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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RET

Design : Raffaella Mangiarotti + Serralunga 

<Floret> is a versatile outdoor lamp, which has been designed 

for table-top use or to stand alone either indoors or outdoors. 

The stylish shape and design symbolizes a flower bursting into 

bloom, elegant and fresh. 

www.serralunga.com

info@serralunga.com

+39 015 243 5711

3. 플로렛

디자인 : 라파엘라 만쟈로티 + 세라룽가

<플로렛>은 다용도의 실외용 조명으로, 테이블 위에 놓거나 

실내 혹은 실외에 따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다. 세련된 형태와 

디자인은 우아하게 피어나는 꽃을 상징한다.

www.serralunga.com

info@serralunga.com

+39 015 243 5711

2. STRAP CHAIR 

Design : Scholten & Baijings + Moustache

<Strap chair>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 of cane or 

woven chair produced in Holland for the first time at the start of 

the 17th century and which have been in France since the 18th 

century. Designers put color at the heart of the project and give 

it an unusual material status.

www.moustache.fr

info@moustache.fr

+33 1 42 40 92 58

2. 스트랩 의자

디자인 : 스홀텐 & 바이엥스 + 머스타시

<스트랩 의자>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소개되어 18세기 

이후 프랑스에 정착된 등나무 줄기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의자를 

재해석한 제품이다. 디자이너는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의자의 색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www.moustache.fr

info@moustache.fr

+33 1 42 40 92 58

5. ISETTA 

Design : Marc Sadler + SLIDE

<Isetta> with its curves and aerodynamic shape creates a new 

futuristic seat concept. Realized in rigid polyurethane through 

injection molding, <Isetta> extends the seat range in the SLIDE 

collection, with the intention to furnish domestic and contract 

spaces combining quality and comfort.

www.slidedesign.it

info@slidedesign.it

5. 이세타

디자인 : 마크 새들러 + 슬라이드

<이세타>의 곡선과 공기의 저항을 감소시킨 형태는 초현대적인 

새로운 의자의 콘셉트를 제시한다. 사출성형을 통해 경질 폴리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슬라이드의 컬렉션에 포함되며, 

질적인 우수함과 편안함이 결합된 가정용 가구로 제작됐다.

www.slidedesign.it

info@slidedesign.it

6. MACARoN LAMP

Design : Silvia Ceñal.

With simple materials and right proportions, <Macaron Lamp> 

gets a lamp with personality. Wood conveys people warmth and 

strength. Besides adding the cord as a link between the two 

pieces of wood, give a touch of originality with its texture and 

color. 

www.silviacenal.com

silviacenal@gmail.com

6. 마카롱 램프

디자인 : 실비아 세날

<마카롱 램프>는 단순한 소재와 알맞은 비율이 특징인 조명으로, 

나무 소재는 사용자에게 온기와 힘을 전달한다. 이 제품은 끈으로 

두 개의 목재 부품을 연결하는 디자인 외에도 질감과 색상의 독창 

성이 돋보인다.

www.silviacenal.com

silviacenal@gmail.com

 

1. 알프레도

디자인 : 다닐로 레오나르디, 발렌티나 안티노리 / 태그미

<알프레도>는 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열정의 상징으로, 옛날 

주부들이 주방에서 쓰던 고전적인 테이블의 기능성을 살려 

디자인된 식탁이다.

www.tagmi.it

info@tagmi.it

4. 스트롱 쿠쿠

디자인 : 안토니오 파리나 + 프로게티

이 제품은 벽걸이 혹은 탁상용 뻐꾸기시계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진 두세 개의 몸체로 이루어졌으며, 무언가를 밀고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성화했다. 

www.iprogetti.eu

info@iprogetti.eu

+39 0362 907 400

4. STRoNG CUCÙ 

Design : Antonio Farina + Progetti

Wall or table cuckoo clock composed of two or three bodies in 

different colors inspired by the labor of man, a contemporary 

object that is simple but significant, strong and well defined.

www.iprogetti.eu

info@iprogetti.eu

+39 0362 907 400

1. ALFREdo  

Design : Danilo Leonardi, Valentina Antinori / tagmi

Symbol of a renewed passion towards food culture, <Alfredo> 

is conceived as a dining table with the peculiar functionalities 

of the old table once used by the housewives in the hub of the 

entire house, the kitchen.

www.tagmi.it

info@tag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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