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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arcelona’s Gràcia district, <Generator Barcelona> 

marks not only the rebirth of a building, but also the 

emergence of the Generator brand. The interiors 

of the 1960s office building have been completely 

gutted and rebuilt in a way that demonstrates the 

tremendous creativity that is being invested in this 

brand and in each location. The Design Agency has 

collaborated with local architects, suppliers and 

artists, creating unique supergraphics, fantastic, 

unusual light fixtures and signature ‘G’ sculptures. 

Similar to Barcelona itself, its interiors are a tapestry 

of layers and styles. Sleeping accommodations are 

simple and comfortable and some offer private roof 

terraces with fantastic views of the city. The public 

areas encourage guests to hang out and mingle, in a 

series of lounges offering varied seating options and 

styles, establishing comfortable nooks and socially 

engaging experiences. Entry through its main 

doors towards the left leads guests to the warm 

and energetic hotel lobby and a rear bar with a 

vibrant mix of textures and patterns including ornate 

Hungarian concrete floor tiles and earthy raw metals 

and woods, over which float 300+ lanterns inspired 

by Barcelona’s annual Festa Major de Gràcia by local 

artist, Julie Plottier. The vibrant colors were inspired 

by Barcelona’s energy and sunlight. Towards the 

right of the entry is the hostel lobby with an internal 

pavilion that was inspired by Barcelona’s nautical 

history. Splayed, 23-foot high wooden boards recall 

the ribs of a ship’s hull. It has also been dubbed 

‘the Bird Cage’, an association accentuated by its 

three hanging loungers with neon colored accent 

pillows by Barcelona design company, Woouf!. A 

feature staircase winds its way up through the Bird 

Cage to a glass balconied mezzanine overlooking 

the hostel lobby. Here guests can relax in the library 

and entertain themselves with a selection of board 

games and other curiosities, or use the games 

room with a pool table, foosball table, loungers and 

Internet stations.   Text offer : The Design Agency 

Design : The Design Agency  Graphic design : Carlos Coido / The Design Agency, Ibinser  Local project 

architect : Ibinser  Client : Generator, Patron Capital  Location : 5-7 Carre Coresega, Barcelona, Spain  

Built area :  6,700m2  Completion : May 2013  Photographer : Nikolas Koenig  Editorial designer : Choi 

Jungsuck  Editor : Kim Jayoung

The Design Agency : The Design Agency is an award-winning Toronto based design consultancy. Managed 

by partners and longtime friends Allen Chan, Matt Davis and Anwar Mekhayech, the studio unites architectural, 

interior design, industrial design, branding and digital design expertise. With a local and international portfolio 

of projects working for leading companies, developers, restaurateurs, retailers and hoteliers, each client 

works directly with one or more of their partners, reflecting their belief that great design requires leadership, 

focus and commitment. Their success is rooted in their collaborative and consultative approach by which their 

multidisciplinary teams of talented design professionals engage internally with the partners and clients, to 

craft innovative, custom designed spaces that help elevate the consumer experience. They embrace the full 

spectrum of design typologies and remain open to innovative ideas, technologies, and new creative design 

approaches that will enable them to bring the best solutions forward to their clients.

PROjECT 4

H o t e LGENERATOR  BARCELONA
Design : The Design Agency

Warm and energetic hotel lobby with the splendid light fixtures

View from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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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지구에 위치한 <제너레이터 바르셀로나>는 단순히 새로 태어난 건물이 아닌 

제너레이터 브랜드의 출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1960년대 사무소 건물은 그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제너레이터 브랜드와 각 지사에서 중요시하는 창의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건됐으며, 

더 디자인 에이전시는 지역 건축가와 공급업자 및 예술가와 협업하여 독특한 벽면 그래픽과 

환상적이고 특별한 조명기구, 제너레이터를 상징하는 ‘G’ 조각을 만들어냈다.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그 자체를 닮은 이 건물의 인테리어는 마치 벽걸이 융단 같은 다양한 레이어와 스타일을 통해 

짜임새 있게 디자인됐다. 침실 공간은 단순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몇몇 객실은 도시의 

멋진 경관이 내다보이는 개별 옥상 테라스를 제공한다. 공공영역은 손님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계획됐는데, 라운지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좌석이 마련되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뿐 아니라 

사교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됐다. 좌측으로 연결된 주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면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호텔 로비를 거쳐 뒤쪽의 바로 안내된다. 바 공간은 장식적인 헝가리식의 콘크리트 

바닥 타일과 더불어 소박하고 거친 금속과 목재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질과 패턴이 강렬하게 혼합 

되어 꾸며졌으며, 그 위에는 지역 예술가인 줄리에 플로티에르가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그라시아 축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300개가 넘는 전등이 매달려있다. 이곳의 다채로운 색상은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분위기와 햇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우측으로 연결된 문은 바르셀로나의 

선박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부 파빌리온이 있는 호스텔 로비로 이어지며, 빗쪽매 이음으로 

연결된 7m 높이의 목재 판은 선박의 늑재를 연상시킨다. ‘새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에는 

바르셀로나의 디자인 회사 우프!의 네온 색 쿠션으로 장식된 세 개의 안락의자가 공중에 매달려있어 

새장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눈길을 끄는 계단은 새장 모양의 공간을 휘감아 오르면서 

호스텔의 로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 발코니의 중이층으로 이어진다. 방문객은 이곳의 서재에서 

나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이나 다른 진기한 물품을 즐길 수도 있고, 당구대와 푸즈볼 

테이블, 안락의자, 인터넷 스테이션을 갖춘 게임 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글 제공 : 더 디자인 에이전시

더 디자인 에이전시 : 더 디자인 에이전시는 토론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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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는 이 스튜디오는 건축과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 브랜딩, 디지털 디자인의 전문성을 통합 

한다. 선도적인 업체와 개발업자, 레스토랑 운영자, 소매업자, 호텔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및 세계적인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모든 의뢰인은 파트너와 직접 협업하게 되는데, 이것은 

훌륭한 디자인이란 리더십과 집중,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재능 있는 디자인 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분야의 협력팀과 파트너 및 의뢰인의 내부적 결합을 

통한 협동적이고 상담적인 접근법에 기인하며, 이것은 소비자의 경험을 고양하는데 일조하는 

혁신적인 고객 맞춤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전 범위의 디자인 유형을 포용하고,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법을 가져다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 접근법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In the bar, Generator’s signature ‘G’ from its logo is interpreted in lights

View of backlit graphic wall 

A bar table made with recycled elevator parts salvaged from the demolition Library lounge with eclectic finds from the loc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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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el reception designed with timber and blackened steel, exposed concrete columns

Hanging chair with Woouf! custom pillow

A giant wood structure recalls Barcelona’s ship-building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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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f twin room with private roof terrace

Room decorated with unique Spanish wallpaper in corridor All rooms are planned with ensuite bathrooms Exterior view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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