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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olito Fleitz Group GmbH : Ippolito Fleitz Group is a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ly operating design studio based in Stuttgart. Currently,
Ippolito Fleitz Group presents itself as a creative unit of 40 designers, covering a wide field of design, from strategy to architecture, interiors,
products, graphics and landscape architecture, each contributing specific skills to the alternating, project-oriented team formations. Our
projects have won over 200 renowned international and national awards.

The internationally operating advertising agency INNOCEAN with headquarters in

the open work zones and the specially created employee library right up to the in-

Korea has moved into new European headquarters in Frankfurt am Main. A flexible

house gym on the fifth floor, which offers an amazing view over Frankfurt. Polygonal

and modern work world was created for the young, design-conscious company,

spatial elements and a wide range of materials represent the high design standards

which fits the different work zones within the agency. Dynamism and movement

of the agency itself. Open and transparent work areas, paired with semi-public

are key features of the design, which assimilates employees and visitors the second

and completely discreet conference zones promote a creative and communicative

they enter the spacious reception hall. These design elements guide you through

working atmosphere.

Text offer : Ippolito Fleitz Group GmbH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광고에이전시인 이노션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새로운 유럽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 :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본사로 이전했다. 에이전시 내 각 업무분야에 적합한 젊은 디자인 의식을 갖춘 기업 이미지를

분야에 걸쳐 활동 중인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현재 40여 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창의적인

위해 유연하면서 현대적인 업무공간이 창출됐다. 넓은 리셉션 홀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과

디자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필요한 기술분야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방문객이 공간에 동화될 수 있는 역동성과 움직임이 디자인의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그래픽, 조경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프로젝트를

요소는 열린 업무공간과 특별히 고안된 직원도서관 그리고 5층에 위치하여 프랑크푸르트의

진행해오고 있다. 그들은 고객과 협력하여 전체와 조화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축,

멋진 시내 전경을 조망하는 체육관까지 이어진다. 다각형 공간요소와 다양한 자재는 에이전시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며, 그들의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200여 개의

자체의 높은 디자인 수준을 상징한다. 오픈 되고 투명한 업무공간, 용도별로 구분된 콘퍼런스

저명한 국내 및 국제 디자인 상을 받았다.

구역이 어우러져 창의적이면서 소통 친화적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글 제공 :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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