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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SPOT

PETITE POMME

<Petite Pomme> is a clothing and shoes retail’s child store located in the center of a small
town, which also aims to boost local trade through careful design and by adding value to the
shopping experience. The brand image intends to move away from the historical style of the
building. Therefore walls and ceiling blur boundaries to create an unlinked proposal from its
shell. At the entrance, a backlit polycarbonate wall contrasts sharply with the granite facade,
generating a rift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and also providing guidance for the customer.
The first major decision was removing the dropped ceiling, getting back the original height of
the retail unit. This movement allows designers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the new design.
An open plan space contains the different components such as light walls, counter and fitting
rooms, which create a pathway through the store and organize the products. This elements
provide a set of different scales that offers access to the display products and also allows

AXONOMETRIC

entertainment for children. Vibrant colors, scenographic lighting and contrasted materials as
wood and polycarbonates draws attention to the passerby, enhancing a contemporary design to
the neighborhood.

<쁘띠뜨 뽐므>는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 매장으로 소도시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섬세한
디자인과 쇼핑 경험의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상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입점 건물의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기획됐다. 벽과 천장은 경계를 허물며 건물 외형과
상관없는 공간으로 연출됐다. 출입구에 후면 조명이 적용된 폴리카보네이트 벽은 화강암 소재
입면과 대조를 이루며 내 외부를 분리하고 고객을 동선으로 이끈다. 초기 핵심 사안은 낮춰진
천장을 해체하고 매장 공간 본래의 층고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디자인 팀은 새로운
디자인 전략을 수립했다. 개방형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라이트 월, 카운터, 피팅 룸 등의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으며, 이것이 매장을 가로지르는 동선을 열어주고 제품 배치를 결정한다. 또한
진열 제품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아이에게는 즐거움을 준다. 강렬한 색상, 시노그래픽 조명,
원목과 폴리카보네이트의 대조적 소재 구성은 행인의 관심을 끌며 지역에 현대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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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Erbalunga Estudio Design team : Arminda Espino, Rubén Rodríguez Lighting design : Faro Carpentry
& Assembly : AGM Ebanistas S.L. Client : Petite Pomme Location : Paseo de la corredera, 27 Tui, 36700 Gal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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