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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Berlin Mitte> is the newest location in 

Generator’s quickly expanding chain of distinctive and 

eclectic urban design hostels. This hostel transforms 

two 19th century office buildings with the artistic 

character of Berlin’s streetscapes and the variety 

of experiences they offer. Emphasizing the brand’s 

collaborative spirit, Ester Bruzkus, from Ester Bruzkus 

Architects, was invited to lead the design team. 

Working together, Bruzkus, Mark Asipowicz from 

WAF Architects and Generator’s design lead, Anwar 

Mekhayech, with his Toronto based DesignAgency, 

infused the project with a dynamic character. Guests 

enter through Generator’s historic courtyard, past 

Bella Leonard’s wire embroidered stainless steel 

‘G’ sculpture, and are welcomed into Generator’s 

vibrant communal spaces, including a social cafe 

and canteen, a chill-out library, a bar and a cool, 

subterranean, skylit gallery and event space. The cafe 

and reception are organized by a layer of wood boards 

punctured by a horizontal line of wooden pegs for both 

function and display, predictability and playfulness. 

The wood walls merge with seating platforms from 

which to see and be seen. Denim, neon pink and 

orange upholstered cubes provide flexible seating and 

inject liveliness. The white walls above the pristine 

Corian cafe counter serve as a backdrop for French 

artist Sebastian Preschoux’s whimsical and geometric 

string drawings that hang from the snaking exposed 

pipes and electrical conduits. Preschoux’s surprisingly 

decorative optical abstraction transports visitors from 

the outside world. The canteen and adjacent library 

impart the themes of sociability and flexibility that are 

of primary importance to Generator. British artist Luke 

Embden’s mural wraps the canteen with his colorful 

caricature of Berlin, drawn in response to an artist 

residency at Generator. And the cozy couches in the 

adjacent library create the perfect setting for travelers 

to chill out and share stories from their adventures. 

The theatrically dark bar, lined with black walls and 

raw copper panels and playfully lit with recycled fire 

extinguisher tubes by Castor and car headlights by 

PSLAB, creates a dramatic stage set for illusion and 

fantasy. In the dramatic & spacious corridors, famed 

Berlin street artist Theirry Noir created 3m high 

faces, color coded for each floor, reminiscent of his 

poetic murals on the Berlin wall. These lead to a wide 

selection of room options that carry through design 

themes from the social areas reinterpreted in a basic 

and quiet manner. In addition to dorms, there are 

twins-all with en suite bathroom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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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Ester Bruzkus / Ester Bruzkus Architects + DesignAgency  Local project architect : Mark 

Asipowicz / WAF Architects  Location : Oranienburger Straße 65, 10117 Berlin, Germany  Built area : 

5,500m2  Completion : October 2013  Photographer : Nikolas Koenig  Editorial designer : Baik Mina  

Editor : Park Minsun

DesignAgency : Design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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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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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r Bruzkus Architects : Based in Berlin, Ester Bruzkus Architects is a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firm with international ties. Since its creation, the office has collaborated on a wide variety of projects in 

Europe, and focuses mainly on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hotels, offices, stores, restaurants and private 

housing, usually in the high-end sector.

ProjECt 2

H O S T E LG E N E R AT O R  B E r L I N  M I t t E
Design : Ester Bruzkus Architects + DesignAgency + WAF Architects

British urban artist luke embden hand-painted the Berlin mural during an artistic residency at Generator

Daytime canteen having casual artistic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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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터 베를린 미떼>는 빠른 속도로 확장 중인 제너레이터 호스텔의 새로운 지점으로, 

독특하고 절충적으로 표현된 도시적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 호스텔을 위해 19세기의 사무소 빌딩 

두 채가 베를린 거리 풍경이 지닌 미적 정취와 그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졌다. 이 

프로젝트는 에스더 브루즈쿠스 아키텍츠의 에스더 브루즈쿠스를 비롯해 WAF 아키텍츠 소속의 

마크 아시포윅츠와 디자인에이전시의 앤워 멕하예치가 협업하여 브랜드가 지닌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손님들은 건물의 앞마당으로 들어와 벨라 레오나드가 철사로 제작한 ‘G’ 형태의 

조각품을 지나치게 된다. 이어서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제너레이터의 활기찬 공공 공간들로, 

소셜 카페와 식당 및 머리를 식히기 좋은 서재, 바, 지하의 근사한 갤러리 및 이벤트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 막의 목재 판으로 이루어진 카페와 안내데스크는 수평선을 이루는 구조와 

함께 기능성과 장식성 모두를 띤다. 로비의 좌석에 연결된 목재 벽은 앉아서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데님과 형광 분홍 및 주황색의 정육면체 쿠션이 편안한 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카페의 하얀 코리안 콘크리트벽을 배경으로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와 전기도관에는 프랑스 아티스트 세바스티앙 프레스코욱스가 작업한 기하학적 

형태의 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장식적이고도 추상적인 작품은 바깥세상의 손님들을 끌어 

모은다. 식당과 그 옆에 인접한 서재는 제너레이터의 주된 가치인 사회성과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전해주는데, 식당에는 영국 아티스트 루크 엠덴이 그린 형형색색의 베를린 캐리커처로 벽면이 

장식됐고, 서재의 안락한 소파는 여행객들이 머리를 식히고 그들의 여행담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또한, 연극 무대와 같은 느낌의 어두운 바는 검은색 벽에 부착된 동판 벽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카스토르가 소화기 튜브를 재활용한 소품과 PSLAB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활용해 만든 조명으로 빛나며 환상적이고도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그 밖에 드라마틱하고 

널찍한 복도를 꾸미고 있는 3m 높이의 얼굴 벽화는 베를린의 유명한 거리미술가 티에리 느와르의 

작품으로, 각 층마다 색으로 구분되어 그려진 이 작품은 베를린 벽에 있는 그의 자화상 벽화를 

떠오르게 한다. <제너레이터 미떼>는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조용하고 기본적인 도미토리 외에도 트윈베드의 스위트 룸도 갖추고 있다.   

글 제공 : 디자인에이전시

디자인에이전시 : 디자인에이전시는 토론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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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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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전 범위의 디자인 유형을 포용하고,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법을 가져다 줄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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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 브루즈쿠스 아키텍츠 : 베를린 기반의 에스더 브루즈쿠스 아키텍츠는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다. 그들은 유럽에서 다양한 협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호텔, 

오피스, 상점, 레스토랑, 주거공간을 위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hain link and copper add a metallic glow to the dark bar Theatrically dark bar lined with black walls and raw copper panels

The bar headlights were custom designed by Berlin based lighting designers P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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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sky lit storage room is now an art gallery and event space
Reception area with sculptural string installtion by french artist sebastian preschoux

The library is a comfortable chill-out area with a curated selection of book and personal nick-n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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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 ENTRANCE_HOSTEL

2 MAIN ENTRANCE_CAFE

3 MAIN ENTRANCE_BAR

4  MAIN ENTRANCE_

   HOSTEL / RECEPTION

5 RECEPTION

6 CAFE

7 BAR

8 LOUNGE

9 KITCHEN

10 BACK OFFICE

11 BREAKFAST ROOM

12 LIBRARy

13 INNER yARD

Graphic tiling in the flexible quad suite bathroom is reminiscent of road markings

Bedroom suites are simple but functional, channeling guests to hang out in the socially charged public areas In the upstairs corridors, supersized signature faces by Thierry Noir are rendered in different colors per fl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