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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 RISING DESIGNER

Warzelnia Apartment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     

PL.architekci 
취재 유승현

2005년 Bartłomiej Bajon과 Katarzyna Cynka, Marcin Kozierowski가 모여 설립한 건

축 스튜디오 PL.architekci는 주거공간부터 상업공간, 공공장소까지 폭넓은 필드를 아

우르며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Marcin Kozierowski가 독립하면서, 두 디자이너가 작업

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탁월한 역량만큼은 변함이 없다.

공간의 유연성과 기능, 섬세한 디테일이 어우러졌을 때 최상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고 믿는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아이디어를 빼어난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건축의 

상아탑을 쌓아올린다. 특히 소재와 공간을 아우르는 질감이나 분위기, 디자인 형식 등

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앞서 불필요한 요소나 장식을 제거해 공간의 목적과 명

료한 메시지를 반듯하게 세운다. 

한편 PL.architekci는 공간을 분할하거나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주위 

공간 및 경관과 유기성을 지닌 또 하나의 매개체로 여겨 도시 계획적인 견지를 함께 펼

친다. 도시화에 따라 대두되는 작은 평형대의 주거공간 문제나 시민들이 떠난 구시가

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안하는 두 사람은 건축가이자 공간 디자이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Profile
2005 Established PL.architekci

>>> Award 
2012 LIFE IN ARCHITECTURE under the Patronage of The Polish President and 
 the Association of Polish Architects, Finalist and 11th Place - fala PARK
2012 FOORNI Competition for the Best Interior Design in the Category “Attic”, 1st
2013 FOORNI Competition for the Best Interior Design in the Category “Small Interior” - 
 Flat Locked in the Closet – Studio 19m² 
2013 APARTMENT WITH INNOVATION Competition, 1st – Apartment in a closed Cabinet – 
 Studio 19m² 
2015 Nominated Ecole Award, International Competition – Remodeling Cube House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공간의 본질적 의미를 

파고드는 PL.architekci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 필요와 

기능에 집중해 합리적인 디자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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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L.architekci · Bartłomiej Bajon, Katarzyna Cynka, Marcin Kozierowski
Structural Engineering / MK Pracownia Projektowa
General Contractor / PBO Dana – Bud
Location / Wolsztyn, Poland
Area / 4,311m² 
Photography / Bartosz Makowski

fal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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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 위치해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용 운동

시설을 리모델링한 fala Park 프로젝트는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

조하며 시설 내 여러 운동 코트를 조화롭게 구성한 공간이다. 

PL.architekci는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시설이 지닌 공공성을 전

달하고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종목의 코트를 신설하고, 활기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연출해 공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덧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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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늘어선 반투명의 철제 태양광 패널로 외관을 감싼 Fala Park의 

파사드에서 강인한 에너지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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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컬러들로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지향해 기능별로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얽어내고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

옥상에 위치한 테니스 코트는 오래된 교회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지역이 머금은 세월이 느껴진다.

내부는 볼링 레일, 스쿼시 코트, 클라이밍 월, 피트니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집약했다.



수직으로 늘어선 반투명의 철제 태양광 패널로 외관을 감싼 fala Park의 

파사드에서는 강인한 에너지가 전해진다. 스튜디오는 작업 초기부터 호

수가를 향하여 자리한 시설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채광과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디자인을 의도했다. 내부는 볼링 레일, 스쿼시 코트, 클라이

밍 월, 피트니스 스튜디오, 어린이 놀이 공간, 카페 등 다양한 운동공간 

및 편의시설을 집약했다. 디자이너는 생생한 컬러들을 접목해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지향했는데, 이는 기능별로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얽어내 이음새를 마련하고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한정적인 면적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옥상에 위치시킨 테니스 코트

는 8m가량의 철망을 사방에 둘러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코트

에서는 오래된 교회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지역이 머금은 세월이 

느껴지는 동시에, 공원과 호수를 조망하며 운동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이

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디자이너는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종목의 코트를 신설했다. 직선과 사선의 디자인이 역동적이다.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시설 내 여러 운동 코트와 

카페테리아 등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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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L.architekci · Bartłomiej Bajon, Katarzyna Cynka, Joanna Sypniewska
Location / Poznań, Poland
Photography / Anna B. Gregorczyk

message candles Show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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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패키징에 사용된 베니어합판을 주요 마감재로 내세워 

합리적인 예산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의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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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 왁스로 제작한 캔들을 각각의 메시지가 적힌 크리스털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는 

message candles Showroom은 브랜드의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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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 왁스로 제작한 캔들을 각각의 메시지가 적힌 크리스털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는 message candles Showroom은 브랜드의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공간을 재해석한 프로젝트다. 월넛 베니어합판으로 포장한 제품은 내추럴하면서도 고혹적인 이미지를 뿜어내는데, 스튜디오는 제품 

패키징에 사용된 베니어합판을 주요 마감재로 내세워 합리적인 예산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의도했다. 

오픈 플랜 구조를 지닌 공간은 합판을 물결처럼 곡선 형태로 늘어세워 쇼룸, 사무공간, 미팅공간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합판을 따라 흐르는 조명

의 빛줄기가 불타는 심지를 연상시켜 그 자체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바닥 역시 짙은 블랙 및 브라운 컬러의 빈티지한 목재 합판으로 마감

해 나뭇결과 옹이가 도드라진 벽체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밖에도 화이트, 블랙, 뉴트럴 컬러의 가구 및 집기를 골라 캔들이 지닌 온화한 이미지를 

이어나가며, 목재가 지닌 어둑한 무게감을 상쇄하기 위해 미팅공간에 봄날 막 돋아난 새순을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의 소파를 배치했다.

화이트, 블랙, 뉴트럴 컬러의 가구 및 집기를 선택해 캔들이 지닌 온화한 이미지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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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 지닌 어둑한 무게감을 상쇄하기 위해 미팅공간에 봄날 

막 돋아난 새순을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의 소파를 배치했다.

오픈 플랜 구조를 지닌 공간은 합판을 

물결처럼 곡선 형태로 늘어세워 내부

를 구분지었다.흐르는 조명의 빛줄기가 불타는 심지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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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L.architekci · Bartłomiej Bajon, Katarzyna Cynka, Monika Kuszynska
Location / Poznań, Poland
Area / 110m²
Photography / Anna B. Gregorczyk

Warzelnia Apartment

앤티크 가구와 그림, 책을 수집하는 장서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완성한 주거 프로젝트 Warzelnia Apartment.

나뭇결이 살아있어 자연의 생기가 느껴지는 수납장. 장식적 디테일을 최소화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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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크 가구와 그림, 책을 수집하는 장서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완성

한 주거 프로젝트 Warzelnia Apartment는 이전에 PL.architekci

가 작업한 상업공간이나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비해 더욱 세심한 면모

를 보인다.

우선 수집한 컬렉션과 책들이 제 존재감을 드러내느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나누어 배치하고 여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러 사물이 늘

어서 과밀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는 장식적 

디테일을 감하되 나뭇결이 살아있어 자연의 생기가 느껴지는 수납장

을 디자인했다. 거실과 주방 등 공간 전반에 수납장을 적용했는데, 양

측에서 책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벽난로와 TV까지 함

께 비치하여 간결한 짜임새를 더한다.

수집한 컬렉션과 책들이 제 존재감을 드러

내느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나누어 배

치하고 여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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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 자연이 그려내는 여유와 클라이언트의 안목이 

느껴지는 컬렉션을 통해 격조 있는 공간을 빚어냈다. 



217

공원과 호수의 전경이 창으로 드는 공간의 지리적 특징을 

살려, 어느 위치에서나 거주자가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벽과 가구를 배치했다. 또한 보편적인 여닫

이문 대신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해 더욱 확장된 공간감

을 연출했으며, 창 측으로 천장에 일렬로 목재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외부로 시선을 끌어냈다. 이렇듯 목재 패

널을 통해 공간에 결을 형성하는 천장은 잔잔한 리듬감

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마다 구성 및 균형을 부각하

는 디자인으로 자리한다. 

이렇듯 Warzelnia Apartment 프로젝트는 창 밖 자

연이 그려내는 여유와 클라이언트의 안목이 느껴지는 

컬렉션을 미니멀리즘의 공간에 녹여내 격조 있는 주거

공간을 빚어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욕실. 단정한 매무새의 샤워부스.

거주자가 어느 위치에서나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벽과 가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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