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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 INTERIOR

Location 25, Sobornosti St., Poltava, Ukraine

Area 50㎡

Design YOD studio of commercial design

Graphic Design Ilya Nepravda

Photographer Andrey Avdeenko

Shade Burger is a new burger restaurant in Poltava, 

which provides a stylish atmosphere, reasonable prices

and the tastiest burgers in the city. 

Thanks to right approach to zoning, a small area could 

place 25 seats. The interior is somewhat ascetic and 

brutal that characterizes American burger bars. The

design concept is directly related to the cuisine and

centered on the burger itself. This simple and extremely 

popular food consists of some essential ingredient 

combination. A similar combination of materials formed 

the interior of Shade Burger. Its main ingredient is natural 

tree veneer hanging from the ceiling and symbolizing 

minced meat. This veneer used to be noted at Shade 

YOD studio of commercial design

meat & wine(another restaurant developed for client). 

The central panel made of veneer plates creates an 

illusion of sunlight passing through the trees. Now the 

veneer has appeared on the ceiling reminding of the 

mince passing a meat grinder. Actually, the image of a 

meat grinder formed the basis of corporate identity. It 

occurs on the logo and other identity elements, giving 

a key to understanding of the interior. 

The new place is aimed, above all, at young, cosmopolitan 

and open-minded people. It is the first Shade Burger 

place in Ukraine. Opening of the chain of restaurants 

in small Ukrainian towns is planned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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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드 버거는 세련된 분위기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폴타

바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새로운 햄버거 레스

토랑이다.

공간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작은 면적에 25개의 좌

석을 배치했으며, 내부는 미국 햄버거 바를 특징으로 다소 금

욕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꾸며졌다. 디자인 개념은 직접적으

로 요리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햄버거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간단하고 대중적인 음식은 몇 가지 필수적인 재료들의 조

합으로 구성되고, 재료들의 조합은 셰이드 버거의 인테리어로 

표현됐다. 주요 소재로는 천장에 매달린 천연 나무 합판이 사

용됐으며, 이는 다진 고기를 상징한다. 또한, 이 합판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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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또 다른 레스토랑인 셰이드 미트 & 와인의 인테리어에 

참고되기도 했다. 합판으로 제작된 중앙 패널은 나무들을 통

과하는 햇빛을 환상적으로 만들고, 지금은 고기분쇄기를 통

과하는 다진 고기를 천장에 연상시킨다. 사실 고기 분쇄기에 

대한 이미지는 기업 정체성의 기초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이

는 로고와 다른 정체성 요소들에서 발생하고, 인테리어를 이

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새로운 공간은 대체로 젊고 각국의 열린 생각을 지닌 사람들

을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 생긴 첫 번째 

셰이드 버거이며, 차후 체인점 개장은 조그마한 우크라이나 

동네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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