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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K

Design : Busetti, Garuti, Redaelli

<Dock> is a shaped, painted steel plate, divided into two sec-

tions, turning itself into a coat hanger and wall-mounted tray. 

<Dock> doesn’t however stop at merely housing four hooks 

and a small shelf, but can be also used as a small magnetic 

board.

1. 아담

디자인 : 부세티, 가루티, 레데일리

<아담>은 실내와 실외에 모두 사용되는 테이블로, 상단은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형태를 가진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의 

하단부는 삼각형이 점차 원형으로 변화되며 완성된다.

B-라인

‘ B-라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 사무실, 그 외에 

다양한 인간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왔다. 그들은 다양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다채로운 색상을 사랑하고 미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탈리아 출신인 이들은 자국을 배경으로 활동 

하지만 이러한 경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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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VE

Design : Busetti, Garuti, Redaelli

Tall or low vase, <Eve> is in rotomolded polyethylene, it can be 

used equally indoors as well as outdoors.

1. ADAM

Design : Busetti, Garuti, Redaelli

Table perfect for indoor and/or outdoor use, <Adam> has a 

circular or elliptical top. The base is in rotomolded polyethylene 

and is shaped by a triangle that changes into a circle.

6. 이브

디자인 : 부세티, 가루티, 레데일리

길거나 짧은 길이로 구성된 <이브>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꽃병으로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 도크

디자인 : 부세티, 가루티, 레데일리

철제판을 도색하여 만든 <도크>는 코트 걸이와 벽걸이로 사용 

된다. 제품은 네 개의 갈고리와 작은 선반으로 구성됐으며, 소형 

자석 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4. PARK

Design : Neuland Industriedesign

Stackable chair in steel rod with a cataphoretically is treated 

and painted structure. <Park> is equally suited to indoor as well 

as outdoor use. Essentiality is its strong point, closely followed 

by sociability and inspiration.

3. QUBY

Design : Stefan Bench

<Quby> is wall mounted or floor-standing bookcase module in 

rotomolded polyethylene.

3. 쿠비

디자인 : 스테판 벤치

<쿠비>는 벽에 고정시키거나 바닥에 세워둘 수 있는 모듈형 책장 

으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됐다.

5. LIQUORICE

Design : Alessandro Masturzo

<Liquorice> is an innovative bookshelf. Cheekily irreverent, 

it treats books with respect and can be hung on its own or 

become part of varied combinations.

4. 파크

디자인 : 노이란트 인더스트리디자인

여러 의자를 쌓아올려 이용 가능한 <파크>는 철제 막대를 전기 

냉동 처리하여 마감한 의자로, 실내와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리쿼리스

디자인 : 알렉산드로 마스트르초

<리쿼리스>는 혁신적인 책꽂이 제품이다. 장난스러운 외형이지만 

책을 소중히 수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벽에 매달거나 다양하게 

결합시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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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E

For more than ten years ‘B-Line’ have been panning the inter-

national scene searching for new ideas to make the home, office 

and the most diverse ambiances human-friendly. ‘B-Line’ treads 

the path of versatility and functionality, they love color and they 

seek solutions that should always be aesthetically stimulating. 

They speak Italian, they manufacture in Italy, but they are prepared 

to go beyond any boundary to enthusiastically share design.

www.b-line.it

press@b-line.it

+39 49 897 824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