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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 박민영

오랜 실내 생활이 반려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ITEM

MARIO CAT COMPLEX 2.0
price

300$

슈퍼 마리오 게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벽면형 ‘캣
타워’가 있다. 슈퍼 마리오 비디오게임을 좋아하는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는 이 제품은 실제 슈퍼
마리오 게임처럼 지하 세계로 가는 토관과 물음표
블록을 그대로 재현해 고양이들이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벽에 고정하는 캣 타워라 일반 캣 타워와
달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 설치해도
문제없다. 또한 높이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신의 반려묘가 좋아하는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고양이들은 이 가구에서 토관을 통과하고 캣 타워를
옮겨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집 안에만 있어 부족해진 운동량을 늘릴 수도 있다.

CAT GRASS TABLE (PLANTER TABLE)
INDIANA JONES CAT BRIDGE price

price

150$

2500$

거실 테이블에서 풀이 자라난다? 테이블 한가운데의 틈 부분에 고양이들이

우리 집 반려묘가 유난히 호기심과 모험심 가득하다면? 혹은 부족한 운동량으로 어느새

좋아하는 캣 그래스가 자라는 테이블이 있다. 귀리나 보리, 밀싹 등의

비만 고양이가 돼버렸다면? 호기심과 모험심은 더욱 업그레이드해주고 활동량도

캣 그래스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풀로 마음껏 먹어도 걱정이 없어 많은

늘려 비만을 해소해줄 고양이 가구가 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흔들 다리를

집사들이 집에서 직접 기르거나 종종 구입하곤 한다고. 이 테이블이라면

연상시키는 이 제품이 바로 그것. 집 안의 한쪽 벽면에 끈과 판자를 연결해 다리를

풍부한 양의 캣 그래스를 기를 수도 있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만들어주면 고양이를 위한 모험 어드벤처가 간단하게 탄생한다. 끈과 나무판자의 디자인,

고양이들이 올라가 놀 수도 있고, 사람은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어

CATABLE 1.0 price

색상을 소비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집이 좁아도 걱정할 필요 없이 다리 길이를

unsettled

집 크기에 맞춰 주문할 수 있는 수제품이다. 설치 장소와 위치의 제약이 없어 반려묘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있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나를

원하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해주면 끝!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흔들다리 위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점. 집에서 밀린 일 좀 하려고 하면 책상으로 슬금슬금 접근해 컴퓨터

뛰어다니고, 놀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고양이를 위한 안성맞춤 가구다.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하다. 캣 그래스는 실내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으므로 365일 싱싱한 풀을 공급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앞에 자리 잡아버리는 고양이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엉망이 되거나 자료가 날아가버린
경험을 다들 한번쯤 해봤을 듯. 그런 사람들에게 홍콩 LYCS의 건축 디자이너 루안
하오(Ruan Hao)가 만든 고양이 테이블을 추천한다. 테이블과 좁은 공간을 유난히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놀기 좋게 테이블 안에 구멍과 터널 같은 통로를 미로 형식으로 배치했다. 게다가

MEYOU PARIS THE CUBE
price

테이블 위는 일반 테이블처럼 사용 가능해 고양이와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이다.

125$

고양이에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 하나 장만해주고

고양이의
고양이에의한
고양이를위한
가구

싶다면 이 제품을 주목하자. 오로지 고양이를 생각해
그들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고양이집이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집 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린다. 둥근 고치
형태의 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각 틀 덕분에
이동이 쉬워 위치를 옮기기에도 용이하다. 게다가
고양이가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쿠션은 분해하여 세탁이
가능하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면으로 짠 듯한
고치 형태의 집 틀은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스크래처로
사용해도 끄떡없다니, 이보다 좋은 고양이 집이 또 있을까?

COMPACT CABINET price

475$

집 안 곳곳 아무 데서나 배변을 해결해버리는 반려묘가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반려묘도 있다. 그렇다면 배변 박스 겸 고양이
하우스 캐비닛으로 고양이에게 그들만의 비밀 공간을 마련해주자. 심플한
디자인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눈에 띄지도 않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는다. 캐비닛 양쪽에 구멍이 있어 고양이가 드나들기도 편
하고 여닫이문이 있어 집사들이 청소해주기도 쉽다. 필요에 맞게 캐비닛
안쪽에 배변 용지를 깔아주면 고양이 전용 화장실로 변모하고 안에
쿠션을 깔아주면 고양이가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으로 변신한다.
또한 캐비닛 위쪽에도 쿠션이 있어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길
원할 때 언제든 올라가 쉴 수 있다.

EDITOR 강 소 정

반려묘의 입맛에 딱 맞는 가구 하나 장만하고 싶은 집사들은
주목! 고양이를 위한 해외의 이색 가구들을 소개한다. 테이블부터
캣 타워, 고양이집까지 국내에는 없는 특별한 아이템들.

CATABLE 2.0
price

unsettled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는 만능 책장 겸 고양이 놀이터가 있다.
LYCS사의 루안 하오가 디자인한 ‘CATable
1.0’의 후속작으로 공간 활용도를 보다
높인 업그레이드 버전 제품이다. 필요에 따라
붙이면 책상, 의자, 선반, 책장 등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구의 가장
큰 미덕은 고양이를 위한 미로 놀이터로
변신한다는 점.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와
구멍들이 있는 네 가지 다른 모양의 모듈을
이어주기만 하면 고양이를 위한 미로가 손쉽게
완성된다. 박스 형태의 모듈을 이어주기만 하면
집 안 어디에나 미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

LIFEANDDOGUE.COM 128

LIFEANDDOGUE.COM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