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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MádiLáncos Studio Kft.

Flight search engine Skyscanner has recently moved

employee of Skyscanner included calls for a herb

into a new office located in Budapest, Hungary and

garden and a huge live plant wall, Lego walls, quirky

designed by Madilancos Studio and an inhouse team.

furniture and enormous paintings of Superheroes.

The Budapest office is Skyscanner’s app development

Product localisation is an imperative, and so too in

hub, home to iOS and Android developers, designers,

office design. New office have Hungarian designer

researchers and product managers all focused on

lamps hanging in the meeting rooms and above

mobile at their core. They moved to K6 building

the lunch tables, and a big puzzle map of Budapest

in the heart of the city in July 2014. Skyscanner’s

on meeting room tables. Built-in furniture was

new working environment was great originally,

custom-made locally too, while a competition across

but designers decided to give it a fresh design to

Budapest-based staff resulted in an incredible 800

make it more like Skyscanner. Skyscanner being a

pixel, 13.5m wall mural. The team, like the wider

product-focused company, designers believe that

Skyscanner cohort, work quickly, across time zones

nearly everything can be considered as a product,

and international teams. Little wonder then, that

and so Skyscanner approached a re-design of their

we’re not a ‘stay-at your desk’ sort of place. So,

new larger office with the same methods they had

in new design they’ve incorporated grassy areas,

apply to a new product. And designers thought the

cocoons, beanbags and sofas, as well as chill-out

first thing you bear in mind when starting a product

rooms to ensure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is easy.

is users. They are ‘product’ feedback from the

Text offer : MádiLáncos Studio Kft.

Design : Láncos Áron, Sárosdi-Mádi Krisztina, Berényi Zsófia, Koczkás Péter, Babecz Ákos, Gulyás Bence,
Papadopulosz Zsuzsa / MádiLáncos Studio Kft. Client : Skyscanner Location : Karoly korut 6, Budapet, Hungary
Built area : 1,200m2 Completion : 2015 Photographer : Batár Zsolt Editorial designer : Shin Minki Editor :
Lee Kyoungeun
MádiLáncos Studio Kft. : MádiLáncos Studio is an architectural and design practice founded by architect
Krisztina Mádi in 1998. The company’s main strengths are corporate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project
management. Also, they strive to make the most complex process into a positive experience for the client.
They focus on fulfilling our client’s needs while keeping in mind the creative, the aesthetic, and the most cost
effec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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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검색 서비스 회사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마디란조스 스튜디오와 사내 디자인 팀이 함께

테이블 상판에 비치된 부다페스트의 대형 퍼즐 지도로 표현됐다. 이와 함께 붙박이 가구

디자인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신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부다페스트 사무실은 iOS와

역시 지역 장인에 의해 맞춤형으로 제작됐으며, 800픽셀로 구성된 13.5m의 놀라운 벽화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디자이너, 연구 담당자, 제품 관리자 등이 함께 모여 모바일 서비스 개발에

부다페스트 출신 직원들이 참여한 공모를 통해 완성됐다. 이곳의 팀은 다른 스카이스캐너 팀과

매진하고 있는 스카이스캐너의 앱 개발 본부로, 그들이 2014년 7월에 입주한 K6 빌딩은 도시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24시간 내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자신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스카이스캐너의 새로운 업무 환경은 이미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책상에만 앉아 업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새롭게 디자인한 통합된 잔디밭과 고치

있었지만, 디자이너는 회사 이미지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신선한 디자인을 공간에 부여하기로

의자, 빈 백 의자, 소파, 휴게실 등은 원활한 협업 및 창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결정했다. 상품 중심의 회사인 스카이스캐너에 맞춰 디자이너도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상품이라

글 제공 : 마디란조스 스튜디오 Kft.

생각하고, 그들이 신제품 개발 시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새로운 업무공간에
적용했다. 또한, 디자이너는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사용자라고

마디란조스 스튜디오 Kft. : 마디란조스 스튜디오는 건축 및 디자인 전문 회사로 1988년

생각하여 스카이스캐너의 직원으로부터 업무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 이에 직원들은

크리스티나 마디에 의해 설립됐으며, 사무용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에 매우

허브 정원과 거대한 크기의 수직 정원, 레고 벽, 독특한 가구, 그리고 슈퍼 영웅의 거대한 그림

뛰어난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그들은 풍성한 프로젝트 경험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품의 현지화가 필수적인 것처럼 사무실 디자인 역시 이러한 요소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비용에 대해 가장

반영됐는데, 이는 회의실 테이블과 점심 테이블 천장에 설치된 헝가리 디자이너의 램프, 회의실

효율성 높은 디자인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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