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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WINNER

The Velodrome Mondorf-les-Bains, Luxembourg
Metaform architects + Mecan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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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Metaform architects + Mecanoo Location Mondorf-les-Bains, Luxembourg Use Sports
Facilities (Velodrome, Multi-Sports Hall, Aqua Center) Bldg. Area 22,000m2 (Velodrome 9,000m2 +
Multi-Sports Hall 2,200m2 + Aqua Center 3,200m2) Consultants & Subcontractors Pohl
Architekten, Latz + Partner, Werner Sobek, Transsolar Photo & Drawings Metaform architects,
Mecanoo, Latz + Partner
설계 메타폼 아키텍츠 + 메카누 위치 룩셈부르크 몬도르프레뱅 용도 운동시설(경륜장, 스포츠
홀, 아쿠아센터) 건축면적 22,000m2 (경륜장 9,000m2 + 스포츠홀 2,200m2 + 아쿠아센터
3,200m2) 협력사 폴 아키텍텐, 라츠+파트너스, 베너 소벡, 트랜솔라 사진 및 도면 메타폼 아
키텍츠, 메카누, 라츠+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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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ilding positioning

2. Intergration into the tarrain

3. Landing the velodrome onto green roof

4. Creating landmark

5. Entrance and distribution

6. Green lo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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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경륜장
벨로드롬(경륜장), 멀티스포츠 및 수영장 단지 프로젝트는 주변 환경, 즉 미묘하게
높낮이가 있는 지형에서 영감을 받았다. 주요 문제점은 한 지붕 아래에 세 가지 기
능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즉, 건물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주위 배경을 반영하
는 동시에 몬도르프레벵 도시의 건축적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
스포츠 센터의 장소와 배치를 선정하는 데 많은 요인을 고려했다. 즉, 현장 지형과
근접성, 스포츠 센터와 향후 신축될 학교의 관계, 방향성, 주변 배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물 지하의 위치와‘지하’
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부지의 표면적을 최적화했으며 측
면의 파사드의 크기를 줄였다. 이 방법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설계의 목표는 최대
한 살려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자재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운영
에너지 비용도 최적화했다.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은 개선시켰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소형이지만, 넉넉해 보이면서도 안락한 공간 연출을 놓치지
않았다. 중앙 광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 현관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주차장과 향
후 학교 부지, 스포츠 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기능 (경륜장, 수
영장, 멀티 스포츠 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부속 카페테리아는 직관적이면서도 자
연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 사용자들은 메인 로비에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
메인 로비의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기하학적 구조는 방문객과 운동선수들, 학생들,
직원들이 빠르고 쉽게 각기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 게다가, 이 공간은 유동
인구의 흐름을 분포시킬 뿐만 아니라 건물의 중추인 중앙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한
다.

The Velodrome, Multi-Sports and Swimming Pool Complex project is
inspired by its surroundings, a subtly undulating topography. The main
challenge was to integrate all three functions under one roof while paying
respect to the context and at the same time to create the architectural
landmark for the city of Mondorf-les-Bains.
Several factors were at play to guide the choice of loc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future sports center: the site topography, the proximity
and interaction of the sports center with the future built school, the
orientation,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The idea behind the positioning of the building base and the adjacent
functions 'underground' as much as possible results in maximum
optimization of built surfaces and reduction of the lateral facades. Thi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nabling the design to remain on target in terms of
budget, it allows for minimization of the use of materials, optimizes the
operational energy costs, and finally improves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The project is therefore very compact, but it does not exclude generous
and welcoming spaces. The main entrance is accessible by foot, as an
extension of the central square, which connects the parking lot, the future
school complex and the sports center. Access to the three main functions
(velodrome, swimming pool, and the multi-sports hall) and their belonging
cafeterias is intuitive and natural. The main lobby distributes the users
further in the building. The simple and clean geometry allows visitors,
athletes, students, and the employees to orientate quickly and easily.
Moreover, it does not only serve as a flow-distribution area, but it is treated
as a genuine central place, a spine of the building.
Written by Metaform architects + Mecan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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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Plan

1st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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