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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스튜디오 주주(studio juju)의 티모 웡(Timo Wong)과 프리실라 루이(Priscilla 

Lui). 이들은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밀라노 가구 박람회(Salone del Mobile)의 살로네 사텔리테(Salone 

Satellite)에서 진행된 ‘디자인 리포트 어워드 2011(Design Report Award 2011)’ 수상은 물론, ‘2011 W 

호텔 미래의 디자이너(2011 W Hotels Designers of the Future Award)’에 선정되는 등 가장 주목 받는 

차세대 듀오 디자이너다.   에디터 김지혜

‘원-셀브스(One-Shelves)’

작은 상자들은 서로 중첩될 수 있어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한다. 

또 이것들을 도구 없이 큰 선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 알루미늄, 화이트와 실버 분말 코팅, 호두나무를 사용했다.

‘럭셔리 타워스(Luxury Towers)’

스튜디오 주주는 사람들이 럭셔리하게 차려입는 과정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옷을 입은 다음 그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고르는 사이, 이를 보관하고 선택하며 준비하는 것은 각자에게 개인적이고 조용한 의식이 된다. 

럭셔리를 즐기는 방법은 이 특별한 의식 안에서 착용자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다. 스튜디오 

주주는 단단한 유리블록들을 이용해 깨끗하고 선명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자수의 화려함을 넣었고, 각 상자 안에 럭셔리한 제품의 용량과 형태에 맞게 제작된 독점적인 공간이 담겼다. 

또 긴 테이블에 다양한 블록을 진열함으로써 이 의식을 가볍고 유기적으로 완성했다. 이 제품은 사포리티 

디자인 어워드 2009(Saporiti Design Award 2009)에서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받았다.

티모 웡과 프리실라 루이는 싱가포르 

출신으로 각자 난양 폴리테크닉

(Nanyang Polytechnic)과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산업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2007년 싱가포르 

국립대의 디자인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젝트들을 

시작했고, 패트릭 시아(Patrick Chia)

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디-랩

(d-lab)에서 ‘오브젝츠 어라운드 더 

테이블스케이프(Objects around 

the Tablescape)’를 협업했다. 그리고  

2009년 함께 스튜디오 주주를 세웠다. 

이들은 스튜디오 주주를 통해 디자인 

방법, 제품과 공간의 감성, 아트디렉션 

관련 작업을 한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휴먼 인터랙션을 위한 특별한 감성을 

통해 즐거운 경험과 기능적인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다. 

그래서 티모 웡과 프리실리아 루이는 

디자인 과정에서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면서 디자인의 기능, 형태, 컬러, 

소재의 적합성에 대해 세부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원-셀브스(One-Shelves)’ 

‘럭셔리 타월(Luxury Towers)’ 등 

이들의 작업을 보면 디자인 인사이트가 

엿보여 그 비결에 대해 묻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오래 응시한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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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리포트 어워드 2011’에 이어 ̀2011 

W 호텔 미래의 디자이너’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한다. 스튜디오 주주의 어떤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나?

축하해줘서 정말 고맙다. ‘2011 W 호텔 미래의 

디자이너’의 수상 요건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은 

가구, 조명, 수공예, 건축, 디지털, 전자 미디어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15년 이하의 경력으로 산업적이지 

않고 실험적이거나 한정품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작업에 흥미를 보이면서 창의적인 과정 안에서 

독창성을 구현하는 작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작품들에는 대상의 일반적인 

장르에서 작은 담론을 만들고 경험하게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형태, 제조 공정 및 

소재의 선택에서도 명확한 독창성을 가진다. 

심사위원단은 아마 이런 모든 이유로 우리의 

디자인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좋게 봐준 

것 같다. 

이러한 수상이 스튜디오 주주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는 

분명히 많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계속 진전하고 

좋은 작업들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진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무실에 있는 

머그잔에 3 in 1 커피믹스를 타서 마신다. 이런 

우리의 일상은 아마 앞으로도 바뀌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에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평소 성실성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할 때를 위한 어떤 순서와 방법을 

개발했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는지 궁금하다. 

티모 웡: 나는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공부하면서 

뭔가 만드는 것에 흥미를 키웠고 자연스럽게 산업 

디자인을 직업으로서 갖게 됐다.  

프리실라 루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디자인에 

흥미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디자이너는 단지 예술적인 표현을 넘어 

뭔가를 현실로 만든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세운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디-랩의 ‘오브젝츠 

어라운드 더 테이블스케이프’를 위해 함께 

작업하면서 둘이 일하는 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주주의 형태가 

진행됐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꽤 

직접 실행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주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디-랩에서 

일하는 동안 그곳의 디렉터 패트릭 시아는 

우리가 우리만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줬고 현재도 우리의 디자이너로서 여정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의 관점과 예민한 

판단력 등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외에 영감을 받는 디자이너는 누군가? 

우리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중에는 패트릭 시아를 

비롯해 콘스탄틴 그리치치(Konstantin Grcic), 

후미에 시바타(Fumie Shibata), 디터 람스

(Dieter Rams), 카스틸리오니(Castiglioni)

가 있다.  

현재도 스튜디오에 둘 뿐인가? 그렇다면 많은 

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둘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몇몇 

어시스턴트들이 있긴 하다. 현재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일이 계속 진행 중이다. 문제를 관리하고, 

메일들에 회신하고, 디자인 방향을 세우고, 

어시스턴트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찾고, 

디자인하며, 모델과 스케치, 컴퓨터 작업 등 

많은 일이 있기에 늘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디자인 작업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우리는 보통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자문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또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는 컬러 등의 제안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우리는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디자인 전체적인 관련성과 적합성을 살핀다. 

외부는 내면을 감싸는 표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디자인의 시적인 요소를 너무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 함께 작용해야 한다. 

굿 디자인은 아마 디자인 철학을 많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울려 퍼지는 것일 것이다.

당신들은 디자인할 때 꽤 세부적인 부분에도 

섬세한 것 같다. 그러한 성향은 작업할 때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일상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는 편인가? 

하하. 그런 성향이 일상에 모두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디자인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지막에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삶에 

숨 쉬도록 하기 위해 섬세함은 필요하다. 삶에서 

어떤 것들이 알맞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뤄 작용하며 편안하게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점은 디자인에서도 

그렇다.

‘레빗 체어’나 ‘덕 램프(Duck Lamp)’ 등의 

프로젝트를 보면 유머러스함이 깃들어 있다. 

당신들은 진지하기보다 여유롭고 위트를 

가졌다고 생각하나?

우리 중 누군가 우울한 생각을 할 때일수록 

재미있는 것을 디자인하곤 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쇼핑을 

간다거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에 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일해야 할 때는 

매우 조용하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집중해서 

일하기에 중요한 곳이다. 우리는 일하고 모델을 

만들 때 빠르게 서로 대화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던지곤 한다.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우리는 여러 공장을 다니며 철로 작업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마이애미 / 바젤’ 전시를 
한창 준비하고 있다.  

1

‘워블 앤 머쉬룸(Wobble and Mushrooms)’

‘워블’은 단풍나무와 알루미늄을 사용했고, 작은 것에 손가락을 가져갈 때 

살짝 동요되는 것에 착안했다. ‘머쉬룸’의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된 뚜껑은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플래티퍼스 체어(Platypus Chair)’

스튜디오 주주는 매번 수행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 사용자가 

스스로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었다. 

너도밤나무를 소재로 한 이 의자는 과장된 팔걸이 부분이 있어 컵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3

‘드럼 시리즈(Drums series)’

두 가지 크기의 수납함 시리즈로 작은 것들은 겹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큰 것은 회전할 수 있다. 단단한 뼈대 구조의 프레임을 사용해 

5mm의 유연한 합판을 폐쇄적 용기를 만드는 프레임으로 둘러 쌓아 나무 보트 

또는 배의 구조와 닮았다. 뼈대가 교차해 만들어진 주머니들은 작은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4

‘AT 램프(AT Lamps)’

LED와 단풍나무가 사용된 테이블용 램프 시리즈다. 

5

‘레빗 테이블(Rabbit Table)’

스튜디오 주주는 사람들이 테이블의 곡선을 따라 앉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영감을 받길 원했다. 이 테이블은 다양한 높이와 형태, 크기의 시리즈가 있다. 

6

‘밤비 체어(Bambi Chair)’

나무의 질감을 염두에 두고 다리와 핸들이 연속성을 이루는 구조의 의자를 

디자인했다. 너도밤나무의 따뜻함과 덮개 천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7

‘덕 램프(Duck Lamp)’

실내등과 작업등을 위한 오리형태의 기발한 램프다. 조명대는 40° 정도 

구부려져 기능적이면서 표현적이다. 

스튜디오 주주의 디자인은 대부분 나무 소재, 다가가기 쉬운 파스텔 톤 컬러의 조합, 그리고 둥글고 편안한 느낌의 

절제된 형태가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디자인 리포트 어워드 2011의 심사위원단은 

“스튜디오 주주의 디자인은 시선을 잡을 만하며 자연적인 표면은 거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디자인 마이애미 / 바젤(Design Miami / Basel)’에서 

스튜디오 주주는 ̀대화(Conversation Pieces)'라는 주제로 수상 기념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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