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STS 키친 & 리빙 가구 디자인 공모전 최종 결과
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ㅇ실내의 공기를 정화함으로써 심신을 안정시키고 공간에서의 미적
기능이 뛰어난 화분을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해 현대적으로 해석

기대 효과

ㅇ화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이나 소파 옆에 두어 리모컨이나
간단한 필기구 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기획
Plantower
ㅇ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일반적인 화분의 짧은

인테리어
대상

수명을
가구소품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함으로서

반영구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스탠드화분)

ㅇInrun Chair”는

잘 기대하지 않았던 스테인리스 스틸만의 심미성과

경성을 십분 활용해 새로운 거실가구로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해보는 작품

ㅇ웬만큼 사용하면 도장이 벗겨지거나 관절이 부
금상

러지는 다른

Inrun Chair

소재들보다 월등이

뛰어난

경성과

내구성, 관리의 편리함 등 여러 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구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Lounge chair)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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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세면대와 변기를 합침으로 친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바로 변기의 물을
내리는 용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여 친환경 적임

ㅇ도장이나 도색을 하지 않아도 그자체로 특이하고
은상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며 물에 잘 녹슬지 않는 스테

WiT
(세면대+변기)

인리스의 특성으로 기존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등으
로 만들어진 세면대와 변기를 보다 새로움을 선사
할 수 있음.

ㅇ 숟가락과 젓가락 상단부분을 페라이트 계와 마르텐사이트 계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단 부분에 위치해있는 자석기둥에 달라붙는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Magnetic Stick
은상

ㅇ자석을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생겨남에

Holder

따라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고객들에게

(젓가락&숟가락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며 사용함에도 더욱 편리한 주방용품이

홀더)

되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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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강판을 가공하여 만든 의자로 스테인레스의 차가운 이미지보다 부
드럽고 친숙한 느낌을 주기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하였고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형태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추구
ㅇ거실에서는 눕혀 사용하여 의자뿐만 아니라 탁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방에서도 식탁의자나 선반으로 활용이 가능
바름 의자
은상

ㅇ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심플하면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인상을 주며 얇은 판을 가공하여 비교적

(barum chair)

쉬운 공정으로 가공비의 절약과 대량생산 효과를

(탁자겸용 의자)

기대

ㅇ Paper stool은 보통 STS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좀 더 ‘가볍고 유연한’ 느낌으로 전환 시키고자, 종이의
유연한 특성을 모티브로 디자인함
ㅇ Paper stool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스틸가구보다 가볍고 유연한
인상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효율성과 친
환경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함

동상

ㅇ 한 판의 STS steel을 Bending하여 제작되어지는
것으로 기성가구에서 사용되는 타 가공재료(접

Paper
(Stool)

착제나 못)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임
ㅇ 많이 쌓아올려도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형태로 높은 효율성에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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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도마의 모서리 부분에 구멍과 이를 둘러 싼 Edge를 만들어 재료들을
떨어트리지 않고 넣을 수 있음
ㅇEdge를 통해 직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위생적인 건조와
보관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동상

The Edge

ㅇ위생적, 내구성, 저온강도, 내열성, 내식성 우수

(도마)

ㅇ냄비뚜껑의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사용을 편리하게하기 위해 냄비의
뚜껑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할 간편하게 수 있도록 함

ㅇ냄비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면 위생적면서,
동상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all in one cover

수가 있음

(냄비)

ㅇ열전도율과 보존성이 높아 다양한 요리를 자유
자재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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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natural soodling는 'natural stainless wood lighting' 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 ‘홈 데코’ 란 가정적 느낌으로 따뜻하며‚ 그 공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디자인
ㅇ차가운 느낌의 스테인리스를 친근함이 스며있는 나무토막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은은한 조명을 넣어 따뜻한 느낌을 강조하여 사
용자의 감성을 만질 수 있는 디자인
ㅇ스테인리스 고유의 반사 되는 재질로조명과 닿
동상

으면 좀 더 은은하게 빛을 낼 수 있음

natural s-oodling
(조명/가구)

ㅇ홈 데코로 사용을 하다가‚ 의자가 필요하여 의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품을 쉽게 들고

쉽

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스테인리스의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모던함을
살린 디자인
ㅇ스테인리스의 특성인 열전도성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파의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한 제품
동상

ㅇ스테인리스의 특성인 열전도성을 이용해 온도를

CONTROL SOFA

조절하면 쉽게 전체로 퍼지며 천 재질로만 만들

(소파)

어지던 대부분 소파디자인에서 더욱 폭넓게 스
인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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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주방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자가 스스로 가구를 배치 할 수 있
도록 벽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아무 방향으로 배치 할 수 있도록
세련되면서 편리한 가구를 디자인

ㅇ녹이 슬지 않는 점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moveable
장려상

적절하다 생각하며 불도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kitchen

위험요소가 적으며 주방의 심플하면서 세련된

(싱크대, 수납)

분위기를 연출 가능

ㅇ작품 구성 : 스테인리스 테이블 상판, 와인 랙(wine rack), 와인잔 랙
(wine-glass rack), 다용도 수납장, 와인 칠러(wine chiller)
ㅇ와인 테이블로 사용하였을 때, 테이블 위에서나 랙 위에서나 와인의
맛과 향을 보존해 주며, 식사 시에도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를 가능
하게 함, 이 밖에도 스테인리스스틸은 표면이 매끈하여 이물질이
묻어도 깨끗하게 잘 닦이며, 어떠한 공간에 있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장려상

STS Wine
Table(스테인리스
스틸 와인
테이블)

분위기를 연출

ㅇ스테인리스스틸의 낮은 열전도율로 와인을 마시지
않을 때 외부의 온도 변화로부터 와인을 보호
ㅇ내열성이 뛰어나 테이블 상판이 뜨거운 접시 등에
의해 쉽게 변형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 충격
에도 잘 견뎌 오래 사용할 수 있음
ㅇ환경호르몬과 금속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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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조리대를 넣을 공간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싱크대 밑에 있는 문을 조리대로 확장

‘요리’보고
장려상

ㅇ녹이 잘 생기지 않는 스테인리스의 특성으로 조리중

‘조리’봐도

재료와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음

(조리대)

ㅇ빛과 그림자를 concept으로 가구에 빛을 비췄을 때 그 그림자의
분위기가 숲을 연상시키게 하는 가구
ㅇ모듈가구로서 일반적인 가구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ㅇ착시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가구

장려상

ㅇsteel sheet laser cutting을 통해서 정교한 패턴이

Ciel de forêt

표현 가능.

(모듈러 책장)

ㅇ정교한 패턴으로 생기는 내구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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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COMFY GEOMETRY는 편안한 기하학이란 뜻으로, 해먹을 현대화시킨 이름
1. 등받이 의자 - 앞뒤
2. 간이침대 - 좌우
이는 두 가지 방향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등받이 의자와 간이침대라는 다목적 기능은 패치가 걸린 막대를
프레임에 걸어 변형 및 사용이 가능
COMFY
장려상

ㅇ휴식과 평온함의 이미지인 리빙 공간에 미니멀한

GEOMETRY

현대적인 요소로써 작용되어, 현대인들에게 적합

(라운지체어)

하며 보다 세련된 형태로의 개량을 가능

ㅇ'Layer table'은 스테인리스 스틸 밴딩으로 만들어진 프레임과 유리로
구성된 리빙 테이블임
ㅇ거실에서 사용하는 Main table과 Side table의 중간 개념으로서의
테이블로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잘 어울리는 재질인 유리와 함께
구성, 스테인리스 스틸 밴딩으로 만들어진 프레임과 유리로 구성된
리빙 테이블
장려상

ㅇ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프레임으로 충격에
강함, 다른 재질보다 무겁기 때문에 테이블 프레임

Layer table
(테이블)

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표면이
미려하여 테이블을 한 층 더 고급스러운 가구로
만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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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이 책장은 스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책을 꽂아 넣는 것이 아닌
걸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유닛의 구멍 크기에 따라 책의 크기를
구분하여 다양한 책을 수납 할 수 있음
ㅇ펀칭된 plywood벽체에 유닛을 꼽고 뽑을 수 있어 자유롭게 형태를
구성할 수 있음으로 유기적인 패턴의 확장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하이테크적이며 미래적인 느낌을 나타냄
장려상

ㅇ책장의 프레임을 스테인리스스틸로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강해 많은 책을 걸쳐도 쉽게 휘거나

Virtual Foam
(책장)

찌그러지지 않고 일반 스틸에 비해 그다지 잘
녹슬지 않아 장기간 사용 가능

ㅇ보통 씽크대와 밥 먹는 테이블이 따로 떨어져 있어 동선의 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에 하나의 형태로써 요리 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디자인 함을 나타냄
ㅇ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이유는 가장 위생적
장려상

Sink table

이고 안정성이 높으며 녹이 거의 슬지 않는 금속

(주방 씽크 &

때문, 또한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되거나 표면에

테이블)

입힌

코팅재가

벗겨져

유해물질이

노출될

일도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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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명

작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ㅇ스테인리스의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이 테이블은
우리나라의 오랜 생활방식인 좌식생활에서 만들어진 유기소반을

모

티브로 하여 한국 생활가구의 전통성과 조형성이 현대적인 공간

에서

도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리빙가구

ㅇ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끄러운 마감과 광택이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반 (ban side
장려상

수 있게 해 줌

table)

ㅇ이를 통해

(사이드 테이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주방과 사

무용가구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에서도 활용
되는 새로운 가구를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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