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DESIGNER _ 스페인

유기적인 선의 흐름

Tomas Alonso

지난해 프로모세디아 의자가구 박람회에서 진행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Toma′
s Alonso. 현재 런던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그를 소개한다. 진행/홍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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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
s Alonso는 1974년 스페인 북서쪽 지방에 위치한 Vigo라는 작은 도시에
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막연히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오다 19살에 세계적인 도
시들을 직접 여행하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그는 Art Institute of Fort Lauderdale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며
자동차 휠 생산회사 OZ Racing에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했다. 졸업 후 그는
OZ Racing에서 디자인 디렉터가 되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
고 디자인 하기를 원했다. 다시 이탈리아, 호주를 거쳐 그는 2004년부터 2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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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Royal College of Art(RCA)에서 프로덕츠 디자인을 공부하게 된다. 이
후 RCA에서 만난 5명의 동료 디자이너들과 함께 OKAYstudio를 열었는데, 그
는 OKAYstudio에 대해 매일같이 일에 대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로 생활가구들과 소품들을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는데, 비
치와 로프를 사용한‘5 degree’테이블과 스툴은 미니멀 디자인의 극치를 보여
준다. 또한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진행되는‘올해의 디자인 상’세레모니를
위해 스페인의 전통 파이 반죽에 전기 케이블을 넣어 만든 획기적인 소재의
‘Bread light’
을 선보였다. 이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으로 소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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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인정받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는“사람들의 손에 들려있거나 집에 늘 있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영
감을 얻는다. 사람들이 내가 디자인 한 제품들을 언제나 재미있고 편리하게 사

1. No. 7 (nube) chair 증기를 이용해 나무를 성형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의자로 Thonet의 대표적인 제품 No.7 chair를 재해석한 제품이다. 2008 프로모세디아 디자
인 공모전 수상작. 2. 지난해 9월 런던의 Aram gallery에서 열린 OKAYstudio의‘Under the same roof’전시 모습. 3. Clothestree 고무 소재로 커버링 한 여러 개의 스틸 튜
브를 플라스틱 연결 고리로 연결해 사용하는 옷걸이. 4. Elevation sur table 자기 소재의 접시와 은을 도금한 커트러리, 면 식탁 매트가 세트를 이루는 제품이다. 테이블 셋팅
을 위해 접시와 커트러리에 굴곡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 5. 5 degree stool & table 비치와 항해용 루프를 이용해 만든 스툴과 테이블로 접어서 보관하기가 쉬워 좁은 공간
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Pond table 콘크리트로 만든 지지대와 광택 컬러를 칠한 스틸 다리, 합판을 이용해 만든 테이블이다. 3가지 디자인의 각기 다른 상판이
한 세트를 이루는데 스틸 다리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상판의 위치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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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간결하고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자신의 디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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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한다. 그는 현재 런던을 비롯해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OKAYstudio 전시와 개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쿄 디자인 위
크에 초청되어 전시에 참가한 그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a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