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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itsou Kedem Architects DesignTeam Pitsou Kedem, Ran M. Broides.  Bldg. Area 160㎡ Photo 
Amit Geron

디자인 핏수 케뎀 건축가 디자인 팀  핏수 케뎀, 란 M. 브로데스  건축면적 160㎡  사진 아미트 제론

This is a small yet complex project of a duplex apartment renovation that was, for the 

architects, an especially challenging project. 

How would it be possible to install meaning and architectural values to a roof 

top apartment in a “standard” uninspired design multi-story building located 

amongst a row of similar structures in one of Tel Aviv’s bourgeois neighborhoods 

The apartment was designed to integrate with the architectural language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projects by the architectural firm and thus, using modern 

architectural values, it combines modern elements by using materials in their raw 

form: exposed concrete wall, iron stairs and furniture, a terrazzo floor, poured on-site 

and unpainted wood. The space created by the new stairwell, divides the movement 

and the axis of the existing space in a way that reates a dramatic architectural cross 

section through the apartment, links the different levels and allows natural light to 

penetrate the building through glass skylights inserted into the roof of the upper floor. 

The new cross section creates a double space with transparent glass and a system of 

moveable wooden slat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te a view between the spaces or 

to allow privacy and natural light control.

The restraint and scale of the apartment design avoiding the use of gimmicks make 

it into a “timeless architecture”.The raw materials and the attempt to create an 

rchitecture that was both unfashionable and timeless is complemented by the books 

and pieces of art hung throughout the apartment including works by the artist Guy 

Yanai. 

Despite the fact that the apartments has a small area, the spaces feel large and 

spacious. The wide and open views out to the scenery and in between the eighberhood 

buildings  create the feeling of a light and airy space. The border between the interior 

spaces and the balconies is almost totally blurred by a thin glass panel system. The 

use of the same flooring, purred terrazzo, both inside and outside also contributes to 

this feeling of continuity.

Y Duplex penthouse 
Pitsou Kedem Architects

Y 듀플렉스 펜트하우스

이것은 건축가들에게 특히 어려운 이중 아파트개보수 작업의 작지만 복잡한 프로젝트다.

새 계단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아파트를 통해 극적인 건축 단면도를 만들고, 서로 다른 층

을 연결하며, 상층 지붕에 삽입된 유리 천창을 통해 자연광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간의 움직임과 축을 나눴다. 새로운 단면은 투명한 유리로 이중 공간을 만들

고, 공간 사이에 시야를 만들거나 프라이버시와 자연광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 가능한 나

무 슬랫 시스템을 만들었다. 비밀 장치의 사용을 피하는 아파트 디자인의 제한과 규모는 그것

을 "시대를 초월한 건축"으로 만든다.

원재료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려는 시도는 예술가 가이 야나이 씨의 작품

을 비롯하여 아파트 곳곳에 걸려 있는 책과 예술 작품들로 보완된다. 

아파트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은 넓은 느낌이다. 광활하고 탁 트인 경치와 건물들 사이에 

펼쳐진 풍경은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내부 공간과 발코니 사이의 

경계는 얇은 유리 패널 시스템에 의해 거의 완전히 흐려진다. 같은 층의 퍼지 테라조(Purred 

Terrazo)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연속성의 느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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