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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넘어서
아프리카의 일상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만남 



“디자인을 통해 세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프로젝트예요.”

       Bibi Seck, 디자이너

      

현대 아프리카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만남

IKEA는 끊임 없이 세상을 탐구합니다. 몇 년 전 Design Indaba

와 힘을 합쳐 현대 아프리카 디자인 분야 연구에 뛰어든 것을 

계기로 마침내 패션, 조각, 건축,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프리카 5개국 디자이너들이 각각 IKEA 디자이너와 팀을 이뤄 

작업하는 독특한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냐고요? 벽을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여 결국 다 함께 

더욱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공간을 만드는 리미티드 

컬렉션이 탄생했답니다. 대형 가구와 식기, 텍스타일을 비롯하여 

세련된 스타일에 지속가능성을 담은 토트백 등으로 구성된 

ÖVERALLT/외베랄트를 만나보세요.

ÖVERALLT/외베랄트 콜라보레이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ikea.today/search/indaba/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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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실내/실외용 
가구 시리즈 
테이블 604.298.57 \199,000/개
벤치 304.298.54 \169,000/개
스툴 004.298.60 \99,900/개

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재미있는 일을 멋지게 

인테리어된 집에 틀어 박혀 스마트폰 속에서 찾고 있나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마음에 드는 근처 

카페나 길모퉁이 가게, 가까운 시장도 좋아요. 그런 곳이 바로 

시끌벅적하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의 거실이죠. 지금 바로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여서 같은 의견, 다른 의견을 

마음껏 나누세요.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도시의 거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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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실내/실외용 가구 시리즈  
테이블 604.298.57 \199,000/개 벤치 304.298.54 
\169,000/개  스툴 004.298.60 \99,900/개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실외용 
가구 시리즈 

벤치 304.298.54 \169,000  
스툴 004.298.60 \99,900

PH159172.jpg

누구나 환영 받는 벤치

유칼립투스 원목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가 깃든 ÖVERALLT/외베랄트 테이블은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저녁을 

선사합니다. 평범한 원형 테이블이지만 완만한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벤치가 신선하고 독특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친구들이 각자 자기 의자를 끌고 와서 둘러앉아 하루 일과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케냐의 일상적인 저녁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완만한 곡선 디자인으로 여러 개의 

벤치를 함께 놓을 수 있습니다. ÖVERALLT/외베랄트 테이블 

주변을 따라서 원형으로 배치해도 좋고 벤치만 물결 모양으로 

길게 놓아도 근사하겠죠? 누구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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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냄비+뚜껑 704.302.14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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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그릇 Ø15cm. 704.301.86 \5,900
오일통 404.302.20 \9,900
유리병 004.302.17 \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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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오일통 404.302.20 \9,900
유리병 004.302.17 \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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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그릇 Ø28cm. 104.301.94 \14,900 

쿠션커버, 멀티컬러 504.467.01 
\6,900



“아프리카에서는 요리도 일도 많이 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

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을 땐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인답니다.”
 

 Bethan Rayner & Naeem Biviji,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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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냄비+뚜껑 704.302.14 \79,900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진리

케냐에서는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는 일이 많아요.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과 비슷한 모습이죠. ÖVERALLT/외베랄트의 주물 

캐서롤 디자인은 케냐의 이런 저녁 식사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인 구조의 오두막에 석탄 화덕이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식사를 하며 웃고 

즐기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Studio Propolis의 공동 창립자 

Naeem은 이러한 일상을 “온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캐서롤 냄비는 ÖVERALLT/외베랄트의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용도로 쓰입니다. 음식도 만들고 빵도 굽고 뚜껑도 냄비처럼 

사용할 수 있죠. 뜨거운 냄비를 올릴 때 코르크 링을 사용하면 

테이블이 손상되지 않아 더욱 좋아요. 이제 풍성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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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그릇 Ø15cm.  

704.301.86 \5,900 
냄비+뚜껑 704.302.14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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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러그 004.292.71 \119,000
쿠션커버 504.467.01 \6,900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실외용 
가구 시리즈 
흔들의자 004.302.36 \99,900 
풋스툴 504.312.76 \69,900  
쿠션 504.292.59 \14,900

시간의 리듬을 따라 흔들리는 의자

현대 사회의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문자로 거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물건은 곧바로 문 앞까지 배송되며 오늘의 트렌드는 

한순간에 과거의 소식으로 지나가버리니까요. 디자이너 Bibi 

Seck은 이와는 조금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부모님 댁 정원에 앉아 흔들의자를 

구상하던 중이었죠. Bibi가 자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좀 더 철학적이라고 해요. 시간이란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며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따라가는 

공간이라고 여긴답니다.

Bibi가 세네갈에서 활동할 때 자주 사용하던 메탈 구조와 위빙 

기법을 활용한 이 의자의 디자인은 Bibi에게 마치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직접 앉아 의자의 흔들림에 몸을 

맡겨보세요.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실외용 
가구 시리즈 
흔들의자 004.302.36 \99,900 쿠션 
504.292.59 \14,900

PH159809.jpg

“저는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아 흔들리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80대 노인인 우리 아버지가 앉아서 시가를 

피우시는 모습도 상상해보고 형수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앉아있거나 어린 조카들이 

흔들의자에서 장난치는 모습도 떠올린답니다.”

     Bibi Seck,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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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야외풋스툴 504.312.76 

\69,900

Bibi Seck

Bibi는 파리에서 태어나 런던, 파리, 세네갈을 옮겨 다니며 자란 

세네갈인 디자이너이자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디자인 스튜디오 

Birsel+Seck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현재 뉴욕과 다카르를 

오가며 제품 및 공간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테리어부터 시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경험 분야가 다양하지만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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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용 가구 시리즈 흔들의자 
\99,900 004.302.36  쿠션 \14,900 504.292.59



사명이 담긴 가방

해변에서도 잘 어울리지만 도심 속에서 걸쳐도 멋스러운 

ÖVERALLT/외베랄트 토트백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는 가방입니다. 은은한 광택이 돌며 실처럼 

가느다란 소재를 엮어 만든 이 가방은 감자칩 포장재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했죠.

Reform Studio의 창립자인 Hend과 Mariam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장본인이랍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함부러 낭비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생활 규범은 곧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었고, 지금은 폐기물로 새로운 에코 

소재를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하는 디자이너의 길에 

이르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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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가방 
L30×W2, H37cm. 504.291.36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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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어가는 공간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만 

사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큼 관계가 풍요로울 수는 없어요. 

ÖVERALLT/외베랄트는 용기내어 연락하고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려면 편안한 만남의 공간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Issa Diabaté는 지난 2년 동안 아주 

단순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간결한 디자인으로 누구든 고정하거나 분리하여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생각했죠. 이 아이이디어로부터 탄생한 

무가공 합판 소재의 무채색 ÖVERALLT/외베랄트 의자는 빈 

캔버스와도 같아서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디자인이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커피 한 잔 하기에 정말 좋은 자리가 되어준답니다.

 

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이지체어 104.290.58 
\69,900/개
쿠션커버 블루 704.301.53 
\12,900
평직러그 W133×L195cm. 
204.292.65 \79,900



“고가의 소재나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물건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이 의자는 합판 소재로 직소퍼즐처럼 짜맞추는 

구조예요. 못이나 접착제, 나사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Issa Diabaté, 디자이너 겸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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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이지체어 104.290.58 

\69,900/개 쿠션커버, 
블루 704.301.53 \12,900 

평직러그 W80×L200cm. 블랙 
604.292.68 \79,900 평직러그 

W133×L195cm. 내추럴 
204.292.65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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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159148.jpg PH159146.jpg

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이지체어 104.290.58 \69,900 
쿠션커버, 블루 704.301.53 \12,900 
평직러그 W133×L195cm. 204.292.65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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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색다른 개성을 

더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Issa Diabaté, 디자이너 겸 건축가

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이지체어 104.290.58 \69,900 
벽선반 204.290.91 \59,900/개
이지체어+쿠션 892.918.64 \99,900
평직러그 W80×L200cm. 604.292.68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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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이지체어 104.290.58 \69,900 
쿠션커버, 블루 704.301.53 \12,900
벽선반 204.290.91 \59,900/개
이지체어+쿠션 892.918.64 \99,900 
평직러그 W80×L200cm. 604.292.68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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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159133.jpg PH159136.jpg

ÖVERALLT/외베랄트 벽선반 
204.290.91 \59,900/개



PH159118.jpg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고 믿어요. 리폼, 개조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존 아이디어를 재탄생시키고 

제품을 재개발하고 소재를 재사용하고 옛 문화를 되살

리거나 세상을 개혁하는 것, 모두가 개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Hend Riad & Mariam Hazem, 디자이너

Hend Riad & Mariam Hazem

Hend와 Mariam은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인 Reform Studio를 설립한 두 

명의 여성 디자이너입니다. 2012년 설립 후로 오늘날의 세상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실험과 탐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ÖVERALLT/외베랄트 가방 
L45×W10, H45cm. 204.292.46 
\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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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담요 
704.301.72 \29,900

Renee Rossouw

케이프타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건축가인 Renee 

Rossouw는 12살 무렵부터 IKEA에서 일할 날을 꿈꿨다고 

합니다. 패턴, 벽화, 가구, 벽지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Renee

는 ÖVERALLT/외베랄트 컬렉션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끊임 없이 바뀌지만

최근에는 자연과 동물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Sindiso Khumalo

스스로를 ‘텍스타일 덕후’라고 칭하는 Sindiso Khumal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손잡고 지속가능한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케이프타운을 오가며 

활동하는 Sindiso는 줄루 족과 은데벨레 족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복잡한 그래픽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의 밝고 대담한 무늬와 간결한 모노크롬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PH159122.jpg

ÖVERALLT/외베랄트 쿠션커버 
블루/멀티컬러 004.301.56 \6,900/개 
멀티컬러 504.467.01 \6,900/개

“당당한 느낌의 남아프리카풍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

리를 사용한 작품을 제안했죠. 코끼리는 아름답고 지능

이 뛰어나며 새끼를 돌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Renee Rossouw, 아티스트 겸 건축가



Issa Diabaté 

건축가이자 Koffi & Diabaté Group의 공동 창립자인 Issa Diabaté

는 건축가의 힘으로 지역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Issa

는 Koffi & Diabaté 건축사무소의 전무이사입니다. IKEA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는 고가의 소재나 첨단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물건을 디자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PH159126.jpg

ÖVERALLT/외베랄트 이지체어 
104.290.58 \69,900/개



PH159124.jpg

“이 바구니는 머리를 땋는 일상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세네갈에서는 머리를 땋을 때 몇 시간이고 

가족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거나 근사한 미장원에서 

의자에 느긋하게 몸을 기대고 앉아 최신 유행가를 듣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Selly Raby Kane, 패션디자이너 겸 아티스트

Selly Raby Kane

다카르에서 태어난 Selly Raby Kane은 2012년 자신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를 런칭하여 다카르의 얼터너티브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Selly

는 다양한 분야를 거리낌없이 시도하는 스타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세네갈 다카르에서 형성되었고 

프랑스의 패션 경영대학원 Mod’Spé 시절 한층 더 발전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미국 및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ÖVERALLT/외베랄트 바구니 
Ø43, H43cm. 404.302.44 
\24,900



Laduma Ngxokolo

디자이너이자 글로벌 패션 브랜드 MAXHOSA BY LADUMA

의 창립자인 Laduma Ngxokolo는 호사 족 문화의 본고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 출신입니다.

이곳의 전통문화와 예술은 Laduma 본인과 브랜드에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aduma는

니트 의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며 전 세계 여러 

패셔니스타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을 떠올리고 여행을 하며 패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요. 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Laduma Ngxokolo, 패션 디자이너

PH159123.jpg

ÖVERALLT/외베랄트 러그  
평직러그 W80×L200cm. 블랙 

604.292.68 \79,900 
평직러그 W133×L195cm. 

내추럴 204.292.65 \79,900 
평직러그, 실내외 
W200×L200cm. 

004.292.71 \119,000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흥미가 있어요.”     

   Bethan Rayner & Naeem Biviji, 디자이너

PH159130.jpg

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오일통 404.302.20 \9,900
보관용기 804.302.23 \7,900
유리병 004.302.17 \19,900



Bethan Rayner & Naeem Biviji

나이로비의 Bethan Rayner와 Naeem Biviji 부부는 디자인 듀오 

Studio Propolis로 함께 활동 중입니다. 과거 건축가 교육을 받

았던 이들 부부는 주문 제작 수공예 가구를 전문으로 합니다. 

ÖVERALLT/외베랄트 컬렉션에서는 집안에서의 일상적 행동을 

살펴보며 조리 및 식사 경험을 개선해주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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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벤치 304.298.54 
\1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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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VERALLT/외베랄트 시리즈 
그릇 Ø15cm. 704.301.86 \5,900/개
물병 904.302.08 \5,900
그릇 Ø28cm. 104.301.94 \14,900



DESIGN INDABA

Design Indaba는 전 세계 디자인 관계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기관으로, 1995년부터 매년 열리는 Design Indaba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는 

행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현재 이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퍼런스, 온라인 출판, Social Do Tank, 연례 창의성 페스티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Design 

Indaba 컨퍼런스는 해마다 55명 이상의 발표자와 5천여 명의 

대표단을 맞이하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디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도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Sindiso Khumalo, 디자이너



DESIGN INDABA 페스티벌 2019 에서

만나는 ÖVERALLT/외베랄트

ÖVERALLT/외베랄트의 시작점은 2017년 Design Indaba 

컨퍼런스 행사였던 워크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컬렉션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이곳으로 가져와 선보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KEA는 Design Indaba 2019

에 참여하여 ÖVERALLT/외베랄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케이프타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하여 최종 결과물과 그 

디자이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분들도 오셔서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elene Fernström에게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정보는 마지막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Design Indaba 페스티벌 소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컨퍼런스로 유명한 Design Indaba 

페스티벌은 그 해 최고의 디자인과 창의성을 기념하고 축하 

인사를 보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손꼽히는 

스타 디자이너들을 접하며 이들의 작품과 아이디어, 사고 

리더십을 비롯하여 현대 디자인의 단면에 스며들어 있는 

디자인 사고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테마에 잘 맞는 최고의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미지 개요 - 컬렉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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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요 - 컬렉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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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요 - 제품 이미지 및 설명

PE710562 

ÖVERALLT/외베랄트 냄비+뚜껑 
\79,900

에나멜 코팅 주철.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5L. 블랙 704.302.14

PE710878

ÖVERALLT/외베랄트 바구니 \24,900

폴리프로필렌 100%, 파우더코팅스틸. 
디자이너: S R Kane/I Vuorivirta. 지름 
43cm, H43cm. 블랙 404.302.44

PE710878

ÖVERALLT/외베랄트 바구니 \14,900

폴리프로필렌 100%, 파우더코팅스틸. 
디자이너: S. R. Kane/ I. Vuorivirta. 지름 
30cm, H26cm. 블랙 304.302.68

PE710022

ÖVERALLT/외베랄트 서빙세트3종
￦29,900

구성: 그릇 1개(지름 21cm, H5cm), 그릇 
1개(지름 13cm, H4cm), 뚜껑 1개(지름 
21cm, H1cm). 투명래커 페인트 마감 
대나무.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블랙 304.302.11

PE710899

ÖVERALLT/외베랄트 쿠션커버 ￦12,900

면 100%. 디자이너: L. Ngxokolo/M. 
Axelsson. L50×W50cm. 블루 704.301.53

PE715355

ÖVERALLT/외베랄트 쿠션커버 ￦6,900

면 97%, 리넨 3%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L50×W50cm. 멀티컬러 504.467.01

PE710914

ÖVERALLT/외베랄트 평직러그 \79,900

표면: 순모 100%. 날실: 폴리에스테르 
100%. 디자이너: L Ngxokolo /M 
Axelsson. W80×L200cm. 블랙 
604.292.68

PE710918

ÖVERALLT/외베랄트 평직러그 \79,900

황마 98%,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알루미늄 2%. 
디자이너: H Riad/M Hazem/H Dalrot. 
W133×L195cm. 내추럴 204.292.65

PE710923

ÖVERALLT/외베랄트 평직러그, 실내외  
\119,000

폴리프로필렌 100%. 디자이너: L. 
Ngxokolo/M. Axelsson. W200×L200cm. 
내추럴 컬러/블루 004.292.71

PE710905

ÖVERALLT/외베랄트 샤워커튼 \9,900

폴리에스테르 100%.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W180×L180cm. 멀티컬러 804.301.81

W180×L200cm 제품도 있습니다. 
404.301.83

PE716343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흔들의자 
\99,900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파우더코팅스틸. 
디자이너: B. Seck/M. Axelsson. 
W68×D90, H85cm. 블루 004.302.36

PE711033

ÖVERALLT/외베랄트 오일통 \9,900

내열 유리, 코르크.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지름 10cm, 
H17cm. 0.4L 404.302.20

PE716349

ÖVERALLT/외베랄트 그릇 \5,900

도자기제.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지름 15cm. 그레이 704.301.86

PE711035

ÖVERALLT/외베랄트 유리병 \19,900

내열 유리, 코르크.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지름 16cm, 
H21cm. 1L. 004.302.17

PE710997

ÖVERALLT/외베랄트 담요 \29,900

패브릭: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L120×W160cm. 
멀티컬러 704.301.72

PE716351

ÖVERALLT/외베랄트 그릇 \14,900

도자기제.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Ø28cm. 그레이 104.301.94

PE716334

ÖVERALLT/외베랄트 벽선반 \59,900

자작나무 합판 디자이너: I Diabate/K 
Gouriou. W76×D30, H76cm. 204.290.91

PE716353

ÖVERALLT/외베랄트 물병 \5,900

도자기제.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H9.5cm. 40L. 그레이 
904.302.08

PE714641

ÖVERALLT/외베랄트 이지체어+쿠션 
\99,900

커버: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프레일: 합판. 디자이너: I 
Diabate/K Gouriou. W69×D70, H63cm.
합판/블루 892.918.64 

PE716339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풋스툴 
\69,900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파우더코팅스틸. 
디자이너: B. Seck/M. Axelsson. 
L71×W46, H44cm. 블루 504.312.76

PE711032

ÖVERALLT/외베랄트 냄비스탠드3종
￦5,900

코르크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704.302.28

PE711030

ÖVERALLT/외베랄트 보관용기 \7,900

내열 유리, 코르크.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지름 8cm, 
H15cm. 0.3L 804.302.23

PE710681

ÖVERALLT/외베랄트 이불커버+
베개커버2 \39,900

면 100%.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이불커버 
W240×L220cm. 베개커버 L50×W60cm. 
멀티컬러 304.302.87

PE710703

ÖVERALLT/외베랄트 이불커버+
베개커버 \29,900

면 100%.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이불커버 
W150×L200cm. 베개커버 L50×W60cm. 
멀티컬러 804.303.03

PE710784

ÖVERALLT/외베랄트 가방 \14,900

폴리에스테르 22%,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알루미늄 
78%. 디자이너: H Riad/M Hazem/H 
Dalrot. L30×W2, H37cm. 멀티컬러  
504.291.36

PE710787

ÖVERALLT/외베랄트 가방 \19,900

폴리에스테르 22%,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알루미늄 
78%. 디자이너: H Riad/M Hazem/H 
Dalrot. L45×W10, H45cm. 멀티컬러  
204.292.46

PE710896

ÖVERALLT/외베랄트 쿠션커버 ￦6,900

면 97%, 리넨 3% 디자이너: S. 
Khumalo/R. Rossouw/J. Jelinek. 
L50×W50cm. 블루/멀티컬러 004.301.56

PE711025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용스툴
￦99,900

스테인 유칼립투스 원목.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W48×D40, 
H44cm. 라이트브라운 004.298.60

PE711027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벤치
￦169,000

스테인 유칼립투스 원목.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W124×D49, 
H44cm. 라이트브라운 304.298.54

PE711026

ÖVERALLT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테이블 \199,000

스테인 유칼립투스 원목. 디자이너: 
B Rayner/N Biviji/M Axelsson. 
지름 110cm, H72cm. 라이트브라운 
604.298.57

PE711047

ÖVERALLT/외베랄트 이지체어 \69,900

자작나무 합판 디자이너: I Diabate/K 
Gouriou. W69×D70, H63cm. 합판 
404.331.72

PE710885

ÖVERALLT/외베랄트 실내외용 쿠션 
\14,900

쿠션 커버: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알루미늄 78%, 
폴리에스테르 22%. 디자이너: H 
Riad/M Hazem/H Dalrot. W30×D50cm. 
멀티컬러 504.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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