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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

데이드림

Design Joynout · Assaf Israel (www.joynout.com)
Function Chair
Size 1,380x1,620x960mm
Material Birch Plywood, Ash Laminated, Cushion
Photographs Francesco Bolis

however, the Daydream promotes interaction by creating a synergy between

seat.

the users. In an alienated world, the Daydream aims to bring people closer to

The sculpture like seat, inspired by the lemniscate(symbol for infinity), offers

one another.

users new and unexpected ways of sitting, lounging and interacting. Designed
by Assaf Israel as a continuation of the D&A seating system, the seat enables

디자인 조이앤아웃 · 아사프 이스라엘
기 능 의자
크 기 1,380x1,620x960mm
재 료 자작나무 합판, 물푸레나무 합판, 쿠션
사 진 프란체스코 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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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tudio Joynout has launched Daydream, a minimalistic, multi-functional

the user to lounge in an incline position, promoting a relaxed and meditative

디자인 스튜디오 조이앤아웃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운지 체어‘ 데이드림

state. Made in Italy from high quality, durable materials, the Daydream is

(Daydream)’
을 선보인다.

intende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seats up to two people

데이드림은‘무한대(infinity)’
를 상징하는 ∞의 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동일한 판 두 개를 중

comfortably. The seat is formed by two interlocking identical cushioned panels,

첩해 완성되었다. 내구성이 높은 목재 틀에 직물 쿠션을 더해 안락한 분위기를 더하였으

creating an object that has no clear beginning or end. Through its simplicity, the

며, 몸을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각도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앉거나 눕는 등의 다양한 자세로

form of the Daydream evokes something boundless and eternal. The frame of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조형적인 구조는 개인의 명상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만

the Daydream is made from timber, the textiles are by Kvadrat and the

들어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사용할 때, 사용자간의 친밀도를 높여주며 원활한 소통을

removable head cushion makes for easy cleaning and maintenance. Created in

가능케 한다. 또한, 두 개의 판과 쿠션은 분리가 가능하여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기능적인

reaction to the current trend of perpetually moving forward, the Daydream is

면을 충족시키고 있다.

inspired by the human experience, encouraging users to disengage with

데이드림은 견고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주거 공간 및 공용 공간 등에 사용할 수

external distractions and find themselves in the space. When seating two

있어 활용성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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