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IN Iñ SEOUL.

Spanish interior design ha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regions. In its DNA there is a sensibility to the environment, an
openness to new technologies, a constant pursue of quality craftsmanship,
a cost eﬀective attitude and a sense of humor and optimism that make
Spanish design unique.

AN INTERIOR
DESIGN EXHIBITION

스페인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다른 국가와는 차별되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제품에는
유전자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랑,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해 열린 자세,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장인정신 마인드, 가성비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밝고 유쾌한 유머감각이 베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스페인 인테리어 디자인을‘유니크’하게 만드는 점들입니다. 이번 세미나-전시를
통해 이러한 스페인 인테리어의 특징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www.danielvalle.com

by Daniel Valle Architects
Dongdaemun Design Plaza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6 November 16th and 17th . From 10.00 am to 18.00 pm

www.interiorsfromspain.com

lounge

garden

1. VICCARBE ace armchair
2. SANCAL mosaico side table
3. LEDS-C4 talk

18. KRISKADECOR cheesy silver
19. VICCARBE last minute chair
20. KRISKADECOR mint lotus
21. LEDS-C4 outdoor bar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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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15. SANCAL duplex side table
16. LEDS-C4 color
17. VICCARBE klip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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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4. KRISKADECOR stripes black & gold
5. SANCAL tortuga armchair
6. SANCAL tortuga stool
7. LEDS-C4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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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room

8. AQUACLEAN collections
hotel room

9. VICCARBE season chair
10. KRISKADECOR seoul
11. LEDS-C4 hall lamps
12. VICCARBE round table

FURNITURE by
SANCAL
VICCARBE
UPHOLSTERY by
AQUACLEAN
CURTAINS by
KRISKADECOR
LIGHTING by
LEDS-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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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room

13. VICCARBE up in the air
14. SANCAL float sofa

가구
SANCAL
VICCARBE

직물커버
AQUACLEAN

커튼
KRISKADECOR

조명
LEDS-C4

산깔
똑똑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며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대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이들의 가구는 특유의
개성으로 공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며, 쾌락주의와 외향성을
베이스로 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활기를 더한다.

www.sancal.com

Guillermo Marqueño
gmarqueno@sancal.com

비까르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현대적인 가구를
제작하는 회사로 라운지 가구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유용성과 간결함을 갖춘 Viccarbe가구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 어울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고,
취득하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ISO 14001(환경 경영 체제)와
BIFMA(미국 가구 품질 인증)가 인증된 유럽에서만 가구를
생산하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Andrea Cañada
sales@viccarbe.com

www.viccarbe.com

크리스카 데코르

양극산화(에노나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철망과 금속으로 커튼을
만드는 KriskaDECOR는 소비자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회사다. 고객이 직접 디자인과 컬러, 모양, 사이즈를
정할 수 있으며, 실내와 실외, 천장, 조명 등 다양한 공간에
인테리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www.kriskadecor.com

Mónica Leranoz
monica@kriskadecor.com

LEDS-C4

전 세계 140개 국에 13,000명의 고객을 두고 있는 LEDS-C4는 4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명 회사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제공하는
융통성 있는 컨셉을 특징으로 한다. 조명이 일상 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잠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색다른 조명 디자인과
새로운 특이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www.leds-c4.com

Silvia Torner
silviatorner@leds-c4.com

아쿠아클린

물만으로도 깨끗해지는 페브릭, 아쿠아클린으로 얼룩 제거
및 청소가 편리하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하는 회사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아쿠아클린은 얼룩에 물을 조금 바르거나, 물을 묻힌 천을
이용해 닦아내면 손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www.aquaclean.com

Mario Martí Pla
mmarti@aquacle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