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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D U S T R I A L  S T Y L E

Interior design_Van der Schans Concept & Design  Architects building_Van Oers Weijers Architecten BNA  

Constructor_Janssen Aannemers, Hoppenbrouwers electrotechniek, De Bont Klimaattechniek  Furniture_

Van Eijk Interieurbouw, Gebr. Nijssen, Jess, Versmissen  Lamp_Lichtstudio Kwadraat  Carpet_Leoxx, Cunera  

Location_Kalundborg, 5026 SE Tilburg, The Netherlands  Built area_3,000m2  Completion_November 2013  

Photographer_Marcel Fisher  Editiorial designer_Shin Minki  Editor_Kim Eunji

The basic concept is the brand Petrol Industries, translated into the contrast of a modern building 

outside and the vintage appearance inside the showrooms as it looks like an old factory. To reach 

this result designers used industrial, natural materials, recycled and used old materials like wood, 

leather, metal, concrete, mainly they used the color and structure of the material and finished it 

with different transparent layers. Old oak is coming from old train wagons, the outside is used for 

the separation walls in the showrooms and the inner parts designers used for the tables. The oak 

was finish with oil. There is a lot of metal, it has to be rough and constructive industrial, therefore 

designers finish it with a transparent laquer. For the walls in the main showroom designers used 

sheets of different kind of stones to create the old factory wall. It was finish with paint to make 

it look older and also the name Petrol Industries seems to stand on this wall for many years. The 

opposite wall is finished with roof sheets of metal, also painted to look like an older barn with the 

logo of Petrol on it. Al the metal construction and also the stairs are designed and finish to have 

the same exposure, old industrial. For the concept designers chose the vintage appearance of the 

brand, used old vintage items, mainly coming from old industrial factories and special designed 

furniture, doors, stairs, made from metal and wood. The new design for the showrooms has to 

be a reflection of the Petrol philosophy, which is value for money, honest product, no-nonsense 

mentality. The final result reflects this philosophy, pure, industrial looking showroom, the use of 

concrete floors,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metal, recycled old wood, old vintage industrial 

items as working tables, lamps and special designed items as furniture, stairs, doors to create the 

right atmosphere.   Text offer : Van der Schans Concept & Design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대조를 이루며 오래된 공장을 연상시키는 빈티지 풍의 이 

쇼룸은 페트롤 인더스트리스 브랜드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는 목재, 가죽, 금속, 콘크리트 등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및 자연 소재, 

오랫동안 사용됐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주로 사용했고, 색상, 재료의 구성, 마감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열린 층 구조를 계획했다. 오래된 마차에서 얻은 오크 자재 중 

외장재로 쓰였던 부분은 쇼룸의 구획 벽으로 내장재는 테이블로 제작됐는데, 이 자재는 

기름으로 처리됐다. 투명 래커 처리된 금속 소재는 공간에 산업적인 감각의 거친 질감을 

더하며, 주 쇼룸의 벽체는 다양한 종류의 석재가 적용되어 오래된 공장의 벽처럼 

표현됐다. 이 벽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오래된 느낌이 강조됨과 동시에 벽에 쓰인 페트롤 

인더스트리스의 이름 역시 수년 전의 것처럼 꾸며졌다. 또한, 맞은편 벽은 금속 지붕 

마감재가 사용되어 낡은 헛간의 이미지로 페트롤 로고가 그려졌다. 공간에 적용된 모든 

금속 구조물과 계단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오래된 산업적인 분위기로 연출됐다. 

브랜드의 빈티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오래된 공장에서 가져온 낡은 소품을 

비치했고, 가구, 문, 계단은 별도로 금속과 목재로 특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쇼룸의 

새로운 디자인은 돈의 가치, 정직한 제품, 감각 있는 사고방식을 내세우는 페트롤의 

철학이 명확하게 표현됐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철학은 콘크리트 바닥, 건설 구조체, 금속, 

재활용된 나무를 비롯하여 사무용 테이블, 조명 등의 빈티지한 산업적인 소품과 개념에 

따라 맞춤 제작된 가구, 계단, 출입문이 돋보이는 쇼룸으로 탄생됐다.   

글 제공 : 반 데르 스칸스 콘셉트 & 디자인

PETROL INDUSTRIES 
     SHOWROOM &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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