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SPOT

C O R P O R A T I V E D E S I G N O F A NEW HAIR SALON
Create a comfortable and homey ambient for all type of public and integrated in the
surroundings are the premises for brand and interior design. Vitale converts an old manor
house on a bucolic and family spirit hair salon. Located in Morella (Castellon, Spain), the hair
salon has been projected according to the aesthetic essence of local buildings and using local
materials. A local of 40m2 is suitable to provide a comfortable waiting area and maximize the
space for 3 cutting stations and a makeup area whose protagonist is an old barber Triumph
chair that has been restored. It has been taken special emphasis on providing the adequate
lighting with traditional cabaret lamps in mirrors. The herringbone shaped pine wood
structures act as a lattice that separates the counter of the waiting area. Cutting and washing
areas are undivided spaces visually connected. The wall is coated white tiles that offers a
traditional ambient.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 집처럼 안락한 분위기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브랜드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핵심이다. 비탈레 스튜디오는 오래된 저택을 전원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미용실로 탈바꿈시켰다. 모렐라 지역 (스페인, 카스테욘)에 위치한 이 미용실은 지역 건축물이
지닌 미적 요소와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건축소재를 응용하여 설계됐다. 전체면적 40㎡의
미용실에는 여유로운 크기의 대기실과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3개의 헤어 커팅 공간, 그리고 전통적 형태의 이발소 전용의자가 돋보이는 분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을 밝게 비춰주는 거울에 설치된 카바레 램프는 이 미용실의 개성을 살려주는
독특한 디자인 요소이다. 헤링본 형태의 소나무 목재 구조물은 대기실에 위치한 계산대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각적으로 서로 개방된 헤어 커팅 공간과 샴푸 실은 서로 구분되지
않도록 디자인됐다. 흰색 타일로 마감된 벽체는 미용실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해준다.
www.vita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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