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SPOT

FOODKURT RESTAURANT
The interior design is the stylish as well as forgiving answer to the ever changing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Food has become the central theme of urban everyday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has detached itself from the traditional mealtime plan. Fitting to this, the
FOODKURT offers on around 700m2 on two levels with various assorted room attributes. The
hip buffet concept with a focus on German cuisine allows the modern city dweller to spend the
whole day from early till late in contrasting environments tanking new energy with food and
drinks. Breakfast cappuccino at the window counter, enjoying the co-worker brunch in the first
floor Noble Lounge, lunching with some friends at the large community table, gossiping over
coffee in the Living Room, negotiating the business deal in the Carpet Lounge, enjoying a têteà-tête in the cozy, green two-seater swing, or tasting an aperol at the bar - maybe later even a
nightcap? For a continuous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there are sockets for re-charging
batteries at all seating areas.

본 프로젝트의 실내 디자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거 및 업무 환경에 대한 세련되고 포용적인

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푸드커트에서는 다채로운 요소를 갖춘 두 개 층, 약 700m2 규모의
공간이 제공된다. 독일식 요리를 주력으로 하는 이 세련된 뷔페 식당은 현대 도시인이 음식과

121

해답이다. 음식은 도시 일상 문화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으며 전통적인 식사 개념에서 독립

음료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색다른 공간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창가 석에서 마시는 아침 카푸치노, 1층 노블 라운지에서 즐기는 동료와의 브런치, 대형
공용 테이블에서 친구와의 점심, 리빙 룸에서 커피와 잡담, 카펫 라운지에서 사업 협의, 안락한
녹색 2인 그네 석에서 도란도란한 대화, 바에서 맛보는 식전주 또는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위한
술 한 잔도 즐길 수 있다.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모든 좌석에는 배터리 충전용
www.kplus-konzep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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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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