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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흔드는 디자인과 아름다운 오브제, 빈티지를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토리노 출신의 건축가 피에르카를로 돈도나와 함께 니스 

언덕에 자리한 벨 에포크 시대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했다.

구석구석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 집을 찾았다. 

에디터 홍지은  글 엘리아아 슈리  사진 알베르 퐁  번역 박진영

니스 언덕에서 

지붕들과 바다가 보이는 넓은 테라스. 

이페 나무를 깐 바닥은 자연스럽게 빛이 바랬는데 

이곳에 테이블과 의자 등 꼭 필요한 가구만 놓았다. 

지붕들과 바다가 보이는 넓은 테라스. 

이페 나무를 깐 바닥은 자연스럽게 빛이 바랬는데 

이곳에 테이블과 의자 등 꼭 필요한 가구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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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니스 언덕은 많이 도시화되긴 했지만 바다와 산이 보이는 훌륭한 전망은 여전하다. 아름다

운 건축물들이 녹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나 과거를 간직한 채 시간을 초월한 

매력으로나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건물이나 데커레이션이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되

면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 부부-남편은 빈티지 전문가인 앤티크상이고 부인은 건축

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작가다-의 눈길을 끈 집은 19세기 말 지어진, 빛이 잘 드는 조화로운 곳. 하

지만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부부는 니스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건축가 피에르카를로 돈도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작업에 들어간 곳은 정원이다. 벽과 수많은 계단으로 이뤄진 정원은 이 집의 다른 

공간과 단절되어 있다. 키 큰 나무가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고 경계를 나누는 벽도 오랜 시간 자란 무

성한 풀로 뒤덮여 있다. 정원 중앙에 길게 자리한 시원한 수영장은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작

은 비밀의 정원 같은 이곳은 벨 에포크 시대의 아름다운 파사드에 걸맞은 고색(古色)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다.

1 다른 공간과 단절되어 아늑한 느낌의 정원은 그늘진 평화의 안식처. 길게 이어지는 수영장이 시선을 연장시킨다. 

2 수영장 옆에는 이페 나무로 만든 데크가 있다. 오래된 벽과 바위, 나무 등 영원히 지속되는 자연이 머물러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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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잘 들어 밝은 부엌은 생기가 감돌면서도 

아늑하고 기능적이다. 아몬드 녹색으로 칠한 벽은 

앤티크 문양이 프린트된 바닥의 시멘트 타일과도 

잘 어울린다. 냉장고는 스메그 제품으로, 아르네 

야콥센이 프리츠 한센을 위해 디자인한 시리즈 

세븐 체어로 유니크함을 더했다. 

161-169 월드하우징-ok.indd   163 2015-05-19   오후 10:58:34



164

모든 것이 집중된 테라스

건축가 피에르카를로 돈도나 역시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했다. 정원으로 연결된 1층이 밤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2층은 낮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 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2개의 계단

은 서로 겹쳐 있는데, 1층과 2층을 연결해주고 옥상 테라스까지 이어진다. 그는 방의 공간감과 동선, 

배치를 수정함으로써 한계가 없는 공간, 바캉스 하우스 같은 느낌을 주었다. 

“넓은 테라스가 이 집의 종착점입니다. 이 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기 넘치는 공간이죠. 저녁

에 집으로 돌아오면 테라스에 햇빛이 배어들어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길게 이어진 테라스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페 나무를 깔고 꼭 필요한 가구만 놓은 테라스는 

바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주변 집들의 지붕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멀리에는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다. 

1 넓은 테라스, 정원으로 열려 있는 거실. 흰색 톤은 빈티지와 디자인 가구의 훌륭한 캔버스가 된다.  

2 거실에 존재감을 더하는 플로어 램프. 커다란 전등갓을 씌운 질다는 엔리코 프란콜리니가 팔루코(Pallucco)를 위해 

디자인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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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는 카를로 몰리노가 자노타를 위해 

디자인한 암체어 질다와 카라반의 소파 

스텔라가 함께 놓여 있다. 벽에는 철사를 달고 

집게로 매단 사진 시리즈를 전시해놓았다. 

철사와 집게는 모두 이케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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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다이닝 룸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로 꾸몄다. 조각 작품 

같은 라인을 지닌 식탁은 카를로 몰리노가 

자노타를 위해 디자인한 레알, 식탁 주변에는 

로베르토 바르비에리가 자노타를 위해 디자인한 

의자 리아를 놓았다. 빛으로 물든 다이닝 룸의 

한쪽 벽에는 이구아나가 살고 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이구아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벽지는 

영국 브랜드 티머러스 비스티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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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한 디자인 가구와 벽지

인테리어는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 부부는 모든 요소를 감각적으로 숙고해서 선택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카를로 몰리노의 열성 팬인 남편은 그가 1950년대 디자인한 2개의 작품을 구입

했다. 바로 다이닝 룸에 놓은 떡갈나무와 유리판으로 된 테이블 레알(Reale), 거실에 있는 가죽과 물

푸레나무로 된 암체어 질다(Gilda). 그 외에도 카라반의 소파 스텔라(Stella)와 천장에 설치한 보피의 

팬, 빈티지 코모드, 자노타의 리아(Lia) 의자, 카르텔의 오렌지색 낮은 의자, 포스카리니의 천장등  같

은 매우 세련된 가구로 공간을 구성했다. 

“모든 가구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마음에 드는 가구를 발견하는 대로 구입했지요.”

남편과 달리 아내는 벽지에 대한 무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벽지를 정말 오래 찾아 

다녔다. 흰색과 여러 가지 톤의 회색이 배합된 뉴트럴 컬러 벽지와 프린트가 명확한 벽지를 번갈아 사

용하길 원했다. 정말 여러 스타일의 벽지를 살펴보던 중 ‘티머러스 비스티스(Timorous Beasties)’

라는 영국 브랜드를 발견했고 이 컬렉션에서 현관 복도와 딸 방의 벽지를 골랐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이구아나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그려진 벽지다. 

“이구아나가 정말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벽지가 공간에 생기를 더해준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성공했다. 다이닝 룸 옆에 있는 부엌에는 아몬드 녹색을 칠했는데 바닥의 시멘트 타일

과 잘 어울린다. 뷔페장과 작은 테이블은 앤티크 마켓으로 유명한 프로방스 마을, 릴쉬르라소르그(L’

Isle-sur-la-Sorgue)에서 구입했다. 아르네 야콥센의 의자와 폰타나 아르테의 펜던트 조명 ‘람파라

(Lampara)’는 공간에 모던한 느낌까지 전해준다.

1 노트북을 놓아 콤팩트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작업실로 꾸몄다. 

2 다른 쪽에서 바라본 다이닝 룸의 모습. 한쪽 벽 전체에 리뉴 

로제 프랑스의 책장을 놓아 안정감을 주었다. 천장에 설치한 

펜던트 조명은 이오나 보트랭이 포스카리니를 위해 디자인한 

슈생, 오렌지색 체어는 카르텔 제품이다.  

3 이 집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는데 서로 겹치며 1층과 2층을 

연결해주고 옥상 테라스까지 이어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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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위한 1층 공간과 정원

1층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정원과 연결된 부부 침실은 심플함 그 자체다. 위층의 모든 방처럼 여기

에도 흰색을 칠한 나무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클래식한 격자 천장과 잘 어울린다. 벽에는 짙은 

회색을 칠해서 검은색 프레임의 TV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했다. 부부 침실 맞은편 드레싱 룸 옆에는 

아이 방이 있다. 부드럽고 로맨틱한 아이 침실에는 빈티지와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함께 놓

았다. 한쪽 벽에는 우아하면서 소박한 벽지를 발랐다. 흰색 바탕에 작은 검은색 점이 찍힌 벽지는 따

뜻한 회색으로 칠한 다른 벽과 잘 어울렸다. 메인 욕실에는 원래의 세면대와 모자이크 타일을 그대로 

두었고 벽장이 있던 자리에는 회색 타일을 붙인 샤워 공간을 마련했다. 

“이 집은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옥상 테라스도 곧 손볼 예정이에요. 테라스에 앤티크 도기들을 들

여놓고 정원에 새로운 나무도 심을 거예요.”

인테리어는 새로운 여행과 만남의 구실이 된다. 그렇게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곧 집이 된다. 

1 드레싱 룸 옆에 있는 로맨틱한 이 공간은 딸 질다의 침실. 따뜻한 톤으로 칠한 방에 빈티지 가구와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가구를 놓았다. 침대는 카라반의 프랭세스 오 프티 푸아(Princesse au Petit Pois). 책상은 1950년대 빈티지. 책상 

조명은 지엘드의 로프트. 의자는 찰스 앤 레이 임스가 비트라를 위해 디자인한 것.   

2 세련되고 심플하게 꾸민 부부 침실은 정원으로 열려 있다. 아몬드 녹색의 서랍장은 릴쉬르라소르그에서 구입한 것으로 

공간에 활력을 더해 준다. 서랍장 뒤의 벽은 TV가 잘 보이지 않도록 짙은 회색으로 칠했다. 침대와 침대보는 파리 메르시, 

조명은 아르테미데의 톨로메오(Tolomeo), 흰색 타부레는 톨릭스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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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구석구석 뉴트럴 톤 벽지와 존재감이 

확실한 패턴의 벽지를 활용해 공간에 생기를 

부여했다. 빈티지한 패턴 벽지는 티머러스 

비스티스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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