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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DesignAgency

The restyled <Generator London> updates the original flagship of the growing chain of

diverse social and intimate spaces. The design layers spaces, experiences and styles,

urban design hostels with Generator’s signature energy and a distinctly modern flare.

while also aiming to form a cohesive interior that will invite, entertain and encourage

Located in a former police station in Russell Square, the interiors were refurbished to

travelers to make connections, relax, party, hang out and feel as though they have a

Design : DesignAgency Local project architect : ORBIT Lighting designer : FD Creative Art consultancy :

DesignAgency : DesignAgency is an award-winning Toronto based design consultancy. Managed by partners and

Acrylicize Client : Generator / Patron Capital Location : 37 Tavistock Pl, London WC1H 9SE, UK Built area :

longtime friends Allen Chan, Matt Davis and Anwar Mekhayech, the studio unites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6,000m2 Completion : March 2014 Photographer : Nikolas Koenig Editorial designer : Baik Mina Editor :

industrial design, branding and digital design expertise. They embrace the full spectrum of design typologies and

express the dynamism of London’s bustling streets. The new design concept plays with

comfortable home away from home. <Generator London> is the essence of this new

Kim Jayoung

remain open to innovative ideas, technologies, and new creative design approaches that will enable them to bring

bold graphics, rich patterns, and British cultural icons to convey the spirit of London’s

brand of hostels, with industrial, classic, modern, graphic, mod design styles and a

streets, weaving strands of history, culture and styles within <Generator London>’s

subtle homage to the history of London and its local flavor.

the best solutions forward to their clients.
Metal frame and OSB wood pods create a cluster of seating arrangements in the canteen area

Text offer : Design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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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ectic zones in the all day cafe create diverse areas

View of Generator bar with runway lighting and floor pattern

The furnishing in lounge adds a contemporary twist to the traditional British pub aesthetic

새롭게 단장한 <제너레이터 런던>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도심 호스텔 체인사업의 대표

<제너레이터 런던>은 산업적이고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와 그래픽, 60년대 영국

지점으로서 제너레이터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극명한 현대적 디자인 요소들로

청년문화 스타일을 비롯해 런던의 역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향수가 어우러져 탄생한 제너레이터

꾸며졌다. 건물은 기존에 경찰서가 자리하던 러셀 스퀘어에 위치해 있으며, 호스텔 내부는

브랜드의 대표 호스텔이다.

글 제공 : 디자인에이전시

이러한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런던의 복잡한 거리가 전해주는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도록

Recycled fire extinguisher lights and bar tank lights set the mood for drinking

디자인됐다.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는 대담한 그래픽, 풍성한 패턴, 그리고 영국의 문화적인

디자인에이전시 : 디자인에이전시는 토론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통해 <제너레이터 런던>의 다양하고 친숙한 공간 속에 런던 거리의 역동성과 역사의

디자인 컨설팅 사무소다. 파트너이자 친구인 앨런 챈과 매트 데이비스, 앤워 멕카예치가 운영하는

줄기, 문화 및 스타일 등을 뒤섞어 함께 전달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간, 경험, 스타일이

이 스튜디오는 건축과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 브랜딩, 디지털 디자인의 전문성을 통합한다.

겹겹이 쌓여 완성됐으며, 이곳은 여행객들이 서로 어울리거나 휴식을 취하고, 파티를 열어

이들은 전 범위의 디자인 유형을 포용하고,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법을 가져다줄 혁신적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아이디어와 기술,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 접근법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1 LOBBY
2 OFFICE
3 SCREENING ROOM
4 CHILLOUT LOUNGE
5 TRAVEL SHOP
6 CAFE
7 BREAKFAST LOUNGE
8 BREAKFAST SERVERY
9 KITCHEN
10 GAMES AREA
11 BAR AREA
12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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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yellow chill-out room, zig-zagging strips of light transform the space into an immersive and energetic environment

Boldly colored camouflage graphics wrap the walls and ceiling in the dorm rooms

‘Generator Premium’ room with single beds

View of reception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