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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el Vincci Gala> is a four-star hotel with 

78 rooms, bar, restaurant, meeting rooms, and 

various terraces, situated in a period building in 

Barcelona’s Eixample district. The design of the new 

<Hotel Vincci Gala> is marked by two requirements. 

Firstly, the obligation of the Monument Protection 

Department of Barcelona to conserve both the 

facade and a large white marble staircase in the 

inside of the building and secondly, the name of the 

Hotel: ‘Gala’ referring to the wife and muse of the 

surrealist painter Salvador Dalí. Gala and Dalí formed 

an unlikely pair and similarly, the project reconciles 

multiple contrast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e discrete the extravagant, the elegant and the 

informal. The color gold is the keynote of this hotel 

that is repeated in different shades and applications, 

both on the external facade and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combined with organic shapes and 

contrasts between light and dark. The main material 

is metal in contrast to the stone and marble of the 

original architecture. On the ground floor the most 

common areas of the hotel are located. These are 

mainly divided into three spaces: the lobby, the 

lounge area and the bar, each of which has its own 

personality. The spacious lobby is characterized 

by the contrast of the large existing white marble 

staircase with a darker, contemporary and stylish 

interior designed to restage the staircase and to 

further emphasize her resplendence. The hotel bar 

is situated under the central staircase, forming a 

rectangular box fully encased with anodized gold 

expanded aluminum panels. A continuous element 

of black Corian frames the opening of the bar and 

forms a contrast between its organic shape in deep 

black and the rectangular gold box. The lounge area 

is situated beside the central staircase. Wooden 

covered pillars form a barcode frame a protected 

and comfortable space with a private atmosphere. 

The central atrium is the heart of the hotel and 

permits natural light to sweep through the building. 

Golden aluminum chains hang like an enormous veil 

over the glass balustrades. Dark linear patterns are 

integrated in order to create a singular optical effect. 

In addition, strings of LED light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hand rails making the golden curtain shine. 

Most rooms follow the same distribution concept. 

A z-shaped element made of laminated dark 

anthracite colored wood, integrated headboard, 

armoire and wall covering. Gold and gray tones in 

combination with indirect linear lighting give the 

rooms a warm and elegant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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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bby is characterized by the contrast of the large white marble staircase with a darker, contemporary and stylish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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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에이샴플레 지역의 시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호텔 빈치 갈라>는 78개의 방과 바, 

레스토랑, 회의실, 다양한 테라스로 이루어진 4성급 호텔이다. 새로 지어진 <호텔 빈치 갈라>의 

디자인은 2개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 기념물 보호부서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외관 및 내부에 위치한 커다란 흰색 대리석 계단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호텔명을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뮤즈이자 부인의 이름인 ‘갈라’라고 지은 것이다. 흔치 않은 한 

쌍이었던 갈라와 달리처럼 이 프로젝트 역시 옛것과 새것, 소박함과 사치스러움, 우아함과 편안함 

등 대조되는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대비시켜 보여준다. 호텔에 적용된 주요 색상인 금색은 건물 

외부의 파사드와 호텔 내부에 각기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사용됐으며, 빛과 어둠 사이의 음영 

및 유기적인 형태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또한, 주요 자재로는 금속이 사용되어 기존 건축물의 

대리석과 대조를 이룬다. 1층은 호텔의 일반적인 공용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크게 

로비, 라운지, 바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널찍한 로비는 커다란 

흰색 대리석 계단과 어둡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내부 장식이 대비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이러한 

로비의 인테리어는 계단을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찬란함을 강조한다. 중앙 계단 아래에 

위치한 호텔 바는 산화된 금을 입힌 알루미늄판으로 표면이 둘러싸인 직사각형 상자 모양을 띠고 

있다. 호텔 곳곳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검은 인조대리석 코리안은 바 입구를 장식하며, 자재에서 

드러나는 진한 흑색의 유기적 모양과 금빛 직사각형 상자 사이의 강한 색상 대비를 만들어낸다. 

라운지 공간은 중앙계단 옆에 마련됐는데, 바코드 형태의 목제 기둥은 사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의 공간을 형성한다. 중앙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호텔의 심장부로, 이곳을 

통해 호텔 내부로 자연광이 유입된다. 금빛 알루미늄 체인은 유리 난간을 덮은 채 거대한 베일처럼 

난간에 매달려있으며, 어두운색의 줄무늬가 더해져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난간을 

비추는 LED 조명은 이 금빛 커튼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대부분의 객실은 일정한 

구획 방식을 따르고 있다. Z 형태의 무연탄 색 나무합판은 침대의 머리판, 장식장, 벽지와 조화를 

이루고, 금색과 회색 톤은 간접조명과 어우러져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글 제공 : TBI 아키텍처 & 엔지니어링

TBI 아키텍처 & 엔지니어링 : TBI는 스페인-독일계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로, 바르셀로나에 설립된 

이래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TBI는 독일 

그룹인 게르스트너와 제휴 되어있는데, 게르스트너는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비즈니스 그룹으로 

독일 크산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이들은 고도의 자격요건과 열정을 갖춘 25명의 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영구적인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프로젝트에 더욱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tural lights come inside through the central atriumThe dark linear patterns are integrated in order to create a singular optical effect

Golden aluminum chains with dark linear patterns hang like an enormous veil over the glass balus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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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decoration with various ornaments

View of the hotel bar forming a rectangular gold box
View of hotel bar and lounge area

The light oak flooring and finishing create a warm atmosphere



The restaurant with breakfast buffet is located in the basement The wall paper with white lines on the black background looks like a site map

The perforated partition panels give openness in restaurant Bar type table Compartmental sea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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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and gray tones in combination with indirect linear lighting give a warm and elegant atmosphere

View of room Terrace with an outdoor bar Exterior viewView of entrance and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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