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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ly introverted
and blank transformer house, which is part
of Schiecentrale, into a transparent structure
that houses various businesses. Rotterdam

Former warehouse and national monument trans-
formed into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Rotterdam (collaborating architects:  Wessel de
Jonge Architecte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
petition for Sustainable Housing
(shortlisted). London

New headquarters of(among others)
regional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RTV Rijnmond. Rotterdam

Local Education Center in Hardenberg(multipurpose complex of
30,000㎡ that provides a full range of educational services).
Hardenberg

Two blocks with inner courts containing 117
apartments with a large diversity in housing
types and flexibility in floor plans.
Schiebroek

Development of a new urban boulevard
in an existing urban area, strategic plan.
London

Garage with 413 parking places, part of the
expansion of the centre of Almere-Buiten,
with ingenious use of materials and innova-
tive structures. Almere

The new Getronics office buildings, situated on 'De Koppeling', which
is a shortcut on the extended Houten ring road, is specifically geared
towards cars and their users. A double strip of buildings follows the
curves in the road. An inner road is located between these strips. The
building's organisational structure combines compact logistics with
the omnipresence of the car. Houten

Out-of-the-ordinary apartment complex bordering straight on the Old Meuse
river. Meeting places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design. The building has
a recreational deck offering amongst others barbecuing facilities, a petanque
court, a tennis court and a large greenhouse. Spijkenisse

Office villa's with parking area as
lobby. Parking is not treated as a
minor programme element but
as an 'experience'. Rotterdam

Multifunctional complex, combination of office spaces, dwellings, and
combined living/working units in the audio-visual centre of
Rotterdam. Additional facilities include a supermarket, a gym, 400
parking spaces in a supervised garage, and a semi-public deck. Rotterdam

Modern dwelling made to measure
thanks to clever building details.
Zoetermeer

Unorthodocks Competition, develop-
mentstrategy for former harbour
area. Rotterdam

Transformer house, containing the
Stroom hotel and restaurant, part
of the former Schiecentrale.
Rotterdam

Former canteen of the
Schiecentrale, now office 
building. Rotterdam

Chronology

Award        

1995 Roosendaal competition on squares, honorary mention with De Stolling van

Roosendaal

1996 Glass House competition, 3rd prize with Mi Casa es su Casa

1997 Church for the 21st Century competition, 1st prize

1998 EO Wijers competition, honorary mention with The Wild North

2000 National Steel Prize 2000, nomination with 25kV Building

2001 Rotterdam City Office competition, nomination with The People’s Palace

Spacious Living competition, 1st prize with De Gedoogwoning

Sustainable Building Prize, City of Rotterdam with 25kV Building

2003 Rotterdam Design Prize, 3rd prize with Smart house

2004 IFD grant for the PWS housing association in connection with 200 flexible living

and working units in Schiecentrale Rotterdam

2006 Unorthodocks competition, 2nd prize with a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Stadshavens Rotterdam

Dutch Design Prize, nomination with cast iron panels Schiecentrale phase 4A

2007 Living Steel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 for Sustainable

Housing(London), short-listed

2008 Geveltotaal Architecture prize, 1st prize with façade and cast iron panels

Schiecentrale phase 4A

BNA ‘Building of the year’, nomination with LOC

BNA ‘Building of the year’, nomination with Schiecentrale fase 4A

Steel prize 2008, nomination with Kraton 230

Steel prize 2008, 1st prize with Jobsveem

Job Dura prize 2008, Schiecentrale and Jobsveem on shortlist

Rotterdam ‘Building quality’ prize 2008, nomination with Jobsveem

VKG Architecture prize 2008, honorary mention with Krona

2009 Dutch Building prize 2009, nomination with Jobsveem

Dutch Renovation prize 2009, nomination with Jobsveem

수수상상

1995 로젠달 광장 설계경기, 드 스톨링 반 로젠달, 장려상

1996 래스 하우스 설계경기, 미 카사 에 수 카사, 3등

1997 21세기 교회 설계경기, 1등

1998 이오 위제스 설계경기, 와일드 노스, 장려상

2000 국제 스틸 상 2000, 25킬로볼트 빌딩, 노미네이션

2001 로테르담 시티 오피스 설계경기, 대중의 궁전, 노미네이션

광대한 거실 설계경기, 드 게드워닝, 1등

지속가능한 건물 상, 로테르담시 25킬로볼트 빌딩

2003 로테르담 디자인 상, 스마트 하우스, 3등

2004 아이에프디 상, 로테르담 시센트럴에 있는 200가구의 탄력적인 생활 및 작업

유닛과 관련해 피더블유에스 하우징 협회에 수여

2006 언오르도덕스 설계경기, 로테르담 스테이즈해븐스의 발전을 위한 비전, 2등

네덜란드 디자인 상, 주철 패널 시센트럴 페이즈 4에이, 노미네이션

2007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리빙 스틸 국제 건축 설계경기(런던), 선발후보

2008 인테리어 박람회 건축상, 파사드 및 주철패널 시센트럴 페이즈 4에이, 1등

비엔에이‘올해의 건물’, 엘오씨, 노미네이션

비엔에이‘올해의 건물’, 시센트럴 페이즈 4에이, 선발후보

스틸 상 2008, 크라톤 230, 노미네이션

스틸 상 2008, 잡스빔, 1등

잡 두라 상 2008, 시센트럴 및 잡스빔 노미네이션

로테르담‘건물 퀄리티’상 2008, 잡스빔, 노미네이션

브이케이지 건축상 2008, 크로나 장려상

2009 네덜란드 건물상 2009, 잡스빔, 노미네이션

네덜란드 리노베이션 상 2009, 잡스빔, 노미네이션

2001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5kV building (P)ark van Noach LOC

Schiecentrale 4B Lupine Rainham De Koppeling Block 11De Vier Werelden, SpijkenisseV123

Jobsveem Living SteelKraton 230Kantinedeel Trafohuis(Stroom)Smarthouse

Robert Winkel                                                                                           

Robert Winkel started his career as an architect with CEPEZED Architecten. In1996 he

started on his own under the name Robert Winkel Architecten. In 2003 this office merged

with Group 5 van der Ven to become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Mei now

employs 25 people and is located in the Jobsveem building in the Lloydkwartier district of

Rotterdam. 

Robert has worked on the following projects: 25kV, Jobsveem, Hotel Stroom, Kraton 230 /

RTV Rijnmond building, Schiecentrale phase 4B and Bastille. These projects have been

well published (in, amongst others, de Architect, NRC, de Volkskrant, Bouwwereld and

Archiworld). In addition to his practice, Robert is a visiting critic, tutor and graduation super-

visor at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at Rotterdam Academy of Architecture. He also

lectures regularly at home and abroad.

Since 1995 Robert Winkel has won numerous awards and competitions, including the

National Steel Prize, the Rotterdam Building Quality Prize, the Geveltotaal Architecture

Prize, the Royaal Wonen competition and the Church of the 21st Century competition. In

1995 he and Piet Vollaard set up ArchiNed, the architecture site for the Netherlands.

Robert Winkel is also a member of the board of Booosting, a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to the Netherlands Fund for Architecture, a member of the building inspectorate in

Rotterdam, and a jury member of Archiprix, Europan 10 and the Rotterdam Maaskant Prize

for Young Architects. 

로로버버트트 윈윈클클

로버트 윈클은 세페제드 아키텍텐(CEPEZED Architecten)에서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1996년 로버트 윈클 아키텍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리고 2003년, 이 사무

소는 그룹 파이브 반 더 벤(Group 5 van der Ven)과 합병하여 메이 아키텍텐 엔 스테덴보워스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가 된다. 메이 아키텍텐은 현재 2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로테르담, 로이드 콰티어(Lloydkwartier) 구역의 잡스빔 건물 내에 있다. 

로버트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25킬로볼트 빌딩, 잡스빔, 스트룸 호텔, 크라톤 230 / 알티브이 레인

몬트 빌딩, 시센트럴 페이즈 4비 및 바스틸 등 이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 수행 외에도, 로버트는

델프트 공과대학 및 로테르담 건축학교의 초청 비평가, 강사 및 졸업 감독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내ㆍ외에서 정기적인 강연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로버트 윈클은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는데, 국제 스틸 상, 로테르담 빌딩 퀄리티 상, 인

테리어 박람회 건축상 등을 수상했고, 로얄 우넨 설계경기 및 21세기 교회 설계경기에서 우승했다.

또한, 1995년에는 피에트 보랄드(Piet Vollaard)와 네덜란드의 건축명소인 아키네드를 건축했다. 그

는 부스팅 위원회, 네덜란드 건축 재단 자문회, 로테르담 건물 검사국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아키프

릭스, 유로판 10 및 젊은 건축가를 위한 로테르담 마스칸드 상의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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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11, Almere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알미르의 블록 11

Location Almere, The Netherlands Function Multi-storey car park Total floor area 14,500㎡

Design participant Robert Winkel, Menno van der Woude, Hennie Dankers, Robert Platje, Pepijn Berghout, Maurice de Ruijter,

Nars Broekharst Client Stadsbeheer, City of Almere Rendering Architectuurwerk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알미르 용용도도 대형주차장 연연면면적적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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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loor plan

Elevation Cross section

Longitudinal section

104

First floor plan

Car park with green façade

The development of ‘Block 11’, a garage with 413 parking places, forms

part of the expansion of the center of Almere-Buiten. Plenty of greenery and

a clear urban structure are features of Almere-Buiten. There has been plenty

of experiment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with the ingenious use of

materials and innovative structures, as is the case with Block 11. 

The remarkable façade to the car park contains natural elements such as

integrated flower boxes with particular plants based on the orientation of the

façade. Deep-drawing technology has been used to press the figures of

birds, windmills, garden gnomes and birdhouses typical images of

Flevoland into the perforated façade sheets. The perforation(40%) in the

sheeting creates an open atmosphere, particularly after dark and ventilates

the car park naturally. The sheets were specially developed for use in this

project by a manufacturer from the automobile industry and a cladding firm.

그그린린 파파사사드드를를 가가진진 주주차차장장

41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 차고인‘블록 11’의 개발은, 알미르-뷔텐 센터의 확장사업의

일부이다. 풍부한 녹지와 또렷한 도시적 구조는 알미르-뷔텐의 특징으로, 블록 11의 경

우와 같이, 독창적 재료 및 혁신적 구조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건축 분야의 실험이 전

개된 곳이기도 하다.  

주차장을 향한 인상적인 파사드는, 방위에 따라 식재된 독특한 식물, 화단과 같은 자연

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공질 파사드 층에 플레보란드의 전형적 이미지인 풍차,

새, 정원 요정, 및 새집의 형상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딥 드로잉 기술이 활용되었다. 파

사드 시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구멍은 해가 지고 난 뒤 개방된 분위기를 형

성하며, 주차장의 자연환기를 가능케 한다. 이 시트는 본 프로젝트를 위해 자동차 및

클래딩 산업 분야의 제조자들이 특별히 개발한 것이다. 

Facade rendering

Fragment panelFragment panel

First model panel

Reference automotive Ⅰ

Reference automotiv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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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Vier Werelden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디 피어르 베레르덴

Location Spijkenisse, The Netherlands Function Apartment Total floor area 35,000㎡ Design participation Robert Winkel,

Jos Schäfer, Eelco Dekker, Jack Bouwer, Paul-Peter Kuper, Bart Spee, Alex Pastoors, Judith Egberink 

Client Dura Vermeer Stevast Advies & Ontwikkeling Constructional engineer Dura Vermeer Bouw Rotterdam Rendering

Beeldfabriek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스빠이커니서 용용도도 아파트 연연면면적적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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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ke zone in Spijkenisse the ‘De Vier Werelden’ is being realized.

An out-of-the-ordinary apartment complex bordering straight on the Old

Meuse River. Visually, the building is divided into four separate parts refer-

ring to the neighbourhood structure that is typical of Spijkenisse. Every

neighbourhood will have its own identity, enhanced by the use that is

made of specific materials.  

Meeting places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design. The building has a

recreational deck offering amongst others barbecuing facilities, a petanque

court, a tennis court and a large greenhouse. In addition, the randomly

staggered balconies invite residents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their

neighbours. Artist ‘Milou van Ham’ collected hundreds of words that rep-

resent Spijkenisse’s identity. These words have been cast into the façade

and balcony elements.  

Two layers of words can be distinguished. The first layer is vertically legi-

ble at a distance of around 300m from the building. The second layer is

legible from the apartment balconies. Words have also been applied in a

grid underneath the balconies.  

현재 스빠이커니서의 제방 구역에서는‘디 피어르 베레르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참신한 아파트 단지는 옛 뮤즈강과 바로 접해 있다. 이 건물은 시각적으로 분리된 네

부분으로 나뉘며, 이는 스빠이커니서의 전형적인 주변지역 구조들을 참조한 것이다.

모든 인접지역들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이는 특수한 재료의 사용으로 더

욱 강화된다.

만남의 장소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건물에는 바비큐 설비, 페탕크 코트, 테

니스 코트 및 커다란 온실 등을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데크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발코니들은 이웃들의 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예술가인

‘ 로우 반 함’은 스빠이커니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수백 개의 건축언어를 수집

했으며, 이 건축언어들은 건물의 파사드와 발코니 요소에서 형상화되었다.

이 건축언어들은 두 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층위는 건물로부터 약

300m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수직적 요소이며, 두 번째 층위는 아파트의 발코

니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또한 발코니 아래 그리드 구조에도 적용되었다. 

Facade typography

Deck

Recreation deck

Parking space

Elevation Section

Typical floor plan Ⅰ

Typical floor plan Ⅱ

First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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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Koppeling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디 코펠링

Location Houten, The Netherlands Function Office Total floor area 28,000㎡

Design participation Robert Winkel, Hennie Dankers, Ernst de Jager, Erwin Verhoeve, Paul-Peter Kuper, Mark Dekker, 

Martin de Jong Client LSI Investment Constructional engineer Pieters Bouwtechniek Delft BV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휴튼 용용도도 사무실 연연면면적적 28,000㎡

© Jeroen M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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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ronics employees travel by car regularly and extensively. For this reason, the new Getronics office buildings, situated on ‘De Koppeling’, which is a

shortcut on the extended Houten ring road, is specifically geared towards cars and their users. A double strip of buildings follows the curves in the road.

An inner road is located between these strips. The inner strip, which is subdivided into three pavillions, encloses a parking court with capacity for 500

cars. Walking bridges and an atrium span the street and connect the two strips. They are the main spaces in the office for employees to meet. The build-

ing’s organisational structure combines compact logistics with the omnipresence of the car.

지트로닉스의 직원들은 차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많은 여행을 한다. 이런 이유로, ‘디 코펠링’, 즉 연장된 후텐 순환도로 상의 지름길에 위치한 지트로닉스 오피스 건물은, 특

별히 차와 그 이용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건물의 길다란 이중 스트립은 도로의 곡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안쪽 도로는 이 스트립 사이에 위치한다. 세 개의 파

빌리온으로 나뉘어지는 이 안쪽 스트립은, 500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에워싸고 있다. 보행용 다리 및 아트리움은 거리에 걸쳐 있으며, 두 개의 스트립을 연

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오피스 직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메인 공간이다. 건물의 조직적 구조는 컴팩트한 물류성과 어디에나 존재하는‘자동차’를 결합시킨 것이다. 

Exterior Ⅰ

Overall view Ⅰ

South view

© Jeroen Musch

© Luuk Kramer © Luuk Kramer



115114

Detail(masonry wall) Detail(wall plate) Section(bridge)

window sill

window sill

aluminium window frame

aluminium curtain wall

aluminium window frame
steel lintel

aluminium outer sill

brickwork
cavity

cavity
profiled steel sheet

insulation

insulation

precast concrete wall panel

precast concrete wall panel

precast concrete wall panel

precast concrete wall panel
fibre cement board

ceiling system
aluminium curtain well

concrete topping

celling system

hollow core floor slab

concrete topping

hollow core floor slab

Exterior Ⅱ

Facade © Jeroen Musch

© Jeroen M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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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levation

3D image

North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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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oen Musch © Jeroen Musch

© Jeroen Musch Floor planInterior Ⅱ

View from bridge Interior Ⅰ



Audio-visual centre of Rotterdam

In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differentiat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Rotterdam,

the city authorities earmarked the Schiecentrale as an area where media firms could

locate. This audio-visual centre of almost 100,000 ㎡ has developed over the past 15

years or so. 

It all started with the conversion of the turbine halls into studios where various Dutch

TV programmes and series are recorded. The 25kV building was designated for

businesses in the audio-visual industry. Interaction and synergy among occupants was

important in the design. Very soon after completion the formula turned out to be a

success and demand grew for similar workplaces of encounter in the AV sector. The

Transformer building has been turned into a hotel and restaurant. At the same time the

canteen building was converted into office space for design firm Studio Dumbar and

the multicultural radio station FunX. 

In 2006 the regional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RTV Rijnmond moved into the new

Kraton 230 building followed by ARA, the biggest ad agency in Rotterdam. The final

instalment in the redevelopment is the new Schiecentrale Phase 4B building. The

complex consists of office space, a supermarket, a sports hall, a leisure deck and,

importantly, 156 living-working units. 

For this structure the design principle was again to continue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Schiecentrale. Now completed, the new building looks as if it's already been

converted and harmonises perfectly with the existing buildings.

로로테테르르담담 시시청청각각 센센터터

1990년대 초, 로테르담의 고용기회를 차별화하기 위해 시 당국에서는 미디어 회사들의 입주지

로 시센트럴 지역을 지정했다. 거의 100,000㎡에 달하는 이 시청각센터는 지난 15년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사업은 터빈 홀들을 다양한 네덜란드 TV 프로그램 및 시리즈가 녹화되는 스튜디오로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25킬로볼트 빌딩은 시청각 산업계의 회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주 회사들 사

이의 상호작용 및 시너지 효과가 이 설계안에서 중요한 의도 다. 완공 후 이 착상은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AV 분야에서도 비슷한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트랜스포머

빌딩은 호텔 및 레스토랑으로 변모했으며 동시에 매점 빌딩은 설계회사인 둠바스튜디오, 다문

화 라디오 스테이션인 펀엑스를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 바뀌었다.

2006년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인 RTV 레인몬트가 로테르담 최대의 광고회사인 에이알에

이(ARA) 다음으로 크라톤 230 빌딩으로 이주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최종 건설안은 신 시센트

럴 페이즈 4비 빌딩이다. 이 단지는 오피스 공간, 슈퍼마켓, 스포츠 홀, 레저용 데크 및 156 가

구의 주상복합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의 설계원리는 시센트럴의 점진적인 재개발안

의 일부처럼 구현하는 것으로, 현재 완공된 새 건물은 마치 재개발된 건물처럼 보이며, 기존 건

물들과 완벽한하모니를 자랑한다.

Lloydkwartier
로로이이드드콰콰티티어어

Studio's(entrance)

1904

2000

2003

2007

2008

Stroom

Multimedia hotel without
windows

Old schiecentrale

Schiecentrale is home to firms in the
audio-visual, film, animation, ICT and
artist sectors

25kV

Transparent workspaces
in a building with an
industrial character 

Jobsveem

New light for a monumental warehouse

Rocktown

Schiecentrale phase 4B

A harbour building to live,
work and relax in

Kantine

Kraton 230

The new headquarters of
local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RTV Rijn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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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ecentrale phase 4B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시센트럴 페이즈 4비

Location Rotterdam, The Netherlands Function Living & Working unit, Office, Garage, Quayside dwelling, Supermarket,

Gym, Semi-public deck Total floor  area 55,000㎡ Design participation Robert Winkel, Hennie Dankers, Robert Platje,

Eelco Dekker, Frank Aarssen, Jack Bouwer, Erwin Verhoeve, Maurice de Ruijter, Bart Spee, Jack Hoogenboom, Mirjam

van Dam, Joanne Wienk, Lea Wiederholt, Meike Stoetzer, Richel Lubbers, Michel Zaan, Jane Nagtegaal Client Rotterdam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PWS Housing Association, Proper Stok Rotterdam Photographer Jeroen Musch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로테르담 용용도도 주상복합, 오피스, 차고, 부두지구 주거, 슈퍼마켓, 체육관, 공공 데크 연연면면적적 55,000㎡ 사사진진 예로엔 무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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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bour building to live, work and relax in

Schiecentrale Phase 4B is the final phase in the redevelopment of the for-

mer Schiehavencentrale and surroundings. The combination of office

spaces, dwellings, and combined living/working units adds life to the area,

which has become the audio-visual center of Rotterdam in recent years.

Schiecentrale Phase 4B consists of a striking new structure built around

the north-west sides of the old Schiecentrale building. The new complex

providesthe media center with various types of dwellings, for people

closely involved in the audio-visual sector and people in other creative

disciplines who like the port atmosphere still palpable in the area.

Supermarket

The new structure consists of around 55,000㎡ of space. Office space

accounts for 7,000㎡ of that. Also included are 156 living&working units

and twenty ground-accessed quayside dwellings that are 3.5 floors in

height. Additional facilities include a supermarket(2,000㎡), a gym(600㎡),

400 parking spaces in a supervised garage, and a semi-public deck 3,000㎡

in area. A sun terrace, stand and playground complete the picture.

View

A main feature of the project is the tall narrow building, 130m long and

50m tall, built on top of the old power plant. The 11floor structure con-

tains the offices and living-working units. These are accessed from a

gallery finished in stainless steel. Attached to the gallery are storage

spaces, which are situated directly opposite the front doors. All spaces on

the west side of the building are fitted with glazed façades. This part of

the building offers a wonderful view of the Nieuwe Maas and the har-

bour. The partitions of the living/working units can be opened from floor

to ceiling with harmonica doors, allowing the creation of an exterior

space within the building volume. On account of the great flexibility, all

technical installations in the spaces as well as on the façades are carried

out as ‘assembly’. The complex exudes the character of a typical port

building in which technology from the offshore and processing sectors

has been integrated.

생생활활하하고고,, 일일하하며며,, 휴휴식식할할 수수 있있는는 항항만만 건건물물

시센트럴 사비 단계는 구 시헤븐센트럴 및 인근지역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작업 단

계이다. 오피스 공간, 거주지 및 주상복합 유닛들의 조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로테

르담의 시청각 센터로 발전한 이 구역에 활기를 더해준다.

이 건물은 구 시센트럴 건물의 북서쪽 면 주위에 지어진 인상적인 새로운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새로운 단지는 미디어 센터에 다양한 종류의 거주지를 제공할 것

이다. 여기에는 시청각 센터의 관계자 및 아직 구역 내에 남아 있는 항구의 분위기

를 좋아하는 다양한 창조적 분야의 인력들이 머물게 된다. 

수수퍼퍼마마켓켓

새로운 구조체는 대략 55,000㎡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오피스는 7,000㎡

를 차지하며 156가구의 주상 복합 유닛과 3.5층 높이의 지상 접근이 가능한 부두를

면한 20가구의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 설비에는 수퍼마켓(2,000㎡), 체육관

(600㎡), 400개의 주차 공간, 3,000㎡ 넓이의 반-공공 데크 등이 있으며, 일광 테

라스, 스탠드 및 운동장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한다. 

전전망망

이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높고 좁은 건물로, 옛 발전소 꼭대기에 길이 130m, 높

이 50m 규모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 11층의 구조물은 오피스와 주상복합 유닛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스테인리스로 마감된 갤러리를 통해 공간으로 접근하게 되

며, 갤러리 옆에는 전면 도어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저장 공간이 있다. 건물의 서쪽

에 있는 모든 공간은 유리 파사드로 처리되었으며 니웨 마스 강 및 항구를 향한 멋

진 전망을 제공한다. 주상복합 유닛의 파티션은 하모니카 도어를 통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개폐 가능하며, 이로 인해 건물 볼륨 내에 외부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러한 탄력성 덕분에, 이들 공간 및 파사드의 모든 기술장비들은‘조

립’의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이 단지는 내륙의 기술과 프로세싱 섹터가 훌륭하게 통

합된, 전형적인 항만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West viewNorth view

Court y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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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nterior

Exterior Ⅱ DeckShed detail

Mesh detail

Folding facade detail

Compriband

Steel to hang frame 
in laminated

Duct 60x60x5

Duct 60x60x5

Fixed with closed 
nails 5mmx30mm

Aluminium 
sheet 5mm

Fixed with closed 
nails 5mmx30mm

10mm around space

Door

Fire brush strip on 
bottom door

Gallery floor

Schroef M6X20

strip 40X4

trekveer

RVS staalkabel 5mm

Doorsnede A-A Doorsnede B-BBout M10X35 
2X sluitring M10 
1X moer M10

A

A B

B

2X strip 40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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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V Building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25킬로볼트 빌딩

© Jeroen Musch

Location Rotterdam, The Netherlands Total floor area 7,000㎡ Design participation Robert Winkel, Machteld Wijnands, Kees

Gajentaan, Richel Lubbers, Tim Knip, Rob van Houten, Karolien de Pauw Client Rotterdam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로테르담 연연면면적적 7,000㎡

© Luuk Kr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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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t workspaces in a building with an industrial character

In recent years Schiecentrale, the former electricity generating plant on

Lloydpier in Rotterdam, has developed into the audio-visual centre of the

city. A lively audio-visualindustry, ranging from studios to workspaces for

almost all related activity, has blossomed in and around the original

building of the former electricity power plant. The generating station

dates from the early years of the last century. The Schiehaven station was

a large brick structure that contained a battery house, canteen, porter's

lodge, transformer house, turbine hall and boilerhouse. The complex fell

into disuse in 1990.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played an impor-

tant role in transforming Schiecentrale and its surroundings into the

audio-visual centre that it now is.  

Glazed panels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turned the originally introverted and

blank transformer house, which is part of Schiecentrale, into a transparent

structure that houses various businesses: the 25kV building. The trans-

parency of the new structure was achieved by removing the originally

blank façade over the full length of the building. In its place is a steel

frame faced entirely with glazed panels. 

Housed in the new volume are all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 adjacent 46

office spaces such as toilets and pantries as well as stairwells, the lift and a

corridor that provides access to the offices. Because all daylight enters the

building through this zone, even the toilets and pantries are made of

glass, albeit translucent glass for privacy reasons. The stairs are dimen-

sioned as lightly as possible to that as much daylight as possible can enter

the building.

Space for encounter

The voids in these service zones also function as air channels. Slats at the

bottom and top open in the summer to ventilate the offices. What's more,

the buffer zon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ergy performance and build-

ing physics of the structure, an achievement that was rewarded with the

Rotterdam Sustainable Building Prize in 2001. The corridor between the

offices and the service spaces, such as the pantries and toilets, is a shared

zone that functions as a space for encounter. The occupants of the different

offices can forge new plans here and that can lead to in new collaborations.

The former sombre block is now a successful address for modern firms

involved in one way or another with the audio-visual sector. The transpar-

ent glass façade gives the office building a contemporary appearance,

while the typically industrial character of the building has been preserved.

산산업업적적 특특징징을을 갖갖는는 건건물물 내내의의 투투명명한한 작작업업공공간간

최근 몇 해 동안, 로테르담 로이드피어에 있는 옛 전력발전소 던 시센트럴은 도시

의 시청각 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스튜디오에서부터 거의 모든 관련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에 이르기까지, 시청각 산업은 옛 전력발전소 건물 내부 및 주변 지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발전소의 역사는 20세기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

해븐 스테이션은 배터리 하우스, 매점, 짐꾼들의 숙소, 변압기 하우스, 터빈 홀 및

보일러 하우스를 포함한 커다란 벽돌 구조물이었다. 그러다 이 지구는 1990년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시센트럴 및 인근 지역을 현재의 시청각 센터로 탈바꿈시키는데

메이 아키텍텐 엔 스테덴보워스가 큰 역할을 했다.

유유리리처처리리 패패널널

메이 아키텍텐 엔 스테덴보워스는 애초에 눈에 잘 띄지 않던, 특징없는 변압기 하우스

를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체로 변환시켰다. 그 결과가 25kV

건물이다. 새 구조물의 투명성은 원래 건물의 전체 높이를 초과해 있던 개성 없는 파

사드를 제거하면서 성취했다. 대신 그 자리에, 완벽하게 유리로 처리된 패널로 꾸며진

스틸 프레임이 위치하게 되었다.

새 볼륨 내에는 인접한 46개의 오피스 공간을 위한 모든 종류의 보조 설비, 즉 화장

실, 식품저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및 오피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회랑 등

이 있다. 이 구역을 통해 일광이 건물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식품저장실

도 유리(물론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위한 반투명유리)로 만들어졌다. 또한, 계단은 최대

한 경량감을 주도록 용적화되어 최대한의 일광이 건물 안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한다.

마마주주침침을을 위위한한 공공간간

이 서비스 구역 내의 보이드들은 공기 통로의 역할도 한다. 바닥과 천장의 슬라브는

여름이면 개방되어 사무실의 환기를 담당한다. 또한, 이 완충구역은 에너지 성능 및

건물의 구조ㆍ물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2001년 로테르

담 지속가능한 건물상을 수상했다. 오피스와 식품 저장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서비스

공간 사이의 회랑은 마주침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유 구역이다. 각기 다른 오

피스의 근무자들은 이 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협력 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전의 칙칙했던 건물 블록은 이제 시청각 구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적 기업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투명한 유리 파사드는 오피스 건물에 현대

적인 외관을 부여하며, 동시에 건물의 산업적 특징을 고스란히 보존시켜 준다. 

Rear view Front view© Jeroen Musch © Luuk Kramer

© Luuk KramerExploded view Exterio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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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oen Musch

© Jeroen Musch

Void Ⅱ

Corridor

© Jeroen Musch

© Luuk KramerExterior Ⅱ

Void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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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floor plan

Section

1. Work space

2. Stair

3. Toilet & Pantry unit

4. Existing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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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uk Kr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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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oen M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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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 & Pant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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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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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 & Pantry unit Ⅰ

Toilet & Pantry unit ⅢToilet & Pantry unit Ⅱ



137136

Jobsveem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잡스빔

Location Rotterdam, The Netherlands Function Apartment, Penthouse Total floor area 21,000㎡

Design participation Wessel de Jonge Architecten(collaborating architect), Robert Winkel, Jos Schäfer, Robert Platje, 

Bart Spee, Jane Nagtegaal, Nars Broekharst, Tim Knip, Richel Lubbers, Jojanneke van den Bosch, Anja Biel 

Client BAM Vastgoed and BAMVO lker Bouwmaatschappij Photographer Jeroen Musch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로테르담 용용도도 아파트, 펜트하우스 연연면면적적 21,000㎡ 사사진진 예로엔 무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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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ight for a monumental warehouse

The former warehouse and national monument Jobsveem, also known as

St. Job, on the quay of the Lloyd Pier in Rotterdam, has been changed sig-

nificantly. The warehouse was originally a substantial industrial building.

The design by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in collaboration with

architect Wessel de Jonge breathes new life into the old warehouse.

Since its completion in 1913, the former warehouse had been extremely

introverted in character. This closed character was intended to protect the

stored goods from too much daylight, rain and wind. The structure

involved the use of construction methods that were very advanced for

their time. The large-scale stacked structure with concrete galleries and

loading bays is an example, as is the stacked structure of timber floors and

cast-iron columns filled with concrete. The levels of Jobsveem are charac-

terised by long floors (130x25 m) with cast-iron columns of different

heights and conditions. The warehouse is an important national and

municipal monument because the function of loading and unloading

resulted in a uniquely expressive façade of concrete loading decks on the

side facing the water.

Daylight

The conversion of the warehouse into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was an opportunity to bring daylight into the building. The unique char-

acter was preserved while three glazed atriums allow daylight to enter.

They provide the adjoining dwellings with views. The concentrated inter-

vention of the atriums preserves the characteristic appearance of the

warehouse. The light courts of glass and steel emphasise the monumental

components that have been carefully restored in the warehouse. Located

in the atria are the main staircases, lifts and entrances. They are lively,

light spaces where residents can meet one another. These courts can also

combat heat and smoke when needed. In warm weather, and also in the

event of calamities such as fire, the glazed roof opens and a light breeze

blows through the atrium. 

Roof landscape

The floors could be organised as desired because of the absence of bear-

ing walls. The same flexibility can be found in the apartment plans. The

roof had to be removed because of its poor condition. Inserted in its place

is a new floor that crowns the building like a shed. Housed in this new

roof landscape are ten penthouses for which special large glazed sliding

panels were developed. Located on the ground floor are the commercial

spaces that are imposing in appearance owing to the 6m floor-to-ceiling

height. Space for restaurants and cafés is created in two places on the

ground floor. The other spaces are reserved for creative companies.

Located behind the big loading bay doors on the ground floor are glass

doors that open out towards the quay. Owing to safety and light-control

factors, steel frames are filled with mesh woven from stainless steel and

can move up and down like lift gates. Old and new meet here.

기기념념비비적적 창창고고를를 위위한한 새새로로운운 빛빛

로테르담, 로이드 항구의 부두에 있는 옛 창고 겸 국가적 기념물인 잡스빔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 창고는 원래 중요한 산업적 건물이었다. 메이. 아키텍텐 엔 스테

덴보워스(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가 건축가 베셀 드 종(Wessel de

Jonge)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시킨 본 디자인은, 이 오래된 창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1913년 완공 시부터 이 창고는 극도로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폐쇄

성은 저장되는 물품을 일광,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창고의 구조는

당시로는 매우 앞서나간 건설공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 예로 콘크리트 갤러리와 하

역 베이를 가진 대규모의 조적식 구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목재 층과 콘크리트가

채워진 주철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잡스빔의 레벨은 각기 다른 높이 및 상태

의 주철 기둥이 있는 기다란 층(130x25m)들로 이루어졌다. 이 창고는 중요한 국립,

시립 기념물인데 그 이유는 선적, 하역을 위한 기능 때문에, 물을 면하고 있는, 독특

하리만치 표현주의적인 콘크리트 하역 데크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일일광광

창고를 아파트 및 상업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일광을 건물 내로 유입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 세 개의 유리 아트리움은 기존 건물의 독특한 개성은 보존하면서

도 일광이 건물 내로 유입될 수 있게 하며 주변 주거유닛에 전망을 제공해 준다. 집

중된 공간을 점유하는 아트리움들은 창고의 개성적인 외관을 보존하며, 유리와 철로

된 빛의 안뜰은 복원된 창고의 기념비적 요소들을 강조해준다. 아트리움에는 주 계

단, 승강기, 출입구가 있다. 이들은 활력 및 경량감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거주자들

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안뜰은 열과 연기에도 대처할 수 있

어서 날씨가 더울 때나, 화재와 같은 재난 시에는, 유리 처리된 지붕이 개방되어 부

드러운 바람이 아트리움 내로 유입된다. 

지지붕붕경경관관

각 층들은 내력벽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공간운용의 탄

력성은 아파트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지붕은 열악한 상태 때문에 제거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 건물을 창고처럼 보이게 하는 새로운 층을 삽입시켰다. 새

로운 지붕 경관에는 커다란 특수 유리처리 슬라이딩 패널이 사용된 열 개의 펜트하

우스가 위치하고 있다. 지상 층에는 6m의 층고로 인상적인 외관을 가진 상업공간이

있으며 레스토랑 및 카페 공간은 지상 층의 두 곳에 배치시켰다. 한편 다른 공간들

은 창조적인 기업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상 층의 커다란 하역 베이

도어 아래에는 부두를 향해 개방되는 유리문이 있다. 안전 및 빛-제어 요인들 때문

에, 스틸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짜인 메쉬로 채워져 있으며, 승강기의 게이트

처럼 위 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새로움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바로 이 곳이다. 

Rear view Overal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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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ton 230

Architect of the Month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크라톤 230

Location Rotterdam, The Netherlands Function Local radio & Television station Total floor area 12,000㎡

Design participation Robert Winkel, Robert Platje, Hennie Dankers, Erwin Verhoeve, Theun Frankema, Michel Zaan, 

David Lesterhuis Client Ontwikkelingsbedrijf Rotterdam Constructional engineer Pieters Bouwtechniek Delft 

대대지지위위치치 네덜란드, 로테르담 용용도도 지역 라디오 & TV 방송국 연연면면적적 12,000㎡

© Jeroen M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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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headquarters of local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RTV Rijnmond

is phase 4a in the redevelopment of the Schiecentrale on Lloydstraat in

Rotterdam. The building, which houses not only RTV Rijnmond but also

other firms, forms the heart of the audio-visual sector in Rotterdam along

with Schiecentrale, the 25kV building, STROOM hotel and restaurant,

and the new building of phase 4b.

The sturdy character of the RTV Rijnmond building by Mei. Architecten

en stedenbouwers, both in scale and appearance, is a direct reference to

the large size of the Schiecentrale, a former electricity generating station,

and to the imposing ships that used to dock on the quay nearby. The

façade of the building is made of rusty brown cast-iron panels that are

decorated with maritime and audio-visual motifs designed by Studio Job.

The window openings in this cast-iron section extend over two levels.

The ground-floor façade facing Lloydstraat is a transparent wall of glass

below two cantilevered levels faced with steel panels. That gives this sec-

tion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 of a large awning that directs attention

to the entrance and studios of RTV Rijnmond.

Factory floor

The entrance leads to a large hall containing studio spaces where regional

radio and TV programmes are produced. Grouped around these studios

are all the supporting spaces such as canteen, editorial spaces and server

room. The studios hanging in the space and the big void give the setting

the character of an industrial factory floor where news rather than harbour

products are processed. The two floors clad in metal panels are supported

by two striking V-stanchions whose tapering legs come together on the

studio square. Spanning on top of the stanchions are two large lattice gird-

ers 45 metres in length. The whole setting has the character of a container

crane placed indoors. Other structural elements also recall the industrial

port activities of days gone by. The structure is made of steel H profiles.

The exposed sturdy bolt connections combine with the rusty façade to

give the building a subtly well-used appearance.

Projection screen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nd the square are clearly visible from the

street through the glazed façade. The images of current news on the big

projection screens on the square are the first things that grab attention.

The circle of news processing is thus complete: news comes from the

street, is then processed in the building and is then visible again from the

street. The building has a total floor area of 10,000㎡

지역 라디오 & TV 방송국인 알티브이 레인몬트의 새 본사는 로테르담, 로이드스트

라트의 시센트럴 재개발 사업의 4단계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 알티브이 레인몬트 뿐

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는 이 건물은 시센트럴, 25킬로볼트 건물, 스트룸호텔

및 레스토랑, 4비 단계의 새 건물들과 함께 로테르담, 시청각 섹터의 핵심부를 구성

하고 있다. 

메이. 아키텍텐 엔스테덴보워스가 설계한 알티브이 레인몬트는 규모나 외관 면에서

억세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예전의 전력발전소 던 시센트럴의 대규모 스케

일을 반 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근 부두에 정박하곤 하던 당당한 모습의 선박들을

참조한 것이다. 건물의 파사드는 녹슨 갈색 주철 패널로 이루어졌으며, 스튜디오 잡

에 의해 해운 및 시청각적 모티브로 설계되었다. 이 주철 섹션의 창문 개구부는 두

개 층 이상에 걸쳐 있다. 로이드스트라트를 마주 보고 있는 지상층 파사드는, 철제

패널을 마주하는 두 개의 캔틸레버 처리된 층 아래에 있는 투명한 유리벽이다. 이는

이 건물구역에 커다란 차양의 성격을 부여하며, 이로써 입구 및 알티브이 레인몬트

스튜디오에 주의가 집중된다. 

공공장장 층층

출입구는 스튜디오 공간을 담고 있는 커다란 홀로 이어지며, 여기서 지역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 이 스튜디오 주위로는 일련의 보조공간, 즉 매점, 편

집공간, 서버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허공 및 커다란 보이드에 매달려 있는 스튜디

오들은, 항만관련 물품보다 뉴스들이 생산되는 산업적인 공장 층이라는 성격을 부여

한다. 철제 패널로 마감된 두 개 층은 두 개의 인상적인 V-기둥으로 지탱되며,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기둥들은 스튜디오 광장에서 만나게 된다. 이 기둥들 꼭대기에는

길이 45m인 두 개의 커다란 래티스 보가 위치해 있다. 이 전체적 배경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실내로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다른 구조 요소들은 또한 지난 시절의

산업항만적 활동들을 상기시키는데, 이 구조체는 H 형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출된

견고한 볼트 연결부는 녹슨 파사드와 결합하여, 시간을 두고 잘 관리된 듯한 빈티지

한 외관을 건물에 선사한다. 

투투사사 스스크크린린

건물 및 광장의 구조는 유리처리된 파사드를 통해 거리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인

다. 광장의 커다란 투사 스크린 위에 비친 시사 뉴스들은 가장 먼저 방문객들의 주

의를 끌어당긴다. 뉴스 처리의 순환이 완성되는 것이다: 뉴스들은 거리에서 유입되

고, 건물 내에서 가공되어, 다시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건물은 10,000㎡의 연

면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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