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쉬, 모던한 디자인
이 돋보이는 신제품 출시

작품: 이혜림의 ‘Crystal City Spun’.

트로피쉬가 모던한 디자인이

퓨전 일식과 사케를 		
만날 수 있는 오가 오픈

돋보이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오가(oga)는 퓨전 일식과 사케

SL9265는 원형, SL9266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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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과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

으로 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

는 새로운 개념의 다이닝 공간이

이다. 시계판 바탕에 그려진 메

다. 오가는 ‘집’ ‘가문’이라는 뜻

탈 라인은 가죽 스트랩의 라

을 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먹

인으로 이어져 포인트가 된다.

고 마시는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02)2190-7000

브랜드다. 기품 있고 풍족한 대

주미한국대사관문화홍보관,		
바람직한동화:환상과실재사이전개최

감집을 본떠 공간을 완성했으며,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에서 3월 10일부

롭게 즐기는 것을 모토로 한다.

퀄리티있는 음식과 음료를 자유

터 25일까지 <바람직한 동화: 환상과 실재 사
이>전이 열린다. ‘이상’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
들의 놀이에 담긴 삶에 대한 획일적 태도와 부
조리를 밝히는 전시다. 어린 시절의 놀이 경험
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전시는 천민정, 이혜림,
길버트 트렌트, 사토미 시라이 등 4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했으며 종이 인형, 인형의 집, 바비
인형과 같은 놀이를 소재로 다루면서 주제적인
면에서 가상과 실재, 혼성 문화 등의 다양한 이
슈를 담는다. www.Dynamic-Korea.com

현대카드, 				
자갓 레스토랑 가이드북 출간
현대카드가 레스토랑 가이드 <자갓ZAGAT>과
함께 <ZAGAT 서울 레스토랑 2010>을 출간했
다. 서울 시내에 있는 287개의 레스토랑을 소개
하는데 리스트 선정 기준에는 특별한 인테리어

알로, A.District 2010년 신제품 출시

디자인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일 것이라는 조건

안경 편집 매장 알로가 자체 브랜드인 A.District의 2010년 신제품을 출시했다. A.District

도 있다. 현대카드 프리비아 쇼핑을 통해 구매할

7000 시리즈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베스트 12’를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해 12

수 있으며 가격은 8000원. 1588-0360,

가지로 선보이는 것이다. 평면적인 한국인의 얼굴형에 맞추어 제작해 기존 수입 브랜드의

shop.hyundai.com

안경을 착용했을 때 느끼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가격은 16만 9000원부터. 		

넵스, 제4회 주니어 디자이너
포럼 참가자 모집
넵스가 제4회 주니어 디자이너 포럼
에 참가할 인테리어 및 디자인 전공 대

www.alostyle.com

학생을 모집한다. 3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리얼 오리지낼러티(Real
Originality)-진정한 독창성, 진품’이
라는 주제로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1
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넵스
드리머로 선발된 20명은 5월부터 5주
간 삼성동 넵스 사옥에서 포럼에 참여
하고 최종 PT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
한다. 결과에 따라 작품을 실물로 제작・
전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며 참가

빌라엠, 			
스페셜 라벨 제작 이벤트

자 전원에게 포럼 수료증을 수여한다.
1566-2300, www.nefs.co.kr

빌라엠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특별한 라
벨을 제작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빌라엠 또는 빌라엠 로쏘를 구입한 후
이메일로 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디자인 트렌드를 읽다’ 워크숍 개최

내면 일주일 안에 원하는 라벨이 붙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한국 디자인 트렌드를 읽다’라는 주제로 1월부터 6월까지 워크숍

와인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날, 세상

을 개최한다. 지난 1월 29일에는 ‘통(通)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정규상 협성대 시각디자

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라벨로 디

인과 교수가 ‘간판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 변천사’에 대해 강연했다. 2월 26일에는 김민

자인된 와인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는

수 서울대 교수가 ‘도시 디자인과 삶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전국의 와인나라 매장에서 진행한다.

www.kid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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