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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TA Farnese

비타 파르네세

COLLIDANIELARCHITETTO

Design COLLIDANIELARCHITETTO Location via Dei Baullari, 106 - 00186 Rome (RM) Italy Client VyTA Use bar, restaurant,
take-away bar Area 130 sqm (ground floor 65 sqm, lower floor 45 sqm, dehors 20 sqm) Completion Year October 2019
Floor polychrome with square matrix pattern in Alpi green marble, spring pink, Carrara veined white marble Wall backpainted glass in emerald green, Vescom vinyl wallpaper in emerald green – Sagrara print series Arches rose gold metal
intrados, spring pink marble cladding False ceiling lacquered MDF panels and plasterboard painted with emerald green
Sikkens water-based paint with decorative elements in rose gold metal Photo ©Matteo Piazza
디자인 콜리다니엘아치떼토 위치 데이 바울라리, 106 - 00186 로마(RM) 이탈리아 발주처 VyTA 용도 바,레스토랑,테이크아
웃 바 면적 130 sqm (ground floor 65 sqm, lower floor 45 sqm, dehors 20 sqm) 완료 2019년 10월 바닥 알피 그린 대리석,
스프링 핑크, 카라라 베인 화이트 대리석에 사각 매트릭스 패턴의 폴리크롬 벽 에메랄드 그린의 백 페인팅 글라스, 에메랄드
그린의 베스콤 비닐 벽지 – 사그라라 프린트 시리즈 천장 로즈 골드 메탈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에메랄드 그린 시크켄스
수성 페인트로 칠해진 래커 처리된 MDF 패널과 플라스터 보드 사진 ©마테오 피아자

a window of conviviality in the historic centre of Roma
Overlooking Piazza Farnese, a stone's throw from Campo de’ Fiori, one of Rome’s historic
squares and the focal point of the capital’s nightlife, VyTA Farnese, created by interior design
studio COLLIDANIELARCHITETTO www.collidaniela.com combines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al Italian bar and contemporary design. The project is an eclectic and experimental
transformation of a timeless café: Caffè Farnese, a crossroads for illuminated minds and
colourful characters, open from breakfast to post-dinner, where the window of the takeaway
bar on Via Dei Baullari invites passers-by to uncurl and unwind. Daniela Colli has created
a space oozing with contemporary charm, fusing the refined elegance of the Renaissance
period, European modernism and Millennial pink,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tail and
exquisite craftsmanship, which distinguishes the VyTA brand in its multiple spaces dedicated to
hospitality, in Italy and London. Human experience is the main focus of the project. Interaction
with customers is dynamic and guests are at the heart of the space,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the scene, whether they’re perched at the cafeteria, consuming finger-food while sitting on
Verpan marsala-coloured leather stools, or comfortably sipping a cocktail on a pink leather
sofa.
“VyTA Farnese è un luogo inaspettato che con i suoi materiali e decori raffinati stimola
l’interazione tra le persone. In questo difficile momento storico, dove la distanza sociale è l’unico
punto da cui partire per rigenerare le nostre vite, il progetto, grazie al design del take-away bar
che affaccia su strada, nella scenografia di una delle piazze più belle del mondo, mostra una
soluzione creativa per godere dei luoghi dell'hospitality che, in quanto espressione ineludibile
di socialità, si aprono ancor più allo spazio urbano delle città” afferma l’architetto.
로마의 역사적 중심지에있는 유쾌함의 창
로마의 역사적인 광장 중 하나이자 수도 유흥의 중추 인 캄포 데 피오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있는 파
르네세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VyTA Farnese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COLLIDANIELARCHITETTO
디자인 한 전통적인 바의 특성이다. 이탈리아 스타일에서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이 프로젝트는 아침부터
저녁 식사 후까지 개방 된 환경에서 지역 역사가 Caffè Farnese, 깨달은 마음과 인물의 교차로 인 Caffè
Farnese의 절충주의적이고 실험적인 변형으로, Dei Baullari를 통해 테이크 아웃 바의 창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한다.
"VyTA Farnese는 세련된 소재와 장식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자극하는 예기치 않은 장소다. 사회
적 거리가 우리 삶을 재생하는 유일한 지점 인이 어려운 역사적 순간에,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광장 중 하나를 배경으로 거리를 내려다 보는 테이크 아웃 바다. 피할 수없는 사회성의 표현으로
서 도시의 도시 공간을 더욱 열어주는 환대의 장소를 즐길 수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보여준다”고 건
축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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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TA Farnese è un luogo inaspettato che con i suoi materiali e decori raffinati stimola l’interazione tra

VyTA Farnese는 2 층에 걸쳐 있다. 1 층에는 바, 레스토랑 및 테이크

le persone. In questo difficile momento storico, dove la distanza sociale è l’unico punto da cui partire

아웃 바가있어 고객이 레스토랑에 들어갈 필요없이 안전하게 야외에

per rigenerare le nostre vite, il progetto, grazie al design del take-away bar che affaccia su strada, nella

서 서비스를받을 수 있다. 로즈 골드 구리로 덮힌 커다란 원형 아치로

scenografia di una delle piazze più belle del mondo, mostra una soluzione creativa per godere dei luoghi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연속적인만은 섬세한 원근감과 깊이 감을 준다.

dell'hospitality che, in quanto espressione ineludibile di socialità, si aprono ancor più allo spazio urbano delle

중앙 섬이있는 벤치는 프로젝트의 매트릭스를 형성했다. 그것은 친밀

città” afferma l’architetto. VyTA Farnese nasce dal dialogo tra luogo e identità. Il progetto si inserisce nel

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두 방 사이의 힌지 요소이며 에메랄드 그린 벽

contesto storico con materiali raffinati come marmi policromi, superfici laccate, specchi e velluti, geometrie e

지와 옻칠 한 천장으로 덮인 벽으로 싸여 있다. 코너 룸에는 커다란 아

simmetrie calibrate uniti a forme decise e a una vivace palette di colori, dal verde smeraldo al Millennial pink

치형 출입구가 파르네세 광장과 그 분수를 향하고있는 dehors를 둘러

con accenti di rame lucido. Le vetrine su strada incorniciano gli interni, mostrando una composizione fatta di

싸고있어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연속성을 준다. 로즈 골드 구리 소재의

trame giocose ed archi metafisici con effetti trompe-l'œil.

구형 아플리케로 장식 된 녹색 Alpi 대리석의 질감이 짙은 계단은 주방

L’architettura trae ispirazione dal Rinascimento per l’uso delle forme geometriche elementari e per

과 서비스 구역이있는 낮은 층의 방으로 연결한다.

l’articolazione della pianta ortogonale e simmetrica, mentre il quadrato e l’arco a tutto sesto danno vita agli
elementi originali che caratterizzano l’interior design.

매크로 스케일에서 사각형은 다색 대리석으로 초현실적 인 바닥의 패

VyTA Farnese si sviluppa su due livelli: il piano terra accoglie il bar, il ristorante e la finestra del take-away bar

턴을 생성하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분홍색 거울, 투명 유리 및 샌

che consente ai clienti di essere serviti all’aria aperta, in totale sicurezza e senza dover accedere all'interno

드 블라스트 세리 그래프의 겹침이 상쇄되는 층을 생성하는 동시에 증

del locale. Tre campate contigue, connesse tra loro da grandi archi a tutto sesto rivestiti in rame rose gold,

폭되는 바 카운터의 소멸 장식이된다. 우주에서의 존재. 원형 거울은

creano un delicato gioco prospettico e di profondità aumentata. Un banco con isola centrale costituisce la

흰색 대리석 인서트 덕분에 반사 된 이미지를 조각화하고, 핑크색 금

matrice del progetto: è l’elemento di cerniera tra le due sale dall’atmosfera intima e raccolta, avvolte da pareti

속 유리 글로브는 작은 에메랄드 그린 유리 테이블을 비추고, 삼중 아

rivestite con carta da parati verde smeraldo e soffitti laccati. Nella sala d’angolo, un’ampia apertura ad arco

치는 브랜드 와인을 보여준다.

inquadra il dehors rivolto verso Piazza Farnese e la sua fontana, creando continuità tra interno ed esterno.
Una scala fortemente materica in marmo verde Alpi, impreziosita da applique a sfera in rame rose gold, guida

VyTA Farnese는 유쾌함의 개념을 재정 의하여 이탈리아 바의 위대한

verso l’ambiente al livello inferiore che ospita la cucina e i locali di servizio.

전통과 카운터 앞에 서서 마시는 커피 의식을 잊지 않고 야외에서 살

Il quadrato, in macroscala genera il pattern del pavimento iperrealistico in marmo policromo, in microscala

도록 초대하고 환대의 미래를 바라 보는 공간을 제공한다. 매일의 열

diventa il decoro evanescente del bancone bar, dove la sovrapposizione di specchio rosa, vetro trasparente

풍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e serigrafie sabbiate crea un layer che annulla, e al tempo stesso amplifica, la sua presenza nello spazio.
Specchi circolari frammentano le immagini riflesse grazie a inserti in marmo bianco, globi in vetro
metallizzato rosa illuminano piccoli tavoli in vetro verde smeraldo, mentre un trittico di archi mette in mostra i
vini del brand.
VyTA Farnese ridefinisce il concetto di convivialità, regalando alla città uno spazio che invita a vivere all’aperto
e che guarda al futuro dell’ospitalità, senza dimenticare la grande tradizione dei bar all’italiana e del rito del
caffè consumato in piedi davanti al bancone nei momenti di pausa dalla frenesia quoti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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