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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L

Design : Hugo Silva & Joana Santos / DAM Studio

<Nel> is a side or bedside table with integrated lamp and has 

a human and humoristic character. The lampshade represents 

men straw hat, typical of the Portuguese region of Baixo Minho. 

www.dam.pt

contact@dam.pt

+351 92 68 74 561

1. 와이5

디자인 : 사미 칼리오

제품에 적용된 다섯 개의 거꾸로 뒤집힌 알파벳 Y 모양에서 

이름을 따온 <Y5>는 디자이너가 앞서 만들었던 의자의 발전된 

형태로, 디자이너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자를 새로운 

제품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다양한 색상 중에서 분홍색 의자가 

특히 눈길을 사로잡으며 매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cargocollective.com/SamiKallioStudio

sami@kallio.nu

+46 (0)708958562

5. SGABO

Design : Alessandro Di Prisco

<Sgabo> is a folding stool made in lacquered wood by simple 

and compact design. On the seat of the stool four holes act as 

a handle making it easy to carry around, it is designed to meet 

the ergonomic needs of transport and sitting. 

www.alessandrodiprisco.com

info@alessandrodiprisco.com

+ 39 (0)81 19530856

6. 아폴로

디자인 : 로빈 그래스비 & 마크 벨 / 인터내셔널

<아폴로>는 다양한 형태의 전등갓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 시스템으로 디자인된 조명이다. 이 

조명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4가지 서로 다른 크기의 전등갓을 

나사로 고정해 배치할 수 있다. 1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전등갓은 구멍이 뚫린 것과 안 뚫린 형태로 제작된다. 

www.international-studio.co.uk

info@international-studio.co.uk

+44 (0)7973353435

5. 스가보

디자인 : 알렉산드로 디 프리스코 

<스가보>는 래커칠 된 목재로 제작된 접이식 스툴로 단순하고 

간편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스툴의 상판에 있는 네 개의 구멍은 

제품을 운반할 때 손잡이로 이용될 수 있으며, 운반과 사용에 

있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www.alessandrodiprisco.com

info@alessandrodiprisco.com

+ 39 (0)81 19530856

3. DOUBLE DECKER

Design : Egue y Seta

<Double Decker> is something more practical than a folding 

table. The product consists of two additional folding tables 

with double surface and storage. Designers used when they 

transport them beyond fun and enjoy like London buses. 

www.egueyseta.com

info@egueyseta.com

+34 931 791 992

3. 이층 책상

디자인 : 에게 & 세타 

<이층 책상>은 일반적인 접이식 탁자보다 실용적인 제품으로, 

두 개의 탁자가 겹쳐져 있어 두 배 넓이의 상판과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디자이너는 이 제품에 런던의 이층 버스가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표현했다.

www.egueyseta.com

info@egueyseta.com

+34 931 791 992

4. GEMMA

Design : Karim Rashid / B-LINE

In rotomoulded polyethylene, <Gemma> is a small armchair 

that recalls the shape of a precious stone. With its geometric 

and slightly ironical profile, it provides extremely comfortable 

seating and, because of the material used and its inclination, 

lends itself equally to both indoor and outdoor use.

www.karimrashid.com

www.b-line.it

sales@b-line.it 

+39 (0)49 897 8245

4. 젬마

디자인 : 카림 라시드 / 비-라인

로토몰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젬마>는 보석을 연상시키는 

아담한 안락의자다. 기하학적이고 다소 의문스러운 형태의 

이 의자는 앉았을 때 안락함을 제공하며, 실내와 실외에 모두 

사용이 적합하다. 

www.karimrashid.com

www.b-line.it

sales@b-line.it 

+39 (0)49 897 8245

6. APOLLO

Design : Robin Grasby & Marc Bell / International

<Apollo> is a modular system of light shades designed to 

be arranged in layered combination. The four different forms 

available nest in a multitude of configurations on a standard 

screw cup lamp holder. The shades are spun 1mm aluminum, 

and each shape comes as either solid or perforated versions. 

www.international-studio.co.uk

info@international-studio.co.uk

+44 (0)7973353435

2. 넬

디자인 : 휴고 실바 & 조안나 산토스 / 담 스튜디오

<넬>은 조명이 결합된 사이드 테이블로 인간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등갓 부분은 포르투갈의 바이소 

민호 지방의 밀짚모자 형태를 본떠 디자인됐다.

www.dam.pt

contact@dam.pt

+351 92 68 74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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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5

Design : Sami Kallio

<Y5> comes from the five upside down alphabet Ys. This chair 

is a further development from a former chair designer made. 

The designer wanted to translate classical and traditional chairs 

into something new. The chair comes in many different colors, 

but the pink chair is more eye-catching and a flirtation with 

fashion. 

cargocollective.com/SamiKallioStudio

sami@kallio.nu

+46 (0)70895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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