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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진워터퓨어

과거에서 찾은 행복

Jazz Age

Melting in Jazzy Mood

DELVAUX LE 27

입구의 격자 프레임이 진중한 멋을 자아낸다.

Design / Vudafieri Saverino Partners
Location / Boulevard de Waterloo, Brussels, Belgium
Area / 270㎡
Photograph / Santi Caleca

기하학적 직선 요소를 지닌 선반으로 벽을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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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직한 창 전체를 아르데코풍 프레임으로 꾸몄다.

부족한 것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는 삶의 기쁨을 충실히 느끼도록 만든다. 이는 바로 재즈 시대로, 물질적 부유함뿐 아니라 재즈 선율을 닮
은 풍요로운 디자인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기다. 마치 기억 속에 남은 유토피아처럼 화려한 추억이 자꾸 되살아나기 때문일까. 그 시절을 연상시
키는 고풍스러우면서 세련된 데커레이션은 시대를 초월해 꾸준히 사랑받으며, 다채롭게 재현되고 있다.
명품 가죽 제품 브랜드 DELVAUX의 새로운 부티크 DELVAUX LE 27은 클래식과 모던 스타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쇼룸 겸 갤러리로, 기능적
이고 조형적인 아르데코 양식을 더해 독특한 합을 이룬다. 특히 시대 스타일을 답습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현대판 재즈 시대를 농
밀하게 구현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우아한 외관은 고풍스러운 몰딩을 그대로 드러내 자연스레 시선을 모은다. 진중한 멋의 격자 프레임으
로 꾸민 입구를 지나면 도회적 감성을 입힌 블랙 앤 화이트 컬러의 내부가 나타난다. 2층으로 구성한 실내는 거대한 계단을 중심 삼아 좌우로 나
뉘며, 화려한 무늬의 대리석과 장식 요소가 어우러져 대부호의 저택을 거니는 느낌을 준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기하학적 직선 요소를 지닌 디
스플레이 선반이 추상화처럼 벽을 장식하는데, 이는 고전적인 벽 몰딩과 감각적인 믹스매치를 이끈다. 아울러 Renaat Braem과 같은 20세기 유
명 디자이너의 컨템포러리한 가구를 두어 세련미를 자아내고 기본 도형을 맥시멀하게 변주한 조명을 달아 한결 글래머러스하다. 특히 높은 천장
을 지닌 스킵 플로어 공간은 큼직한 창 전체를 직선적인 아르데코풍 프레임으로 꾸며 강렬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유려한 곡
선을 수놓은 난간이 앤티크 감성을 자아내며 콘셉트에 힘을 싣는다. 벽에 걸린 그림에는 예스러운 인물들이 현대 물건을 들고 있어 아방가르드한
위트를 느낄 수 있다. 2층은 1층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천장에 선이 아름답게 맞물린 기하학 문양을 그려 아티스틱한 아르데코 스타일로 마무리했
다. 정제된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한 DELVAUX LE 27은 품위가 느껴지는 우아한 무드를 펼치며 재즈 시대의 한 장면 속으로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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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무늬의 대리석과 장식 요소가 어우러져 고급스럽다.

유명 디자이너의 컨템포러리한 가구를 배치해 세련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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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려한 곡선 난간과 우아한 벽 몰딩으로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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