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 CAFE & RESTAURANT

Uniqueness by Mexican Sensibility

Fonda Bondi
취재 신은지

쾌활한 멕시칸 스타일을 짜임새 있게 풀어낸 Fonda
Bondi는 다채로운 디자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
진 레스토랑이다. 동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매혹적
인 컬러로 가득한 공간을 만나보자.

Design / Studio Esteta
Location / Bondi, New South Wales, Australia
Area / 193㎡
Photography / Tessa Ross-Ph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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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연안에 자리한 Fonda Bondi는
뚜렷한 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지역성을 동시에 살린 멕시
코 레스토랑이다. 디자이너는 ‘나의 집, 너의 집(mi casa, su casa)’ 이란 브랜
드 모토를 인테리어에 녹여 유쾌하면서 캐주얼한 공간을 완성했다. 더불어 선
명한 컬러와 러스틱한 재질을 과감하게 매치해 멕시코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하
고, 인근 해안의 부드러운 곡선을 공간 곳곳에 구현했다.
레드 톤 엔커스틱 타일로 마감한 카운터.

옅은 하늘색 바탕에 차분한 인디언 핑크 컬러와 선명한 블루 컬러가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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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 하늘색을 입은 파사드는 반듯한 평면 위 브랜드 네임이 간결하게 배치돼 깔끔하다. 내부 벽체
로 옅은 하늘색이 이어지며, 차분한 인디언 핑크 컬러와 비비드한 블루 컬러가 더해져 경쾌한 시각적
효과를 전한다. 흐르는 듯한 천장의 곡면은 바닷가 풍경을 본뜬 것으로 공간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한다. 홀은 동선을 고려해 일렬로 좌석을 마련했는데, 테이블과 체어의 형태를 변주해 다채롭게 구성
했다. 레드 톤 엔커스틱 타일로 마감한 카운터는 독특한 포인트로 자리하고, 맞은편 핑크 컬러 테이블
과 라탄 의자 그리고 하늘색 테라조 바를 배치함으로써 화려한 재질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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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풍경을 닮은 내부 벽체는 옅은 하늘색과 부드러운
곡선을 지녀 공간 아이덴티티를 살린다.

테이블과 벽 일부에 식물을 배치해 한결 산뜻한 분위기를 띤다.

엔커스틱 타일, 테라조 테이블, 라탄 의자 등 다채로운 재질로 독특하게 어우러지는 내부.

붙박이 벤치 위 큰 창을 내고 식물을 배치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305

홀 안쪽은 우드 소재 가구와 인디언 핑크 컬러의 포인트 월을 통해 포근한 느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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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와 좌판이 하나로 이어져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우드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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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사용된 밝은 우드 소재와 옅은
블루 컬러가 산뜻하게 어우러진다.

낮은 천장과 파티션으로 구분된 홀 안쪽은 우드 소재 가구를 통해 한결 아늑
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의자와 파티션, 벽체의 모서리에 곡선을 적용해
부드러운 인상을 그리고, 탁 트인 창가에는 식물 데커레이션을 더해 싱그러운
풍경을 완성했다. 한편 맞은편 벽은 몰딩부터 선반까지 인디언 핑크 컬러의
톤 온 톤 배색으로 마무리해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다. 벽 안쪽은 화장실로 이
어지는데, 문과 거울 등을 유려한 아치 모양으로 통일해 디테일을 살렸다.
재치 넘치는 컬러 팔레트, 다양한 소재의 믹스매치, 흥미로운 조형미로 삼박
자를 갖춘 Fonda Bondi. 공간의 모든 요소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이곳은 손
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하며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둥근 거울 등 섬세한 곡선 요소가 포인트인 화장실 내부.

톤 온 톤 배색으로 마무리한 인디언 핑크 컬러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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