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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YDE STACKING STOOL

Design : Peter & Cathy / Assemblyroom

The <Hyde Stacking Stool> is fully upholstered stacking furniture. 

Available in a wide range of colors. It can be upholstered as a 

solid or in two tone color combination. This creates a playful 

looking seating and vibrancy to any interior.

www.assemblyroom.co.uk

info@assemblyroom.co.uk

+44 20 8771 2288

1. 하이드 스태킹 스툴

디자인 : 피터 & 캐시 / 어셈블리룸

적재식 가구인 <하이드 스태킹 스툴>은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며, 

단색 혹은 두 가지 색상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강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장식요소로도 활용된다. 

www.assemblyroom.co.uk

info@assemblyroom.co.uk

+44 20 8771 2288

6. CLAUS ZU TISCH

Design : w. sirch + c. bitzer / Sirch

<Claus zu Tisch> is a small stool connected with a table. The 

small stool can be plugged in different holes.

www.sirch.de

info@sirch.de

+49 (0)8338 488

6. 클라우스 주 티쉬

디자인 : W. 써치 + C. 비져 / 써치

<클라우스 주 티쉬>는 테이블과 작은 스툴이 결합된 제품으로, 

스툴은 테이블의 여러 구멍에 꽂을 수 있다.

www.sirch.de

info@sirch.de

+49 (0)8338 488

4. MR T

Design : Eyal Soodai / Sooda-e design factory

This is the mighty roll holder. The strongest man in bathroom 

will show off his strength and spare rolls too. It is available in 

red and blue.

www.sooda-e.com

info@sooda-e.com

+972 (0)50 5289800

4. 미스터 티

디자인 : 에얄 수다이 / 수다이 디자인 팩토리

이 제품은 튼튼한 휴지걸이로, 화장실에서 천하장사가 여분의 

휴지를 들어 올리는 재미있는 모습으로 디자인됐다. 색상은 파란 

색과 빨간색이 있다.

www.sooda-e.com

info@sooda-e.com

+972 (0)50 5289800

5. LUNA LANA

Design : Stephanie Ng / Stephanie Ng Design

Knitting in winter created this soft, beautiful lighting design 

concept of woven intricate globe covers that wrap and 

intertwine in careful, beautiful handiwork. Woven in specially 

treated wool and the use of specially LED globes.

www.stephaniengdesign.com

sng@stephaniengdesign.com

+61 434 077 757

5. 루나 라나

디자인 : 스테파니 엔지 / 스테파니 엔지 디자인

이 제품은 뜨개질을 활용해 조명등의 커버가 제작된 부드럽고 

아름다운 조명이다. 세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조명은 특수 

처리된 울과 LED 조명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www.stephaniengdesign.com

sng@stephaniengdesign.com

+61 434 077 757

3.넬로일마토

디자인 : 코라도 티발디 + 세라룽가

폴리에틸렌 소재의 이 꽃병은 독특한 디자인의 다목적 모듈형 

용기로, 수직 또는 수평의 다양한 조합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www.corradotibaldi.com

www.serralunga1825.com/nellorto

info@serralunga1825.com

+39 015 243 5711

2. 볼더 디스플레이 유닛

디자인 : 넬 빌 / 코코마누

코코마누의 <볼더 디스플레이 유닛>은 세 가지 크기와 네 가지 

변경 가능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수 

년간의 내구성을 자랑한다.

www.coucoumanou.com

info@coucoumanou.com

+44 754 0700551

2. BOULDER DISPALY UNIT

Design : Nell Beale / CoucouManou

The striking colures of CoucouManou’s <Boulder Display Unit> 

available in 3 different sizes with 4 interchangeable color 

schemes and built using quality materials, these sturdy units 

will last for years to come.

www.coucoumanou.com

info@coucoumanou.com

+44 754 0700551

3. NELLOILMATTO

Design : Corrado Tibaldi + Serralunga

The Polyethylene vase is original, multi-purpose modular 

container. It can be overlapped and stack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 infinite combinations. 

www.corradotibaldi.com

www.serralunga1825.com/nellorto

info@serralunga1825.com

+39 015 243 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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