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에 익숙한 인테리어 용어 정리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인테리어 용어는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삶 자체가 인테리어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그와 관련한 용어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일상생활 속에 묻어있는 일본어 중에도 인테리어 와 관련한 용어들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려는 익숙한 인테리어 용어들이야 말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속의 인테리어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ㄴ,ㄷ,ㄹ...순으로 인테리어 용어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몰랐던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D

 

 

 

 

 

 

 

[ㄱ]
 



간접조명(INDIRECT LIGHTING)

조명 기구에서 나오는 빛이 직접 눈에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사될 표면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의 조명이다. 천장이나 벽을 비추었다 반사되므로 그림자 없는 

부드러운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조 색(ACCENT COLOR)

주조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색채계획에서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선명하고 강해 눈길을 끄는 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악센트 컬러는 좁은 면적에 사용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걸레받이(BASE BOARD)

도배나 칠을 새로 한 벽에 며칠 지나지 않아 때가 묻는다면... 발이 많이 닿는 벽의 아래 부분은

더러움이 쉽게 타게 마련이다. 이처럼 걸레질이나 발에 차이는 것으로부터 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 벽 또는 

파티션의 아래 부분에 덧대어 붙이는 보더를 말한다. 평평하거나 몰딩이 있는 수평 보호대, 판재, 

목재, 비닐, 타일, 고무 등 재질은 다양하다.

 

 

격자창문(LATTICE WINDOW)

한때 붐처럼 집집마다 격자 창을 달았던 적이 있다.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주어 

여성들이 특히 좋아해R다. 창살을 격자 형태로 짜 맞춘 유리 창문으로 사각형과 다이아몬드 형태가 일반적이다.

 

 

경첩(HINGE)

덮개나 문 안쪽에 주로 ‘ㄱ' 자 형태로 달아 문과 몸체를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하는 

금속 도구. 초기의 것은 나무 핀 경첩으로 12세기경에 만들어진 가구에서 발견되었다. 그 후로 금속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장식적이고 정교해졌다. 16∼17세기 이후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 나비 경첩, 

닭 머리 경첩, 양방향 경첩, H형 경첩, 피아노 경첩 등이 디자인에 따라 사용되었다.

 

계단참(LANDING)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닥 공간이나, 계단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디디게 되는 바닥 공간, 주로 DEAD 스페이스로 남겨두게 마련인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미니창고, 

코지 코너, 미니 서재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ㄷ]
 

다다미(STRAW MAT)

속에 밀짚을 두껍게 넣고 표면에는 돗자리를 대고 가장자리에 천을 대어 

마감한 일본식 매트 90cm×180cm의 크기에 4∼6cm의 두께로 탄력성과 촉감, 흡수성은 좋으나 

내구력이 약한 것이 흠이다.

 

 

동선(TRAFFIC LINE)

사용자가 작업이나 휴식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를 나타낸 선, 인테리어 평면 계획의 

기초가 되며, 가능한 한 짧고 직선적이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변 공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동선 계획이다.

 

 



[ㄹ]
 

러그(RUG)

바닥 표면의 일부를 덮는 규격화된 크기로 짜여진 깔개, 카펫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작은 조각을 의미하였다. 계절이나 분위기에 따라 깔고 걷기가 편리하여 최근 들어 방한 기능은 

물론 장식적인 요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페르시아(Persia) 양탄자는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러브시트(LOVE SEAT)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천으로 씌운 작은 소파.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와 

영국 앤 여왕 시대에 유행하였다. 요즘은 신혼 부부가 사는 좁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에 즐겨 배치한다.  

 

 

레이아웃(LAYOUT)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평면 계획에 있어 실내의 설비, 가구 및 기구 등을 배치하는 

작업 및 계획 도를 말한다. 공간별, 작업별로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정해져야 모든 공사가 순조롭다.

 

 

루버 문(LOUVER DOOR)

닫혀 있을 때에도 통풍이 되도록 빗살무늬 형태의 루버를 달아 놓은 문 옷장이나 

창고 문 등 통풍이 필요한 공간에 많이 쓰인다.

 

 

 

[ㅁ]
 

매입 등(RECESSED LIGHT FIXTURE) 

천장 안으로 조명 기구가 매입되어 등의 낮은 가장자리가 천장과 동일한 

평면이 되는 조명등 형태를 말한다. 요즘은 부분 조명 되에 천장의 실링 라이트로 매입 등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머피 침대(MURPHY BED)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붙박이 장이나 벽 속에 접어 넣어 



보관하는 침대, 윌리엄 머피 (William L. MURPHY)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모자이크 타일(PREGROUTED TILE)

세라믹 타일의 낱장을 현장에서 모르타르로 한 장씩 붙여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공장에서 일정한 크기로 짜 맞추어져 미리 붙여 생산된 타일을 말한다.

 

 

몰딩(MOLDING)

건축, 실내 기구 등의 표면에서 서로 다른 재료가 이어지는 부분을 감추거나 장식적으로 

선을 강조할 때 쓰이는 길고 가느다란 돌림 띠, 주로 목재가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금속, 플라스틱, 

석고 등도 많이 쓰인다. 보통 천장과 벽이 맞닿는 부분, 코니스, 기구의 상판을 비롯한 

각 부분, 문짝의 전면 등에 장식을 위해 쓰인다.

 

 

무채색(ACHROMOATIC COLOR)

색상과 순도가 없는 색, 흰색, 회색 그리고 금속 특유의 색들을 말한다.

 

 

미끄럼 방지 대(NON-SLIP)

계단의 디딤판 끝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판이나 스테인리스, 

주물 판 등을 덧대어 놓은 보호 장치, 가로 홈을 파 넣거나 금속 띠에 고무 판을 끼워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니어처(MINIATURE)

그림, 조각, 예술품, 가구나 실내 공간 등 원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하여 제작한 모형

 

 

밑칠(PRIMING COAT)

벽, 바닥, 가구 등에 난 작은 흠집이나 틈을 고르기 위해 본 칠 전에 하는 애벌 칠

 

 

 

 

 



 

 

 

 

 

[ㅂ]
 

부분 카펫(AREA RUG)
방의 일부분 또는 한 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탄자, 보통 무늬가 있어 

전체 카펫 (wall to wall carpet)보다 더 장식적이고 색채가 다양한 카펫으로 마루, 

타일 바닥 세라믹 바닥 위에 직접 깐다.

 

 

붙박이(BUILT-IN)

경제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옷장이나 TV세트, 오디오 설비 또는 홈 오피스(home office)설비 

등을 벽에 내장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부엌가구 세트에 주방용 설비 기기, 즉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내장시키는 작업도 빌트 인의 영역에 속한다.

 

 

뷔페(BUFFET)

식사용 액세서리들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 음식을 서브할 수 있는 상판이 있는 



사이드보드(sideboard)나 천장(cupboard) 또는 상부에 찬장이나 선반장이 달린 일종의 사이드 

테이블을 부를 때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곤과 용도와 생김새 면에서 비슷하다.

 

 

브라스 가구(BRASS FURNITURE)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신고전 양식시대에 유행한 가구 스타일. 활동관이나 

주조한 황 등으로 만든 가구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아이템. 

최근 몇 년 새 대중화되어 가면서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

 

 

 

 

[ㅅ]
 

새시 커튼(SASH CURTAIN)

일종의 장식 커튼으로 아기자기한 분위기 연출에 제격이다. 창문의 새시와 

인접한 곳에 매달리거나 창문의 상하에 봉을 설치하고 잡아당겨 만든 커튼. 주로 레이스나 시폰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장식적인 코너 표정을 만들어 낸다. 유리커튼(glass curtain)이라고도 한다.

 

 

세이커 가구(SHAKER FURNITURE)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미국 뉴욕 주에 거주하던 세이커 교도 등에 의해 제작된 

가구를 말한다. 단순한 디자인에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 가구를 제작하여 현대 기능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징적인 가구로는 출발은 영국의 농가였으나, 세이커 교도의 솜씨가 보태져 좀더 날씬하고, 

사다리형 등받이(ladder back)를 포인트로 제작한 세이커 의자가 있다.

 

 

스커트(SKIRT)

직물로 덮여진 의자나 카우치(couch), 또는 침대의 하단에 두르는 패브릭을 

칭하는 말. 가구의 다리나 목재 구조를 감추기 위해 직물에 주름을 잡아 마치 여자의 

스커트처럼 만든 밸런스(valance)

 

 

스탠드(STAND)

서랍 등의 수납 공간이 따로 없는 소형 탁자. 촛대용 스탠드는 특수한 

목적으로 디자인된 반면, 보조 탁자와 같은 기능과 외형을 지닌 스탠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스툴(STOOL)



쉽게 화장대 의자나 소파 옆 보조 의자처럼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1인용 

소형 의자를 말한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네 개의 곧은 다리나 X형 다리를 가진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중세에는 좌판이 양 끝 측판으로 지지되거나 다리가 

세 개인 스툴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발 받침인 오토만(ottoman)으로도 스툴이 많이 사용된다.

 

 

 

 

 

 

 

 

[ㅇ]



 

아라베스크(ARABESQUE)

중세 시대에 사라센과 스페인의 무어 족이 즐겨 사용하던 장식 문양으로, 주로 꽃, 식물, 

과일 등 자연을 모티프로 하여 전개된 사방 연속 문양이다. 덩굴손과 줄기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진 

형태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초로 하여 그림, 조각, 모자이크, 상감 등의 장식에 사용되었다.

 

 

아르 누보(ART NOUVEAU)

 1890년대 벨기에, 프랑스, 영국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새로운 경향의 미술운동. 

20여 년 간 건축, 공예, 회화, 조각, 풍속 등 전 분야에서 유행한 이 경향은 전통적인 모티프들은 

삼가고, 자연적인 형태에 기초를 둔 식물의 형태, 물결 또는 불꽃 모양의 곡선들을 

자유분방한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했다.

 

 

아르 데코(ART DECO)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장식 미술전(Les arts Deco)에서 유래된 말로 1920년대에서 

3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한 장식 양식. 지그재그형(zigzag modem), 유선형(stream modem), 

고전형(classic modem)등의 입체를 많이 사용한 지적이고 정적인 장식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침대(ISLAND BED)

침대를 일반적으로 벽에 붙여 놓지 않고, 마치 섬처럼 장의 중앙에 놓은 침대. 

원룸 공간이나 침실이 넓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배치 방법이다. 천장이 높은 단독 주택이나 

공간 여유가 있는 실내라면 아이디얼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머리 판의 뒤쪽에 가리개(screen)를 

치거나 키 큰 수납장 등을 놓아 공간의 영역 수분을 할 수 있다.

 

 

오크(OAK)

가구나 건축 재료로 쓰이는 연한 황갈색의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 

고딕과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쓰였으나 18세기 이후에는 마호가니, 너도밤나무(beech)등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월 투 월(WALL-TO-WALL)

벽과 벽 사이를 모두 덮는다는 의미로 방 전체에 카펫을 까는 방법이다. 

바닥이 콘크리트나 나무라면 펠트성의 쿠션을 깔아서 밟는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보온 흡음 효과가 좋다.

 

 



위도 셰이드(WINDOW SHADE)

빛이 들어오는 유리 문에 설치하여 강한 빛을 부드럽게 여과시켜 주는 커튼 형식의 

가리개. 위 부분에서 끌어내려 빛을 차단하며, 올릴 때 직물이나 종이가 위쪽의 원통에 감기는 

롤러 셰이드(roller shade), 이것과 동일하나 아래 쪽 원통에 직물이나 종이가 감기는 역 롤러 셰이드

(inverted roller shade),뒷면 고리에 끼워 넣은 줄을 당겨 좌우로 몇 줄의 주름이 일정하게 

잡히면서 열리는 오스트리안 셰이드(Austrian shade) 등이 있다.

 

 

윈저 의자(WINDSOR CHAIR)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유행한 목제의자. 명칭은 1728년 영국의 조지 3세가 윈저궁 근처의 농가에서 발견한 의자를 

궁전용으로 제작하게 한 데소 기원한 것으로 추측되다. 실용적이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아름다워 

현재도 미국에서 즐겨 사용된다. 등받이와 팔걸이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윙 체어(WING CHAIR)

말 그대로 날개가 달린 안락의자. 등받이의 좌우 양끝 부분에 귀 모양의 날개가 달린 

팔걸이 의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물로 푹신하게 씌워져 있으며, 등받이가 높아 찬바람을 피하기 좋다. 

17세기 말 왕정 복고시대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유행되었고, 

지금도 클럽 의자(club chair)오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ㅈ]
 

자카드(JACQUARD)직

 벨기에(Belgium)의 조셉 마리 자카드(Joseph-Marie Jacquard, 1752∼1834)에 의해 

발명된 직조기로 짠 직물. 복잡한 무늬의 직물을 쉽게 짤 수 있는 실용적이니 자카드 기의 발명은 

견직물 공업에 기술적인 혁명을 가져왔다.

 

 

직접,간접 조명(DIRECT-INDIRECT LIGHTING)

일반 확산 조명의 변형으로 빛이 아래나 위쪽으로만 확산될 뿐, 수평방향으로는 거의 비치지 않는 조명

 

 

직접 조명(DIRECT LIGHTING)

조명 기구로부터 확산되는 빛의 90∼100%가 주변 어느 것에도 방해 받지 않고 물체나 

표면을 직접 비추게 되는 조명,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아래로 직접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질감(TEXTURE)

만져 보거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재료의 표면상의 특성을 말한다. 즉 부드러움, 

거침, 단단함, 울퉁불퉁함 등의 정도를 말하며, 형태, 색채와 함께 기본 조형 요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집섬 보도(GYPSUM BOARD)

압축된 석고 판 위에 종이를 덧댄 보드. 실내 외 벽, 천장 등의 기초 재료로 사용된다. 

두께와 형태가 다양하여 사각형, 또는 접합을 위해 가장자리가 얇아지는 것 등이 있다. 일반적인 

크기 1200×2400cm이다. 요즘 부엌 가구나 사무용 가구에 목재 대신 사용되는 재료.

 

 

 

[ㅊ]

창 의자(WINDOW SEAT)

외국 영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창문 아래에 설치한 붙박이식 벤치나 스툴. 

낮은 팔걸이가 양쪽으로 놓여지기도 하며, 앉는 부분에는 방석과 작은 쿠션이 얹어지기도 한다. 

18세기 아담(Adam)과 치펜데일(Chippen dale)이 이러한 유형의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해플 화이트(Hepple white)는 창 스툴(Window stool)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체스터 필드(CHESTERFIELD)

속을 두툼하게 넣고, 무겁고 단단한 직물로 씌워 완성한 카우치 또는 소파 팔걸이와 

등받이 높이가 같으며, 등받이 윤곽이 소용돌이 선으로 말려진 형태로 되어 있다. 빅토리아 시대에 

남자들을 위한 클럽이나 끽연식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카페 커튼(CAFE CURTAIN)

창문전체가 아닌 1/2∼1/3가량 가린 형태의 장식 커튼, 창 중간을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커튼 봉에 매달리거나 끼워 단 짧은 커튼들이 이에 속한다. 흔히 코너를 

강조하기 위해 호도나무(walnut)와 배합시키곤 한다.

 

 

캐노피(CANOPY)

기후의 변화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기 위해 창이나 문 위에 설치한 지붕이나 

차양을 말하기도 하고, 침대나 의전용 의자(chair of estate)와 같이 가구의 상부를 기둥으로 



받치거나 천장에서 매달아 내린 덮개를 칭하기도 한다.

 

 

커튼 러너(CURTAIN RUNNER)

커튼을 여닫을 때 편리하도록 커튼 레일(curtain rail)에 달려 있는 작은 도르래. 

커튼 고리를 도르래에 끼워 넣는다.

 

 

 

 

[ㅌ]
 

테라스(TERRACE)

주택 앞 부분에 돌출되어 목재나 보도 블록, 혹은 잔디로 주위보다 약간 바닥을 

높여, 실내와 옥외를 연결 시켜주는 완충 공간. 낮은 울타리나 기둥으로 둘러싸이기도 하며, 캐노피 형태의 

지붕이 살짝 드리우기도 한 로맨틱한 코지 코너이다. 주로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한다.

 

 

테라코타(TERRA COTTA)

‘구운 흙’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적갈색 점토를 성형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 낸 도기를 일컬으며, 이러한 도기 제품의 적갈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마의 소성 

온도에 따라 색이 다양하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흙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워낸 후 채색되거나 유약이 입혀질 수도 있다.

 

 

텍스타일(TEXTILE)
 

경사와 위사로 직조된 재료 직물의 조직에는 평 직, 능직, 수지 직의 3종류가 있으며, 

이 3가지 조직을 응용하여 각종 변형 직조 방식이 발달하였다. 실내디자인에서는 덮개 류, 

드레이퍼리(drapery), 벽 마감 재 등의 재료가 된다.

 

 

 

 

[ㅍ]
 

파우더 룸(POWDER ROOM)

안락하고 쾌적하게 장식된 여성용 화장실. 18세기, 귀족 사회에서 애용한 흰 가발에 



분을 칠하기 위한 용도로 침실 옆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유래되었다.

 

 

파일(PILE)

직물이나 카펫을 직조하면서 실을 위로 솟아오르게 짠 상태. 짠 상태를 

그대로 둔 고리형 파일(loop pile)과 고리를 자른 컷 파일(cut pile)이 있다. 고리형 파일로는 

타월 천 등이 있고, 컷 파일로는 벨벳(velvet), 코듀로이(corduroy)등이 있다.

 

 

파티션(PARTITION)

실내 공간을 구획하는 칸막이 벽, 내력 벽이 아닌 간단한 구조의 벽으로 

블록이나 목조벽 등이 쓰인다. 좁은 집일수록 낮은 파티션을 설치하고, 화초나 장식용 

가구 등을 파티션 대신 사용한다.

 

 

패브릭(UPHOLSTERY, UPHOLSTERY FABRIC)

일반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에 쓰이는 모든 직물의 총칭. 고대로부터 소파나 의자의 

전체 또는 시트 부분이나 등받이를 싸는 천을 칭하는 용어로 유래. 푹신하도록 속 재료를 넣고

직물로 싸는 현대와 같은 개념은 16C 후반 프랑스에서 출발

 

 

페이즐리(PAISLEY)

솔방울, 실삼 나무, 잎사귀의 형태가 얽혀 있는 모양을 패턴화시킨 것. 실내에서는

보통 벽지나 가구용 직물에 쓰인다. 클래식한 분위기 연출에 제격이다.

 

 

펜던트(PENDANT)

천장에서 바닥까지 늘어뜨리는 주름이 잡힌 천, 더스트 러플(dust ruffle)이라고도 한다. 

천장에서 테이블이나 가구 위로 떨어뜨린 형태의 조명 기구를 칭하기도 한다. 

주로 식탁 위의 조명기구 형태.

 

 

펜트 하우스(PENTHOUSE)

주택이나 고층 빌딩의 옥상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살림집. 또는, 빌딩 옥상에 있는 

승강기 탑, 환기탑, 물탱크, 장식탑 등을 말한다. 중세에는 메인 건물 꼭대기의 벽에 붙여 비스듬히 

내어 단 지붕이 있는 종속 건물을 뜻하였다.

 

 

포치(PORCH)



건물의 출입구에서 밖으로 내어 달린 지붕이 있는 장소. 

유럽의 호텔이나 주택 형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ㅎ]
 

할로겐 램프(HALOGEN LAMP)

백열등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빛을 내어 눈의 피로를 덜어 준다. 

내부에 할로겐 가스가 들어 있고 표면은 유리 대신 석양으로 처리한 고성능 전구. 백열등보다 크기가 

작고 수명이 길며, 20W에서 500W 까지 밝기가 다양하다.

 

 

해치(HATCH)

지붕 위나 지붕 속 또는 배 위의 승강구 등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붕, 

청장, 바닥 등에 설치하는 문이 달린 작은 개구부.

 

 

홈 바(HOME BAR)

주택의거실, 가족실, 응접실 등의 한구석에 설치하여 주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갖춘 설비를 말한다. 간단한 칵테일 파티나 부분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위해 거실 코너나 

서재에 설치하면 제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