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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F 아키텍쳐

몽빌 호텔

Hôtel Monville

Distinction amongst distinguished company

Just steps from Palais des congrès, historic Old Montreal and the city’s lively 

Quartier des Spectacles, distinction begins from the outside in. Looming tall 

over the vibrancy of the surrounding downtown neighbourhood, the hotel’s 

black & white patterned ‘tromp l’oeil’ façade adds a perception of depth to the 

building’s striking appearance. A three-storey curtain wall adorns Hôtel 

Monville’s patterned external façade, providing passersby with intriguing views 

overlooking the lobby and its vibrant atmosphere.

The vestibule entrance expands into a triple-height lobby, framed by stacked 

volumes of warm oak and cathedral-style white columns whose lamp-lit bases 

add ambiance to Hôtel Monville’s inviting public spaces. Tartan sofas and leath-

er banquettes encourage social interactions in an area framed by vintage black 

and white photos of Montreal life, forming part of a customized mural com-

missioned from local artist Valerie Jodoin Keating.

A trendy place to be

The vibe of Hôtel Monville begins in its lobby. Beyond the traditional spaces of 

a functioning hotel, a DJ booth crafted into the surrounding oak motif sets the 

mood for an adjoining lobby bar featuring white terrazzo tables and counter-

tops, impeccably highlighted with brass detailing. The Gourmet Monville Café 

completes the entrance level’s enticing offerings, with an array of local cuisine 

that transitions from day to night.

“Hôtel Monville was designed to be a destination in its own right, with plenty 

of functional spaces away from the guest suites, including the vibrant lobby, 

meeting rooms, a library and a spacious rooftop terrace,” says Maxime-Alexis 

Frappier. “We have created an ambiance where people can gather together to 

meet, have a drink or enjoy a meal in the heart of vibrant local activity.”

Comfort and connectivity

Beyond the compelling allure of Hôtel Monville’s public spaces, much more 

awaits guests of the 269-room property. Floor-to-ceiling windows provide 

guest suites with stunning city views, while expanding perceptions of accom-

modations steeped in comforts including king-size beds, oversized oak head-

boards, custom furnishings, Rain Shower heads and Nespresso coffee 

machines.

In addition to modern and sleek aesthetics, Hôtel Monville is designed for 21st 

century connectivity, incorporating state-of-the-art compatibilities and tech-

nology offerings that enhance the guest experience. Advanced technologies 

include online and electronic kiosk check-in options and Smart TVs that sync 

with personal devices. Additionally, Hôtel Monville is Canada’s first property 

offering autonomous robot room service delivery courtesy of a robot designed 

by California firm, Savioke, which carries food orders directly to guest rooms in 

record time.

Finishing touches to the client’s vision of infusing local life, history, culture and 

vibrancy into Hôtel Monville include lighting from Montreal studio Lambert & 

Fils, all-natural bath products from Quebec company Oneka and staff uniforms 

designed by Canadian brand Frank &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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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Monville

Location Montreal, QC, Canada

Function Hotel

Site area 847m²

Total floor area 14,944m²

Stories B3, 21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Finish Ceramic panel, Metal panel, Granite 

Photographer Adrien Williams

위치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용도 호텔

대지면적 847㎡

연면적 14,944㎡

규모 지하3층, 지상2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마감 세라믹패널, 금속패널, 화강석

사진 아드리앙 윌리엄스

독보적인 호텔

팔레 데 콩그레, 역사적인 올드 몬트리올, 도시의 활기찬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는 이 호텔은 외부에서부터 빛을 발한다. 활기가 넘치는 주변 

도심 지역에서 우뚝 솟아 있는 흑백 패턴의 ‘트롱프뢰유’ 파사드는 인상적인 건물 외

관에 심도를 더한다. 패턴이 있는 외부 파사드는 3층 높이의 커튼월로 장식되어 있어 

로비를 내려다 볼 때 흥미로운 전망과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현관 입구는 따뜻한 오크와 성당 스타일의 흰색 기둥으로 쌓아 올려진 볼륨으로 구성

된 3층 높이의 로비로 확장된다. 기둥의 램프 베이스는 호텔 몽빌의 매력적인 공용 공

간에 분위기를 더한다. 타탄 소파와 가죽 의자는 현지 예술가 발레리 조도앙 키팅의 

의뢰를 받은 맞춤형 벽화의 일부인 몬트리올에서의 생활이 담긴 빈티지 흑백 사진으

로 둘러싸여 사회적 교류를 장려한다.

 

트렌디한 장소

호텔 몽빌의 분위기는 로비에서 시작된다. 기능적 호텔의 전통적인 공간을 넘어 주변 

오크 나무를 모티브로 제작된 DJ 부스는 흰색 테라조 테이블과 조리대가 특징이고 황

동 장식으로 멋지게 강조된 인접한 로비 바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르메 몽빌 카페는 

런치와 디너가 다른 다양한 현지 요리로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을 유도한다.

“호텔 몽빌은 역동적인 로비, 회의실, 도서관, 넓은 옥상 테라스 등 다양한 기능적 공

간을 스위트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본연의 목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

다. 사람들이 활기찬 현지 활동의 중심에서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맥심-알렉시스 프라피어는 말한다.

 

편안함과 연결성

호텔 몽빌은 매력적인 공용 공간 외에도 269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다. 스위트룸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은 멋진 도시 전망을 제공하며 킹 사이즈 침대, 대형 

오크 헤드보드, 맞춤 가구, 레인 샤워 헤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등 편의용품이 갖춰

져 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미적 요소와 더불어 호텔 몽빌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기능성과 기술을 결합한 21세기 연결성을 위해 설계되었다. 고급 기술로는 개인용 디

바이스와 동기화되는 온라인 및 전자 키오스크 체크인 옵션과 스마트 TV가 있다. 또

한 캐나다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 사비오크에서 설계한 신속하게 객실에 주문한 음

식을 전달하는 자동 로봇 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지 생활, 역사, 문화 및 활기를 호텔에 담아내고자 한 건축주의 마지막 요구 사항에

는 몬트리올 스튜디오 램버트 앤 필스의 조명, 퀘벡 오네카의 천연 목욕 제품, 캐나다 

브랜드 프랭크 앤 오크의 직원 유니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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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ôtel Monville

1. Vestibule
2. Reception
3. Check-in express
4. Lounge
5. Business center
6. Bar
7. Ready to eat counter
8. Bench
9. Kitchen
10. B. O. H
11. Prefunction
12. Library
13. Conference room
14. Typical room
15. Suite
16. Accessible room
17. Accessible suite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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