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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sation of the Casino of Montreal03New works

Menkes Shooner Dagenais LeTourneux + Provencher_Roy Architectes

멘케스 슈널 데져네이스 LeTourneux + 프로 벤쳐_로이 아키텍츠

Modernisation of the Casino of Montreal
몬트리올 카지노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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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sation of the Casino of Montreal

Location Montreal, Canada

Function Casino

Site area 45,000m²

Design participation Yves Dagenais,Jean-Pierre Letourneux, Luc Doucet, Vincent 

Lauzon, Dominic Genest, Marco Goyette(MSDL), Claude Provencher, Eugenio Carelli, 

Brent Swanson, Jean-Luc Remy, Hani Diab, Daniel Legault(Provencher_Roy)

Client Casiloc

Interior design Menkès Shooner Dagenais LeTourneux / Provencher_Roy Design intérieur 

(Moureaux Hauspy Design) / restaurants: in collaboration with Blazysgerard 

Structural engineer Technika HBA / Bouthillette Parizeau

Constructional engineer Pomerleau

Photographers Marc Cramer, Stephane Groleau

대지위치 캐나다, 몬트리올

용도 카지노

대지면적 45,000㎡

사진 마크 크레이머, 스테판 고홀루

Sketch

Exterior(night)Ⅰ

Simplifying indoor circulations and spaces

The current project will complete the work that began in 1993, during the first stage of 

renovations that breathed new life in the former France pavilion of the 1967 World 

Exposition. The design and renovations were completed in a record time of 10 months. 

Following its immediate success, the following and limited enlargements were under-

taken for the first time in 1994, and a second time in 1996, in the building that housed 

the former Quebec Pavilion. The new phase of renovations enabl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irculations and resolved some functional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architects simplified the space by focusing it around a circular hub across four lev-

els, where the recreational areas come together (bars and lounges). The gambling areas 

are located around the vertical column lit by a big mesh of aluminium slats, with pan-

oramic elevators on the south side and a staircase on the north side. The 5th floor 

encompasses the restaurant service, with two fast food counters (Asian and Western), a 

buffet and an a la carte restaura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gambling area, the former administrative offices have been 

relocated outside the building. The multiple previous accesses have given way to a sin-

gle majestic entrance, covering the reception, cloakroom and security areas. Outside, 

the designers streamlined automobile and pedestrian traffic that now converge to a 

single entry point.

A strong identity

Setting up a strong identity was critical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For Yves 

Dagenais, Founding Partner of Menkes Shooner Dagenais LeTourneux Architectes, it 

was a question of find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marketing team, the Casino's true 

strength of the tone, with regard not only to its position in the city but with its clientele 

as well. The current renovation project provides the interior space with its own person

ality, defined by a gaming, light and Montreal spirit theme. Each of the four gambling 

floors is identified by a playing card colour with the designs discreetly displayed in the 

perforated aluminium panels on the walls. By the same token, huge mannequins por-

tray the effigy of a card figure (Queen of Hearts, the Joker...) that greets the visitors at the 

entrance of every recreational zone. Oversized tokens are hung or drawn on the 

ground to enhance the symbol of the game.

Light is omnipresent and is projected by the many lights as well as filtered through the 

backlit walls. It benefits from the permeability of the space, like the immense open pali-

sade made of laser chiselled chrome pipes that separates the gambling areas from the 

recreational areas. In turn, Montreal’s spirit is conveyed on a monumental media screen, 

designed by the architects and programmed by the firm Moment Factory. It spans over 

five floors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and is transformed into a permanent multime-

dia presentation zone. The Casino thus becomes a space to share Montreal's culture 

and creativity.

A creative laboratory

A rare occurrence for this type of project, the Casino's redevelopment was transformed 

into a true experimental laboratory. A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was 

planned to develop and test new materials, structures and lightings. This creativity was 

led to change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space's functionality. The walls became 

signs, ambient lighting and visual identity support. 

Respect for visitors and the historic site

Despite the duration and the extent of the works, the operational flexibility of the 

teams involved in this project will have allowed the Casino to continue its operations 

without causing major interruptions or inconveniences to the clientele. 

Exterior(night)Ⅱ

Elevation

Section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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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sation of the Casino of Montreal

Lobby

Exterior(night)Ⅳ

Detail실내 순환과 공간의 단순화  

이 프로젝트는 1967년 세계 엑스포에서의 프랑스 파빌리온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될 리

노베이션의 1단계로서 1993년에 시작된 공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과 리노베이션

은 10개월만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성공의 뒤를 이어 1994년에 최초로 제한적인 확장 공사

가 이루어졌고, 1996년에 과거 퀘벡 파빌리온이 있던 건물에서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리노

베이션의 새 단계에서는 순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기능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건축가는 4층에 걸친 원형의 허브에 중점을 두고 공간을 단순화시켰으며, 이 원형의 허브에

서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하나로 결집되었다(바와 라운지). 도박 구역은 거대한 알루미늄 

슬랫 망에 의해 수직 기둥 주변에 위치시켰으며, 남쪽에는 전망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설

치했고, 북쪽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5층은 레스토랑 구역으로서, 2개의 패스트푸드 카운

터(아시아 패스트푸드와 서양 패스트푸드)가 있고, 뷔페와 알라카르테 레스토랑이 자리하

고 있다.   

도박 구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행정 사무실 공간을 건물 밖으로 재배치 시켰다. 

이전의 여러 출입구들은 하나의 웅장한 출입구로 전환시켜, 리셉션 공간과, 휴대품 보관소 

및 경비 구역 등이 위치할 수 있게 하였다. 외부에는 자동차와 보행 통행을 단일 진입으로 

간소화시켰다.  

강력한 정체성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ves Dagenais는 Menkes Shooner Dagenais LeTourneux Architectes의 창립 파트너로서, 

ves Dagenais에게 있어 마케팅 팀과 협력해서 카지노가 시에서 차지하는 위치 뿐 아니라 

그 고객들의 측면에서 카지노의 진정한 색채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현재의 리노베이션 프

로젝트에서는 도박과 빛, 몬트리올의 정신이라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실내 공간을 제

공하고 있다. 4층으로 이루어진 도박 층들 각각은 벽에 있는 구멍난 알루미늄 패널에 디스

플레이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카드 색에 따라 구분될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마네킹을 이용해 카드에 있는 그림들을 표현하여(하트 퀸, 조커 등) 모든 레크레이셔널 존

의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 커다란 토큰을 걸어두거나 또는 바닥에 그

려 게임을 상징할 수 있게 하였다.        

조명도 도처에 설치했으며, 수 많은 조명으로 투사하거나 조명을 비춘 벽을 통해 여과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공간의 투과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도박 구역과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구

분하는 레이저 크롬 파이프로 만든 거대한 개방형 말뚝 울타리 같은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몬트리올의 정신은 전축가가 만들고 Moment Factory 사가 프로그래밍 한 기념비적인 미디

어 스크린을 통해 투사시켰다. 이 미디어 스크린은 건물 중앙에서 5층에 걸쳐 펼쳐져 있으

며, 영구적인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구역으로 전환시켰다. 이렇듯 카지노는 몬트리올의 

문화와 창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창의적인 실험실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는 드문 형태의 프로젝트로서, 카지노의 재개발을 통해 카지노는 진

정한 실험실로 탈바꿈하였다. 새 재료와 구조물, 조명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특별 연

구 및 개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창의성은 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바꾸

게 되었다. 벽은 싸인이 되고, 조명이 되고, 시각적으로 정체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방문객과 역사적 부지에 대한 존중  

작업의 지속기간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팀의 운영상의 융통성으로 

인해 카지노는 고객에게 방해를 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나갈 것

이다. 

InteriorⅠ InteriorⅡ

Exterior(night)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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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floor plan Floor planⅠ Floor pla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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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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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Ⅱ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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