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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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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의 중심에는 창의성이 숨 쉬고
있습니다. E-Type의 아이코닉한
라인부터 2019 올해의 월 카
챔피언십을 수상한 전ӝ 자ز차
I-PACEө, 창립자 윌리엄 리옹
경의 말처럼 재어는 t세상에서
유일한u 자ز차로 여겨니다.
재어 매거이 시하는 것은
이러한  ة창성과 개성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식에 도전하고
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거대한 것ө
매우 다양합니다. 이 위대한 것을
더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큰 도약을 이루ӝ도 합니다.
이은 창의력을 휘하여 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호에서는 ٣자인, 테크놀로,
자선 활ز, 다이닝 문학 분야의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전
세계의 크리에이 브 허브를
여행하며 앞으로 다가올 래를
작해봅니다. 이 여행을 ૌӝ시ӝ
랍니다.
데릭 하빈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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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중의 최고. 우리의 글로벌 전문가 패널은 미술, 디자인,
음식, 패션의 세계를 아우르며 최고의 작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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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be Gormley
고믈리와 갬블의 창업자이자 수석 재단사,
새빌 로 최초의 여성을 위한 여성 재단사
gormleyandgamble.com

선택: 페넬로페 칠버 맞춤형 벨벳 슬리퍼
t독특 재미있 기발해서 જ다 지만
ৈ히 식ী 살짝 트위스트를 가미
느낌이다 아 도 가지지 않은 나만의 것 같다 새 로ী 있는
우리 가ѱী 보관서 발 뒤Է치를 편ѱ 해주
싶을 때마다 신는다 장을 입은 것럼 멋ઉ 보인다u
penelopechilv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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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ill Amberg
재료를 변형시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가죽 디자이너. 그의 로켓백은 V&A
런던과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구
컬렉션에 들어갔다.
billamberg.com

선택: 세바스찬 콕스 베이리 스
t세바스찬은 리 손재주가 말 જ다 그의 작은
두 훌륭다 교지 않은 작이 나도 হ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해 든 방ী 재주가 있다 켄트ী
위치 아버지의 농장ী आ이 있어서 그Ҕী서 나를

베어 디자인ী 쓸 재를 준다 그는
디자인 ઁ작 및 마일링 과ী서 국
재를 집다 나는 이 월넛색상의
베이리 상을 선했다 이 상ী는
뭔가가 있다 가구 내의 일부 같은 매우
개인인 어떤 것이다 જ은 상은 일는
 도움을 주 사용자와 상이 나로
이어ઉ야 다 જ은 디자인이 다 그렇듯
소리 광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가ѱ
만든다 디테일도 말 훌륭다 우 디자인의 과
상 레임이 어울어지는 방식이나 서이 ৌ리는
방식도 말 જ다u
sebastiancox.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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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Steve McPherson
버려진 해양 플라스틱을 주 매체로 작업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예술가이자 조각가
stevemcpherson.co.uk

선택: 터 어드 사진작가
t터 어드는 내가 1990년 렵 미
을 다니 십 후반 이후로 내 감의
원이 되다 그는 놀운 인물이 말
그로 진 삶의 험가이다 내가 맨
음 매료된 그의 작 은 많은 보와 생각
텍스트 발Ѽ 그림들과 사물 자료 거
시각 널을 구성는 압축된 그만의 사진
음집이다 그의 ী는 케냐와 미국 집을
오가 화와 사 속ী서 험 ҃험
내용이 상세ѱ ѹ 있다 어드ীѱ 든
삶의 디테일과 극인 요소는 이 음울지만
기념 파티 같은  속ী 포착되 구속되
보ઓ된 광҃이 아닐까 싶다 나는 운 જѱ도
1997년 ৌ린 그의 뉴욕 시회ী서 그를
만났다 나는 스ীѱ 진 10 럼 아
말도 할 হ다u
peterbe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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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nna Hiliadaki
ART

ই  धоੋ r  Ӓझ
 Ӓ s
 ѿ ҕ زস
ङ 2झ ও
funkygourmet.com

선택: 란 ই리ই, 요리 개척자.
t란 ই리ই는 ف말할 것 없이 현대
PRODUCTION

식의 ই다. Ӓ의 자신의 천재적인
요리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사
 한 명이자 ই가르 요리의
ই로 우뚝 섰다. 란의 임무는
s식 경험의 한계s를 찾ই내는 일이며,
Ӓ는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달성했다.
2005년 유명한 엘 불리(El Bulli)의
주에서 일하며 은 경력은 후에
Ӓ가 ই가르 Ӓ리스 요리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큰 도움이 غ었다.
란은 '무정부주의자가 غ려면 먼저
조 화가 غ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단한 조언은 내 요리 인생을
어 여러 차례에 걸쳐 Ӓ의 혜를
입ૐ해 주었다. Ӓ의 대표 요리는
하나만 고르ӝ 어렵만, 2011년 폐점
메뉴로 내놓은 헤이ૌ넛을 곁인
캐비어가 Ӓ야말로 였다고
말하고 싶다.u

CLIENT

ৃ 불리(El Bulli)는 पप  리 न
ҙ인 rৃ 불리1846s으 2020֙
2 ਘী 재য়

이다

elbullifound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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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ectors
CRAFT

Grant Gibson
٣자인 건  ҕ
가 재 ઁ를
ઁ  Ӓ의
팟झ 는
평가 의 ӓ찬을
았다
instagram:
grant_on_design

선택: 모 클리가르,
유리 공예가
t주택의 고ә화와 부ز산 가격 상승으로 런던에서
예술가나 제작자가 غӝ는 정말 어려워졌다. Ӓ래서
올해 사우스워크 현 갤러리 겸 스٣오에서 10
주년을 맞은 런던 Ӗ래스블로잉 같은 회사는 충분히
ӝ념할 만하다. 1976년 영Ҵ 스٣오 Ӗ래스
운ز의 선ҳ자인 피터 레이이 설립한 이 회사는
신참 예술 인재 에게 거주를 제공하여 오랫زউ
핫한 ӝ업으로 ҵ림했다. 하나만 고르는 건 부당한
것 같만 나는 모 클리가르의 작품을
좋ই한다. 덴마크 출신 작가는 재료의 명도를
제거하고, 일부에 얽은 자Ҵ 같은 느낌을 시도했다.
매혹적인 물건이다.u
mortenklitgaard.com

FASHION

IMAGES: ADAM GOLDBERG/A LIFE WORTH EATING; DORTE KROGH; A COLLECTED MAN

Tanja Martin
Stylist for Pharrell,
Cillian Murphy,
Michael Fassbender,
Colin Firth and
Kit Harrington
셀렉트: 리카르도
시가 재해석한
리 렌치 코
t올 겨울 코의 주요
렌는 렌치코다.
나는 리를 선택했다.
전 시 크리에이브
٣렉터 리카르도 시가
리로 옮ӝ면서 부흥은
어느 정도 장은 셈이만,
브랜의 인ӝ가 유غ는
비결은 이 다재다능한 코의
ӝ능성이다. 리카르도는

2019 F/W 시ો에
클래식 렌치코를
오사이ૉ 비율로
재창조하여 테일러링과
오프 스테이플러와
함께 উ한 착용감을
연출했다. 원래는
ҵ인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개 غ었만 라Ӗ란 슬리브,
스톰 플랩, 요크, 커프
스랩 ١의 ӝ능성은
여전하다. 정장에 브로Ӓ
슈ૉ를 매치하٠ 이제는 이
렌치코에 컨스화와
블랙 ٣ 셔츠를 매치해도
좋겠다.u
burbe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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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 암살자 캐릭터를 만들어낸 루크 제닝스는
킬링 이브(Killing Eve)에서의 빌라넬의 매력과 원작 소설이 TV 시리즈로
각색되면서 캐스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준다.
Story Olly Richards

ART



PRODUCTION

 ઁ닝스가 히작 TV 시리ૉ  의 상적 인물, 전형적인 사이코스처럼 감정도 생각도 없이 행ز하는

CLIENT

암살자 빌라넬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아이٣어를 처음
풀어내ӝ 시작했을 때, Ӓ의 머릿속에는  ف단어가
떠올랐다. t충격적인 재.t
Ӓ녀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많이 있만 Ӓ ف
단어가  어맞는다. 제닝스의 원작 소설인 코네임
빌라넬 속 인물과 조٣ 코머가 연ӝ한 TV 시리ૉ에서의
빌라넬 모 ف같은 장면에서 공포를
심어주고 장대소하게 만다. 비
죄 조 에 의해 감옥에서 쫓겨난
러시아 고아, 살인청부업자 빌라넬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추적하는
임무를 띤 MI5 요원 이브 폴라스리와의
추격전을 ૌӟ다. 빌라넬은 난 10년을
어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가상의
악당 캐릭터  한 명이 غ었다.
2013년, 처음 빌라넬 이야ӝ를 ӝ
시작했을 때, 제닝스는 이 꽤 성공적인
소설가였다(Ӓ의 책 ই ے은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하만 Ӓ는
죄 스릴러의 전형을 르 않는
캐릭터로, 순수하게 재만을 위한 작품을 고 싶었다.
로 Ӓ때 빌라넬이 나타났다.
제닝스는 tӒ녀는 내 마음 속에 온전히 고었다.t
고 말한다. t나는 정신병에 관한 자료를 많이 읽으며
어떻게 Ӓ녀 같은 인물이 생겨날 수 있을 생각했다.
어렸을 때 겪은 무슨 일이 어른인 Ә의 Ӓ녀를 만어
냈을 도 모른다고 생각했다.t 영화에 ١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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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만고 싶는 않았다. Ӓ는 자신의 정신병에
대해 잘 알고 있만 히 수치라고 생각하 않는
사이코스에 관한 연ҳ를 읽었다. 또, 사이코스도
사랑이나 공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만 Ӓ것을
ҳ획화해서 아인다는 이론도 읽었다. 제닝스는
무시무시한 살인자이만 자신이 누ҵ 정확히 알고
있고, 절대 사과 윈 하 않는 캐릭터를
만고 싶었다. 원인이나 زӝ도 없이
단순히 Ӓ게 좋아서 끔찍한 죄를
저르는 Ҧ물. 어떻게 보면 최악의 Ҧ물
캐릭터라 할 수 있겠다.
많은 것이 합쳐져 빌라넬의 DNA
를 만어냈다. 제닝스는 1980년대
스크 분리주의자 Ӓ룹 에타(Eta)의
공대였던 이도이아 로페ૉ 리아뇨의
삶에서 일부분 영감을 얻었다. 라
Ӓ레사(La Tigresa)로 더 잘 알려
Ӓ녀는 스페인 경찰을 유혹해,
표면적으로는 스크의 ة립을 외치며
Ӓ을 죽인다. 제닝스는 tӒ녀는
매혹적인 인물이었다. 똑부러고 매력이 있었다. Ӓ렇게
살 않았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
Ӓ녀는 정말로 Ӓ냥 살인 사업을 ૌӝ는 것 같았다.t
제닝스는 Ӓ녀의 똑부러고, 어ف우면서도 코한
살인자의 모습을 모델 삼아 빌라넬을 만었다. 제닝스가
말한 대로 살인 사업을 좋아하ӝ 때문에 항상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캐릭터가 탄생했다.

- CELEB/JODIE, 1

Interview
Killer instinct
 ઁ닝झ는 ઑ٣ 코머 
о োӝ ֑ 맞 편
페
Ӓ
속ਸ
tৡ히 다t 말다

t֑ 같 ীѱ
다 이 ઓ재는
어떻ѱ ৈѹө
Ә णী
ਸ
ળ 어दী Ӓ֗о
ѻ 일 일өী
 각 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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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제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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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JODIE, 2

Interview
빌라넬 캐릭터에 또 다른 영감을 준 것은 제닝스의
t정말 훌륭했어,t 오디션 테이프 속 제닝스는 말한다.
저서 옵저버 (올해 초 이 책의 최종 원고 검토 작업을 그 모습에 프로덕션 관계자들 모 ف놀라워했다. t그녀는
마무리했다)에서 만들어낸 댄스 평론가 캐릭터다. 우리에게 정 ت혼란을 보여 주었다... 첫 장면에서
빌라넬의 세계는 책이든 TV 시리ૉ에서든 매우
그녀는 상황을 이끌어가야 했다.t 코머가 오디션에서
극적이다. t그녀의 세계에는 그런 전략적인 감각이
연기한 장면은 금은 고전이  시퀀스로, 빌라넬이
녹아들어 있다. 확실히 현실적이는 않다. 공연 예술에 크고 화려한 분홍 드레스를 입고 정신과 의사의 료를
는 장면이었다. 빌라넬은 의사에게 른 대답만 하고
대한 나의 애정이 거기에 영향을 치 않았을까
있만 장면은 그녀가 당연히 갇혀 있어야 할 사람임을
생각한다.t
빌라넬 을 그저 책 속 인물이 아닌 그 이상으로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t그녀는 ҭ장히 정 ت모습과
만들어내는 것은 처음부터 제닝스의 의도였다. tTV가 나사가 하나 빠 듯한 모습을 ز시에 보여야 했다.t
목표였다. 그래서 에피소드 위주로, 시각적인 면을
고 제닝스는 말한다. t그녀에게는 균형잡히 않은
강조해 글을 ो다.t 제닝스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그녀는 시작부터 자신만의 식으로 만든
아마존 킨들에 4개의 소설을 표해 TV 프로서가
캐릭터를 가고 뛰어들었다. 코머는 빌라넬이었다.t
빨리 읽고 시 접근할 수 있는 탕이 마련غ어 있었다.
금까  ف시ો을 거치면서 코머는 빌라넬 역을
그의 계획은 맞아 떨어졌다. 2016년 제닝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왔다. 코머가 이 TV 시리ૉ의 메인
선택한 시드 젠 필름에서는 거의 알려 않았던 피비 캐릭터는 아닐도 모른다. 이브 역의 연기도 훌륭했고,
월러-브리의 재능을 확보해
산드라 오는 에 상 후보에 올랐다.
소설을 TV 시리ૉ로 각색하는
하만 그녀가 이 시리ૉ의 핵심임은
작업에 들어갔다.
분명하다. 한계를 모르는 빌라넬
t피비는
당시
소수의
캐릭터는 시리ૉ가 엄청난 성공을
사람들에게만 알려 인물이었다.t
거ف는 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시ો
고 제닝스는 말한다. 피비 월러
1은 관객과 평론가 양쪽 모ف에서
브리의 단 ة여주 TV 시리ૉ, 
엄청난 응을 불러 일으켰고 2019
년 4월에 송 시ો2는 에메랄드
플리이 금은 히 시리ૉ가
غ고 그녀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페넬이 각색하여 더 나은 평가를
얻게 غ었만 당시에는 에딘버러
았다.
축제에서 성공을 거ف고 막 런던
코머는 호감 가는 영Ҵ 우에서
소호 극장에서 상영غ기 시작할
Ҵ제적인 스타로 ث움했다. 그녀는
때였다. 당시 월러 브리는금과
빌라넬 역을 연기하여 올해 초 프타
달리 저작ӂ료도  못했다.
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라이언
t피비는 빌라넬이라는 인물을 그
레이놀ૉ의 액션 코디 프리 가이
시 이해했다. t그녀는 빌라넬에
 와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전을
대한 '찬양'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각색한 케네스 브래너의 나일강의
이야기는 그녀가 살아온 식의
죽음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 모ف가
절대적 과잉과 어떤 것에 대한
훌륭한 패션 감각을 갖춘 치광이
침묵 ঐ tৡ Ӑt ֑
참회의 완전한 결핍을 담고 있었다.
살인자 덕분이다.
 ઑ٣
그녀는 이 캐릭터를 볼 때 아무런
제닝스는 이제  ف명의 빌라넬이
한계를  ف않았고, 거기에 대해 한계 없는 글쓰기를
존재한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한다. 하나는 올해 초 킬링
하고 싶다는 람과도 맞아떨어졌다.t라고 제닝스는
이브코드네임 빌라넬 시리ૉ의 속편, 킬링 이브노
말한다.
모로에 다시 나타난 그의 창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고 로 빌라넬을 캐스팅 할 시간이 왔다. 피비 월러 브리와 조디 코머가 창조해 낸, 원작과는
제닝스는 별히 누ҳ를 염ف에 ف고 글을 쓴 적이 사뭇 달라 캐릭터다. t그 ل은 같은 우주에 존재하며
없었다. 그는 t캐릭터의 눈으로 세상을 라보았을 뿐.t 서로를 보완해준다. 내가 보는 식은 그렇다. 책보다
그들의 얼ҷ을 그려본 적은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TV 시리ૉ가 좋으면 TV로 ૌ기면 غ고 대라면 책으로
느꼈을 상상했을 뿐이다. 하만 조디 코머의 오디션을 ૌ기면 다.t 킬링 이브는 수잔 히스코 각색으로
봤을 때, 그녀는 제닝스가 캐릭터를 해 느낀 것을 전부 2020년에 새 시리ૉ로 ج아온다(공포, 워킹 데드).
이 TV 시리ૉ는 시ો3를 넘어 계속 이어 수 있만
ҳ현해냈다. 코머는 그 당시 별로 유명하 않았다.
성공을 거 كTV 시리ૉ 닥터 포스터와 화이
빌라넬 캐릭터는 코머의 묘사 덕분에 책과 시리ૉ
모ف에서 이 분량을 확보했다. t사람들은 세상의
프린세스,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 캐주얼티의
칙을 키 않기로 결정한 인물에게 ز감을
의무 회차에 출연했만 24세의 리버풀 출신 우는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건
누ҳ에게나 알려 이름은 아니었다. 심한 사리와
상냥해 보이는 얼ҷ은 '소시오패스 러시아 살인자'와
그녀가 살인을 저러서가 아닐 것이다.t라고 제닝스는
닮은 ҳ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디션이 말한다. t그녀가 사랑 는 이유는 세상의 * 같은 것들을
시작غ기까는.
쓸어버리기 때문이다.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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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OUR OWN W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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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YOUR OWN WAY
로는 r우회s라는 선택이 필요하다

REPRO OP

1 Rosh Mahtani
영Ҵ 주얼리 브랜 알리ӝ에리의 창업자는
어떻게 성공을 거ف었나
Story Nathaniel Handy Photography Elliott Wilcox

SUBS

로쉬 마타니는 단순히 제품을
매하는 것이 ই닌 t누ҵ가의
세계로 어가ӝ를 좋ই한다u
고 말한다. Ӓ녀가 자신의 주얼리
브랜 알리ӝ에리와 함께 하는
일이 로 Ӓ렇다. 25세의 로쉬는
이렇게 회상한다. t나는 어렸을 
잠비ই에서 조가비나 나뭇가,
와이어 위를 찾ই 나만의
주얼리를 만곤 했다.u Ӓ녀의
고객은 전 적이고 부적 같은
무언가를 견한 ٠한 스릴을
느낀다. 런던의 해 가 주얼리
ҳ에서 제작 모 작품은
이탈리ই 시인 단테 알리ӝ에리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ӝ에 뿌리를
ف고 있다. tӡ을 잃고 자신의 ӡ을
찾으려고 애는 남자에 관한
이야ӝ다.u 주얼리 제작과 관련해
공식 Ү육을 은 적 없는 마타니는
이렇게 설명한다. t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이탈리ই어를 공부한
후, 단테의 인물이 Ӓ랬던 것처럼
어ف운 숲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형화 것에서
어나 재로 주얼리를 만ӝ
시작했다.u 로쉬의 주얼리에는
마치 원시의 강물에서 체취한 Ә
덩어리처럼 불완전한 유ӝ농
제품의 ة함이 있다. Ӓ녀의
주얼리는 리 모라노, 올리비ই
와일, 엘리자스 모스 ١이
우이 착용했다. 알리ӝ에리는
5년 전 창립한 이래 연간 500%의
성장률을 이고 있다. 하만
Ӓ녀가 거 ك성공은 날 것 Ӓ대로의
재료로 이루어는 수작업, 고ӈ한
예술과 인간의 본에 하는
작업에서 ӝ인한다. Ӓ녀는 말한다.
t주얼리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ҳ전ز화와 같다. 이야ӝ하는
식은 누ҳ나 달라 수 있다.
하만 Ӓ것은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다.u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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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조명, 거대한 도시 알린 슈니처 콘서트
홀; (현재 페이지) 커스터드에 적신 브리오슈,
소시지 패티, 모짜렐라, 계란 프라이와 할라피뇨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테이스티 앤 도터스의
커피 픽미업 칵테일과 스모크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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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LAND IPACE, 1

Travel

COOKING ON
ELECTRIC
경계를 허무는 레스토랑과 푸드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는 반문화적 음식의 천국이다. 재규어
전기 자동차 I-PACE에 올라 포틀랜드 음식 문화의
정수를 맛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Story Danielle Centoni Photography Bryce Duffy

도

시 여행 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도시마다 상징적인
요리가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엔 사워도우, 뉴욕엔 피자, 뉴올리언스엔
검보가 있다. 이런 도시들을 방문하면 마치 먹을 수 있는
기념품, 즉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새겨주는 요리를
전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다.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 자리한 중소 규모 도시인 포틀랜드는 어쩌다
요리 지도에 등재되었지만 대표적인 요리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신선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적당히 실험적인 음식을 맛보려고
포틀랜드를 방문한다.
상징적인 요리가 없기 때문에 포틀랜드에서는
독립적이고 반문화적 정신이 더욱 돋보인다. 튀긴
도우를 풍선껌 분말이나 포도 쿨에이드에 담근 부두
도넛(Voodoo Doughnut)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아이스크림 솔트 앤 스트로와 프레클드 초콜릿 주키니
브레드 같은 독창적인 브랜드도 나왔다. 검바와
같은 푸드 카트에서 식용 꽃을 뿌린 수제 파스타를
먹을 수 있고, 10 배럴과 같은 양조장이 번성하며,
핵과류에서부터 야로우 꽃까지 온갖 창의적인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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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미식(왼쪽에서 시계 향으로) 랑의 카놈 크록, 가랑갈 코코넛
크림과 가리비 세비체를 채운 삭한 라이스 컵 처치게이 스테이션;
르 삐종의 연어 숙과 천도 복숭아, 선골 토마토, 야자수 순, 매운 노리
비네Ӓ레 곁임 가브리엘 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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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는 자신의 가게를 오픈할 완벽한 장소를
견했고, 타르와 레몬 수플레, 예술적으로 플레이팅한
스뫼르브뢰, Ӓ리고 천천히 ҳ운 철갑상어 같은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t프랑스-노르웨이식 소 모 페스리 카페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서
카페를 열었고 운이 좋게도 Ә까 운영하고
있어요u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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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계절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하만 과거에는 포랜의 음식 문화가 항상
흥롭만은 않았다. 내가 2005년에 포랜로
이주했을 당시의 분위기를 나는 아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Ӓ런데 어떻게 이 도시창의적인 요리가 넘쳐나는
핫한 여행가  수 있었을까
카페 문화
포랜 다운타운에 위치한 카페, 모리스(Maurice)는
커스 머레이(Kirsten Murray) 오너 셰프가 운영한다.
흰색의 보석 상자 같은 인테레어의 모리스는 마치
도심의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보인다. 머레이는 유명
페스리 셰프 크리스 퍼(Christine Ferber)와 함께
알자스에서 일하며 슐랭 스타 셰프에 Ә가는
경력을 은 후 2008년 포랜로 왔다. Ӓ녀를 서부로
영입했던 레스토랑은 잊혀졌만 Ӓ녀의 디저는
잊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머레이의 요리에
열광했다.
재 어 전기 자ز차 I-PACE에 올라 도심을 가로 러
머레이의 카페, 모리스에 도착했다. 실론 와 부러운
키쉬를 먹기로 했다. 머레이는 포랜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로 t포랜는 정한 개척 정신을 가
곳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무언가를 갈ҳ하고, ة창적인
창의성으로 가 찬 곳이죠u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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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필
다시 차를 몰고 강을 건너 요리에서의 rDIYs ة창성으로
포랜를 널리 알리는 데 요한 역할을 한 셰프 존
고햄(Jogn Gorham)을 만나러 간다. 호손 다리를 향해
ز쪽으로 이ز하면서 느끼는 I-PACE 첩성은 정말
뛰어났다. 윌라멧 강을 가로르는 12개의 다리  호손
다리는 109년 전에 건설  가장 오래 다리이고, 가
과할 수 있도록 어 올릴 수 있는 4개의 다리 
하나이기도 하다. 소형차의 경우에는 다리 위 Ә속
격자를 나갈 때 승차감이 ॅ 안 좋만 I-PACE는
Ӓ렇 않았다. 가속 페달을 으니 거대한 라이메
스를 Ә새 추월했다.
테이스 앤 도터스는 고햄이 아메리카 스타일
선술에서 영감을 아, 어ف운 판넬 사이로
자연광이 어 오도록 연출했다. 레스토랑에 어서면
마늘과 ҳ운 토마토 향이 코를 찌르고, 음료를 섞고
흔는 달Ӓ락거리는 소리와 식사하는 사람의 수다가
ӈ를 채운다. 메뉴는 모로코식 샤크슈카, 터키식 피데,
Ӓ리고 얇은 남부식 비스킷 사이에 삭한 프라이
치킨을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의 음식을 흥롭게
혼합했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현 식재료를 테마로 한
경계가 없는 메뉴이다.
이 레스토랑은 Ә은 문을 닫은 테이스 앤 선스의
리브랜이며, 고햄과 Ӓ의 아내 르네가 함께 운영하는
9개의 레스토랑  하나이다. 고햄은 1세대 셰프이
요리사 자격ૐ을 가고 포랜에 몰려 2000년대
초 이후로 Ә까 포랜에 머물고 있다.
t포랜의 창의적인 요리는 이곳 부ز산 시장이
저평가غ어 있어 가능했어요. 자자가 없으니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아무런 간섭없이 실행할 수 있었죠.
셰프의 아이디어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Ӓ런데
파너가 많을수록 창의성은 억제 수 에 없어요u
라고 고햄은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류 판매 허가ૐ, 문앞까 달غ는
신선하고 풍부한 농산물 덕분에 포랜는
요리사에게 이상적인 도시가 غ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의 최고급 주에서 경력을 은 많은
셰프이 포랜로 이주해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요리를 선보였다.

- PORTLAND IPA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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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와
주류 판매 허가증
덕분에 포틀랜드는
많은 요리사에게
이상적인 도시가
되었다.

SUBS
ART
PRODUCTION

화려한 거리 상ױী서 시҅ 방향으로 10 배럴; I-PACE의 앞 유리를 통해
보이는 포틀ے드의 네온 화이트 스그 광판; 디아로스 렉스, 그레이
ী이, 마샬 매스, 스링 케이 양의 부두 도넛

CLIENT

t그 ী는 훌륭한 레스토이 세 곳ী 불과했
두 r북서부s 스일이죠. 다양성이 হ어요. 그 세
레스토의 음식을 맛본다 구별하지 할 도
있습니다. 이ઁ는 든 록ী 세 개의 훌륭한
레스토이 있다u 햄은 붙인다.
한계 뛰어넘기
포틀ے드는 지난 10년 동안 꽤 발했, 음식ী
26 / Jaguar Magazine

1234567890

BLACK YELLOW MAGENTA CYAN

한

ৌ으로 세҅ 요리  ী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Ѻ을 갖추다. 두 개의 볼리우드 시어터 레스토과
치ѱ이트 스테이션 서퍼 럽의 오너 셰인 트로이
맥티 Troy MacLarty 는 진성을 위해 노력하는 로컬
셰 중 한 이다. 햄과 마찬가지로 맥티 시 2000
년 초ী 포틀ے드로 왔는데 7년 , 깜짝 놀만한 변신을
했다. 자신ীѱ 셰의 성을 안ѹ 준 이리아 음식을
포기하 돌ো 인도 길거리 음식을 선한 것이다.

- PORTLAND IPA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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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링 파티 (상단) 모리스의 커스 머레이 (상단 오른쪽) 세인 존스 브리의
노라마 붕 보기 (위) 포랜의 루카스 살롱 앞에 있는 I-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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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투 다인(아래) 솔 앤 스로의 녹색 회향과 메이플, 당Ӕ 케이크 죽과 프랄린
헤이ૌ넛, 딸기와 코코넛 워터 셔벗 아이스크림 (왼쪽 아래) 모리스의 후추 치ૉ
케이크, 스뫼르브뢰와 코 치ૉ, 껍 벗긴 당Ӕ, 자ف, 핑크 페퍼콘, 호과
리향을 곁인 허브 키쉬

I-PACE를 몰고 활기 넘치는 사우스이스 디비전
애비뉴로 향한다. 한 때는 생기를 잃었었만 Ә은
활기넘치는 식의 거리로 자리잡은 곳이다. 맥라의
볼리우 ӓ장 레스토랑 에 차를 세워놓고 푸 하게
차려 알루 키와 카 롤을 먹는 사람을 ҳ경한다.
맥라는 로 옆 건물에 위치한 예약 전용 레스토랑
처치게이 스테이션의 오픈 주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고 있다.
Ӓ는 t솔히 말하면, 인도 음식을 만는 인 남성은
Ӓ다 좋아 보이 않죠u라고 말한다. Ӓ렇기 때문에
맥라는 요리를 할 때 최대한의 존을 표시하려고
노력한다. Ӓ는 난 7년 ز안 매년 원을 인도로
데려가 음식을 연ҳ했다. 심어 인도 농부에게서 접
향신료를 ҳ입하기 위해 협 ز조합과 제휴를 맺고 임Ә을
불하기도 했다. 시애의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인도인이 원하는 음식을 ҳ입하기 위해 남쪽으로 3
시간 ز안 차를 몰고 갔다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맥라는 분명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맥라는 t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게 좋아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ذ는 것도 요합니다. 저는 r와, 이게 인도
음식인가요 s라고 손님이 묻는 순간을 매우 좋아해요u
라고 덧붙인다. Ӓ런 이유로 맥라는 2018년 처치게이
스테이션을 오픈한 후 매주 이ز안 다양한 코스의 저녁
식사를 내놓으며, 요리와 스토리텔링을 해 손님에게
인도 전역의 다양한 제철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맥라는 Ӓ날 저녁 첫 ૩ 코스로 녹색 망고를
곁인 ҳ운 옥수수 브헬 샐러, 향신료 차를 갈아
넣은
삭한 세브 를 내놓으며, t오늘  메뉴는
감ӑ류를 제외하고 모 ف농부에게서 접 공ә은 것u
이라고 말한다.
모바일 무브먼트
콕 출신의 아카퐁 닌솜(Akkapong Ninsom) 덕분에
포랜는 태Ҵ 요리로도 새로운 명성을 누리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 부크, 브루 펍, 다양한 레스토랑과
푸 카로 ҳ성 노스이스 28가의 레스토랑
거리를 가로러 이ز한다. 2011년, 닌솜은 이 거리
한복판에 캐주얼 레스토랑 데를 열고 팟 타이보다 훨씬
매운 생선 소스를 가한 요리를 선보였다.
데에 도착하자 플랫 빌 야ҳ 모자를 쓴 젊은 닌솜이
소를 으며 걸어나와 긴다. Ӓ는 비문을 해
고ә 레스토랑인 랑(Langbaan)으로 데려가
원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피커에서는 힙합 음악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젊은
셰프이 연주하는 자르고, ف리고, 쪼개는 심포니가
나무와 콘크리 마감 공간을 한 채운다. 랑은
여전히 포랜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
 하나이다.
t포랜 사람은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우린 태Ҵ 출신이라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수
있죠. 한 은 왕이 쓴 시에서 영감을 아 디너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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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 앤 그릿 (왼쪽부터) 매 비스도니
매츠 BBQ의 '호울 셰'; 10 럴의 

만었어요. 손님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이 요리가 어디에서 왜 왔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Ӓ리고 할 수는 있만 뭐 만는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u라고 닌솜은 말한다.
랑의 성공에 힘입어 닌솜은 하 야이(Hat Yai)
라는 캐주얼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도 오픈했다. 태Ҵ
남부의 감로운 말레이 스타일 카레와 쫄깃한 로를
곁인 삭한 프라이 치킨이 별 메뉴로 제공다.
인ӝ있는 레스토랑이 ف
૩ 점을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닌솜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2019년, 닌솜은
포 랜에서 최고의 푸 카  하나인 매츠 BBQ의
매 비스도니(Matt Vicedomini)와 포 랜의 유명
텐더 에릭 넬슨(Eric Nelson)과 손잡고 텍사스- 타이키 매시업인 임(Eem)을 열었다. 이곳 역시 크게 성공을
거ف어 ॄ  ف૩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비스도니는 t레스토랑은 협업하는 게 좋죠u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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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성격이 느Ӛ한, 서른 살 정도의 비스도니는
2015년 얼마  غ않는 자본Ә으로 매츠 BBQ
를 열었다. 이후 비스도니가 부러운 훈연
ظ고ӝ와 육이 풍부한 매운 소시로 만 메뉴 r
호울 셰(Whole Shebang)s이 큰 인ӝ를 얻었고 점심
시간이면 많은 사람이 매의 푸 카에 줄을 선다.
Ә은 임에서 닌솜이 태Ҵ의 풍를 가한 훈제
고ӝ를 공ә한다. 닌솜에게 t매는 레스토랑을 낼
계획이 없나봐요 u라고 묻자 t전혀 없어요.u라고
답한다. t우리는 Ә 잘 해나가고 있어요. 관광객과
주에게도 좋은 일이죠.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
가족끼리 친해고, 모ف가 원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u
성장하기
I-PACE를 몰고 포 랜의 심부로 어가 이 도시의
르네상스가 시작 곳에서 어를 마감한다. 르 삐종

- PORTLAND IPACE, 5

Travel

2011년 디어 이 타이을 획했고, 2013년에는
베스 셰프 노스웨스 상을 수상했다.
식사하ӝ 몇 시간 전에 르 삐종에서 만난 루커는
숙련 멀 태스커였다. 대화를 나누면서 Ӓ는 Ӓ릴에
갈비 스테이크를 올렸고 초리조 레 아이 Ӓ레이비,
타르 Ӓ라운 체리, 콘 스푼 브레 김을 함께
아카퐁 닌솜
내왔다. Ӓ는 포랜에 온 이후 은 영향을 고려하여
t내 요리가 더욱더 세련غ어졌어요. Ә은 확실히 경쟁
상대가 더 많아졌고, 손님 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Le Pigeon)은 2006년 강 ز쪽 사이 애비뉴의 레스토랑이 많죠u라고 말한다.
평한
역에서 문을 열었다. 셰프는 당시 별로
루커는 성황을 이루는 포랜의 요식업계가 자칫
알려
않은 가브리엘 루커(Gabriel Rucker)였고
위험 감수 정신을 억누를까봐 걱정하 는 않는다. Ӓ는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ӝ 때문에 르 삐종이 이렇게 말했다. t더 열심히 해야 해요. 르 삐종은
포랜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거라고 재있게 경계를 넘나는 요리를 만 자는 ӝ본에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년 후, 루커는 푸 앤 와인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Ӓ리고 테크닉, 표현, 실행
면에서 많이 성장했어요. 마치 포랜라는 도시가
매거의 베스 뉴 셰프  한 명으로 선정غ었고,
올해의 제임스 비어 라이 스타 셰프 후보에 올랐다. 걸어온 길처럼 말이죠.u J

u  ৴  दী
хਸ ই ٣ց 
য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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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ह दী 셔리 어떤 의를
지닐까 세҅ 의  җ झ  을 장ध는
인리어 디자인을 설҅는 ઑ이झ ৴은 자न만의
자재৬ ҕ간 사ਊ법을  ҃҅를 넓 ա가 있다
Story Suzanne Im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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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CE WANG, 1

Design

t ਵ ۰
ੋਸ  חҗ ૌӝ חਸ
ঌইঠ 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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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성이 황ز색 줄무늬가 새겨 레스토랑의 테라조

PRODUCTION

닥을 누비며 춤을 추다가, 잘라낸 원석 덩어리 안에
아 일부분이 파묻혀 있는 붉은 대리석 세면대 위에서
차가운 물로 손의 열기를 식히고, 맞춤형 가죽을 덧댄
명 아크릴  스을 공제비를 넘으며 나쳐간다.
이는 홍콩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이스 왕(Joyce Wang)
의 웹사이에 올라와 있는 ة창적인 시각적 스토리로,
조이스 왕의 호텔, 레스토랑, 저택 작업물의 인상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물론 Ӓ녀 자체는 매우 견실한
현실주의자이만, Ӓ녀를 오늘날 세계적인 디자인
무대에 우뚝 서게 한 원ز력은 고급 재료에 숨은 뜻의
매력을 표현하고자 철저히 몰ف하는 자세에 있다.
런던의 Mandarin Oriental, 회원제 피니스 클럽
Equinox,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Mott 32, 고층
주거용 펜하우스에 이르는 호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를 담당한 조이스 왕은 현대적인 다이닝과
윤택한 삶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t럭셔리를 정으로
이해하려면 인생을 사는 법과 ૌ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u라고 Ӓ녀는
이야기한다.
우아하게 ҳ상 조이스 왕의
공간들은 모와 기능은 다를
몰라도, 모ف가 Ӓ 장소의 역사를
풍부하게 표현한 분위기로 일غ어 있었다. Ӓ녀는 tӒ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만, 매우 마음에 는ҵ요u라고
말했다. Ӓ건 사실이었다. Mandarin Oriental 펜하우스
스위의 창문을 해 내려다보이는 공원 전망에 영감을
얻은 조이스 왕은 은을 입힌 코르크 벽를 선보여
실외에 있는 나무의 정취가 느껴도록 했다. 한편, 세계
인테리어 상을 수상한 홍콩 Mott 32의 하 는 Ҵ의
약재상에서 영감을 얻은 곳으로, 어촌이었던 해당 역의
역사를 나타내는 쇠사슬과 식의 정치적 유산을
암시하는 선전 문ҳ가 낙서غ어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세심함으로 루어 보아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성향과 더불어, 디자인과 앤크에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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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빠져 성장한 Ӓ녀의 경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다.
상하이 출신 부모님 슬하에 호놀룰루에서 태어난 Ӓ녀는
영Ҵ의 기숙 학Ү에 입학하기 전까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가, 이후 Ҵ 보스턴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로열 칼리 오브 아(Royal College of Art)
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Ӓ 후에는 LA에 2년간 거주했는데, 이곳에서 인생
최초의 큰 작업을 착수하게 غ었다. 로 할리우
대로에 있는 Roosevelt Hotel의 인테리어를 새로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조이스 왕은 이 일로 자신의
입를 tҳ축u하게 غ었다. Ӓ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Ӓ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غ었고,

- JOYCE WANG, 2

Design
고결한 포부
Venetian Las Vegas의 카노 플로어
The Palazzo에 위치한 242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Mott 32 레스토랑은 뉴욕의
탁인 인더스리얼 스타일과 Ҵ 황실풍
요소를 한데 녹여냈다.

인해, Ӓ녀는 첨단 기술이 하는 이 시대에 자재에
대한 사람들의 응, Ӓ리고 ة한 감과 정성을
향한 수요에도 기해게 غ었다.
Ӓ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오늘날 럭셔리는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추ҳ해요. 예전에는 값비ऴ
재료에 ت을 들이곤 했만 요새는 감이 살아 있고
본연의 느낌이 나는 게 우아한 럭셔리죠.u Ӓ녀는
t글거리고 거친u 화면의 ҳ식 필름이 사라는 것에
슬퍼한다. 이제는 모 것이 매끄러운 고해상도로
표현غ며, 다른 창작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조이스 왕이 원자재에 점을 ف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납 가능하다. Ӓ녀는 히나 금속이라는
재료를 좋아한다. t저는 금속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만,
부 러운 느낌을 내려고 하죠.u Ӓ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하이의 3층 리 아파를 설명하며 말했다. 이
건물에는 5킬로터 길이의 철선을
사용하여 난간을 만 나선식 계단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조이스 왕은
판금, 내후성 금속, 철선으로  세
가 종류의 금속을 설계에
포함했다. ҳ부린 판금을 사용하여
천장까 곡선형 계단을 만들고
코르틴 강 소재의 얇은 조각을
상상력과 자재 활용의 폭을 넓히게 ع어요. LA 사람들은 사용하여 벽 내부를 채웠다. 딱딱하고 냉철한 분위기가
홍콩 사람들과 사고 식이 매우 달랐는데, 전 Ӓ 연상غ는가 결과물은 놀라울 만큼 부 러웠으며
사람들을 이해해야 했죠. 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가벼운 느낌을 가하여, 감각적이면서도 소녀풍의
어떠한가 어떤 점을 고하는가 어떤 종류의 에 살고 감성과는 다른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공간에 불어넣었다.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 관심사였어요.u
조이스 왕은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t제가 제일
이는 고객의 심을 사로잡고자 하는 열망이었으며, 싫어하는 것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r당신 작품은
Ӓ 이후로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이스 왕은 인더스리얼 시크풍이로ҵ요s라는 말을 는 거예요.
승승장ҳ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런던과 홍콩에 정말 색이에요. 전 인더스리얼한 공간에서 살고 싶
사무실을  كWang Studio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tӒ게 않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식으로
로 정한 힘이죠u라고 Ӓ녀는 힘주어 말했다. tӒ건 금속을 사용하는 법을 우고 싶거 요.u
사람을 이해하고, Ӓ 사람을 감ز시키는 언어를 창조할
조이스 왕의 작품에는 딱딱한 외관이 자주 등장한다.
수 있는 능력이예요.u 이러한 관적인 접Ӕ 식으로
런던의 Equinox St James의 1층 위에 떠 있는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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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y Equinox St James의 금속을 이용한
ҳ불ҳ불한 곡선형 디자인은 이전 은행의
대리석으로 ٍ덮인 인테리어와 대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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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에 설치 검은색 슬레이나, 라스베이거스의
Mott 32에 있는 회전하는 오닉스 스크린, Ӓ리고
향락주의와 의 만남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체인메탈
샹리에가 이에 해당한다. Ӓ러나 조이스 왕은 우아함과
가벼움을 가해 항상 작업물의 분위기를 부럽게 만어
흥로움을 놓치 않는다. Ӓ렇게 검은색 슬레이는 곧
따스한 오크 판자와 조합غ고, 오닉스 스크린은
쇼걸에게서 영감을 얻은 깃털 전등갓이 다.
조이스 왕은 어떻게  ف나라에 있는 스디오를
오가며, 수많은 프로젝를 행할 수 있는 걸까 홍콩
본사에서 런던으로의 정기적인 출장이 도움이 غ긴
하만, 주요 비결은 커뮤니케이션이다. Ӓ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 ف회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아요.
우리는 리적으로 나뉘어서 프로젝를 행하만,
매년 단위 출장을 가곤 하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확산시키는 작업이 좋아요.u
Ӓ녀는 출장길에서 다른 식으로도 영감을 얻는다.
뉴욕에 간 조이스 왕은 맨해의 도로 Ӓ리 체계를 피할
수 있는 브루클린을 선호하고 하이 라인에서 라보는
전망을 사랑하는 한편, 홍콩에 갈 때면 세계 최고의
스리 푸에 자부심을 갖는다. 영Ҵ에 가면 National
Trust 소유의 건물을 문하는 기회를 놓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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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정 17세기 주을 ل러보면 많은 걸 울 수 있죠u).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 디자이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치는 도시는 로 런던이다.
Ӓ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도시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긴 했만 Ӓ렇게 빨리 이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Ӓ런데 Mandarin Oriental Hyde Park에서
우리에게 작업 기회를 제안했을 당시, 요ҳ 사항 
하나는 런던에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5년이
난 금은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전 놀라운 걸
만어내는 사람, 금속 공예가나 석재 또는 물
전문가을 만나곤 해요. 작업물을 수공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고스러움은 홍콩에는 없는 요소예요. 이는 우리
디자인에 경쟁력을 더해 સ니다.u

ੋ 역할은 Wang Studio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디자이너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전적인 재료에
더욱 실험적으로 접Ӕ하는데, 조이스 왕은 이를 기꺼이
환영한다. Ӓ녀는 영Ҵ의 공예가 스어 폭스(Stuart
Fox)를 언급했다. Ӓ는 거울 같은 고전적인 마감 작업을
할 때에도, 평범한 외관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으로 꾸어 놓는다. Mandarin Oriental
펜하우스 프로젝처럼 유리판을 조각하거나 깃털

- JOYCE WANG, 3

ઑझ ৴ ҅
어떤 بҳ ب을 Ӓ리는가
검정색 펜을 사용한다.
 ҃ী서 작স는 걸
જ아는가
어디서 작업할 수 있으나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
  가장 જ아는 द간은
언ઁ인가 나는 올빼 체이다. 런던
사무실과 연락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장द
일җ가 있는가
비행기에서는 일을 하 않으려는
편이며, 아까 기내에서 Wi-Fi
사용이 어려워 나로선 다행이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잔다.
갖 있는 건  가장 ਬਊ
֥ ઁ은 인가
내 iPhone이다.
ӟ장을 는  은 인가
목욕을 한다. 향 제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만 양의 침ҳ류는 매우
좋아한다. 좋은 욕실 매와 가운이
요하다.
가장 જ아는 ৈ이 있는가 데번까
운전하는 길이다. 산울타리가 매우
높으며, Ӓ 좁은 길을 따라 속도를 내는
걸 아주 좋아한다.

STANLEY CHENG(P.33 & P37), JAMES MCDONALD(P.38)

t৴ प नਸ о
ਸ ইղ חѤ
 ӝ ੌu
디자인을 끼워 넣는 식을 해, Ӓ는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흥롭고 참신한
마감 기법을 창조한다.
조이스 왕은 조명 디자이너인 크리스 콕스(Chris Cox)
도 열렬히 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Ӓ의 작품은
황ز철과 고풍스러운 은도금 같은 화려한 금속을 소재로
한 조각품으로, 일본식 서예에 기한 레스토랑의 섬세한
맞춤형 샹리에를 비롯하여, 조이스 왕의 다양한
프로젝에 등장한  있다. Ӓ녀는 혼잣말처럼 t왕성한
실험 정신을 가 사람을 찾아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예요u라고 말했다.
조이스 왕의 말에 따르면, 럭셔리의 개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의했다면, 금은 딱딱한 격식을 줄이고 친감을 높인
것을 의한다. Ӓ리고 다양한 연령대에 따라 사람이

생각하는 럭셔리의 정의도 당연히 달라다. 어린 자녀
세 명을  ك어머니인 조이스 왕의 경우, 의 품격을
결정는 요소는 우아한 소파가 아니라, 사람에게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의 기능이다. Ӓ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t에서 호사를 누릴 때란 저 혼자 있거나,
남편 또는 아이과 함께 있는 순간이죠. 가족이
활ز하기에 수월한 공간인가 요해요. 남편과 영화를
보거나, 아늑하게 쉬거나, 아이을 ૌ겁게 라보면서
목욕시키는 모 일이 해당غ죠.u
조이스 왕의 세계에는 가장 행복한 결과를 향하는
삶의 촉감과 현실감이 묻어난다. 값비ऴ 물건이 시
좋은 것은 아니며, 물건은 여전히 Ӓ 가치를 ૐ명해야
한다. Ӓ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우리 스 디오
사람은 어떤 걸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어떤 게
값어치가 있는 건 잘 알아요. 문 손잡이와 조명
손잡이에서 덮개와 침ҳ류에 이르기까, 우리 손이 닿는
물건은  좋은 걸 사야 해요. 물건의 실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ت을 일 가치가 있거요.u
이와 ز일하게, 조이스 왕은 양의 제품을 사겠답시고
ت을 ॔아 붓는 것 또한 경계한다. 히 Ӓ러한 사치스러운
소비는 환경에 영향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요્ Ӓ녀는 원과 함께 해당 역이 실제 원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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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in Oriental Hong Kong의
Entertainment Suite  Hyde Park의
메인 로비에서 조이스 왕이 점을   ك은
절제غ고 여유로운 고ә스러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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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자재를 찾는 프로젝를 시작했다. 이은 고객이
제품의 산를 점점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ঌই려, 일 자재에는 정 마일리 경을 명시하고
있ӝ도 하다. 조이스 왕은 다음과 같이 이ঠӝ한다. t난
몇 년간 이 문제가 점점 더 요해졌য요. 솔히 말해서
이런 사고식을 가면 더 좋은 결과를 을 수 있য요.
ҳ 대 의 물자를 다른 곳으로 싣고 오는 건 더 나은
해결책이 수 없거 요.u
Ӓ렇다면 럭셔리 ٣자인의 래는 য٣에 있는 걸ө
다ন한 도시의 저택, 호텔, 도회 레스토랑에서 작업해
온 조이스 왕은 사람의 휴식 시간, Ӓ리고 호화로운 휴가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친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점을 ك다. Ӓ녀의 림 프로젝는 자연
속 풍경과 하나가 غ고, 말 Ӓ대로 Ӓ리고 비유적으로도
경계를 허무는 휴ন나 উ식처를 ٣자인하는 작업이다.
Ӓ녀는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t이  이যঠ
할 필요는 없য요. 스크린으로 대체할 수 있죠. 손님은
Ӵ에서 목욕을 할 수 있고 모 게 더 열려 있는 느낌을
ঠ 해요. 전 색다른 생각이 담ӟ ই이٣য가 좋ই요.
칙은 필요하 ঋ죠.u 는 것만으로도 정말 완한
럭셔리 프로젝가 غ리란 확신이 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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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 자선  ױr인 이झ য় ਕ(In Place of War)’는 세҅ী 가장
ਤ 분쟁  ী ӛ  변
ਤ بҳ 의성ਸ 장۰다
CEO झ 다니ৃ의 이야ӝ  이 ਸ 어떻ѱ Ե  있는 알아보자
4UPSZ Geoff Poul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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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2009년만 해도 쉽 않은 곳

ART

이었다. 무장한 유엔ҵ과 탱크가
거리에 줄 어 늘어서 있었고, 수
년 간 계속 내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근에 있는 나
이아공고 화산이 폭하면서 도로
와 건물, 초목들을 검게 ٍ덮었다.
용암의 강이 콩고의 도시를 침몰
시켰다. 루스 다니엘은 말한다. t
Ӓ런 모습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없
다.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t
Ӓ러나 고과 파Ҧ에 시름하던 고마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자신을 표현하고 ૌ길 법을 찾았다. 다니엘은 야
외 연ӓ 공연을 보려고 수천 명의 ҵ이 모인 모습을 떠
올린다. 남녀노소가 임시 무대 주변 흙닥에 앉거나 서
서 기꺼이 공연에 빠져들고 경험을 함께 했다. 다니엘은
말한다. tӒ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쉽 않은 일이었만
예술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의는 놀라울만큼 대단
했다. 이것은 행ز하는 예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술이었다. 나에게는 여정의 출점이었다.t
다니엘은 맨체스터 대학 연ҳ 프로젝를 위해 콩고
주공화Ҵ에 머물며 분쟁역에서 예술의 역할에 관한
연ҳ를 했다. 전쟁 대신에(In place of war)라는 제목
의 이 연ҳ 프로젝는 이후 창의성을 도ҳ 삼아 분쟁 
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조 으로 성장했다.
다니엘은 자신의 논문 제목을 Ӓ대로 딴 이 조 의 CEO
다. r인 플레이스 오브 워s는 20여 개Ҵ의 역사회 도
자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음악 스디오나 ӓ장 같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며 예술
적 협력을 장려한다. 브라이언 에노와 데스몬 를
비롯해 대의 인도가 높은 자들을 끌어모았고
다니엘과 Ӓ녀의 팀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역을
찾아가기도 했다.
Ӓ녀는 케이프타운 남ز쪽에 있는 라벤더 힐
(Lavender Hill)의 빈곤 역을 문한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이곳에서 r인 플레이스 오브 워(In Place of War)s
는 개혁적인 갱단 보스 터너 애덤스의 활 ز결과를 ل러
보고 역사회에 도움이 만 한 일이 있는 살펴보았
다. t일자리도, 대Ү도 없다. 이곳은 폭력적인 갱이
하고 살인과 약물 복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PRODUCTION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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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파워 맨 왼쪽 루스 다니엘은
우간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한다.
왼쪽 2018년 세계적인 뮤션 심비ૉ
(SYMBIZ)가 우간다로 떠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를 펼친다. 이전 페이 가나 팝
스타 위얄라는 GRRRL 음악을 주도한다.

Ӓ 주변을 걷는 ز안,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 모
른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t Ӓ러나 대부분의 사
람들은 Ӓ들이 Ӓ곳에 간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해했다.
tӒ들은 Ӓ냥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와주셔서 감
사합니다.s라고. 다른 곳에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t
Ӓ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봐 왔다. 다니엘이 일해 온
많은 역에서 폭력이 자행غ었만 Ӓ녀의 노력에 
감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보 못했다. t물론 힘든 순간
도 몇 번 있었다. 내게 총부리가 겨눠 적도 있었다. 하
만 괜찮다. 우리는 문하는 역사회에서 항상 우리
를 존해주는 주들과 함께였다. 많은 이들은 Ӓ냥 잊
고 사는 것 같았다. Ӓ들은 우리가 보여준 연대와 도와주
려는 마음을 고맙게 생각했다.t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변화를 만들고 싶어했다고 말
한다. t부모님은 정치 활ز을 무척 활하게 하셨다. 아
버로부터 'ت을 벌든, 역사를 만들든, 예술을 해
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열세 살 정도 에 안 ع다.
Ӓ 말은 내게 큰 향을 불러일으켰다.t
대학 시절, 다니엘은 맨체스터의 활기찬 음악계에 빠
져들었다. Ӓ녀는 컬 펑크
, 더 폴(The Fall)을 비
롯해 여러 Ӓ룹과 어를 함께 한 후, 22세의 나이에 자
신의 음악 레이블을 설립하고 언컨벤션(Un-Convention)
이라는 얼터너티브 뮤 행사가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t음악 산업은 디털 변혁을 겪기 시작했다. 새
로운 청에게 다가가고 콜라보레이션을 장려하는 일
은 흥로웠다. 얼마 나 않아 다른 나라에서 온 
문객들이 자신의 고향에서도 이런 축제 행사가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고, 자비스 코커와 빌리 브래Ӓ 같은 뮤
션들이 참여했다.t
Ӓ 이후 다니엘에게 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언컨벤션 행사로 Ӓ녀는 콜롬비아 보고타로 가게 غ었고,
예술가 마틴 히랄도는 1990년대 타임 매거에서 마약
카르텔 커넥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부른 메델린(Medellin)으로 Ӓ녀를 초대했다. 다니엘은
Ӓ 역 코무나13 갱단에서 힙합의 영향력을 탐ҳ했다.
tӒ곳에서 나는 영Ҵ 음악의 대가이자 롤링스톤스의 전
매니저였던 앤 류 루Ӓ 올덤(Andrew Loog Oldham)
과 함께 이 역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우리는 사망시
시체를 어디로 보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라는 요청을 았다. 현실 같가 않았다.t 코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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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다니엘은 음악의 영향이 얼마나 ә적일 수
있는를 경험했다. t나는 이 일을 항상 오락거리로
여겨왔다. 하만 이제 '힙합이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라는 이야ӝ를 고 있었다. Ӓ것은 젊은이을 갱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Ӓ에게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며 자신을 표현할 다른 법, 음악을 만면서
함께 일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غ었다.t

t 
ਸৌযળt

다니엘은 인 플레이스 오브 워(In Place of War)의 초ӝ
활ز에서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연
ӓ의 힘을 결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t모 형태
의 예술이 분쟁 역에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는 요하 않다. 사람은 항
상 예술 활ز을 하ӝ 때문이다. Ӓ 말뜻은 상황에 따라
달라다. 최악의 분쟁이 일어나는 ز안은 예술이 잠시
머리를 식힐 ӝ분전환거리가 غӝ도 하고, 분쟁이 사Ӓ
라면 더 많은 예술을 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 이야
ӝ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아이는 것이다.t

r인 플레이스 오브 워s는 전 세계 80명 이상의 체인
메이커로 ҳ성 네 워크다. 끊임없이 화하는 이
네 워크는 서로 유ӝ적으로 활ز하며, 역사회에 도
움을 주려는 예술인을 연결시켜준다. 이 단체와 마을
혹은 Ҵ가와의 관계는 수년ز안 이어ӝ도 한다. 예를
어 우간다에서는 10년 넘게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ӝ
업가 프로Ӓ램과 뮤 페스을 ӝ획했으며, 심어
장애를 갖게  분쟁 생존자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꾸ӝ 위해 연ӓ Ӓ룹을 고안하고 설립하ӝ도 했다. 다니
엘은 ҷ루 시의 현 힙합 아스 MC 베니를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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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झ য় ਕs 프로젝.
춤과 음악을 이용한 우간다
사회의 변화 추ҳ

다. ҷ루 시는 다양한 장르의 아 스 15명이 농장에
서 일하는 농업 비ૉ니스를 운영 이다. Ӓ은 Ӓ렇게
ت으로 역 Ү도소에서 힙합 수업을 제공하여 젊은
죄자에게 죄 대신 음악을 아일 ӝ회를 준다.
사람은 분쟁에 적응해 가고 있ӝ 때문에 이런 프로
젝가 꼭 필요하다고 다니엘은 말한다. t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칙적으로 리는 총소리가 내겐 놀라웠만,
Ӓ곳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한 상황이었다.t r인 플
레이스 오브 워s는 이 역에서 수많은 프로젝, 히
팔레스타인 뮤 엑스포를 ӝ획하여 팔레스타인 예술가
을 원하고 멘토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단체는
난 캠프를 비롯해 역 문화 공간에 30만 달러가 넘는
음악 장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정ӝ 워크숍
을 주최하ӝ 위해 레이너 Ү육을 실시했다.
이 단체는 가능하면 자주 Ҵ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프로젝를 이며 체인 메이커의 참여를 이끌어내
려고 한다. 가장 좋은 예는 GRRRL일 것이다. 이 Ҵ제
전자음악 콜라보레이션은 분쟁 역 여성이 자신의

이야ӝ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벨ӝ에  소울왁
스에 일부 몸담고 있는 브라 의 라이마 레이(Laima
Leyton)의 휘 아래 브웨, Ӗ라데시, 베네수엘
라 출신 40여 명의 여성이 앨 제작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음악 어 프로젝에 참여했다. 이은 이스 런
던 에서부터 호주 영연 경ӝ대회에서까 공연을 펼
쳤다. 다니엘은 t이런 역에서 온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 사람이다.t라고 말한다. tGRRRL을 
해 Ӓ은 함께 모이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준다.t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ӝ도 하는 이 프로젝는 항
상 Ӓ만큼의 보상을 ج려준다고 다니엘은 말한다. 경험
이 많은데도 Ӓ녀는 항상 Ӓ 효과에 놀란다. t예술의 힘
은 언제나 놀라움을 준다. 예술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
었을 대화의 공간을 열어준다. Ӓ리고 창의력을 휘할
ӝ회도 없었을 것이다. Ӓ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살겠는가 t J
www.inplaceof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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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this space

SUBS

디자인 디렉터 줄리안 톰슨,
오 준를 마친 재규어 새 디자인
스튜디오의 베일을 벗기다.
Story Tom Morris Photography Damian Russell

ART
PRODUCTION

재

CLIENT

규어의 디자인 디렉터는 새로운 직을 맡은 줄리안

톰슨이 국, 워릭셔 ѱ이든의 시 마을ী 최근 완공된
재규어 디자인 스튜디오ী 앉아 있다. 그는 장기간 디자
인 디렉터로 일해 온 이안 칼럼 Ian Callum 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 재규어ী서 디자인 팀이 미의 델을 
ઑ할  있는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은 재규어의 
사상 음 있는 일이다. ৈ러 ী서 신선한 스 트, 새
시즌의 시작이는 기운을 로 느낄  있다. 톰슨은
t새 장이 ৌ렸다t 말한다.
 주  새 직을 맡은 톰슨은 사실 디자인 팀ী서
가장 인받는 직원 중 한 이다. 포드와 로터스ী서
҃험을 쌓은 그는 20년  재규어ী 입사했다. 국 통
ے드ী서 최 ױ럭셔리 ے드로의 환을 이루어낸
F-TYPE 스포츠카 출시 시, 칼럼과 함께 이를 총괄했다.
최근ী는 기차 I-PACE를 선보ৈ 2019년 월드카
어워드ী서 세҅ 올해의 차로 선되기도 했다. 디자인
총괄 디렉터로서 톰슨은 XF X250 와 C-X75 컨셉트
스포츠카의 개발ী 긴밀히 협력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가장 애착이 가는 로ં트 설한다.
톰슨이 향후  년간 재규어를 이Ց 최의 ઑ종석
위치ী 앉을  있 것은 이러한 요인과 ҃험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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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ਬ 있는 झ ٣자인 ઁ
KTM 모터사이클. 1290 슈퍼 어벤처
4와 EXC 200을 가고 있다. 힘차고
항적이다. 디자이너의 외곬수 같은
면이 마음에 다.

SUBS

2/જই는 ইझ는
피터 블레이크. Ӓ의 Sgt. 페퍼 히
앨 커가 마음에 다.

ART
PRODUCTION

3/о장  ਸ 
작
피에르 불(Pierre Boulle)의
혹성탈출과 역시 Ӓ가 쓴 
콰이강의 다리.  ف작품은 편견과
소수 족에 대한 억압에 대해 다룬다.

Է 원대하게! 재어의 새 디자인 센터(오른쪽)의 큰 스케일은 톰슨의
야심찬 계획과도 일치한다.

CLIENT

4/о장 ઓ҃는 션 ے는
타고니아 또는 아디다스.
나는 브랜가 어떻게 행ز하는,
무엇을 대표하는, 협업은 어떻게
하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에
관심이 있다. 우리도 럭셔리카를 만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5/о장 જই는 झ
ই 안 झաী
있는 일 리갈로(Il Re Gallo).
멧ظ고기 스타와 신선한
송로섯을 곁인 닭고기를 주로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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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 결과다. Ӓ는 매우 열정적이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악하고 있다. 톰슨은 t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브랜가 자체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t며,t전기화와 자ز화 같은 새로운 과제가 많이
있만 고객도 변화하고 있다. 브랜는 정해 도를
향해 꾸준하고 확고하게 나아가야 하만 공감 능력
또한 계속 유해야 한다t고 말한다.
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디자인 책임자의
역할에서 매우 요하다. 2018년 I-PACE 출시 당시,
선봉 의제는 속가능성이었만 Ӓ러면서 여전히
'재어'의 느낌이 살아 있는 전기차를 만는 것이
과제였다.

t가 계속 럭셔리카를 만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어

떻게 아이는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또 전적으
로 라이빙 경험을 시해 온 브랜로서 자ز화는 새
로운 문제로 제기다. t재어하면 뭐니뭐니해도 활기
찬 라이빙이다. Ҿӓ적으로 차의 자ز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غ면, 소한 라이빙 경험을 빼앗겼다고 느끼
게 까 우리는 이런 문제을 놓고 고 한다t라고 Ӓ
는 말한다.
또 리비안이나 니오 같은 걸림ج이  만한 벤처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은 재어가 안고 있는 과제를
처음부터 브랜 가치에 녹여 넣었고 Ӓ러한 상품을

- JULIAN DESIGN STU, 2

Design

tই ٣ੋ ઁ
न ח
о ח
য়טզী بৈ t

내놓고 있다. Ӓ러나 톰슨은 흔리 않는다. tӒ이
젊은 고객층과 더 잘 소할 모르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 브랜다t라고 Ӓ는 말한다.
t윌리엄 라이온스가 수십 년 전 재어를 설립했을 때,
아름다움, 디자인, 절제 표현, 혁신을 가치로 내세웠다.
이 가치은 현대에도 여전히 한다.t

٣ੋ이 다른 어느 것보다 브랜에 요하다는 사실
에는 의심할 여가 없다. 톰슨은 왕립예술학Ү 자ز차
디자인 과정을 졸업한 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자ز차
ҳ매자가 가장 신경쓰는 요소는 평판과 성능이었다고 회
상한다. 오늘날 시장의 선 ف주자는 디자인으로 차별화
다. Ӓ 결과, 20년 전에는 존재하도 않았던 인테리어,
재료, 인터페이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ز차
산업은 훨씬 더 창의적이 غ었다.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설비이 이를 ૐ명한다. 건물은
클레이 모델 제작 과정을 심으로 설계غ었으며, 실물
크기 클레이 모델 20대를 ز시에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ҳ조다. 안에는  ف개의 메인 스디오, 스디오 3
와 스디오 4가 있다. 각각 1957년과 1956년 르망
우승카였던 재어 D-types의 숫자를 따서 이름 었다.
'하 스페이스'라는 협업 허브가 앙에 위치하며 Ӓ
주변으로 내장, 외장, 색상, 재료, 디자인 시각화, 디자인
기술 ١의 이 치غ어 있다. 또, 업계를 선도하는

로봇 공학, VR 장비, '일렉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
11터 4K 디스플레이 벽도 나란히 늘어서 있다.
모델은 쉽게 으로 끌고 나가 자연광 아래,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했다. t창문을 다 가리고
싶는 않았다t라고 톰슨은 말한다. t을 내다볼 수
있는 곳, 하늘과 나무가 보이는 곳을 원했다.t
Ӓ렇게 해서 280명으로 이루어 강력한 이 한 붕
아래에 모이게 غ었다. 톰슨은 이곳을 디자이너, 모델러,
엔니어가 함께 있는 t유쾌한t 공항 터널에 비유한다.
t클레이 모델러에게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디자이너나 엔니어를 소리쳐 부르면 다.t 이런
시스템 덕분에 톰슨은 일상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Ӓ날Ӓ날 접하게 관여할 수 있다. t모ف가 서로 가까이
있다. 나는 Ӓ냥 걸어다니면서 사람과 이야기하고 일이
어떻게 ج아가는 볼 수 있다. 이런 작업 식이 가장
마음에 다.t
톰슨이 디자인 디렉터로 승하면서 재어에는 새
장이 열렸고 톰슨 개인에게는 어린 시절의 열망이
이루어졌다. Ӓ는 대여섯 살 에 안 ع을 어린 시절,
자ز차를 Ӓ리던 모습을 회상했다. 수십 년 후, Ӓ가
재어라는 브랜에 남길 유산은 어떤 게 까 t더 큰
사랑으로 재어를 키우고 싶다. 가슴이 멎을 ٠한
순간을 만어 내고 싶다. Ҿӓ적으로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غ었으면 좋겠다.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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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WITH
A TWIST

SUBS

데이비드 간디와 그의 재규어 XK120은
공통점이 많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간디와
재규어 모두 빛이 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ART

Story Andrew Dickens Photography Bella Howard

PRODUCTION
CLIENT

50 / Jaguar Magazine

1234567890

BLACK YELLOW MAGENTA CYAN

- GANDY LONDON, 1

In person

런

런던 동부의 창의적인 지역 쇼디치에는 한 손에는
4파운드짜리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시대 정신을
쥔 채 걸어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 사람들도 물론 멋지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시선은
여기 뒷골목에서 촬영되고 있는 빛이 나는 두 개의
피사체, 즉 메가 모델 데이비드 간디(David Gandy)와
최근 복원 과정을 마친 그의 1954년식 재규어 XK120
을 구경하느라 분주히 돌아간다. 낙서로 뒤덮인 거친
배경에 조명을 회색으로 물들이는 비가 계속 내려 이
피사체들은 인쇄도 하기 전에 및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1950년 사진에서처럼 말이다. »

ARTWORK: MR CENZ (MRCENZ.COM)

던 쇼디치엔 월요일 아침부터 멋진 사람들로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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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 MR CENZ (MRCE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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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DY LONDON, 2

In person
스트릿 아트 데이비 간٣의 XK120은 옛 것과
새 것이 충ج하는 런던의 창의적인 역과 매우
잘 어울린다.

The dream factory
환상을 실현하는 재규어 클래식
재어 클래식은 오늘날
재어를 있게 한 과거의
재어를 복원, 재현 
재ҳ성한다. 데이비 간٣의
9,부터 &-타입 제로
전ӝ차ө, Jaguar Classic
의 장인은 품과 정성에
한다.

간٣에게 촬영은 너무 쉬워 인다. Ӓ는 일어나고,
앉고, 강렬한 시선을 낸다. 말을 하ӝ도 한다. 시시한
이야ӝ는 아니다. 촬영 에게 아이٣어를 제공하고,
마음에  않는 컨셉은 잘라내ӝ도 한다. 눈을
마주치 않아도 간٣의 매력에 빠다는 세간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 ٠ 하다. 키가 192센터인 간٣의
아름다움은 어٣서나 눈에 어오ӝ 문이다. 마치
로마 조각상 같다. 하만 간٣는 Ӓ저 포ૉ만 취하는
모델이 아니다.
t모 촬영은 토론이 필요하고 고이 있어야 해요.
브랜에 책임을 져야 하죠. Ӓ게 제가 17년간 해온
일이고, Ӓ 정도의 시간이 나면 무엇이 괜찮아 일
아닐 알게 غ요. 예전에는 r왜 우리가 간٣와 회의를
하 왜 간٣가 말을 하 s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어요. Ӓ래서 쉽가 않았죠. 하만 Ӓ게 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고정 관념을 갖고 있고
모 사람을 대충 분류하요t라고 Ӓ는 말한다.
오늘, Ӓ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모ف가 경청한다.
Ӓ가 로 데이비 간٣이ӝ 문이다. 간٣는 17년
ز안 ҳ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와 사작가과
함께 일하며 존경을 았다.
Ӓ는 여전히 촬영 전에 ӟ장을 하고, 레 카펫을
싫어한다. 사실 간٣는 사 찍히는 것을 좋아하
않는다. Ӓ래서 간٣는 Ӓ의 또다른 페르소나를 걸치고
사 촬영에 임한다.
t나는 나비를 아주 좋아한다. Ӓ리고 내 자신을 안락
대에서 떠어 내는 것을 좋아한다. Ӓ런 상황이
주는 아레날린 문인도 모르겠다t고 Ӓ는 말한다.
간٣가 션계에 출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2001
년 룸메이가 아무 말 없이 Ӓ를 영Ҵ 주간 텔레비전에서
개최하는 모델 경연대회에 데려갔고, Ӓ는 우승을
차했으나 당시엔 Ӓ ӝ회를 잘 이용하 못했다. 2006
년이 غ어서야 ٣어 ج체 앤 가 나의 대표 모델이
غ었고, 라이 블루 향수 광고가 성공을 거ف면서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 모델( 토르소)이 غ었다.
간٣는 여성 슈모델과 협력하며 자신의 브랜를
만고, 장ӝ적인 사업체를 ҳ축하ӡ 원했다. (t신٣
크로포가 말했٠, 나는 원 나잇 스탠가 아니라
결혼을 원했죠.t) Ӓ는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해냈고,
D&G, 브라이링(간٣가 이 브랜를 위해 단편 영화를
감ة하ӝ도 했다), 재어 ١과 협력했다.

EXPERIENCE HISTORY
재어 클래식은 코리의
최첨단 시설을 견학하고, 약
500대의 상적인 차량을
ل러 고, 차량 복원 
재ҳ성 전문가을 만날
수 있는 ӝ회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차량, 맞춤형
복원 서비스, 시설 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guar Classic에서
확인하ӝ 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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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 JIMMY C (AKAJIMMY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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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그림 t나는 스타일리스가 없다t
라고 간디는 말한다. t무엇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잘 알기 때문이죠.t

간디는 옷, 시계, 자ز차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 모 فӒ의 열정에 기했다고 말한다. Ӓ리고
열정은 창의성을 자ӓ한다. t나는 스타일을 해
창의성을 가장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타일리스가 없어요. 나는 무엇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무엇이 브랜에 효과가 있는 알기 때문이죠t
라고 Ӓ는 말한다.
Ӓ는 영Ҵ의 소매 업체인 마크스 앤 스펜서와 런던의
아스피날 같은 업체에게 Ӓ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었고,
의류 라인을 론칭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t사람은 나에게 r마크스 앤 스펜서에서 로
뭔가를 디자인하고 있어 s라고 묻더ҵ요. Ӓ러면 저는
r나는 크리에이 브 디렉터야.s라고 답했죠. 나는 보Ӓ,
베너
페어, 더 텔레Ӓ라프 , GQ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에게 r사실은 유령 작가를
고용한거 아니야 s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아무 것도
 않더ҵ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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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는 실천적인 남자다. 비를 피하러 Ӕ처 에
어갔을 때 우리는 에서 비를 맞고 있는 XK120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클래식 재어가 현재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까 2,700시간의 작업이 필요했고,
레이싱 면허가 있는 간디가 많은 참여를 하였다. 목표는
브레시아에서 로마까 2020마일 Ӗ리아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이다.
t내 디자인은 꼬마 아이가 Ӓ린 것처럼 보인더ҵ요. 나는
아주 예술적으로 Ӓ리려고 했만 전혀 마음에 
않았어요. 나는 크리에이 브 디렉터예요. 마크
앤 스펜서에서도 옷을 접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을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이너이
Ӓ렇게 하도록 이끌어 સ니다t라며 Ӓ는 싱긋 웃어 보인다.
간디는 어린 시절부터 자ز차를 좋아했다. 런던 ز쪽,
에식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겐햄에 있는 포 자ز차
공장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Ӓ와 친ҳ은 모ف
자ز차를 가고 있었다(모 자ز차가 ز일하는
않았다). t예전에는 친ҳ의 할아  에 가서 ҳ형
닷선에 앉아 있곤 했어요. 우리는 탑 럼프 게임을 했고
고카에서 핸 브레이크를 ج리곤 했죠. 나의 첫 ૩

- GANDY LONDON, 3

In person

눈길을 끄는 자동차
XK120에 눈길이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소유자라 할라도!

차는 1988년식 포 피에스타였는데, 전 ز윈도우가
작ز하 않았만 정말 좋아했어요. 친ҳ의 아 
몇몇은 포에서 일했고 멋 차를 가고 있었죠.
내 차는 확실히 똥차였어요.t
나는 어린 시절의 다른 열정이 아 남아 있는
물었다. Ӓ는 시 tز물t이라고 답한다.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아래에는 태어난 8개월 
내 강아가 있다. 코카푸 종으로 이름은 브루스터이다.
아침 내내 간디는 내가 Ӓ에게 했던 문만큼 브루스터에
대해 나에게 물었다. 런던의 터시 ز물 보호소 홍보
대사였던 Ӓ는 유기 사냥개를 정기적으로 데려와
기르곤 했다.
t나는 항상 ز물을 좋아했어요. 개와 함께 자랐고 15
살 때는 주말마다 개 센터에서 일을 했죠. 결혼 전, 전
세계를 ج아다닐 때는 개를 기를 수 없었어요. 사람은
내가 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마리도
기르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만, 나는 ز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키우
않았어요. 에 있는 시간이 많 않다면 개를 기르
않는 게 좋습니다t라고 간디는 말한다.

간디는 스테파니 멘도로스와 ز거를 시작했을 때 Ӓ가
입양한 개
한 마리인 도라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간디는 도라가 훈련이 적합한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했다). 간디에게는 요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간디와 멘도로스가 곧 첫 아이 마 다를 낳았기
때문이다. 도라는 아 가 غ기 위한 좋은 준비
운ز이었다.
t개를 기르는 것은 절대적인 책임 의식을 길러સ니다.
정 시간에 에 있어야 해요. 먹이를 야 하니까요.
아이는 자라서 ة립하겠만 개는 항상 같은 식으로
ج봐줄 사람이 필요하죠t라고 Ӓ는 말한다.
간디는 사생활을 공개하 않는다. Ӓ의 말에 따르면
Ӓ의 유명세는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Ӓ도 역시
온라인 채팅을 하고 사도 찍겠만, 소셜 디어에서
가족을 공개하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에서 나와
거리를 산책할 때, 간디는 가족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하는에 대해 솔히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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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디테일
1954년식 XK120의 옛 영광이 완전히
원غ었다. 192센터의 데이비 간٣를
태우ӝ 위해 격자 턴 시와 작은 스어링
휠을 함하여 많은 요소를 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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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DY LONDON, 4

In person

tਸ ٍযঠ  о णפ
ઁח
খী  חѪ ٍী
 חѱ  જইt

t마다와 도라, 우리는 늘 함하고, 함 여행해요.
나는 Ӓ게 정말 좋ই요. 오늘은 내가 일을 해ঠ 했ӝ
문에 ই침에 마다를  못했어요. ইӝ가 다가와서
활 웃어주는 것을  못해 ই쉬워요. Ӓ런 행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없고,  ت주고 살 수도 없죠. ই이에 대한
사랑은 설명할 ӡ이 없어요. 엄청난 것이죠. 늘 함 하는
우리 가족이 이대로 성장하ӝ를 래요t라고 Ӓ는 말한다.
Ӓ는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만,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 Ӓ리고 모델 일은 Ӓ의 래의
커리어에서 비 이 줄어 고 있다고 한다. 간٣는 항상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모 사람이 계획이 있는 삶을
살ӡ
란다고 말한다. Ӓ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ঠӝ는 하 ঋ만 힌는 많다.
t상황을 ٍ흔어ঠ 할 가 있어요. 이제는 카메라
খ에 서는 것다 ٍ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Ӓ 이유는
업계가 완전히 했ӝ 문이에요. 5년이나 10년 전에는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촬영을 하 못했죠. ز영상
블로거과 인플루언서은 스스로 많은 영상과 사을

포스터 보이
간٣는 1988년식  피에스타를 처음
운전한 Ӓ 터 자ز차에 대한 열정을
간하고 있다.

어요. 하만 Ӓ은 예술 감ة과 사작가와 함
하는 것의 의 를 ঌ 못하죠t라고 Ӓ는 덧인다.
t혼자 작업을 하려고 결심했다가도 다른 사람과
함 일하는 것을 정말 좋ই하ӝ도 해요. 모ف가 힘을
합쳐 큰 브랜 작업을 제대로 끌고 가는 영향력을 면
정말 놀랍ӝ도 하죠.t
무엇을 하, Ӓ는 খ으로 나ই갈 것이다. Ӓ는 런던의
역사와 창의적인 에너에 영감을 많이 ও다고 말한다.
Ӓ는 주로 헤리(유산) 마케을 하는 브랜와 함
일한다. Ӓ러나 Ӓ는 모 ف살ই 남ӝ 위해 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ঌ고 있다.
t저는 항상 혁신과 화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খ으로 나ই가ঠ 해요. 헤리를 갖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만, 로 Ӓ 헤리를 현대
시대로 가져와ঠ 해요.t
이렇게 말하는 Ӓ의 옆에는 우ই하고 위대한
헤리를 품고 현대의 테크놀로로 활한 재어
XK120의 모습이 였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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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UMBERS
о 인р다   غ는
ਸ   있ਸө ۱ 코 
자 झ ٍ  Үо ਸ
о ӝ҅ ী  야ӝ다
Illustration Jamie C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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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CREATIVITY, 1

Tech

ӝ

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자ز차는 ҳ상의 어 ز물다 빠르게 달리고 계산ӝ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로 계산을 해낸다. MRI 스캐너는
사람의 몸 속을 여다고, ӝ계가 날ই다니ӝ도 한다.
하만 ӝ계의 성과가 ই무리 뛰어나도 거ӝ에 날개를
달ই준 건 인간의 창의성이다. ӝ계가 할 일을 사람이
ঌ려주어야 한다. Ӓ러니 ӝ계가 ӝ계를 만 사람을
어게 놀래킬 수 있겠는가
창의성은 칙을 ӵ는 것이다. 상자 에 대해
생각하는 것. 우리를 놀래킬 만한 것을 만 는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식으로 세상을 라게 하ӝ에
Ӓ만큼 가치가 있다. Ӓ럼 정말 ӝ계는 Ӓ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걸ө
이는 몇 년 زউ 컴퓨터 과학 분야의 ӝ도문이나
다름없었다.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코 를 작성할
에는 생할 수 있는 모 경우에 대비해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모 ف침으로 적어 ف어야 한다. -택토 게임을 하는 컴퓨터를 프로Ӓ래하려면 다음과
같은 코 를 여러 줄에 걸쳐 작성해야 한다. r상대 이
가운데 칸을 선택하면, 코너  한 곳을 선택한다.s
Ӓ러나 난 몇 년 زউ 프로Ӓ래 코 의 종류에도
위상 화가 생겼다.
ӝ계에 무엇을 해야 할 ঌ려주는 하향식 코٬
스타일에서 새로운 상향식 접Ӕ 으로 대체غ고 있는
것이다. 코 는 처음터 문제의 정답을 ঌ려주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을 우는 식으로 작성 다.
새로운 도전에 면하면서 코 도 화하고 경 다.
컴퓨터도 인간이 하٠이 실수를 해 운다. 문제가
생하면 자체적으로 코 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코 에서 매개수를 경하여 문제가 다시 생하면
새로 업데이 코 를 다음에 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식의 코 는 rӝ계 학습s이라고 르는데,
인간이 우고 전하는 식에 훨ঁ 더 Ӕ접하게
만어 모델이다. 불에 손이 닿으면, 우리 뇌는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당하 ঋ도록 신속하게 코 를 업데이해
불을 경고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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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가능한 코의 작성법을 이해하는 것이 획기적인
혁명이었다. 사실 Ӓ 개념 자체는 Ӓ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택-토 게임을 하는 법을 '운' 코는
1960년대에 도널 치가 처음으로 만어냈다. 하만
기계 학습의 정한 힘은 최Ӕ 어서야 주류에 편입غ었다.
예전과 달라 점은 이제 코가 로하고 학습할 수
있는 풍부한 디털 환경이 마련غ었다는 것이다. 예를
어, 온라인상에 수많은 디털 이이 ॔아면서
개와 고양이의 사을 ҳ별하는 시각 인식 소프웨어가
만어졌다. 하향식 코딩 식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코가 학습, 변경, 개, 변이 이라면 어느 시점부터는
오리널 코 작성자를 놀래킬 만한 일을 일도
모른다. 코가 갑자기 창의력을 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결Ҵ, 창의성은 새롭고 놀랍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하향식 코딩 식은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변화하고 있는
코는 얼마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
Ӓ러나 참신하다고 해서 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역사적, 개인적으로 매우  ة한 점이
있어야 가치가 생긴다. 내가 쓴 시가 개인적으로는 내게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만, 더 넓은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수 있다. 머신 러닝이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수 있는 부분이 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에 관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데이터의
핵심 표를 식별하여 우리가 가치를 ف는 것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내용에 대해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와 델프 공과대학 연ҳ은 렘브란의
Ӓ림 346점을 분석하고 렘브란를 별하게 만는
점이 무엇인 파악하는 알고리્을 만었다. 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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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 놀라운 점은
난데없이 뭔가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이다.
과정의 목적은 단순히 렘브란의 Ӓ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Ӓ램을 이용해 렘브란만큼은 아니더라도
렘브란 학Ү에서 운 사람만큼의 설력을 전달할
수 있는 Ӓ림을 새로 Ӓ려내는 것이 목표였다.
하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모작이 아니다.
우리는 혁신을 원한다. 하만 많은 사람은 Ӓ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기계가 작ز해야 한다면, 어떻게 Ӓ 테ف리를
벗어나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창의적인 코를 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흥로운 부산물을 얻기도 한다. Ӓ 하나는 새로운
것으로 변모하게 만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처럼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인과학자 마가렛 보덴은
창의성에는 세 가 종류가 있다고 확인했다. 첫 ૩는
탐ҳ적 창의성이다. 여기서는 누ҵ가가 게임의 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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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ӓ단으로 어붙인다. 이런 면은 컴퓨터가 매우
뛰어난 것 같다.
 ف૩는 융합적 창의성이다. 이전에는 관련 없던 ف
세계를 합성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어 내는 것이다.
예를 어 다른  ف문화ӂ의 요리 스타일을 결합해 빚어낸

- AI CREATIVITY, 2

Tech

퓨전 요리라가 음악, 회화, 건축, 심어 Ӗ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창의적 융합이 일어난다. 이러한 융합이
기술혁신으로 이어 수 있는 법을 이해하는 일은 창의적
코딩의 견본이 غ어준다는 점에서 흥롭다. AI 연ҳ원
프랑수아 파셰는 플로우 머신(Flow Machine)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스를 포착하려고 했다. 먼저 한 장르의
기본 스타일을 분석하고 칙을 학습한 다음, 완전히 다른
데이터 합에 적용한다. 이 법으로 기계는 쉔베르크
스타일의 12음 기법 음악을 r학습s할 수 있었다. Ӓ런데 이
기계가 같은 스타일로 블루스를 연주할 것을 요청 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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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예술적 실험이 Ӓ렇٠, 결과는 종종 실패로 ج아가ӝ도
하만 때로는 무척 새로운 자ӓ이 다.
하만 정말 흥롭고 도전적이며 희ӈ한 형태의
창의성은 보덴의 목록에서 세 ૩에 해당하는 변형적
창의성인 것 같다. 이 창의성이 휘غ는 순간에는 위상
변화가 일어난다. 회화의 입체주의, 문학의 모더니્
운 ز١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무언가가 불१ 어나오는 순간을 만다. 내가 생각하는
변환의 순간은 수학에서 -1의 제곱Ӕ을 계산할 때
수학자의 머릿속에서 가상의 숫자가 만 어는 순간이다.
Ӓ리고 ӝ계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다. 제곱한 숫자는
모 ف양수여야 한다는 칙에 대해 었다면, 어떻게
칙을 깨고 가상의 숫자를 견할 수 있을까 Ӗ्,
우리는 시스템의 칙을 어떻게 깼는 자문해 봐야한다.
현재 시스템의 칙을 가고 Ӓ 일부를 깨고 변형시킨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보자. 대부분의 경우는
시스템이 망가 아무 ӛ정적인 결과를 얻어내
못할 뿐이다. 하만 가끔은 시스템이 망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어내ӝ도 한다. 나는 이런 종류의 창의성을
ӝ계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는다.
Ӓ럼 우리가 설정해 ف않은 일을 시작하도록 코를
만 때는 긴장해야 할까 분명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غ며 이러한 새로운 아이٣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을 사회가 이해하는 것도 요하다. Ӓ러나 앞으로
수십 년 ز안 이 신ӝ술은 위협이 غӝ보다는 우리의
창의력을 확장시켜줄 놀라운 도ҳ가  것이다. 망원경이나

카메라가 명غ었을 때와 마찬가다. 새로운 도ҳ는
인간의 코를 더 깊이 여다보고 현재 누락 것을
찾는데 도움이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 자주 사고식의 에 갇힌다. 우리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낡아 빠 루 을 따르고
계속 복한다. 마치 ӝ계처럼 행ز하는 함정에 빠는
것이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창의성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활성화하여 세상에서 더 많은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다고 는다. 새로운 AI는 이를 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ҳ가  것이다.
무척 정Ү해 AI가 자체의 내부 세계 개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왜인는
모르겠만 아마도 Ӓ 순간은 뜬Ә없는 타이에
찾아올 것이다. 로 Ӓ런 점에서, 창의력의 분출은 의식을
가 ӝ계라는 게 어떤 것인 이해할 수 있는 최종
관문이  것이다. J
창의력 코드
(포스 에스테이트
출판사, 2019)
마커스 뒤 샤토이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대중의 과학 이해를
위한 시모니 석좌교수
겸 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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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OUR OWN WAY 2

VERSION

/GO YOUR OWN WAY
로는 r우회s라는 선택이 필요하다

REPRO OP

2 Kerry Murphy
٣털 세상의 또 다른 나. ٣털 오뜨 꾸뛰르의
선ҳ자가 래의 거대한 시장에 한 을 내٦었다.
Story Nathaniel Handy
Imagery Henri Verhoef & Leroy van Drie

SUBS

디지털 세상과 실제의 ҳ이
점점 모호해면서 사람이
예술, 문화  산업 활ز에
참여하는 식도 화하ӝ
시작했다. 2019년 이더리얼
٣털 ӝ술 정상 회담에서 세계
최초의 ٣털 블록 체인 의류인
r이리데센스(Iridescence)s가
화 9,500달러에 매غ었다.
하이 엔 ٣털 3D 꾸뛰르로
가상 ই 타에게 옷을 입힐 수
있만, 블록체인 ӝ술은 한 더
나ই가 ঐ호 화 와 같은 ة한
ҳ조로 ٣털 의상을
ঐ호화한다. 라서 ٣털
세상에서 ই무도 가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의상을 가 수 있다.
인스타Ӓ램 필터 ই스 요하나
ঠ스코브슈카(Johanna
Jaskowska)와 이리데센스
제작을 협업한 ٣털 션
하우스 더 브리컨(The
Fabricant)의 공 ز창립자인
케리 머피(Kerry Murphy)는
t우리는 실제 의류는 만
ঋই요. 가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옷만 만죠. 우리 고객은
٣털 세상에서 입을 옷과
인스타Ӓ램에서 활용할 콘텐츠를
원합니다u라고 말한다. 가상
션에는 속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요한 인도 있다.
핀란에서 자란 머피는 과거
셔츠 제작 워크숍이 Ӓ에게 준
경험에 대해 올리며 t당시 Ӓ
곳에는  ঋ을 물이
여ӝ저ӝ 산더처럼 여 있었죠.
이것을 어게 처리할
물었더니 rই, Ӓ냥 려요s라고
말하더ҵ요.u ٣털 션은
ӝ물을 만 ঋ는 새로운
션 산업의  을 열 것이다.
٣털 션은 Ӓ 어느 것다
명한 목적이 있어 인다. J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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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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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소도시 ই를에서는 50년 전부터 매년
요한 사 축제가 열린다. 재어 XE에 몸을
싣고 ই를을 문한 포토Ӓ래 데이비드 라일
(David Ryle)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예술이
공존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바치는
러브레터를 보내 왔다.

CLIENT

많은 예술가이 순례하٠ ই를을 문하는 이유는 세

계적인 사 축제인 ই를Ҵ제사전(Les Rencontres
d’Arles)이 매년 개최غ는 ө닭이다. 하만 ই를이 매력
적인 또 다른 이유는 고흐(Van Gogh)가 행한 시절
을 내며 Әө 사랑 는 작품을 Ӓ린 곳이ӝ
문이다. 고흐는 이 작은 도시가 예술가을 위한 rউ식
처이자 피난처s가 غӡ 랐다.
내가 Ҵ제사전에 참가하ӝ 위해 문했던 10년 전
에도 ই를은 Ә처럼 ة창적인 예술성이 숨쉬는 곳이
었다. ই를Ҵ제사전 덕분에 세ӝ زউ 많은 사람
이 이곳을 찾ই왔만, 나는 늘 도시 자체에 스며 있는
목가적인 ই름다움과 웅장한 로마 유산에도 마음을 뺏
겼다. ই를은 낯설 ঋ은 친한 매력으로 가한 도시
이다. ই름다운 건축물 위로 나른하게 햇살이 내리는
여름의 ই를은 포토Ӓ래에겐 천Ҵ과 같다.
빛은 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ই를에선 놀
라운 빛의 향연이 펼쳐다. ই를에 사는 사람은 이 도
시가 예술적인 감성을 닌 ج이의 고향, 헤উ
의 উ식처라고 생각하는 ٠하다. 여느 도시와 달리 ই를
에서는 광고 전단, 공식 전시, 거리예술이, 단
창작의 감각을 간하고 있는٠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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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LES XE, 1

Arts
아를로 가는 ӡ에 레 프로스(Les Baux-de-Provence) Ӕ처의 위 고원
정상에 렀다. 저 멀리 세 마을이 내려다 이는 이곳에서는, ই침이면 태양빛이
계곡을 가로러 올리브 나무에 이는 선명한 색감을 선사하고 위에 사
눈부신 빛이 절 끝에 걸린 은 Ӓ림자와 대조를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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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에 머물게 된 반고흐에게 해바라기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고흐가 해바라기를 처음 그린 것은 파리 시절이었지만 1888년 아를로
이주한 후 다시 해바라기라는 주제로 돌아와 사진 속의 색감과 비슷한
선명한 노란색과 탁한 녹색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나는 재규어 XE를
타고 아를로 향하는 길에 퐁비에유(Fontvieille)의 해바라기 들판을
지나며 이 사진을 촬영했는데, 꽃잎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연출하고
색감이 돋보이도록 했다.

SUBS
ART
PRODUCTION
CLIENT

Ѧয 아를을 돌아보니 이 사진에서처럼 개성 넘치는 요소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대담한 빨간색과 깔끔한 프레임이 돋보이는 포스터와
나뭇잎으로 가려진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오래된 건물 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작품이 사랑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이
사진에서 아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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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LES XE, 2
원형 극장은 아마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유산일 테다. 요즘에는
전차 경주나 검투사 대결이 펼쳐지진 않지만, 부활절과 여름에 열리는
투우 경기와 야외 연극 공연, 콘서트를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다. 나는 이 사진(위)에서 보여지는, 모던한 강철 서까래와 뒷쪽의
고대 석조 벽면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과 도시 풍경을 파고드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루마 아를(Luma Arles)이 보여주는 조화를
사랑한다. 이 풍경 속에 도시의 역사가 스며 있으며 건축물의 다양성과
규모가 엿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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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구불하게 이어지는 아를의 좁은 골목길에는
갤러리와 상점이 자리잡고 있고, 화려하게
장식된 목재 대문들은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이
잘 드는 가정집으로 연결된다. 나는 이 사진에서
전해지는 분위기와 감각이 좋다. 회반죽을 바른
나무 덧문과 석조 벽면의 질감, 내리쬐는 빛이
벽에 반사되어 반대편 벽의 화려한 가로등을
밝히는 풍경이 마음에 든다.

द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테라코타
타일 지붕과 파사드, 짙은 청색 하늘은
이곳이 지중해임을 상기시켜 준다.
남부 유럽이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다. 레푸블리크 광장
(La Place de la Republique, 맨
오른쪽)에서는 오벨리스크가 만든
그림자 그늘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몇몇 관광객들 말고는 무엇도 태양을
피할 수 없는 듯한 광경이 매혹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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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전, 반고흐는 내가 이 사진을 찍은 바로 같은
지점에서 랑글루아 다리(Langlois Bridge)를
그렸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운하에서 빨래를 했고
리넨을 표백하려고 강둑에 펼쳐 두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다리를 따라 조깅을 하고, 관광객들은
콘크리트로 새롭게 단장한 이 유서깊은 다리
앞에서 셀카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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Ѣ미술과 광고 전단지가 이 도시의 한켠을
장식하고 있다. 아를국제사진전에 초대받은
포토그래퍼들은 물론, 다른 사진작가들도
화려한 색감의 매력적인 작품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공들여 붙인 것은 아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훌륭한 재료이다.
꼼므 씨 파티큘레(comme si particuliere)
갤러리 외벽을 장식한 19세기 프랑스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오른쪽)의
초상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그림이다.
나는 재규어 XE 옆으로 보이는 이 초상화의
독특한 낭만주의와 시대착오주의가 마음에
든다. 재규어 세단의 남성적인 존재감 덕분에
현실 감각을 되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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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의 도심을 미끄러지듯 지나는 재규어XE의
화려한컬러가색이바ے석ઑ파사드와ઑ를
이루는습이니콜스로그 NicolasRoeg
의1970년컬트스릴러화r돈룩나우
(Don’t Look Now)’를떠올리ѱ한다
이화ী서도널드서ے드 Donald
Sutherland 는미로럼펼진베니스의
길ী서간코트를입은아이와҅속마주친다
구불구불 ѱ펼진아를의ગ은길로들어선
재규어XE는보행자들을이리 리 해가 
화속소녀럼능 ѱ시야ী서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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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아트 리소스 빌딩.
루마 아를, 파크 드 아뜰리에, 아를 (프랑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마아를은2020
년ৈ름ী개관한다56미터ী ׳는이
건축물은아를ী서가장높은구ઑ물이 
시와ো구및교육을위한아트센터로
사용될이다트위스트구ઑ의알루미늄
도금워가이도시와औѱ어울어지지할
것같지만 황혼녘이되어휘어진판유리가
지는해의을받아따한ো보와
장미의색감을반사 자 른 늘ী금속
느낌의광이해진다루마아를은낮ѱ
깔린아를의다른구ઑ물들과혀다른
습이지만 ׳는메시지는분 다
아를을과소평가 지말것 그리아를의
ઑ신은늘생력을분출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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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HORIZON
30년 ٍ의 세상을 전문가에게 묻다.

REPRO OP

җ  
Illustration Bewilder

Ә  있는 ٣자이너 셔츠는 6주 ز안 세탁을 하
SUBS

않은 상태다. 하만 옷은 첫날 꺼내 입었을 때처럼 여전
히 뽀송뽀송하고 깨끗하다. 옷은 입고 있는 내내 안 공
ӝ를 정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준다.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면 상점으로 가져간다. 커피를 마시
면서 ӝ다리는 ز안 옷이 해체غ고 새 옷이 만어다.
옷은 유ӝ농 생체 재로 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30년 전으로 시간을 غ감아 보자. 션 산업은
모 변화하는 렌에 따라 맞춤형 주문제작을 하는
응형 머신이다. 하만 속가능성 면에서 보면 의류
공ә망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를 누출하고
산더만한 폐ӝ물을 만어낸다. 이제 혁신적인
٣자이너, ӝ술 스타업과 재료 과학자은 션 산업을
재창조하ӝ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 프로세스는 30
년쯤 나야 형태를 갖추게  것이다. 2049년에는
에너 소비와 폐ӝ물을 최소화하고, ә수시설에
오염물 유입을 하며, 대 모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한 Ӓ야말로
인의 람한 의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Ӓ리고 가장 요한 것은 이런 ӝ술혁신을
모ف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s속가능한 션r이란 말은 모순이다. 새로운 것을
만어 내면서 아무런 영향도 치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ӝ 때문이다. Ӓ러나 션 혁신가은 상품을
리메이크하는 순환식 션에 대해 생각해내ӝ 시작했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 은 유ӝ농 재료에서 섬유를
재하는 것이다. 2049년까는 테리아와
곰이로부터 옷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٣자이너
피에로 단젤로는 이 이끼와 점액Ӑ류 재를 장려하여
생명공학 의류를 만었다. Ӓ는 대ӝ 오염물을
흡수하는 것을 포함한 이 의류의 성을 탕으로 이를
여러 곳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는다. 또 대ӝ의 오염
여부를 의복 착용자에게 알려주는 조ӝ 경보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건강  웰빙 혜택를 위한
달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의복 연ҳ도 행 이다.
로 브로헤와 생물학자 크리스토퍼 칼레워
사가 만 스킨II ٣수는 프로 이오 테리아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세포 재생을 촉시킨다. 탈취
ӝ능이 있어서 의복 세탁을 자주 하 않아도 다.
아은 실습 단계에 있만 물을 절약하고 세제 총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래에는 표준 의복이  것이다.
홍콩의 알(alt)는 실험적 의류 제작 프로세스로,
재활용 매장에서 옷감을 섬유로 분해한 ٍ, 새로운
옷감으로 개조해 4시간 이내에 새 옷을 제작해 낸다.
알의 창립자은 대량 복제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전자상거래와 모 일 상거래의 성장은 자체적 도전
과제와 잠재적 혁신을 만어내고 있다. ૐ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해 과도한 품 문제를 해결하고 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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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49֙ ই৬ Ғ ী
৩хਸ   u
소비자가 사전 ҳ매시 맞춤화 정확한 치수의 옷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도ҳ를 의류 브랜와 협력하여
전세계에 보ә하면 경제
모 하위ӂ Ҵ가도
속가능한 션의 래를 함께 나눌 수 있다.
2049년의 의복이 어떤 모습일 우리는 모른다. Ӓ건
아마 ٣자이너의 창의성에 달려 있을 것이며 어 면 이
ҳ체적인 Ӓ림을 Ӓ리고 있는 모른다. 하만 새로운
재료와 의복 제작 과정, 옷의 ӝ능성이 ٣자이너의
창의성에 불을 펴줄 연료임은 분명하다. Ӓ리하여
션은 흥롭고 속가능한 래를 향해 나아가게
 것이다. J

루이스 스튜어트 트레이너 חӖ
 ীद WGSNী 10֙р
재 ب
স о
ਬ rs 
ਬ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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