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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T E L & H O S T E LG E N E R A T O R  v E N I C E

The main floor is a comfortable mix of historic architectural features, local antique finds and contemporary tw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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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Venice> aims to change Venice’s staid hotel and nightlife scene. The hostel occupies 

an 1855 Palazzo originally built as a granary warehouse, converted in the 1950s into Venice’s only 

hostel. One would be excused for mistaking the main floor for an upscale hotel. Entry through 

the stylish glass vestibule reveals a jewel box of discovery. The design confidently mixes the 

history and charm of the historic building with local craft and culture, as well as the contemporary 

design and a playfulness that is synonymous with the Generator brand. A small army of structural 

specialists, archaeologists and restorers brought the building’s stone columns, timber beams and 

roof trusses and the grand twin staircases back to their original glory, giving insight to the interior’s 

beauty during the grain warehouse period. Under the strict eye of Venice’s Fine Arts Committee, 

the designers upgraded services, added an elevator, new rooms and bathrooms, providing 21st 

century comfort without marring the integrity of the historic building. To establish an atmosphere 

of romance and flirtation, The Design Agency divided the small main floor space into intimate 

and exposed enclaves, some at different levels and some shielded by a tufted leather bar. To this 

they added prime examples of Venetian style, manufacturing and culture, including Rubelli textile 

curtains, a Fantini mosaic floor, a Murano glass clown chandelier and a stone fireplace, handcrafted 

in Verona. These traditional elements are woven with bold threads of contemporary design.   

Text offer : The Design Agency 

<제너레이터 베니스>는 베니스의 지루하고 따분한 기존 호텔과 유흥 거리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본래 곡물 저장고로 지어진 1855년도 팔라초 건물에 자리잡은 이곳은 1950년대에 당시 

베니스에서 유일한 호스텔로 개조됐다. 세련된 유리현관으로 시작되는 호스텔의 메인 홀은 호화로운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볼거리로 가득 찬 보석함 같은 내부로 방문객을 

인도한다. 내부 디자인은 역사적인 건물의 매력이 지역의 전통 공예와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 

및 제너레이터 브랜드를 대표하는 활발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있다. 건물의 돌기둥과 목제 대들보, 지붕틀, 

쌍둥이 계단을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건축전문가, 고고학자, 복원 전문가들이 동원됐고, 이를 통해 곡물 

저장고 당시 내부의 분위기와 매력이 그대로 유지됐다. 디자이너는 베니스 미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와 객실, 화장실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역사적 건물을 온전히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안락함을 제공했다. 더 디자인 에이전시는 로맨스와 재미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인 

층의 조그만 공간을 사적인 공간과 열린 공간으로 나누어 구획했는데, 개방의 정도는 공간마다 조금씩 

다르며, 어떤 공간은 촘촘한 가죽 빗장으로 가려져 있다. 또한, 그들은 베네치아 스타일의 제조업과 문화의 

적절한 예를 보여주고자 루벨리 직물 커튼과 판티니 모자이크 바닥, 뮤라노 유리 샹들리에, 베로나에서 온 

수제 석제 화로 등을 곳곳에 배치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들은 현대적 디자인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글 제공 : 더 디자인 에이전시

Electric G sculpture in the lobby ba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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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View of the modern and clean dorm guestroom A private twin attic room is tucked away under the low lying rafters EntranceColorful wayfinding graphics on the wall of stair case

1 MAIN ENTRANCE

2 RECEPTION

3 CHILLOUT LOUNGE

4 CAFE

5 BAR

6 KITCHEN

7 DORM GUESTROOM

upstairs decoration with modern, crisp and whit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main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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