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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SPOTu P  &  u P

Vesperini Stefano and Della Noce Nicola designed the office space of Up & Up, a marketing communication firm in Italy. 

Up & Up is a marketing firm that creates fun results based on various experiences and its unique originality, and the 

office building was planned to reflect the firm’s peppy sentiment and individuality. Inspired by the identity concept of 

Up & Up that compares them with a cup to signify that they are always by one’s side and trustworthy, the corridor walls 

near the entrance were amusingly decorated with cups against a violet background and the colorful interior of the 

office added a pleasant atmosphere. Furniture such as desks, cabinets and bookcases wore variegated colors, designs, 

and materials in one space to generate the one of a kind atmosphere that could not be found elsewhere.

베스페리니 스테파노와 델라 노체 니콜라가 이탈리아에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 업&업의 사무실을 디자인했다. 

업&업은 다양한 경험과 특유의 독창성을 가지고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케팅 회사로, 사무실 디자인에도 

회사의 톡톡 튀는 감성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계획됐다. 항상 옆에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신들을 컵에 

비유하는 업&업의 회사 이념에 착안하여 입구의 복도 벽면은 깔끔한 보라색 바탕에 컵을 매달아 장식해 재미를 줬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알록달록한 색채가 사용되어 공간에 경쾌함을 더했다. 또한, 책상과 캐비닛, 책장 같은 가구들도 각기 

다른 색상과 디자인, 자재로 이루어진 제품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www.vdndesigners.it

Design : Vesperini Stefano, Della Noce Nicola / Vesperini Della Noce designers  Client : Up & Up Marketing / Communication  Location : 4, Caselle 

Street, 25081, Bedizzole, Brescia, Italy  Built area : 250m2  Completion : September 2012  Finishing materials : Floor / Porcelain, Stonewares, Wall / 

Diamond ceramic tile, Ceiling / Re-used selected industrial lamps, Lamps supplied by Ikea  Photographer : Fabio Cattabi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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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