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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sione - Object Carpet restaurant
With ‘Object Campus - City of Visions’, carpet supplier Object Carpet has built a temple to the concept of
networking: Companies from all sectors and the whole region come together here, creating vital cross-industry
synergies. The centerpiece here is La Visione, an Italian restaurant for which Ippolito Fleitz Group has developed
both the interior and the brand design.
Object Campus: New year. New work. New food.
Hunger is the starting point for every new idea. A hunger for something fresh – swiftly followed by a hunger for
food. Or sometimes both these things at once. There is now a promising new venue for moments like these: La
Visione is an Italian restaurant, but also a co-working space, slash team meeting place, and a bar for everyone.
Above all, it is a point of contact for Object Carpet, the renowned carpet supplier from Denkendorf, to engage with
the world. The restaurant is located at the centre of its new ‘Object Campus – City of Visions’. The idea behind the
campus is to create synergies, and the restaurant follows suit: La Visione consciously positions itself between
different worlds in every respect.
Restaurant in three acts
All good things come in threes. However this is just about the only rule to which La Visione adheres. The
restaurant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 lounge, a dining area and a vinoteca. Only none of them really behave
in the way you might expect. In the first space, a counter that is not actually a counter, as it brings the charm of
the kitchen to the bar, effectively dissolving all divisions between guest and server. Not only the different roles
have fluid boundaries, but also the different functions: this is a co-working space at lunchtime, an aperitif lounge
in the evening and where the party starts when there is something to celebrate.
Where cord and hessian wish you Bon Appétit!
An atmospheric adventure of smells, sounds and tastes – not forgetting colours and fabrics – awaits you in the
dining area. The aim here was to render Object Carpet’s furnishing expertise tangible – in a subtle yet palpable
way. Thus textile wall collages of damask and hessian enter into tantalising dialogue with carpet and cord. At the
same time, a window into the kitchen opens up a direct visual connection to the chef. Allowing the food to then
speak for itself.
So much lust for life calls for a toast: Ideally, in the well-stocked vinoteca, which is certain to prove the perfect
setting for many exciting encounters – and for one or the other new vision. With this in mind, please raise your
glasses!
A narrative of memory and free spirits
Vincenzo and Daniele, two Stuttgart restaurateurs who have known each other since their early childhood
in southern Italy, are in charge of food and drink. Their shared history provides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menu. Moreover, the logo is based on their shared origins: soft, round and warm like the feeling that spreads
throughout your body when you think of sunnier climes, yet at the same time modern and unorthodox. Like the
restaurant, the menu also comes in three integrated parts that breathe the spirit of the textile collage on the
walls. Every detail of the colour-play is meticulously coordinated with the interior: in sync with the brilliant blue
of the entrance area, combined with muted beige tones, inspired by the leather upholstery of the armchairs and
tables. On the walls, portraits by Michel Comte throw open a window to the world: Framed personalities from art,
fashion and music tell a free-spirited narrative of memory. Just like the namesake of Marie-Curie-Strasse, the
street in which La Visione stands – and probably the only element of the design concept that was not a deliberate
move on the part of the identity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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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sione - 객체 카펫 레스토랑
'객체캠퍼스-비전의 도시'를 통해 카펫 공급사 오브젝트카펫은 네트워킹
이라는 개념의 신전을 건설했다: 모든 부문과 전 지역의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산업 간 중요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곳의 중심축은 이폴리토 플라
이츠 그룹이 인테리어와 브랜드 디자인을 모두 개발한 이탈리안 레스토
랑 라비젼이다.
객체 캠퍼스: 새해. 새로운 일. 새로운 음식.
배고픔은 모든 새로운 생각의 출발점이다. 신선한 것에 대한 갈망 - 빠르
게 음식에 대한 갈망이 뒤따른다. 아니면 때때로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
에 처리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순간들을 위한 유망한 새로운 장소가 생
겼다: La Visione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지만, 또한 공동 작업 공간, 슬
래시 팀 미팅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술집이다. 무엇보다 덴켄
도르프 출신의 유명 카펫 공급사인 오브젝트 카펫이 세계와 교류하는 접
점이다. 이 식당은 새로운 '객체 캠퍼스 - 비전의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캠퍼스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며, 식당
은 다음과 같이 따라간다. 라 비전은 의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세계
들 사이에 위치한다.
레스토랑 3막
좋은 것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라비전이 고수하는 유일한
규칙일 뿐이다. 식당은 라운지, 식당, 비노테카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오직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주방의 매력을 술집에 가져다 주는 만큼 실제로 카운
터가 아닌 카운터가 있어 손님과 서버 사이의 모든 구획을 효과적으로 해
체한다. 각기 다른 역할에 유동적인 경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다르
다. 이곳은 점심시간에는 공동 작업 공간이고, 저녁에는 아페리티프 라운
지,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파티가 시작되는 곳이다.
코드와 헤센이 너에게 Bon Appétit을 빌어주는 곳!
색과 직물을 잊지 않고 냄새, 소리, 취향의 대기 모험이 식당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의 목적은 오브젝트 카펫의 제공 전문지식을 미묘
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마스크와 헤센
의 섬유벽 콜라주는 카펫과 코드로 감질나는 대화를 시작한다. 동시에 부
엌으로 통하는 창문이 주방장에게 직접 시각적 연결을 열어준다. 그럼 음
식이 스스로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삶에 대한 욕망이 너무 많으면 건배를 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많은 흥
미로운 만남과 하나 또는 다른 새로운 비전에 대한 완벽한 설정을 증명
할 것이 확실시되는 잘 준비된 비노테카에서 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
고, 잔을 들어라!
기억과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탈리아 남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두 명의 슈투트가르트 식당
주인 빈첸조와 다니엘레는 음식과 음료를 담당한다. 그들의 공유된 이력
은 메뉴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게다가, 로고는 그들의 공유된 기원을 바탕
으로 한다: 여러분이 더 햇빛을 쬐는 클라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몸 전
체에 퍼지는 느낌처럼 부드럽고, 둥글고,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이
고, 비정통적인 느낌이다. 식당처럼 벽면 섬유 콜라주 정신을 숨쉬는 3가
지 통합부문으로 메뉴도 나온다. 실내와 꼼꼼하게 조율된 컬러 플레이의
모든 디테일은 실내와 함께 세심하게 조율된다. 즉, 실내와 탁자의 가죽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음습한 베이지 톤과 어우러진 음영 처리된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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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과 조화를 이룬다. 벽에는 미쉘 콤테의 초상화가 세상에 창문을 열어준
다: 예술, 패션, 음악의 틀에 박힌 인물들은 자유로운 기억의 이야기를 들
려준다. La Visione가 서 있는 거리인 Marie-Qurie-Strasse의 이름처럼,
그리고 아마도 설계 개념의 유일한 요소로서 신분 설계자들의 부분에 대
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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