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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REPORT 

Stefano 

Giovannoni

Stefano Giovannoni(이하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개인의 욕망을 

이뤄 주는 마법사 같은 디자이너다. 그의 마술 모자 같은 머릿속에서 토끼의 형상을 한 의

자나 조명을 들고 있는 고릴라가 튀어나와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건축을 전공한 

그는 프랑스 철학자 Jean Baudrillard의 소비 사회 이론에 매료되어 대중적 소재인 플라

스틱으로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중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MAGIS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둔다. 윗부분이 잘려나

간 와인 잔처럼 생긴 ‘Bombo Stool’ 은 플라스틱에 크롬이 도금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

며, 무려 15가지 색으로 생산돼 전 세계적인 판매를 기록했다. 이때부터 그는 산업 디자인

계의 거물로 떠올랐으며, ‘플라스틱의 마법사’ 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렇게 대중이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말랑말랑한 동심을 자극하는 따뜻

한 디자인 역시 그의 특징이다. 미소 짓는 긴 코의 피노키오 얼굴을 본뜬 깔때기 ‘Funnel 

Pino’ 나 토끼 귀를 들어 사용하는 이쑤시개 홀더 ‘Magic Bunny’ 등은 익살스러운 장난

감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기발한 유머를 추구하면서 기능과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감각으

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됐다. 기술적, 시대적 변화의 

선봉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그의 영원한 호기심

이 선사할 매혹적인 영감의 세계를 더욱 기대해본다.

취재 김사민

“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팔리지 않는 디자인은 무의미하죠.  

저는 널리 쓰이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합니다.”

Profile Info 1954년 이탈리아 라스페치아(La Spezia)에서 

태어났다. 23세에 피렌체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

하고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디자이너 Ettore 

Sottsass, Alessandro Mendini와 공동 작업

을 했다. 그는 모교인 피렌체 대학교 건축학과뿐

만 아니라 밀라노 Domus Academy, Università 

del Progetto 및 제노바 대학교까지 교수직을 역

임했다. 그는 산업디자이너로서 수많은 베스트셀

러를 디자인한 공로로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 상 

Compasso d’ Oro를 비롯해 2000 Champion of 

Super and Popular of the years, King Mida 

of design, Most bankable designer 등을 받았

다. 그의 작품은 뉴욕 MoMA와 파리 Pompidou 

Centre에 영구보존 되어 있으며, 특히 ALESSI, 

MAGIS와 같은 유명 디자인 브랜드와 협업해 디자

이너 최초로 3백 개 이상의 메탈 및 플라스틱 제품

을 디자인했다. 그 밖에 삼성전자, LG하우시스, 아

모레퍼시픽 등의 한국 브랜드와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    

www.stefanogiovannoni.com

〔 활동 브랜드 〕 ALESSI, docomo, KOKUYO, 

LAVAZZA, MAGIS, moooi, TOTO, TUBES, 

VONDOM, 삼성전자, LG하우시스, SPC, 아모레퍼

시픽 그 외 다수.



  GIROTONDO_ALESSI 

7백만점 이상이 팔린 테이블 웨어로 디자인 역사상 절대적인 베스트

셀러 시리즈다. 윤기 나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커팅해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카툰(Cartoon)의 코드를 더했다. 시선

을 사로잡는 개성적인 패턴으로 모던한 키친에 포인트가 되는 위트 있

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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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ini_GHIDINI 1961

선과 면의 깔끔한 멋을 살린 심플한 디자인의 냅킨 홀더.  

단순화한 사람의 형상을 그 위에 올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게다가 광택이 돋보이는 황동 

소재로 고급스러우면서 모던한 스타일을 선사한다. 럭셔리하

고 미니멀한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해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리

는 아이템이다.

 KONG_qeeboo 

영화 <킹콩>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재기 발랄한 조명. 140㎝

에 20㎏이라는 묵직한 존재감이지만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

작해 친근한 느낌을 구사한다. 킹콩의 팔이 120°까지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조명을 비출 수 있다. 블랙, 핑크, 

아이보리 등의 다채로운 컬러로 공간별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한다. 일반적인 램프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스테파

노 지오반노니만의 비범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MERDOLINO_ALESSI

Trame_TUBES

Calla_domodinamica

RABBIT CHAIR_qeeboo

GOBLETS CEILING LAMP_qeeb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