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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은 온전한 나의 세계다. 집을 공유하는 가족도 함께할 수 없고 집 안 가득한 

일상의 흔적도 쫓아오지 못해 오롯이 나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다. 

욕실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욕실 미학도 새로워지는 중이

다. 깨끗함에만 초점을 맞춰 흰색과 미니멀리즘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내

추럴리즘, 코지, 팝 등은 물론이고 주거 전체에 적용하기 힘든 콘셉추얼한 스타

일도 과감하게 시도하는데 특히 럭셔리 스타일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힐링 공

간이 된 욕실을 고급화해 일상 속 작은 호사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

에 발맞춰 업계는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를 론칭해 하이엔드 욕실의 시대를 열어 

나간다. 욕실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거실의 역할을 이어가는 리빙 배스룸의 

등장도 흥미롭다. 새로운 욕실 스타일을 견인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욕실 가구

다. 비교적 넓은 면을 차지하고 공간 전반을 아울러 욕실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구

가 세분화한 스타일을 포용해 인테리어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원색, 파스텔 

톤 등 다양한 색을 입히고 목재, 석재뿐 아니라 아크릴, 철재, 콘크리트 등으로 소

재의 폭을 확장해 욕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거실이나 드레스 룸의 가구와 유

사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공간 경계를 넘나든다. 더불어 1인 주거가 증가해 욕

실 면적이 좁아지고, 넓은 욕실이라 해도 전보다 많은 기능이 부여돼 공간을 효율

적으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반 결합 파티션, 3면을 모두 활용하는 

하부장 등 수납력을 높인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욕실 

가구 제품을 살펴보며 새로운 욕실의 밑바탕을 그려보자.

BATHROOM

한계를 넘어서는 욕실 

2021 욕실 가구 경향
취재 한성옥

Huang Cabinet_MAISON VALENTINA HALO_antoniol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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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욕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벗어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하고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모듈 구성을 갖춰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

성하는 욕실을 선사한다. 

(주)새턴바스는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셜 경사장’ 을 선보여 편리하고 안전한 욕실을 조성한다. 거

울과 결합한 수납장의 각도를 아래로 기울여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서도 거울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제

품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유용하다. 수납장 손잡이 역시 하단에 설

치해 사용자를 세심히 배려했다.

inbani가 새롭게 출시한 ‘STRATO’ 는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운 욕실 가구 컬렉션이다. 캐비닛, 벽걸이

형 수납장 등으로 구성했으며 취향과 필요에 따라 가구를 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랍 개폐 방식, 측면 

디자인, 소재, 마감 방식 등도 선택 가능해 맞춤형 욕실을 선사한다.

Design, As I Wish 유니버셜 경사장_(주)새턴바스

STRATO_inbani

캐비닛, 벽걸이형 수납장 등으로 구성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욕실을 가꿀 수 

있는 inbani의 ‘STRATO’ .

STRATO_inbani
개폐 방식, 소재, 마감 등은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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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이 위생과 청결을 위한 특수 공간에서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휴식을 취

하며 삶을 환기하는 제2의 거실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욕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하얀색 위주의 인테리어를 탈피해 

갤러리처럼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고급스러운 소재, 차분하지만 멋스러운 색, 디테일까지 

정교하게 매만진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돼 욕실의 품격을 높인다.

(주)한샘은 욕실 고급화에 발맞춰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바스바흐(BATHBACH)를 선보였다. 브랜드의 첫 번째 컬

렉션인 ‘바흐 5 프리모 화이트(BACH 5 Primo White)’ 는 고전적인 디자인을 세련되게 매만진 뉴클래식 스타일을 

제안한다. 부드러운 화이트에 로즈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섬세한 물결 형태를 적용해 우아한 공간을 연출하며 

blum의 고급 힌지를 활용해 사용감도 높였다. 

Premium Gallery 

바흐 5 프리모 화이트_(주)한샘_바스바흐
(주)한샘이 선보인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바스바흐의 첫 컬렉션. 뉴 클래식 

스타일로 우아한 외관을 연출하고 고급 하드웨어로 내실을 다졌다.

대림디움이 선보인 프리미엄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 

‘팬텀 스퀘어’ 는 차분한 색감과 소재의 대비, 실용성 

높은 구성으로 일상의 만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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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디움은 고급스러운 욕실 인테리어 패키지 ‘팬텀 스퀘어(Phantom 

Square)’ 를 출시해 호텔 같은 욕실을 제안한다. 호캉스를 즐기는 기분을 집

으로 옮겨오고자 프리미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갖췄는데, 특히 정제된 형

태에 세련된 모노톤을 입히고 석재의 질감을 강조한 욕실 가구가 럭셔리한 이

미지를 확고하게 다진다. 멀티 사다리 선반장, 거울을 결합한 회전형 장, 휴

지 걸이가 내장된 인출식 하부장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구성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욕실을 완성한다. 

이탈리아 럭셔리 욕실 가구 브랜드 kreoo는 천연 재료인 나무와 대리석을 조

합해 고급스러운 감각을 이끌어낸 ‘Hug’ 컬렉션을 선보였다. 세면대와 욕조

에 수납장을 결합한 이 컬렉션은 갈색 계열의 대리석에 유칼립투스 나무로 제

작한 수납장을 더해 중후한 느낌을 자아내고 공간 활용도까지 높여 주목할 만

하다. 소재의 상이한 질감이 대비되면서도 대리석의 화려한 무늬와 선명한 나

뭇결이 만나 뜻밖의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 근사하다.

HALO_antoniolupi
중력의 대조를 콘셉트로 디자인한 욕실용 사이드 테이블. 

원뿔형 다리에 카라라 대리석을 조합해 감각적이다.

팬텀 스퀘어_대림디움
다양한 각도로 선반을 계획해 실용적인 수납장.

팬텀 스퀘어_대림디움
휴지를 수납할 수 있는 인출식 하부장.

Hug_kreoo

Hug_kreoo
유칼립투스 나무와 갈색 대리석이 

조우해 품격 있는 욕실을 완성한다. 

Tortoise Suspension Cabinet_MAISON VAL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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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주는 신선한 매력으로 사랑받지만 다소 지

저분한 이미지가 있어 청결이 강조되는 욕실에는 잘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더스트리얼한 욕실 가구가 다수 출시되어 시선을 끈다. 다만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철재를 날렵한 선으로 구현해 모던하게 연출하거나 건축 현장의 구조물을 

간결하게 재해석하는 등 깔끔한 이미지로 변주한다. 

코토세라믹(주)이 제안하는 ‘BARRO 2005’ 는 두 가지 크기의 욕실장과 캐비닛으로 구

성된 욕실 가구 컬렉션이다. 철재 캐비닛을 모던하게 풀어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손잡이

에도 덮개를 적용해 군더더기 없는 외관을 완성했다. 욕실장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제

작한 상판을 더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Alape의 ‘Work.Frame’ 은 욕실의 작업대라는 콘셉트로 스탠딩 선반과 세면대를 조합

한 제품이다. 금속 세공에서 영감을 얻어 검은색 무광 프레임으로 인더스트리얼한 이미

지를 담백하게 풀어냈으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선반 높이는 사용자에게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이탈리아 욕실 브랜드 KOS는 미국 디자인 스튜디오 Visibility와 협업해 건축 요소를 

모티브로 한 ‘Beam’ 컬렉션을 선보였다. 강철 I 빔 형태를 차용해 세면대 하부 선반을 디

자인했는데 천연 목재로 편안한 감성을 더해 공간에 자연스레 스며든다. 나무의 색을 그

대로 드러내거나 건축 현장을 연상시키는 회색을 입힐 수 있으며 1단과 2단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Minimal Industrial 

Beam_KOS
나무로 I 빔 형태를 구현해 이색적인 선반.

©Delfino Sisto Legnani Work.Frame 20_Alape

BARRO 2005_코토세라믹(주)

Work.Frame 100_Alape
금속 세공을 모티브로 검은색 무광 프레임을 매끈하게 풀어냈다.

Rise_KOS
©Delfino Sisto Leg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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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욕실. 차분한 디자인으로 마음을 안정

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채로운 컬러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떨까. 부

드러운 파스텔 컬러, 발랄한 비비드 컬러 등 다양한 컬러를 적용한 

가구가 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할 수 있는 제품이 주목받는다.

계림바스는 색 조합이 돋보이는 욕실 상부장 ‘KBC-090’ 을 출시해 

욕실의 컬러 팔레트를 넓힌다. 차분한 회색에 분홍색, 노란색을 블

록 형태로 결합해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자아냈다. 양문 여

닫이 방식이며 수납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해 욕실용품을 정리하기 

편리하고 자주 쓰는 물품은 개방형 선반에 보관할 수 있다.

스위스 욕실 브랜드 LAUFEN과 이탈리아 디자인 브랜드 Kartell

이 만나 품격 있는 욕실 가구 컬렉션 ‘Kartell by LAUFEN’ 을 제안

한다. 1970년대 스타일의 다채로운 색감을 모던한 형태에 접목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모듈식 구

성을 갖췄다. 아크릴 유리에 파우더 핑크, 에메랄드그린, 앰버, 오

렌지, 블루 등 다양한 색을 입혀 맑고 산뜻한 이미지를 그리며 무채

색과 무광을 결합한 디자인도 함께 구성해 한층 폭넓은 조합이 가

능하다.

Colorful Rest

Color Bath Large Cabinet_TOM TAILOR

Kartell by LAUFEN_LAUFEN, Kartell
1970년대 스타일의 알록달록한 색감을 표현한 욕실 가구 컬렉션. 

다양한 색을 투명한 아크릴로 구현해 매력을 극대화했다. 

Kartell by LAUFEN_LAUFEN, Kartell

KBC-090_계림바스

KBC-095_계림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