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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loveyogurt.gr

SEction WALL grAphic

I N T E R I O R + B R A N D I N GI  L O V E  Y O G U R T

Delightful atmosphere of the interior with funny graphics and colorful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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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fully reinterpreting the all-times classic ‘I love NY’ logo, Stagedesignoffice team offered a strong 

branding concept to the emerging Athens-based frozen yogurt brand I LOVE Y. As people approach, 

a striking pink stripe bears the logo, while white thunder-like patterns create a first layer of the 

typographic approach to this small square space. The same design principles used for the branding 

expand from the facade to the interior creating a delightful graphic-oriented experience. Patterns 

and figures enrich visual excitement and transform the usual background to a seamless, exploding 

setting. The fresh quality of the interior is a result of the black and white tiles and vinyl prints 

combined with subtle tones of a colorful palette, which appears through all the elements; from the 

box shaped furniture to some pink shades in the lighting. Round shaped light sources are scattered 

among the patterns. References to Memphis Group and the pop paintings of Keith Haring produce an 

ironic, fun, yet tender environment tempting people to love their yogurt.   Text offer : Stagedesignoffice 

스테이지디자인오피스는 기존의 ‘아이 러브 뉴욕 (I love NY)’ 로고를 재미있게 재해석하여 아테네에 

새롭게 문을 연 냉동 요거트 브랜드인 아이 러브 와이 (I LOVE Y)의 주요 브랜드 콘셉트로 활용했다. 

매장 근처에 다가서면 강렬한 분홍색 간판이 로고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며, 유리창의 흰색 

번개 모양 패턴은 작고 네모난 공간의 제일 앞쪽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브랜드 이미지에 적용된 디자인 

원리는 매장의 파사드와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됐는데, 이는 그래픽 디자인 중심의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매장 곳곳에 사용된 패턴과 캐릭터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평범한 

배경을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흑백 타일과 

비닐 프린트가 미묘한 톤의 다양한 색조와 조화를 이뤄 완성된 것으로, 다양한 색조는 상자 모양의 

가구에서부터 조명의 핑크색 음영 부분에까지 공간 전반에 걸쳐 사용됐다. 매장 내 사용된 멤피스 그룹의 

제품과 키스 해링의 팝아트는 아이러니하고 재미를 주면서 매장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이 

아이 러브 와이 (I LOVE Y)의 요거트를 좋아하게끔 유혹한다.   글 제공 : 스테이지디자인오피스



White thunder-like patterns on the wall of toiletView of the shop interior from the entrance

Yogurt counter coated with the black and white tiles round shaped light sources are scattered among the graphic patterns o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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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RANCE

2 OPEN KITCHEN / COUNTER

3 YOGURT MACHINE

4 SCULLERY

5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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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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