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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각 분야 최고의 인물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거장들의 약력

과 작품을 통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감

성과 다양한 시각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준다.          이 지 민 기자

www.ingasempe.fr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Inga Sempé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작가인 부모로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며 성장했다. 1993년 파리 국립산업디자인학교(ENSCI)
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로마 Académie de France의 Villa 
Medici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2000년 파리에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오픈 후 이탈리아의 Cappellini, Edra와의 
작업으로 그의 디자인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HAY, Ligne Roset, Wästberg 등 유수의 브랜드와 함께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벽지, 조명, 시계와 같은 소품부터 테이블, 소파, 책장 등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스틸, 플라스틱, 원목 등 여러 소재를 활용한 제작을 통해 재료 믹스에도 탁
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03년 파리시가 수여하는 Major Design Award를 비롯하여 2007년 Ligne 
Roset의 소파 ‘Moël’로 Red Dot Design Award에서 Best of the Best를 수상했다. 

METEO GOLRAN
Rugs, Italy, 2015

Meteo is a collection which reinterprets in a contemporary key the classical Persian carpet. 

It preserves the gentle, sensitive traits of 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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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HÉ LIGNE ROSET
Low sofa, France, 2014

They therefore offer the twin advantages of remarkable comfort & the look 

of a true domestic settee, bringing it far from the 'banquette' look. Its lower 

lines enables it to elegantly integrate into all spaces, even the very smallest.

MOËL LIGNE ROSET
Moël은 등받이가 높게 둘러져 있는 all-foam 소파로, 내부 커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주문 가능하다. 1인용부터 3인용은 물
론 원하는 색상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Sofa, France, 2007

Materials: Foam, waisted wood

Dimensions:

- Sofa for 3 persons: H 95 × W 220 × D 66 cm

- Sofa for 2 persons: H 95 × W 167 × D 66 cm

MADELEINE DND
Door handle, Italy, 2018

Material: Hot stamped brass

Finish: Black, Polished nickel, Bright gold

Dimension: L 95 x l 31 x w 55 mm

CHANTILLY EDRA
Sofa, Italy, 2007

Modular sofa which can be assembled as a round, an oval or semi-circle 

around a fixed shelf on which objects may be placed.

MOËL LIGNE ROSET
Sofa, France, 2007

Materials: Foam, waisted wood

Dimensions:

- Armchair: H 95 × W 115 × D 66 cm

Moël is an all-foam sofa with an enveloping back. 

Inside covers are ordered independently of the 

exterior «corolla», thus making bicolour and/or 

bi-material interpretations a possibility.

ENVELOPPE HJELLE
Enveloppe는 고정식 등받이가 있는 디반(divan)으로, 쿠션의 양 끝을 자
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등받이의 모양을 사용자의 자세에 따라 자유자재
로 변형시킬 수 있는 소파는 넓은 좌석과 함께 편안한 안락함을 제공한다. 

Sofa, Norway, 2008

Materials: Foam, feather, fabric, reclaimed wood

Dimensions: H 97 x W 175 x D 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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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HÉ LIGNE ROSET
Bed, France, 2011

너도밤나무 프레임과 헤드에서부터 침대 전체를 감싸는 퀼팅 매
트리스의 조화가 독특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침대다. 천연나무 
소재의 단단한 구조와 폭신한 이불의 매치는 엄격한 직선과 부드
러운 곡선의 조화로운 결합을 만들어냈다.

Materials: Beech, foam, fabrics

Colors: Natural beech, varnished beech, red or charcoal grey 

stained beech

Dimensions:

- W 160 x D 200 x H 85/100 cm

- W 180 x D 200 x H 85/100 cm

SEMPÉ W103S WÄSTBERG 
W103S 펜던트 램프는 단일로 매달리거나 혹은 여러 개의 조합
이 가능하다. 긴 레일에 부착하기도 하며, 작은 레일을 결합하여 
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 밝고 부드러운 7가지 색상을 취향에 따
라 고를 수 있다.

Desk lamps and Hanging lamps, Sweden, 2012

Dimensions: H 14.5 / Ø 28 cm

Materials: Aluminum, cast ironORIBA JAPAN CREATIVE
Tableware, Japan, 2012

Materials: Enamel ceramic

Dimensions:

- Small bowl S: Ø 80 x h 85 mm

- Small plate S: Ø 135 x h 15 mm

- Medium bowl M: Ø 115 x h 65 mm

- Medium plate M: Ø 182 x h 15 mm

- Large bowl L: Ø 174 x h 90 mm

- Large plate L: Ø 219 x h 30 mm

RUCHÉ LIGNE ROSET
Sofa, France, 2010

두꺼운 퀼팅 매트리스와 가느다란 소파 다리가 조화를 이루
는 Ruché는 이름 그대로 주름 형태의 좌석이 매력적인 제
품이다. 용도에 따라 좌석 한쪽 팔걸이가 없는 One-side 버
전도 선택할 수 있다.

Materials: Beech, foam, fabrics

Colors: Natural beech, varnished beech, red or charcoal 

grey stained beech

Dimensions:

- 2 seats: H 82 x W 170 x D 85 cm

- 3 seats: H 82 x W 200 x D 85 cm

A thick quilted mattress rests on the slim legs of this 

sofa. The quilting called “Ruché” is distinctive in its 

use of the cross-hatching of interrupted seams.

LACHAPELLE DAVID DESIGN
너무 기술적이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테이블. 
스틸로 만들어진 가벼운 Lachapelle는 티 테이블부터 다이닝 
테이블까지 용도에 따른 다양한 크기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Table, Sweden, 2006

Materials: Plywood, lacquered steel

Dimensions:

-H 31.5 × W 37 × Ø 44.5 cm

-H 48.5 × W 58 × Ø 72 cm

-H 126.5 × W 150 × Ø 74 cm

-H 75 × W 220 × Ø 185 cm

Colors: White, red, grey

LONGPOT LIGNE ROSET
얼핏 욕조를 닮은 Longpot은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다
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storage로 활용 가능하다. 
단단한 사암(沙巖)으로 제작되어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

Window box, France, 2004

Materials: Enameled frost-resistant sandstone

Dimensions: H 18 x W 80 x D 14 cm

ARMOIRE SOUPLE MOUSTACHE
패브릭 소재로 제작된 주름진 형태의 문이 매력적인 Armoire souple. 유연한 형태의 
모듈로 전면에서 문을 열거나 혹은 뒷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이중 형태를 갖추고 있
다. 공간에 따라 여러 개를 쌓아 올리거나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Storage, France, 2009

Material: Sycamore, pleated fabric

Dimensions: H 76 x W 74 x D 41 cm

RUCHÉ LIGNE ROSET
Side tables, France, 2011

Materials: Leather, metal and plywood

Dimensions:

- H 49 / Ø 40 cm

- H 45 × W 120 × D 36 cm

- H 45 × W 160 × D 36 cm

PLISSÉE CAPPELLINI
Pleated hanging-lamp, Italy, 2003

Material: Fabric, steel

Dimensions: H 120 / Ø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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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ALTO ALESSI
Collo-alto는 손잡이에서 헤드로 이어지는 얇고 긴 목이 특징
인 커틀러리 컬렉션이다. 가느다란 직선과 유려한 곡선의 대조
는 커틀러리의 가벼움을 내포하고 있다. 식사에 필요한 스푼과 
포크, 나이프, 그리고 디저트 스푼까지 시리즈에 포함된다. 

Cutlery set, Italy, 2015

Cutlery set in 18/10 stainless steel.

- Table spoon - cm 20.4

- Table Fork - cm 20.8

- Table knife - cm 23

LETTERBOX HAY
Letterbox에 서류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바쁜 날에는 서랍을 열어 종이를 넣어놓기만 해
도 괜찮다. 영수증, 주문 확인서, 메모 등 문서들이 가득 차면 그저 서랍을 꺼내 비움으로써 
간편하게 정리가 가능하다. 사방으로 흩어진 종이들을 Letterbox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큰 
도움을 줄 것이다.

Box, Denmark, 2014

Materials: Cardboard and paper

Dimensions:

- Cards: 12 × 16 × 4 cm, - A5: 16.5 × 22 × 5.5 cm

- A4: 25 × 33 × 5.5 cm, - A4+: 25 × 33 × 8.5 cm

HERRINGBONE CRANE
Crane을 위해 제작된 그릴 팬 Herringbone은 채소, 고기, 생선을 굽거나 납작한 빵을 만들 때 
이상적인 제품이다. 뼈 모양의 그릴 라인은 Herringbone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양 끝에 
위치한 주둥이를 통해 기름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다양한 식품을 조리하는 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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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grill pan, United Kingdom, 2017

Materials: Cast iron

Dimensions: 453mm Long / 240mm Wide / 30mm High / 2.8kg

ENDORMIS DOMESTIC
Plates, France, 2008

Materials: Porcelain

Dimensions: Ø 26.5 cm

GIBOULÉE 
RØROS

Blankets, Norway, 2015 

Røros Tweed has been weaving high quality wool products 

since 1940, building on a local tradition that goes back 

centuries. Selected wool from their own sheeps and 100% 

Norwegian production has made Røros Tweed one of the 

most renowned wholly Norwegian quality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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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EUR COLORÉES 
MOUSTACHE
Lamps, France, 2013

The Vapeur collection uses the pleats mechanical and 

structural qualities to create strange and large self-

supporting volumes, which nicely filter the light. 

BELVÉDÈRE&BÉNITIER 
MOUSTACHE 

Belvédère&Bénitier를 통해 Balcon 컬렉션이 완성됐다. 모든 방에 손
쉽게 이 작은 선반을 설치하여 일상의 물건들을 편하게 전시하는 것은 물
론 소품을 보관하거나 거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Belvédère&Bénitier complete the Balcon collection. 

Those little shelves are easy to install in every room to 

highlight everyday objects.

Wall pocket and shelf with mirror, France, 2012

Materials: Solid beech, mirror

Dimensions:

- Belvédère: H 22 / Ø 14 cm, mirror: Ø 13 cm 

- Bénitier: H 4.8 / Ø 14 cm 

BALCON MOUSTACHE
Balcon은 나사가 내장된 작은 선반으로, 어느 공간에나 편하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생활 소품들을 전시하는데 용이하다.

Shelf, France, 2011

Materials: Solid beech

Dimensions: H 2 / Ø 14 cm

ÖSTERLEN GÄRSNÄS 
다리와 등받이, 테두리 등 디테일하게 표현된 U자
형 절개가 Österlen의 특징이다. 사용자의 편의
성과 기능에 충실한 깔끔한 디자인의 의자와 테
이블 세트는 어느 장소에서나 조화롭게 어울린다. 

Chair and table, Sweden, 2011

Materials: Ash

Dimensions:

- Chair: H 73 x H 73 x L 43 x P 49 cm

- Table: H 73 x W 70 x D 70 cm

GUICHET 
MOUSTACHE
Wall clock, France, 2010

Materials: Enamelled ceramic

Dimensions: H 26 x L 23.5 x D 4.4 cm

Colors: White or grey

PANIER HAY
Basket, Denmark, 2018

Materials: Steel

Dimensions and colors:

- Oblong: L25.5 x l10.5 x h8.5 cm / Sand 

- Oval: L25 x l16 x h7.5 cm / Bright blue 

- Oval: L25 x l16 x h7.5 cm / Rust 

- Round: Ø2 2.5 x h 7.5 cm / Light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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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s, Ita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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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O MATERIA
Storage, Portugal, 2011

Detachable shelf/storage unit on a clamp. Shaped 

either as a small tray or bowl, it provides a handy 

pick-up and drop-off spot for random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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