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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F LIFE
가구가 결정하는 것
삶을 고민하면, 그 다음은 사는 공간에 대해 생각한다.
좋다는 집, 비싼 집 같은 것들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가구는 생각보다 많은 답을 내놓는다.
그것이 가구를 오래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HOUSE OF FINN JUHL_SEOUL
GALERIE ERD
좋은 가구를 모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을 한 적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유독 핀 율이었다. 어
렵지 않게 되었다. 갤러리 ERD에서 아시아 첫 핀 율
하우스를 열었다. 그의 가구는 이미 충분하지만 여기
에서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만날 수 있다. 그 시작
은 사진작가 김희원. 그의 시선으로 핀 율의 덴마크
생가를 카메라에 담아와 핀 율의 가구와 함께 한 공
간에 설치했다. 실제로 덴마크의 그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확장성과 시간성의 연작을 진행하는
것이다.
“핀 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남겨놓은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의 디자인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덴마크의 1월 날씨는 해가 잠시 머물다 간
추위 이상의 선물이었어요. 북유럽 문화와 동시대 디
자이너의 작업들을 경험하며 흔적에 대해 다시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원 작가가 덴마크에 남아 있는
핀 율의 기운과 공간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에 그
의 가구와 함께 놓였다. 새로운 시선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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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컬렉터 SABO가 20년 가까이 수집한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가구를 한자리에 펼친다. 오리지널 빈티
지 의자, 테이블, 소파, 벽장, 뭐든 없을까. 한스 올젠(Hans Olsen), 크리스티안 솔머 베델(Kristian Solmer
Vedel),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조지 넬슨(George Nelson) 등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대표하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의 생활 작품을 이렇게 큰 규모로 모은 전시는 흔히 만날 수 없다.
더하는 것보다는 잘 덜어내는 쪽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배하는 건
결국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다. 20세기 전반 독일의 미술학교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예술과 산업 전반에
걸친 디자인 혁신 운동으로 탄생한 것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다. 미술과 기술을 결합해 실용적이고 단순하면
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가구와 건축물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다. 내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든 공간은 각자 삶의 시선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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