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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AirBnB apartments were converted into a unique 140m2 private duplex in central Tel Aviv. 

A stylish bachelor pad which also doubles as a holiday home for the owner’s extended family 

who regularly visit from London. Almost every item in the apartment was tailor-made using local 

artisans - from lighting, carpentry, windows, furniture, to the beds and closets. Only the sofa and 

the dining table were store-bought. And design team even repainted the table to give it a unique 

feel. The table was originally gold-colored but it didn’t look good under the red light that was 

positioned over it. Even the chairs were bought 2nd hand and refurbished. The design style was 

urban city living with Middle Eastern touches, but the apartment also had to overcome a number of 

design challenges and fulfil multiple functions that suited a variety of lifestyles and needs. It also 

served as a holiday apartment for visitors from London, so design team needed to provide everyone 

with their own space and include some ‘tourist touches’. The client is a fun-loving bachelor with a 

busy social life so they provided a trendy restaurant vibe, with a beer tap in the kitchen countertop, 

high bar and seating corners scattered around the house and balcony. A holiday apartment for 

visitors from London, giving everyone their own space, with some tourist touches. For example, in 

the guest toilet they worked with a local graphic designer to create a floor-to-ceiling wall mural of 

a Tel Aviv Street map interspersed with vintage Tel Aviv street photos. The client wanted a natural 

flow between indoors and outdoors, so they used visual tricks like corner glass, continuing the 

outdoor balcony floor partially into the main floor, a continuation of the line of the indoor sofa 

with the outdoor seating, a double-sided fireplace for the salon as well as the balcony on winter 

evenings Whilst the client is single today, he wanted to future-proof the apartment to suit family life 

with comfort and child-safe solutions like the iron gate on the stairs that blends into the design and 

a ‘chill out’ area with low seating and cushions that can function both as a play area or be closed 

off for afternoon naps Sliding doors between the master suite and open living area downstairs, so 

that when the bachelor doesn’t have guests, he can create one large open space (see the library, 

desk and spiral staircase downstairs   Text offer : Citri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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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 중심부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아파트는 독특한 140m2 전용 복층 건물로 

개조됐다. 런던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족을 위한 휴가용 별장이자 세련된 취향을 

가진 거주자의 일상 공간이다. 소파와 테이블을 제외한 모든 조명과 창문, 침대와 

옷장 등 내부 요소는 지역 장인의 맞춤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유니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기성품인 테이블 역시 새롭게 도장했다. 금색이었던 기존 테이블이 붉은 조명 

아래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았던 탓이다. 중고로 구매한 의자도 재단장을 거쳤다. 

중동의 분위기가 가미된 도시적 이미지의 인테리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야 

했다. 평소에는 일상 공간이지만 때로 런던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한 휴가용 아파트로 

사용되기에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각각의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일상과는 구분된 

여행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다. 클라이언트는 직장 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독신의 미혼 남성이다. 이에 주방 조리대에 맥주 탭과 높은 바, 그리고 발코니를 비롯한 

내부 공간 곳곳에 흩어진 좌석을 마련해 트렌디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런던 방문객을 위한 휴가용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여행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더했다. 천장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일부 영역에 현지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력해 

제작한 텔아비브 거리 사진과 지도를 배치했다. 실내와 실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모서리 유리를 사용해 시각적 착시 효과를 꾀하고 

야외 발코니 바닥을 거실 바닥과 부분적으로 이어지게 했다. 또한 야외 좌석과 실내 

소파의 라인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겨울 저녁에는 발코니를 응접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벽난로를 설치했다. 향후 가족 생활을 염두에 두고 계단의 철문과 놀이 

공간, 낮잠을 자기 위한 낮은 좌석, 쿠션이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해 안락함을 

더했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래층의 마스터 스위트룸과 

개방형 거실 사이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 게스트가 없을 때는 하나의 넓은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 제공 : 시트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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