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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rias restaurant
estúdio AMATAM

디자인 이스튜디오 아마탐 콜라보레이션 주앙 아마랄, 마누엘라 탐보리노 발주처 살가도 에 바즈, 엘다 위치 포르투갈 리스본 면적
190m2 바닥 나무 벽 웨인스콧, 페인팅 천장 플라스터보드 엠디에프 판넬 사진 이스튜디오 아마탐

~

Design estúdio AMATAM Collaborator Joa Amaral, Manuela Tamborino Client Salgado e Vaz, Lda Location
Lisbon, Portugal Area 190m2 Floor Wood Wall Wainscot, Painting Ceiling Plasterboard MDF panel Photo estúdio
AMATAM

1. Entrance
2. Reception and waiting area
3. Bar
4. WC
5. Lounge area
6. Restaurant
7. Wine shelf
8. Vestibule
9.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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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Cellar

Upperview

Section BB’

Side View

Front View

Section AA’

Section
124

칼로리아스 레스토랑
전성기의 카리스마를 잃고 낡아빠진 헬스클럽 안에 있었던 한 레스토랑이 이 칼로리아

The starting point was a restaurant inside a Health Club that has become

스 레스토랑의 출발점이었다. 이 공간에 새로운 개념을 설계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obsolete and lost its charisma during the years. We were asked to design a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작업까지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

new concept for this space, in terms of interior design but also its branding.

의 구조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다. 더욱이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예산을

However, we should maintain as possible the existing structures, having

항상 염두에 두었다.

always in mind a reduced but sufficient budget.
Strategically we decided to create new elements within the restaurant area,

전략적으로 레스토랑 공간 내부에 새로운 요소를 창조하기를 결심했다. 새로운 카리스

with unique features that allows the creation of a new charisma and identity,

마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요소들을 보

but also relate them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existing elements. The

존하면서, 그 기존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해야 했다. 옛 것과 새

balance between the existing and the new was essential, so in the end

것의 균형이 중요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단일성을 갖고 있어야 했다.

everything could be read with unicity.
The existing layout for the tables arrangement wasn’t satisfactory, so we tried

기존의 테이블 배치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식사 체험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to create different areas with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ating experience,

다른 공간을 창조하려고 애를 썼다. 즉 어떤 공간은 단체손님에게 맞추었고, 어떤 공간

some more directed for groups while others more focused on couples and

은 커플과 개인 손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공간의 위계질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

individuals. This ended up in the design of a new space hierarchy, through the

들어 냈다. 천장의 높이를 다양하게 개조했고, 특정 색깔들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며, 무

manipulation of the ceiling heights, the use of specific colors, and the creation

엇이든지 복제할 수 있다는 동기를 갖고 투과성 표면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 날

of permeable surfaces with motives that are replicated, allowing the

의 시간에 따라 그리고 식사의 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 환경을 가

possibility of having unique interior environments according with the time of

질 수 있도록 했다. 공간 체험을 할 때 조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the day and the purpose of the meal. The light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창작된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생각을 반복하면서 재조정했다.

the space experience, so was rethought and adjusted taking advantage of the
new created elements.

레스토랑의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원리가 세워져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창

For the restaurant decoration new principles where taken in order to create a

조했다. 포르투갈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최신 첨단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와 전통을 잘

brand new identity, more up-to-date but also that could reflect the culture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이어야 했다.

and the traditions, since it is a Portuguese Cuisine Restaurant!

위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이 공간에 악센트를 주었다.

The space was punctuated with several objects that are related with the above

알가브 지역 공예인 연합회인 '타사'(TASA)로부터 수공예 클레이 및 코르크 램프들을 사

intention. It was design a specific area for handcrafted clay and cork lamps

용하여 특정 공간을 디자인했다. 화가 보달로 핀헤이호에 의하여 확산된 포르투갈 공예

from TASA, an Algarve regional Craftsman Association. The popular Clay

의 심벌인 클레이 쉘로우즈가 하얀 벽 여러 곳에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어, 옛날 시골 풍

Swallows, a Portuguese Crafts symbol spread by the artist Bordalo Pinheiro,

경의 추억을 떠올려 준다. 이것은 접시처럼 생긴 것들을 벽에 '걸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

flew around the white walls reminding old country side memories. Also it was

는 포르투갈 요리를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식당

designed a re-interpretation of Portuguese food related sayings combining

에 있는 옛 접시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with plate s shapes and hanged in the walls, reminding the old plates in the

'포르투갈 레스토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새롭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미가

traditional kitchen houses.

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느껴지기를 기대한다.

To those who will enter into this restaurant we aspire that a new and

M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what means to be in a Portuguese
Restaurant might be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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