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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wurm+wurm architekten ingenieure GmbH · Robert Wurm (www.wurm-wurm.de)
Location Oberkirch, Germany Function Culture Built Area 2,100 m²
Finish Floor : Parquet Floor | Wall : Concrete, Plaster | Ceiling : Concrete, Acoustic Plaster
Photograph Guido Gegg Editor Choi Ji-hyun
설계 윔+윔 아키텍텐 · 로버트 윔 위치 독일 오베르키르흐 용도 문화 면적 2,100 m²
마감 바닥 : 마루 | 벽체 : 콘크리트, 석고 | 천장 : 콘크리트, 흡음 석고
에디터 최지현

Reception counter

Festival room

Three levels are connected with an open, organically formed stairwell. The
centrally positioned open staircase is not only a movement and communication
zone, but is an exposure element for the inside-recumbent zones of utilisation with
the generously glazed upper light. The facades, with the large apertures, are
understood like shop-windows, which permit varied and exciting views in the
surrounding town space. The external, brighter window areas serve the reading
zones and stay zones, partially furniture with an up and down movement are
integrated which the visitor can use as a table or a bench. By the planning of the
building it was respected beside the striking town planning architecture,
particularly to create a high stay quality for the visitors in the building. In the
whole building one finds the comfortable seat pieces of furniture, which also invite
in the free areas of the reading terraces for staying. By the sculptural architecture,
which is modellised full of contrast, the building creates a sensuous experience
space which should serve the citizens as a communicative center where to all
generations the varied media technologies and technologies of information are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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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Visitors area
Reception
Terrace
Passage way

6. Festival room
7. Children’s room
8. Adolescents room
9. Administration room
10.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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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3rd Floor plan
Stai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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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room

오베르키르흐의 미디어 센터는 세 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시민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창조되었
다. 먼저 파사드에는 커다란 구멍을 뚫어 진열창 역할을 하게 하여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시 환경들을 내부로 그
대로 끌어들인다. 이는 내부에 다채롭고 흥미로운 풍경을 담아내며 공간에 더욱 생생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2층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조도가 비교적 높은 창문 구역은 독서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였
다. 또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들을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탁자나 의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편안한 좌석들을 곳곳에 배치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라스에서는 언제든 잠시 머무르며 독
서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 미디어센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 개의 층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형태의 개방형 계단실이다. 중앙에 위치한
이 계단실은 이동 및 소통 구역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빛을 공간 이곳저곳에 전달하며 따뜻하고 부드러
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 센터는 외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내부의 고품격 공간 경험을 통해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으
며, 모든 세대가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중심지로 손색없는 공간을 선보인다.
Adolescent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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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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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of top light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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