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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Head
YOD design lab

디디자자인인 YOD 디자인 랩 위위치치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란키우시크 마제파 6 용용도도 레스토랑 면면적적 200m2 사사진진 안드레이 아벤덴코

DDeessiiggnn YOD design lab LLooccaattiioonn 6 Mazepa st., Ivano-Frankivsk  UUssee Restaurant AArreeaa 200m2 PPhhoottoo Andrey Avde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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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2st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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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퍼퍼헤헤드드

코퍼 헤드 바에서 첨단 기술과 고전적인 전통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양조장은 신선

하게 양조된 음료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과정의 이면을 볼 수 있

는기회를제공한다. 

코퍼 헤드의 방문 카드 코퍼 헤드는 '바'이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관련된 목적을 가진

손님을세워놓을수있는바에놓인맥주탱크뒤의우측에위치해있다. 유리뒤에위

치한 코퍼 헤드의 심장, 양조장이 위치해 있는 지하실에서는 손님들이 접근 가능한 양

조 과정이 진행된다. 주방의 공개된 부분을 통한 투명성 개념으로 방문객은 주방에서

모든작업이완료되는것을지켜볼수있다. 

코퍼 헤드 바의 개념은 자신의 "그릇"을 가진 단일 유기체에 관한 발상을 반 한다. 벽

까지 확장되어 전체 바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구리로 된 파이프로 표현한 발상은 조명

으로 표현됐다. 바에 있는 각각의 세부사항(문 손잡이에서부터 조명까지)은 맥주라는

주제를 상기시킨다. 지하실의 고정용 쇠붙이 요소는 맥주 거품의 총체적인 특징을 상

징하는세라믹볼로설치했다. 

벽에는 구멍이 나있는 홉 열매 사진이 그려있는 금속 패널로 장식했다. 바에 관한 발

상에는 맥주잔을 토 로 해 만들어진 램프가 포함된다. 구리에 관한 주제는 지속성을

담고 있다. 재료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로고와 바의 다른 기타 정체성을 충족한다.

M

In Copper Head bar high technologies and classic traditions merged into one.
Brewery gives an opportunity not only enjoy freshly brewed beverage, and to
look behind the scenes the process of making it.

Visiting card of Copper Head - it is the bar. It meets guests and located right
behind of the bar beer tanks immediately set up a guest on relevant topics. At
the basement floor located the heart of Copper Head - the brewery, which is
located behind of the glass, to make the process of brewery accessible for
guests. The concept of transparency developed open part of the kitchen too,
was visitors can see all finalizing works at the kitchen.  

Copper Head - that is about beer. The concept of the bar reflects the idea of a
single organism, which has its own "vessel." Idea expressed with a copper
pipes, passing through the whole bar, extending the walls and becomes the
light. In the bar each detail - from door handles to authors light - reminds about
beer theme. The anchor element of the basement floor is installation of
ceramic balls, symbolizing the integral attribute of the drink - beer head.
Another installation - wall metallic panel with a perforated hops picture. To
authors idea of the bar includes an array of lamps on the basis of beer glasses.
The copper theme also gets its continuation. The material meets not only in the
interior, also in logo and other elements of identity of th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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