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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Copenhagen> combines the practicality 

and stylishness of Denmark with the social energy 

and youthfulness of the Generator brand. Centrally 

located just off Copenhagen’s Kongens Nytorv 

Square, the six-storey hostel transforms a Philippe 

Starck-designed apartment building. Its former 

social spaces and furnishings presented a great 

starting point for a lively and playful interior that 

mixes high design with cheap chic. At street level, a 

flexible space is used as a pop-up shop or gallery. 

A side entrance elevator lobby with illustrations of 

Copenhagen by local artist Tim Bjorn leads guests to 

the reception area. There, Generator’s signature ‘G’ 

sculpture - in this case lit with color-changing LED 

lights, mixes with layered textures and materials 

and a mix of signature furnishings reclaimed 

from the apartment. A runway leads guests from 

reception along the canteen and travel information 

areas to a small cafe, opening at the bar and disco. 

Beyond, large socializing lounges are furnished by 

local manufacturers such as HAY, Bolia and Muuto. 

The lounges can be separated as required with 

custom-designed movable dividers covered in Piet 

Hein Eek’s Scrapwood Wallpaper and punched with 

antique wooden windows.   Text offer : The Design Agency 

Design : Anwar Mekhayech, Matt Davis / The Design Agency  Design team : The Design Agency  Illustrations : 

Tim Bjorn  Client : Generator / Patron Capital  Location : Adelgade 5-7, 1304 Copenhagen, Denmark  Built 

area : 2,000m2  Completion : June 2012  Finishing materials : Reclaimed barn board on reception desk and 

accents throughout, Cold rolled steel on reception desk and accents throughout, Reclaimed black metal pipe 

fittings (storage shelves), Colored Muuto pendants over reception, Piet Hein Eek scrap wood wall covering, 

Custom illustrations by local artist on corridor walls, White subway in cafe and butcher block wood counter, 

Lampshades from Bobo Boom France, Vintage windows inset in walls  Photographer : Nikolas Koenig  

Editorial designer : Choi Jungsuck  Editor : Park Mi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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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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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o S t e LGENERATOR  CoPENHAGEN
Design : The Design Agency

Decorative furniture and items in the reception

Generator’s signature ‘G’ sculpture represents the identity of hostel obviously in the recep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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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터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실용성과 멋스러움이 제너레이터 브랜드의 사회적 에너지 

및 젊음과 결합된 곳이다. 이 6층짜리 호스텔은 코펜하겐의 콩겐스 뉘토브 광장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필립 스탁이 설계한 아파트를 변형시킨 건물에 위치한다. 건물 내 기존의 사교 공간으로 

이용되던 장소와 배치되어 있던 가구는 디자인을 계획하는 데 있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저렴하고 

개성있는 맵시가 혼합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흥미로운 콘셉트의 시작점을 제시했다. 건물 일 층의 

가변공간은 팝업 매장이나 갤러리로 활용되며, 입구의 엘리베이터 로비는 지역 예술가 비요른이 

그린 삽화로 장식되어 손님들을 리셉션 구역으로 인도한다. 리셉션에는 제너레이터의 상징인 ‘G’ 

조각이 색이 변하는 LED 조명으로 밝혀지면서 벽면의 표면과 재료, 아파트에서 재활용된 일련의 

상징적인 가구들과 조화된다. 리셉션에서 복도를 따라 매점과 여행정보공간을 거치면 공간 안쪽의 

작은 카페로 이어지고, 이 카페는 바와 디스코텍으로 연결된다. 좀 더 안쪽으로는 헤이와 볼리아, 

무토 같은 지역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장식된 커다란 사교 라운지가 구성됐으며, 이 라운지는 피트 

하인 이크의 자투리 목재 벽지로 포장되고 고풍스러운 목제 창문으로 맞춤 제작된 이동식 칸막이가 

사용되어 공간의 용도에 따라 분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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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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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of the bar area

Classic and modern designed furniture fill the space

Comfortable atmosphere of lounge area with warm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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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planks are used for partitions and other furniture such as shelf

Exterior viewIllustrations inform the way to go

1 RECEPTION

2 CAFE

3 BAR

4 LOUNGE

floor plan

Neat and clean designed gu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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