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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LANZAVECCHIA + WAI

Lanzavecchia + Wai는 Francesca Lanzavecchia와 Hunn Wai

의 창의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이들은 단순한 디

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이자 연구원, 엔지니어, 장인(craftsman),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다. Wai는 싱가포르 출

신으로 National University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교육 받았고, 

Lanzavecchia는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에서 제품 디자인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들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

서 처음 협력했고, Droog Design의 공동 창립자인 Gijs Bakker 밑

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전혀 다

른 나라 출신의 디자이너들은 서로의 문화와 배경, 지식, 기술을 조화

롭게 어울러 색다른 사고 방식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채롭고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탄생한 Lanzavecchia + Wai의 작품들은 

인체공학적이면서 실용적이고, 컬러풀하면서도 아기자기하며, 친숙

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다. 유명 갤러

리와 박물관, Mercedes Benz나 Alcantara와 같은 대기업들과 다양

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16, Young Design Talent of the Year 등 영예로운 상을 수여

하며, 색다르고 즐거운 디자인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란차베키아 와이

각 분야 최고의 인물들을 엄

선해 소개한다. 거장들의 약력

과 작품을 통해 성공할 수 밖

에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감

성과 다양한 시각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준다.  성 은 주 기자

MASTERPIECE

BIOPHILA FOR.EXNOVO 

3D PRINTED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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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OLONE + MARMI DIY FOR  
“LOCAL ICONS. GREETINGS FROM ROME” 

ALCANTARA-MAXXI PROJECT

Curated by Giulio Cappellini & Domitilla Dardi

CERAMIC WALL SCULPTURES

여우와 너구리 등 동물을 형상화한 세라믹 조각품 Mimesi Urbane은 벽에 붙여 실내를 고급스

러운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어린 시절 만화를 보며 느꼈던 판타지를 실현한 

작품은 공간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우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MIMESI URBANE 
FOR BOSA

MUTAZIONI 2.0 
FOR NODUS
Trithemis Ardentis Agri & 
Salamandra Ardenits Agri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비, 잠자리, 도마뱀, 도롱뇽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카펫이다. 카펫 내부에 복잡한 그리드

(Grid)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며, 친환

경적인 소재와 컨셉은 실내에 따뜻함과 건강함을 더해준다.

POLYHEDRA 
FOR NODUS

ICOSAEDRO & DODECAE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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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Hand silver-plated glass with antique finish, 
Ash wooden base and brass details

DIMENSIONS
(S) 32 x 10 x 30 cm
(M) 40 x 15 x 38 cm
(L) 50 x 10 x 25 cm

미적 감각과 기능을 모두 겸비한 Assunta는 현대적인 소재와 표현을 베이

스로 하는 의자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질량 감소와 체력 손실로 앉았다 일

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Assunta는 사용자가 쉽게 일어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특히, 연로하신 분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ASSUNTA
A chair that helps us to get up.

photography 
©  Davide Farabegoli

MATERIAL: Rice-paper, bamboo, lacquer
SIZE: Various 

COLOURS: White exterior, luorescent orange interior
LAUNCHED: SaloneSatellite, Salone del Mobile, Milan

LEONE SERIES 01

Photography © DANIEL PEH K.L.

Commissioned by Matteo Ragni and supported by 

Alessi, we tasked to give a maximum of 2 cuts to a 

block of sweet smelling Cedar wood with wheels 

to realize our expression of a wooden toy car.

AUTOSCONTRO FOR 
100% TOBEUS

Curated by Matteo Ragni

고대 이집트와 에트루리아의 Flabellum fan(의식 때 교황 앞에 받드는 부채)에서 영감을 

받은 Flabello는 엔티크한 마감의 은색 유리로 된 거울과 칸막이를 포함한다. 옻칠한 목

재 베이스와 황동 디테일을 통해 러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특히, 양면 모두 사

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책상과 화장실 등 어떠한 생활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

FLABELLO FOR GALLOTTI&RADICE 
TABLE MIRROR & 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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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통합된 Rhizaria는 각기 다른 두 

개의 피스가 결합한 형태의 조명이다. 입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를 사용

해 더욱 튼튼하고 디자인적으로 독특하며, 눈길을 사로잡는 레드와 블

루 컬러로 화사한 인테리어 요소가 되어준다.

RHIZARIA FOR.EXNOVO 
3D PRINTED LAMPS

POP-UP FOR ATOM: 
THE CUTTING FACTORY 
PROCESS-DRIVE ARTIFACT 

2차원적인 평범한 종이를 반으로 접

으면 새로운 3차원의 세계가 등장하

는 Pop-Up은 보이드(Void)와 라인

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입체감을 특징

으로 한다. 심플한 판지 형태로 책의 

한 페이지를 여는 것 같은 Pop-Up

은 166개의 계단을 섬세하게 표현해 

마치 잘 지은 건축물의 인상을 준다. 

PICCHIO  FOR 
WOODYZOOD

WOODEN SPINNING TOY

SERIES: Rhizaria Type: Hanging
MATERIALS: Laser sintered polyamide, 

mouth-blown Murano glass by Salviati glassmaker
COLOURS: White / red, light blue, grey
SHADE DIMENSIONS: Ø31.5 x 40 cm

GLASSS
CAPSULE COLLECTION 

FOR LUISAVIAROMA

OLA FOR COINCASA

유려한 라인에 식물, 바다가 떠오르는 청량한 컬러를 자랑

하는 Ola는 테이블 위 장식품이자 물병, 유리 꽃병으로 쓰

이는 다용도의 오브제다. 표면의 부드러운 곡선은 섬세한 

유리 세공 기술을 통해 탄생했으며, 이는 야자수 줄기와 열

대 과일을 떠오르게 한다. 모든 오브제는 장인이 직접 불어 

만드는 공법으로 조금씩 달라 고유한 독창성을 갖고 있다.

녹은 사탕을 다시 단단하게 굳힌 것 같은 테이블 탑 디자

인이 인상적인 Hardcandy Coffee Table은 기본적인 블랙 

스틸 레그와 충분한 넓이의 테이블 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탕을 컨셉으로 한 만큼 화려한 형광 색을 띠고 있어 아

이 방에 잘 어울리며, 반투명한 테이블 탑의 기포는 실제 

사탕을 녹여 만든 것 같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HARDCANDY 
COFFE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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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olid Oak, MDF with Oak finish, powdercoated iron
DIMENSIONS: (S) 180 x 42.5 x 58 cm

            (L) 200 x 42.5 x 58 cm 

RAIL CONSOLE

PLAYPLAY COLLECTION 2ND SERIES

The free-spirited PLAYplay collection from Journey East is getting new playmates.

6개의 신규 작품이 추가된 PLAYplay 2번째 컬렉션은 첫 번째 시리즈의 장난기 넘치는 

면에 새로운 재료, 모양, 색상을 추가해 색다른 즐거움을 더했다. 밝은 색조의 오크 나무

를 사용해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컴팩트한 디자인과 구성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MATERIAL: MDF with Oak finish, 
powdercoated aluminium

DIMENSIONS: 115 x 53 x 87 cm

POLQA SOFA  
2 SEATER SOFA

PLAYplay 2번째 컬렉션 중 하나인 Gridlock 

Bookshelves는 키가 큰 원목 책장 안에 레

드, 오렌지, 옐로우 등 밝은 색상의 프레임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하단에 

위치한 컬러풀한 프레임으로 인해 심플하지

만 색다른 책장으로 기능한다.

GRIDLOCK BOOKSHELVES  
BOOKSHELVES 

MATERIAL: Solid Oak, 
MDF with Oak finish
DIMENSIONS: 80 x 140 x 180 cm 

작지만 스마트한 생활 공간, 재미있고 사랑스러우며 장난기가 있는 공간, 다채로운 색감으로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해주는 PLAYplay Collection은 대담하고 화려한 표현력을 특징으로 한다. 복고풍 

디자인의 영향으로 빈티지함까지 갖추고 있으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PLAYPLAY COLLECTION
A project by Lanzavecchia + Wai for Journey East

Bazaar

복고풍 팝 디자인 감각이 녹아든 Hamburger Side & Coffee 

Table은 빵과 패티를 겹쳐 먹는 햄버거처럼 테이블을 겹쳐 사

용한다. 두 개의 테이블이 탑처럼 쌓여있는 형태로 원할 땐 언

제든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HAMBURGER 
SIDE & COFFEE TABLES

BAZAAR
DESK AND BOOKSHELVES FUSION

photography © Federico Villa

MATERIAL: MDF core with Mahogany finish, high-quality plywood detailing
DIMENSIONS: 106 x 80 x 95 cm

MATERIAL: MDF core, Mahogany or Oak finish
DIMENSIONS: Round-55 x 55 x 44 cm

            Oval-90 x 57 x 34 cm
            Pentagon-70 x 70 x 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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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CANES
I-CANE, U-CANE & T-CANE

Photography 
© Davide Farabegoli

FRAGMENTED CABINETS 01
DIMENSIONS: Overall - 180 x 104.2 x 43 cm

Unit 1 - 180 x 104.2 x 43 cm, Unit 2 - 130 x 89.1 x 36.5 cm
Unit 3 - 87.5 x 74.4 x 30 cm

단단한 패널 대신 패브릭으로 제작한 밴드를 사용한 Fragmented Cabinets 01은 입체적인 질감이 느껴지

는 주름 표면과 활용도에 있어 여닫기 쉬워 편리한 접근 가능성을 가진다. 보랏빛, 자줏빛으로 고급스러움

이 물씬 풍기며, 패널 대신 패브릭을 적용해 유연함이 느껴진다. 키가 큰 캐비닛 아래 키가 작은 캐비닛을 

포개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Fragmented Cabinets 01은 완벽히 균형 잡힌 다리로 바디를 지탱하고 있다.

Photography © Davide Farabeg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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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MATE 
BY FRANCESCA LANZAVECCHIA 

Photography © Davide Farabegoli

아늑한 불빛과 따뜻한 온도는 숙면을 도와준다. 그리고 완벽한 숙면을 위한 Lightmate는 

의인화된 베개이자 조명이다. Lightmate 조명과 함께 잠이 들 때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데, 이는 마치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자는 듯한 온기와 미세하지만 따스한 불빛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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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PECKER HOUSE & FEEDER

SPA
ZIA

LE SER
IES SH

ELVES / RO
O

M
 D

IVID
ER

SPAZIALE SERIES OUR CHAIR
Photography © Davide Farabegoli
 

GLASS CLOCHES 

서커스(Circus)는 식탁, 거실의 테이블 위에서 

공간에 즐거움을 더해 줄 오브제다. 유리 오브

제를 장식하고 있는 서커스 단원, 장난치고 있

는 원숭이, 공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코끼리

까지, 아기자기한 소품은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다.

일괄적이고 평범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유니

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입은 Spaziale 

Shelves는 디자이너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책장이다. 곡선

과 직선의 조화, 촉각적인 즐거움, 다채로운 컬

러 등 색다른 포인트가 많은 Spaziale Shelves

는 충분한 높이와 얇은 바디를 갖춰 공간을 분

리하는 칸막이로 사용하기도 한다.

METAMORFOSI VEGETALI  
FUTURE SENSING PROS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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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 & TACO 
FOR CAPPELLINI

MOBILE SIDE TABLES

lanzavecchia-w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