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1. UPSIDE DOWN

P R O D U C T

4. RONG

4. 롱

Design : Adrien De Melo

Design : Song Seungyong

디자인 : 송승용

<Upside down> is floating design of the stainless steel frames

The artist longing for life of nomadic tribe has designed <Rong>

유목민의 삶을 동경하는 작가는 긴 전기선을 이용하여 <롱>을

covered with translucent polyurethane inflated cushions.

by long electric wire. With this long electric wire, it is possible to

디자인했다. 제품의 긴 전기선은 제품을 집안 곳곳으로 이동

Comparable to notes in a scale, the five base modules allow

move round the house and create own space.

가능하게 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your own ideal bookcase to be constructed to your taste.

www.seungyongsong.com

www.seungyongsong.com

www.adriendemelo.com

sydesign.info@gmail.com

sydesign.info@gmail.com

contact@adriendemelo.com

+82 10 4042 9466

+82 10 4042 9466

+33 6756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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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사이드 다운

5. POLICHINELLE DESK

5. 폴리치넬 데스크

디자인 : 아드리안 드 멜로

Design : Yoann Jestin + Benoit Pernet

디자인 : 요안 제스틴 + 버노이트 퍼넷

<업사이드 다운>은 부풀린 반투명 폴리우레탄 쿠션들을 강철

<Polichinelle> is a plywood desk designed for home workers. It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된 <폴리치넬 데스크>는

프레임이 둘러싸고 있는 듯한 형태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provides a paperboard’s size surface, covered by paper, which

보드지 크기의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이로 덮여 있어서 그

디자인을 가진다. 다섯 개의 기본 모듈은 다양한 노트 크기에

allow write on it, draws on it or tear it.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 후 찢어 버릴 수 있다.

맞춰질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책꽂이를 만들 수 있다.

www.arfeo.fr

www.arfeo.fr

www.adriendemelo.com

+33 2 43 09 39 00

+33 2 43 09 3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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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adriendemelo.com
+33 6756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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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RLINE_009 FOR WALT DISNEY SIGNATURE

2. 에어라인_009 포 월트 디즈니 시그니처

6. CLAY EXTRUDING stool

Design : Cory Grosser

디자인 : 코리 그로서

Design : Max Cheprack

Produced in limited quantities for Walt Disney, the original Air-

월트 디즈니를 위해 한정된 양으로 생산된 이 의자는 사람들이

It is a relatively big product of the extruding clay, which must

line Chair has become one of the most sought after Art Moderne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아트 모던사의 작품 중 하나이다.

be strong enough to bear persons weight, and should be able to

products ever designed.

www.corygrosser.com

connect with other materials.

www.corygrosser.com

info@corygrosser.com

www.behance.net/maxcheprack

info@corygrosser.com

+1 323 344 6009

maxcheprack@yahoo.com

3. GINKO AKIKO KEIKO

3. 깅코 아키코 케이코

6. 클레이 익스트루딩 스툴

Design : Guido Garotti

디자인 : 귀도 가로티

디자인 : 맥스 체프렉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was to reuse the dismissed mould

이 가구의 목적은 기존의 부드러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사람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of a former soft polyurethane lounge chair with the aim of

라운지 의자의 뼈대를 사용해서 새롭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만큼 강하고 다른 재료들과 결합하기 위해 비교적 큰 크기로

obtaining a different, fresh and appealing product. The mold and

만드는 것이었다. 몰딩과 내부 뼈대는 새로운 모양에 맞추기

제작됐다.

the inner framework were modified to suit all the new shapes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됐으며 제품의 마무리를 위해 몇 개의

www.behance.net/maxcheprack

and some minor additional jigs were created for the finalization

작은 부품이 추가로 사용됐다.

maxcheprack@yahoo.com

of the product.

www.guido-garotti.it

www.guido-garotti.it

guido.garott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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