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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 R L D
ing

Living the 
Dream
극적인 바로크 양식과 화려한 로코코 양식이 지중해의 
블루빛으로 재현된 웅대한 집은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다니엘 무다버의 상상의 공간이다. 역사 속의 디자인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집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에디터 정수윤 글과 사진 MOON RAY STUDIO

지중해의 블루와 바로크 양식의 절충

01 블루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선 다니엘. 
02, 03 하얀 석고로 장식한 아치 형태의 입구가 거실과 다이닝 룸을 
분리하고 있다. 석고 장식에는 식물의 모티프와 여성 몸의 형태가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다니엘이 디자인한 유선형의 다이닝 
테이블 뒤로 1940년대 치과에서 사용하던 빈티지 의자가 보인다.
04 다니엘이 디자인한 블루 벨벳 소파와 장 프랑수아 뷔송이 
디자인한 철제 테이블을 놓은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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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양식을 닮은 유선형의 화이트 
계단은 다니엘이 디자인한 것으로 
계단에 깐 블루 실크 카펫과 함께 
2층으로 안내해준다.

장식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위치한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지역은 컨템퍼러리 디자인과 앤티크 예술의 중심지다. 1870년대 이후 이곳에 지어진 

빅토리안 타운하우스는 부르주아 계층이 거주하던 왕립구에 걸맞게 웅대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다니엘 무다버(Danielle Moudaber)가 사는 바로크 스타일의 집은 바로 이곳, 빅토리안 타운하우스의 중

심가에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레바논 국적의 부모를 따라 베이루트로 건너가 저널리즘과 사진을 공부한 

그녀는 본인의 집과 영국 식민지였던 라고스의 집들을 취미 삼아 고치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지

금은 런던을 베이스로 파리와 라고스, 베이루트를 오가며 인테리어 및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법칙에서 벗어나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그녀는 “집은 극장과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극장 안에서 자기 인생의 스타인 거예요”라고 말한다. 오래전 역사에 기

록된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모든 스타일이 공존하며 앙상블을 이루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다니엘, 그녀의 집은 바

로크 시대의 감성이 지중해의 블루빛과 조화를 이루는 일종의 판타지다. 

극적인 효과로 가득한 바로크 스타일의 집
클래식한 19세기 건축물 안으로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극적인 효과가 가득하다. 심미주의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

트의 총명한 두뇌와 미적 감각을 존경하는 다니엘은 그가 심취했던 디렉투아르 스타일(Directoire Style)의 아름다운 

요소를 집 안 전체에 옮겨왔다. 바로크 시대의 웅장함을 닮은 집은 2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선형 구조의 아래층

은 아치 형태의 문으로 분리된 거실과 다이닝 룸이 있다. 아치 형태의 입구는 식물과 인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석고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른 시대의 물건조차 마치 한 시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일시키는 그녀는 

거실에 바로크 스타일의 블루 벨벳 소파와 암체어, 부드럽게 변형한 메탈 소재의 테이블과 의자, 빈티지 프렌치 조명

을 놓았다. 바닥의 패턴은 영국 정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궁(Maze) 무늬로 거실의 중심에서 창밖 담쟁이가 보이는 

01 다니엘 무다버가 디자인한 블루 
컬러의 벨벳 암체어와 프랑스의 아티스 
겸 디자이너인 장 프랑수아 뷔송이 
디자인한 무게감 있는 메탈 소재의 
테이블과 의자를 거실에 배치했다. 
02 앤티크 딜러 사미르 해드치티에게서 
구입한 프렌치 앤티크 트롤리 뒤로 폴 
스미스 가구 매장에서 발견한 중국 
앤티크 서랍장을 다니엘이 직접 촬영한 
대형 사진 아래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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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 룸의 창문까지 연결되어 있다. 야외의 초록빛을 옮겨온 천장의 조명 밑을 지나 그녀가 ‘누에고치(Cocoon)’라 

부르는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크에서 로코코 양식으로 넘어가듯 화려하고 환상적인 침실이 펼쳐진다. 

로맨틱한 일루전 
블루 톤의 벽을 장식한 독특한 로카유 문양, 오묘하게 비추는 거대한 거울, 잎무늬가 프린트된 패브릭, 장식적 요소가 

독특한 의자와 조명 등 로코코 요소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2층의 공간은 그녀가 집에 대해 꿈꾸는 공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집 안의 모든 장식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다. 정원을 테마로 한 시소 형태의 가구는 잎사귀 모티프의 디

테일이 새겨져 있으며,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펌프 기술로 정원의 향기를 내뿜는다. 실크와 태피스트리로 만든 작품 

디자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 무다버는 머지않아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미학을 총체적으로 집중한 가

구를 론칭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계획은 할리우드 글래머 콘셉트로 나이트클럽을 인테리어하는 것. 오노레 드 발자크

(Honoré de Balzac)가 길지 않은 인생 동안 문학에 쏟아온 열정과 고대 이집트의 미의 상징인 파라오의 왕비 네페르

티티(Nefertiti)의 지성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다니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DJ이자 피를 나눈 언

니의 영향이다. 가우디의 양식을 닮은, 때론 바로크 스타일이며, 로코코적이고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잃

지 않는 다니엘 무다버의 인테리어 스타일. 그녀의 스타일을 묘사할 때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블루 컬러가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 엘사 스키아파렐리가 즐겨 사용하던 핑크 컬러처럼 사람들에

게 해 질 녘의 꿈같은 기운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손님용 침실로 연결되는 침실 
한모퉁이에 놓은 의자는 
마크 브레이저 존스의 디자인.

01 초현실, 클래식, 미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영국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인 
마크 브레이저 존스가 디자인한 
캐비닛이 놓여있다. 
02 창문에 눈이 내린 듯 매혹적인 
디테일의 거대한 거울이 맞은편의 
침대를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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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물과 꽃의 디테일이 새겨진 침실은 오후의 햇살과 
마누엘 카노바스 캔들 향으로 가득하다.
02 침실 한쪽을 장식한 마크 브레이저 존스의 플로어 조명이 
장식적인 로맨틱함을 더해준다. 
03 손님용 침실에 놓인 침대 위의 베개 커버가 꿈꾸는 듯한 
느낌을 준다. 텔레비전을 지탱해주는 콘솔과 위에 놓인 장식품은 
모두 마크 브레이저 존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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