키쓰네 로고를 숙련된 솜씨의 장

인이 수작업으로 그렸다. 높은 기술력의 목공예

로 유명한 도치기현栃木県에서 제작한 쌀되는 편

백나무 특유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 일본 술을 마

시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옻칠 산지로 유명한 에치젠越前의 장인이 수작업

으로 만든 에치젠 옻칠越前漆器 젓가락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며 주방에서 쓰는 행주 또

한 모기장 원단의 산지인 나라奈良에서 만들어 날

염에서 건조, 검수와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장인

의 손을 거쳤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

즘, 디자인의 신선함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즐거

움뿐 아니라 장인의 정성이 더해진 공예품의 사

용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 소소한 즐거

움을 더해 줄 것이다.

H www.akomeya.jp/shop/pg/1cafekitsune
글 김효진 통신원

역사와 시간 그리고 장인의 마음을 담아낸 기술

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행복을 전하

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 숍 아코메야 도쿄AKOMEYA 

TOKYO가 메종 키쓰네MAISON KITSUNÉ의 카페 키쓰네

CAFÉ KITSUNÉ와 협업해 쌀을 주제로 한 제품 디자인

을 선보인다. 메종 키쓰네의 아이콘인 여우와 아

코메야 도쿄의 브랜드 로고인 참새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친근한 존재이며 풍년의 상징으로 여겨

졌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쌀과 밥그릇, 전통 술

잔, 젓가락 등 쌀과 관련된 공예품을 카페 키쓰네 

아오야마와 아코메야 도쿄의 온라인 숍, 그리고 

아코메야 도쿄의 전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

매한다. 야마가타현의 두 가지 품종의 쌀을 카페 

키쓰네 특유의 커피 패키지의 색상으로 디자인해 

일반적인 쌀 포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시크함을 표

현했다. 여우 그림이 돋보이는 밥공기는 에도시

대부터 서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전통적 형태의 

나가사키 하사미야키波佐見焼 찻잔을 모티프로 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     FRANCE  

에로제닉 아마존

매년 현대미술가를 초청해 르 봉 마르셰 백화

점 내부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캭트 블

랑슈 프로젝트에 올해의 작가로 프랑스 아티

스트 프룬 누리Prune Nourry가 선정됐다. 889개

의 나무와 깃털로 제작된 화살이 중앙의 표

적을 향하고 있는 거대 설치물은 마치 인간

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 같기도 하고, 난자를 

향해 돌진하는 정자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성의 유방을 본뜬 표적의 반

대쪽에는 단 하나의 활이 정중앙을 향해 매

달려 있다. 한쪽이 공격받는 모습이라면 다

른 한쪽은 강하게 방어하는 느낌이다. 이번 

설치작업은 작가 프룬 누리가 겪은 유방암 

투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31세에 한

쪽 유방 절제 수술을 경험한 작가는 이후 스

스로를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여전사 아마조

네스에 비유하고 있다. 활을 잘 쏘기 위해 오

른쪽 가슴을 자른다는 신화 속 여전사의 모습

에서 재건의 의지를 다잡았고, 질병을 역이용

해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다. 그렇게 탄생한 ‘에로제닉 아마존L’Amazone 

Érogène’은 희망, 창의성,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질병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관람객들에게 말

해준다. 몸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 오히려 스

스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

는 작가의 메시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

려운 상황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전시는  

1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A Le Bon Marché 24, rue de Sèvres, 75007, Paris
글 양윤정 통신원 

지중해의 전통 공예를 알리다     FRANCE  

트레임

프랑스 브랜드 트레임Trame은 지중해Mediterranean 디

자인을 콘셉트로 유럽 디자이너와 모로코 장인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러그와 세라믹을 첫 번째 컬

렉션으로 선보였다. 발표되자마자 제품들은 파리

의 유명 백화점과 장식미술관 매장에 입점돼 지중

해 디자인의 인기를 증명했다. 모로코의 메크네스

Meknes지역 수공예 태피스트리와 세라믹 기술을 

시작으로 매해 새로운 지역의 전통 공예를 발굴해 

제품을 제작할 계획인 트레임이 올해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방을 선택했다. 이탈리아 사람

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칼라브리아의 전통 가

면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집안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미신적 의미로 이 지역

의 흙으로 제작된 괴기한 도자기 가면을 집에 걸

어두는 풍습을 젊은 디자이너 지오바니 드 프란체

스코Giovanni De Francesco와 뉴욕과 아테네를 기반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아시아 디자인 축제     CHINA  

디자인 상하이・베이징・선전

아시아의 가장 큰 디자인 이벤트 중 하나인 디자

인 상하이Design Shanghai와 디자인 차이나 베이징

Design China Beijing, 그리고 디자인 선전Design Shenzhen이 

나란히 2021년 행사 날짜를 새롭게 발표했다. 디

자인 상하이는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상하이 

월드 엑스포 컨벤션센터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디자인 차이나 베이징은 9

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립농업전시관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에서, 그리고 디자인 선전은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선전 컨벤션센터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과 미주의 유명 디자이너와 크

리에이터가 모이는 이들 행사는 해를 거듭할 수

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아시아 디자인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

다. 백신 보급과 함께 곧 이런 대형 행사가 가능할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주최 측의 

낙관적인 전망을 읽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성공

적으로 개최된다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열

리는 아시아의 디자인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기업이라면 준비할 가

치가 있을 것이다.   

H www.designshenzhen.com.cn | www.designshenzhen.com.cn

www.designchinabeijing.com 글 최누리 통신원

로 활동하는 오브젝트 오브 커먼 인터레스트Objects 

of Common Interest가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신비로운 

칼라브리아 전통에 기초한 텍스타일과 새로운 세

라믹 작업도 프랑스 디자이너 소피 드리Sophie Dries

에 의해 곧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가 몰랐던 지중

해의 새로운 전통과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이 흥미롭다. 한국에서는 디자인 편집매장 컬렉

트Kollekt에서 트레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H trameparis.com 글 양윤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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