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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 R K S P A C EE C O M M P A Y  O F F I C E

Katz has implemented a large-scale, unique interior design project on behalf of 

international payment solutions provider ECommPay. Each area acts as a reflection 

of the company’s corporate culture and core values, its esteemed employees. The 

open plan workspace contains intersecting areas for relaxation, interdepartmental 

communication, and fitness. The office interior contains modern, striking elements 

and complex geometry: sharp lines, bold patterns, circular panels, hexagonal tiles 

in a checkered layout. The main colors are muted, decorated in calm white, grey, 

and pale blue, and accented by bright pieces of furniture and contrasting panels. 

In all aspects, the office design accentuates the high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its resident company, harmonizing effortlessly with contemporary styles and the 

original, yet practical, approach to organizing working environments. Influenced 

by Western design, which prioritizes areas for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above 

the classic office layout, ECommPay’s office is multipurpose. On each level, the 

workplace is divided by department and decorated according to the profile of the 

specialists occupying the area. The manager of each department is positioned in 

such a way as to have access to each relevant section. The reception is decorated 

with geometric snow-white panels, complementing the labyrinthine maze 

stretching from floor to ceiling. Custom furniture introduces notes of modernism, 

while living walls framing the surfaces intertwine delicately with strict geometric 

shapes. Some of the desks are equipped with lifting mechanisms, permitting 

employees to alter the height of their table or to work from a standing position. 

ECommPay’s new office demonstrates how a high-tech interior can embody the 

corporate values of a modern company, serving as an incentive for further growth 

and continued success.   Text offer : Katz Ltd. 

카츠는 국제 결제 솔루션 공급업체 이컴페이의 의뢰로 독창적인 대규모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각 영역은 회사의 기업 문화와 핵심가치, 우수한 직원 역량을 

반영하고, 개방형 업무공간에는 휴식, 부서 간 소통, 체력단련 등을 위한 교차 

공간이 마련됐다. 사무실 내부는 예리한 선, 대담한 무늬, 원형 패널, 격자를 이루는 

6각 타일 등 현대적이고 눈에 띄는 요소와 입체적인 형태로 꾸며졌다. 채도를 낮춘 

차분한 흰색, 회색, 옅은 파란색의 주 색상은 밝은색 가구와 대조적인 패널로 더욱 

돋보인다. 모든 측면에서 사무실 디자인은 상주 기업의 최첨단 역량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고유하면서 실용적인 업무환경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무실 구성과 달리 휴식과 오락 공간을 우선시하는 

서구식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아 이컴페이 사무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탄생했다. 각 

층의 업무공간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전문 직원의 특성에 따라 

연출됐다. 각 부서의 관리자는 업무 관련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됐고, 

리셉션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복잡한 미로를 드러내도록 순백의 기하학적 

패널로 꾸며졌다. 맞춤 가구는 현대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반면, 벽면을 덮은 수직 

정원과 정교한 기하학적 형태로 섬세하게 얽혀 있다. 일부 책상에는 높이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직원 스스로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컴페이의 

새 사무실은 최첨단 실내가 어떻게 현대 기업의 핵심가치를 구현해내고 한 차원 높은 

성장과 지속적인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표현됐다.   글 제공 : 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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