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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TITESI LAMp

Design : Alessandro Dadone + Luca Mazzon

The designers have been fascinated by beauty and mystical 

power of the night sky, and the universe. They look at the 

universe with rational aspect, linked to scientific theories. The 

disc reflects light back two different views from a dichroic film. 

Different colors appear from the intangible projection.

www.behance.net/AlessandroDadone, 

www.behance.net/luca_mazzon

dadone.alessandro@gmail.com, luca.mazzon93@gmail.com

+39 334 9293862, +39 346 5785452

6. 안티테시 램프

디자인 : 알레산드로 다도네 + 루카 마존

밤하늘과 우주의 신비스러운 힘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디자이너는 

과학 이론과 같은 이성적인 관점으로 우주를 관찰했다. 원반에 

닿은 빛은 다이크로익 필름 (보는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는 특수 필름)에 두 가지 방향으로 반사된다. 투영된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난다.

www.behance.net/AlessandroDadone, 

www.behance.net/luca_mazzon

dadone.alessandro@gmail.com, luca.mazzon93@gmail.com

+39 334 9293862, +39 346 5785452

1. 청사초롱

디자인 : 한진우

디자이너가 청사초롱의 쓰임새가 잊혀지는 것이 아쉬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제품은 기존의 색을 맑은 하늘색과 붉은 노을색으로 

채도를 낮춰 주변 환경에 잘 묻어나고, 오랜 시간 빛을 내도 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디자이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했던 

청사초롱이 일상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조명으로 거듭 

나도록 의도했다.

www.ahhaproject.com

info@ahhaproject.com

+82 (0)70 8822 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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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UNGSA CHORONG

Design : Han Jinwoo

Feeling missing for original purpose of Chungsa Chorong (Korean 

traditional lighting), the designer reinterpreted it in modern style. 

Its basic colors changed into less saturated – light skyblue and 

sunset red – for harmony with surroundings, and considers effect 

on the eyes. The intention is to make it, just needed in specific 

situaton in the past, become a new lighting used in daily life.

www.ahhaproject.com

info@ahhaproject.com

+82 (0)70 8822 6260

2. 웰 프로븐 스툴

디자인 : 마르얀 판 오벨, 제임스 쇼

보통 목재로 제품을 제작할 때 50에서 80퍼센트가 버려진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친환경 레진을 사용해 부스러기를 

하나로 뭉쳤다. 부스러기가 섞이면서 신기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자 

의자에 거품이 생겼으며, 나무 조각 속에 있는 섬유질로 단단한 

형태이다.

transnaturallabel.com 

sales@transnatural.org

+31614712140

2. WELL pROVEN STOOL

Design : Marjan van Aubel, James Shaw

Understanding that there is 50% to 80% of timber wastage 

during normal manufacture, the designers incorporated waste 

shavings into design using bio-resin. A curious chemical reaction 

occurs when it is mixed with the shavings, expanding it into foam. 

It was reinforced by the fibers in the hardwood shavings.

transnaturallabel.com 

sales@transnatural.org

+316147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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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LODED CHAIR

Design : Joyce Lin

A chair is dissected and divided into clear acrylic boxes. The 

layering of one chair form over another emphasizes both the 

joinery of its parts and the form as a whole, challenging the 

idea / function of a chair and raising questions about material 

and permanence.

joyce-lin.com

jlin03@risd.edu

+1 205 937 9416

3. 분해된 의자

디자인 : 조이스 린

의자는 분해되어 투명한 아크릴 상자 속에 담겼다. 하나의 의자가 

층층이 쌓인 구조는 의자를 구성하는 각 부위와 형태 전체를 

탐험하는 느낌으로, 의자의 기능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재료와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joyce-lin.com

jlin03@risd.edu

+1 205 937 9416

5. 푸프 스툴

디자인 : 아이오타 프로젝트

이 제품은 뜨개질한 꽃 50개로 만든 쿠션이 덮인 의자다. 목화와 

폴리에스터로 된 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쿠션을 이루는 

각 요소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미세한 질감과 

단단한 조직력이 합쳐지면서 정교한 실뭉치가 완성됐다.

iotaproject.com

tal@iotaproject.com

+972 54 3281911

5. pOUF STOOL

Design : IOTA Project

A stool with a cushion top cover from 50 knitted flowers. The 

yarn is made from cotton and polyester. By combining these 

fibers; the designers are able to preserve the strong qualities of 

each of the components and to create the precise assembled 

thread combining both fine texture and construction strength.

iotaproject.com

tal@iotaproject.com

+972 54 3281911

4. 오쏘 의자

디자인 : 로낭 & 에르완 부홀렉

디자이너는 평범한 나무로 된 제품을 디자인했지만, 단순히 네모난 

나무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최상품의 고기가 음식의 맛을 결정짓듯 

말 그대로 나무가 제품의 질을 결정지었다. 디자이너는 원목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표현했다.

www.mattiazzi.eu

info@mattiazzi.eu

+39 0432 75 74 74

4. OSSO CHAIR

Design : Ronan & Erwan Bouroullec

The designers designed an object in plain wood but not in 

regular plain wood, the quality of the wood literally makes the 

object, like the best piece of meat would make the refinement 

of a dish. Their intention was to let the sensuality of the wood 

material express itself. 

www.mattiazzi.eu

info@mattiazzi.eu

+39 0432 75 7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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