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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by Lounge

In the competitive market of design hostels, Generator is leading the pack with eight locations in seven cities, 
and Paris and Rome poised to open at the end of 2014. Each location has its own unique style that reflects the 
local spirit and culture of its host city, while also maintaining a common aesthetic, and an emphasis on bold 
and exciting social spaces.
The restyled Generator London updates the original flagship of the growing chain of urban design hostels with 
Generator’s signature energy and a distinctly modern flare. The interiors were refurbished to express the dyna-
mism of London’s bustling streets. The design layers spaces, experiences and styles, while also aiming to form 
a cohesive interior that will invite, entertain and encourage travelers to make connections, relax, party, hang out 
and feel as though they have a comfortable home away from home. 
Guests are greeted by a laser cut ‘hello’, a saluting British bobby, and a glowing smiley face atop a monolithic, 
British navy inspired reception desk. A custom train station information board buzzes with the excitement of 
the early days of travel. Cafe zinc bar with tin panel ceiling and chocolate brown oak wood details, and denim 
upholstered bar stools. Leather egg chairs, Tom Dixon marble tables and a Moooi black spider light add a con-
temporary twist to the traditional British pub aesthetic where guests can gather around Goodwives and 
Warrior’s hand-painted piano. Five angular OSB wood pods connect the cafe with the bar, while also creating 
intimate ‘rooms’ and the feeling of an informal streetscape or an Underground train. Generator bar with runway 
lighting and floor pattern leading people to the bar with Castor reclaimed fire extinguisher lights above, stools 
by Tacchini and reclaimed wood and warehouse window details. In the dorm rooms, boldly colored camou-
flage graphics wrap the walls and ceiling. Dorm rooms are simple but functional, encouraging guests to spend 
time in the so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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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teria

1. Lobby 
2. Lounge
3. Cafe
4. Cafeteria
5. Kitchen
6. Game area
7.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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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터는 2014년 개장 예정인 파리와 로마 지점을 포함해 전세계 7개 도시에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문화를 반영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경제성까지 갖춰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 완공된 제너레이터 런던 지점은 지역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투숙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내부로 들어서면 재생 목재와 벽돌로 만든 리셉션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 노란색의 스마일 캐릭터와 ‘hello’ 사인, 영국 근위병 그래픽으로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안쪽에 노란색으로 마감된 라운지는 계단식 공간에 탁자와 의자, 조명 등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라운지와 마주하고 있는 카페는 

체크 패턴의 벽과 컬러풀한 가구 및 조명으로 영국의 팝 문화와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 

빈티지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카페와 바를 연결해주는 카페테리아는 OSB 목재로 

구역을 나눠 안락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바닥에 더해진 그래픽이 동선을 바 안쪽으로 이끌며 긴 

평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안주와 술을 즐길 수 있는 바는 역동적인 바닥과 천장으로 공간에 

활기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객실은 대담한 색상의 그래픽으로 단순하면서도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다인실과 개인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이곳은 다채로운 디자인 요소가 공간에 녹아들어 활력 넘치는 공간을 완성하고 있다. 

Game area & bar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