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JET
Design Lynn Yuhan Lin (www.yuhanlin.com)
Function Chair
Material Maple Plywood
Photographs Offered by Lynn Yuhan Lin
디자인 린 유한 린
기 능 의자
재 료 단풍나무 합판
사 진 린 유한 린 제공

Design Anastasiya Koshcheeva
(www.anastasiyakoshcheeva.com)
Function Chair
Size 320x320x450mm
Material Birch Bark, Steel
Photographs Anastasiya Koshcheeva
디자인 아나스타샤 코쉬치바
기 능 의자
크 기 320x320x450mm
재 료 자작나무 껍질, 강철
사 진 아나스타샤 코쉬치바

TABURET

타버렛

OTT NestingChair

OTT 중첩 의자

TABURET shows how flexible, durable and strong the birch

The OTT(Over the Top) Nesting Chair set is a literal and symbolic family. Functionally,

bark is. The three-dimensional meshwork made of birch bark

the set is free of arranging which can be easily stacked for cleaning and space saving.

stripes is sewed and fixed together on a steel frame. The

Various dimensions of each chair accommodate different body sizes and ages in a

stable and springy seat builds an optical illusion, cushioning

family. When standing independently, the size variation of the chairs make them appear

the stool in a decorative and comfortable way. The bark is

to be a family as well, namely “daddy”, “mommy”, “baby”, and “cat”. As a one-off

soft, but also stiff enough to avoid sagging of the meshwork.

sculptural furniture, it is a conversational piece that also promotes the conversation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자작나무 껍질의 유연성과 내구성, 강도를 활용한 타버렛은 얇고 길게

OTT set is made of maple plywood using CNC routing process, where 17 sheet plywood

절단한 자작나무 껍질을 그물 형태로 세공한 뒤, 이를 금속 틀 위에 고정

panels are cut out to profile and laminated together to form the volume. Four maple leaf

해 완성되었다. 특히, 입체적인 패턴과 주황색 끈은 장식 요소가 되는 동

color accent stripes on each chair indicates personalities of the “family members” and

시에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

also conveys the designer’s nostalgia for Canada.

견고한 마감처리로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여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제
공하고 있다.

이 의자는‘가족’
을 모티브로 가족 구성원들의 몸집과 연령대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각 의
자는 따로 늘어놓거나 겹쳐서 쌓아둘 수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면 가족이 지닌 소속감을 표현할 뿐만 아
니라 공간 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단풍나무 합판을 입체적으로 절단하여 만든 부드러운
곡선 형태에 시기별로 변하는 단풍 나뭇잎의 네 가지 색상을 의자 띠에 적용하여 아기자기한 연출을 선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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