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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O CAMPO BAEZA

MULTI-SPORT 
PAVILION AND 

CLASSROOM COMPLEX

Location Pozuelo de Alarcon, Madrid, Spain   Building area 9.000m2㎡  Project architects Ignacio Aguirre Lopez, Alejandro 

Cervilla Garcia, Maria Perez de Camino Diez, Tommaso Campiotti, Miguel Ciria Hernandez, Elena Jimenez Sanchez, Imanol 

Iparraguirre, Maria Moura   Structure Andres Rubio Moran   Mechanical engineer Urculo Ingenieros   Project Manager 

Francisco Navarro, Maria Lamela, Francisco Armesto   Contractor Clasica Urbana (Jesus Diaz Poblaciones, Francisco Martinez 

Reche, Jorge Garriga, Monica Grau)   Completion 2017   Client Universidad Francisco de Vitoria   Photographer Javier Callejas   

Editor Sojeong Park, Yongs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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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스포츠 파빌리온  Pozuelo(포주엘로, 마드리드)의 Francisco de Vitoria 

University 캠퍼스를 위해 설계된 이 건물에는 스포츠 센터와 강의실이 있다. 

스포츠 홀, 다목적실, 체육관, 수영장,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한다. 스포츠 단지는 

대형 다목적 공간 및 회의실로도 이용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건물의 설계는 최대 높이와 정렬이라는 측면에서 캠퍼스의 일반적인 배치에 따라 

제한되고 체적적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스포츠와 교육 분야를 볼륨과 

입면의 재료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요소는 

60x50x12m 크기의 거대한 반투명 빛 상자로, 여과 및 제어되어 캠퍼스의 주 

광장과 공간적 관계를 형성한다.

2개의 깨끗하고 정돈된 상자는 저층 건물에 의해 결합되고 지붕이 연결하면서 

만든 안뜰이 있다.

스포츠 파빌리온은 보다 폐쇄적이고 상호 연결성이 낮은 건물과는 달리, GRC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에서 가벼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복합경기장은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되는 남쪽 

입면은 사전 조립된 GRC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 패널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 입면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남서쪽 입면에는 교내 주 정사각형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투명한 유리가 낮게 깔려 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의 메커니즘은 

윗부분을 향해 있는 북동쪽 입면에 반복된다. 따라서 광장과 스포츠단지 사이에 

시각적 관계가 조성되는 반면, 교실 단지의 남서쪽 입면은 전체 복합단지의 

배경이 된다.

파빌리온의 구조는 강철로 되어 있다. 거대한 지붕의 경간을 해결하기 위해 

외장과 트러스에 기둥과 보가 있는 격자형태이다. 나머지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지하의 수영장은 이를 가로 지르는 넓은 각도의 광선이 

특징이다. 그 결과 매우 절제된, 격식있는 건물이 되었다.   

글 제공: ALBERTO CAMPO BAEZA

0 100m25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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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for the campus of the Francisco de Vitoria University in 

Pozuelo(Madrid), the building houses a sports center and classroom 

complex. It includes the use of sports halls, multi-purpose rooms, a 

gymnasium, swimming pool, physiotherapy, etc. The sports complex 

can also be used as a large multi-purpose area and meeting hall, 

facilitating a range of university activities. 

The design of the building is restrained and volumetrically adapted to 

the general layout of the campus in terms of maximum height and 

alignment. And it is intended to clearly differentiate the sports and 

teaching areas in terms of volume and facade material.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project is a large translucent box of light, 

60x50x12m, filtered and controlled, entering into a spatial relationship 

with the main square of the campus.

Two clean, well-defined boxes are joined together by a low-rise building 

whose roof becomes an inter-connecting patio. 

The sports pavilion is designed with lightness in mind, in GRC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unlike the more closed classroom complex 

and low interconnecting building. In the volume of the sports complex 

the orientation of the various sides are valued differently, so that the 

facades of the southern dihedral, more exposed to sunlight, are 

enclosed in a prefabricated panel of GRC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while those of the northern dihedral are in translucent glass. 

The southwestern facade features a low strip of transparent glass 

highlighting the link with the main square of the campus. And this 

mechanism of transparency is repeated on the north eastern facade 

facing the upper patio. Thus a visual relationship is created between 

the square and the sports complex, while the southwestern facade of 

the classroom complex becomes a backdrop to the complex as a 

whole.

The structure of the pavilion is in steel: a grid of pillars and beams on 

the facades and trusses to resolve the great roof span. All painted in 

white. The remainder of the structure is in reinforced concrete, with the 

unique feature of wide angled beams over the basement swimming-

pool area. The result is a building of great sobriety and formal restraint.   

Text offer: ALBERTO CAMPO BAEZA

SKETCH CONSTRU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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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ETAIL

30  GUIDING SYSTEM FOR CURTAIN, CONFORMED 

BY Ø5MM STAINLESS STEEL WIRE FOR 3M 

HEIGHT

31  HEB STEEL COLUMN (SEE STRUCTURE DRAW-

INGS)

32  STEEL JOINERY U PROFILE(50X70MM) EMBED-

DED IN FINISHED FLOOR

33 PERIMETER CONCRETE BODY 15X12CM

34  CONTINUOUS CONVECTOR FOR HEATING 

30X12CM

35  CONTINUOUS PERIMETER BAND MADE OF 

GYPSUM BOARD, HIDDEN JOINERY. PAINTED 

WHITE(15MM THK)

36  GYPSUM 15 MM BOARD, PLADUR ‘N’ MODEL, 

PAINTED WHITE PLACED PARALLEL TO PLINTH 

(FROM -3.0M LEVEL TO FALSE CEILING)

37  WALL OF PERFORATED BRICK. 1/2 FOOT 

DISPOSITION(11.5CM)

38  AIR CHAMBER (VARIABLE THICKNESS)

39  3M STONE-CLAD PLINTH(120X120X1,6 CM 

FORMAT), ALIGNED JOINT, OVER BASE OF 

GLUE CEMENT(3MM THK)

40  EXP. POLYSTYRENE PERIMETER BAND (3-5CM 

THK)

41 PERIMETER EDGE BEAM (SEE STR/ DWGS)

42 PLASTIC FILM

43  POLYOLEFIN MEMBRANE WITH MECHANIC 

FIXING, SIKA OUTDOOR MODEL, COLOR WHITE, 

HIGH REFLECTANCY

44  THERMAL INSULATION SIKATHERM PIR GT 

MODEL(8CM THK)

45 VAPOUR BARRIER

46 ROOFING STEEL SHEET BOLTED TO STRUCTURE

47  SECONDARY BEAM, HEB PROFILE (SEE STR/ 

DWGS) 

1 IPE-400 PROFILE CUT CONFINING THE DECK

2  FOLDED STAINLESS STEEL SHEET FORMING 

DRIP CAP COVER (3MM THK)

3  THERMAL INSULATION SIKATHERM PIR GT 

OVER PERIMETER WATERPROOFING SHEET

4  STEEL PLATE (400X100MM) CONTINUOUS 

ALONG FAÇADE

5  WATERPROOFING SHEET FPO SARNAFIL TS 77-

18 SR, (1,8MM THK)

6  WATERPROOFED FIBER GLASS INSULATION 

BOARDS(4CM THK)

7  JOINT SEALED WITH POLYETHYLENE CORD 

AND POLYURETHANE FILLER

8  METAL FRAME SUPPORTING GRC 

BOARDS(80.40.2 MM PROFILE)

9  ANGLE PROFILE WELDED TO MAIN 

STRUCTURE(120X100X80X8MM)

10  PREFAB GRC BOARDS. STUDFRAME. SMOOTH 

FINISHING, WHITE COLOR, METALIC STRUC-

TURE FRAME 80.40.2MM

11  CONNECTOR Ø8MM ATTACHING GRC BOARD-

METAL FRAME

12  WATERPROOFED FIBER GLASS INSULATION 

BOARDS(4CM THK) GLUED TO METAL FRAME

13 AIR CHAMBER(15CM THK)

14 L. 140.13MM PROFILE BOLTED TO HEB-200

15 IPE 270 PROFILE CUT I HALF

16 DRIP CAP SHEET(3MM THK)

17  HEB-200 BRACKET WELDED TO THE HORIZON-

TAL PROFILE FLANGE

18  ROLLABLE CURTAIN BANDALUX ARION MO-

TORIZED PS650 WHITE COLOR FOR 3M HEIGHT

19  COLORLESS DOUBLE GLAZING 10.10/16/6.6 

WITH CHAMFERED EDGES

20  FLOATING TILE FLOORING OF PRECAST 

CONCRETE, WHITE COLOR (60X60X5CM) OVER 

CONCRETE PLOTS SAS MODEL

21  CONTINUOUS SLOPED CONCRETE FLOORING, 

WASHED FINISHING(15CM THICK) WITH MESH

22 REINFORCED WATERPROOFING IN PERIMETER

23  THERMAL INSULATION PERIMETER BAND, 

SIKATHERM MODEL (4CM THICK)

24  ABSORBING CEILING, IMPACT-RESISTANT, ECO-

PHON SUPER G PLUS A MODEL, WHITE COLOR 

(4CM THICK), EXPOSED JOINERY ECOPHON 

OMEGA PLUS TYPE

25  WATERPROOFED FIBER GLASS INSULTAION 

BOARDS (6CM THK)

26  STAINLESS STEEL SUBSTRUCTURE. OMEGA 

SHAPE(70MM THK)

27  TRANSVERSAL PROFILE CONNECTION BETW. 

ACOUSTIC BOARDS ECOPHON OMEGA PLUS 

MODEL

28  IMPACT-RESISTANT GYPSUM BOARD(15MM 

THK), PLADUR ‘GD’ MODEL

29  ACOUSTIC BOARD EKOPHON AKUSTO WALL 

A(40MM THK)

[+698,00]

[+697,00]

[+696,00]

3

1 2 3

-6,00 (GYM / CAFYD)

±0,00 (MULTI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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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 5 10 20 M

FLOOR 0

N 0 5 10 20 MFLOOR +1

GROUND FLOOR PLAN

1st FLOOR PLAN

ALBERTO CAMPO BAEZA ALBERTO CAMPO BAEZA는 마드리드 건축학교인 ETSAM에서 40년 이상 학생을 가르쳤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13년 Heinrich Tessenow 어워드 금메달, Stone in Verona 국제건축상, 2014년 영국 왕립건축협회의 RIBA에서 국제 펠로우십 

2014를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베를린에서 BIGMAT 2015와 스페인 건축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의 주요 구성요소는 공간을 

구성하는 중력과 시간을 구성하는 빛이라 말한다.   www.campobaeza.com

0 20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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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간 건축문화의 주제는 스포츠 복합시설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스포츠 복합시설은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듣고 싶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넓고 환한 공간을 원했다. 

이러한 공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 건물은 스포츠 시설이지만 무척 깨끗하고 간결하다. 디자인 

초기의 콘셉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단순함과 경제성, 정밀도, 광도 등의 콘셉트를 차용했다. 

최대한 아름다운 공간을 구현하고 싶었다. 

새하얀 입면을 보면 마치 미술관이라는 착각이 든다. 간결한 입면과 높은 천장, 노출된 트러스 구조, 모서리에 계획된 깔끔한 창문을 보면 그야말로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미술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공간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합시설이다. 농구, 수영, 체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 건물은 내부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한 매스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건물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The theme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in this issue is Sports complex. What kind of 

space do you think of as an Sports complex? Tell me the definition.

We tried and we got a wide and luminous space capable to fit different sports in 

the most perfect way.

Unlike the image of a sports center, the building looks very clean. What were the 

concepts at the beginning of the design?

We used concepts as simplicity, economy, precision, luminosity and so on. 

Summarizing we must confess we got Beauty

 

I think you have a lot of worries when you design a white building. I wonder what 

you were thinking.

Any worries. On the opposite, in this case I was convinced that it was essential to 

build the kind of space we did. And the users are very happy. Light and luminosity 

are very important ingredients for this type of buildings.

The construction process shows a large truss structure. What does this mean?

This type of truss structure is the cheapest and the most adequate for this type of 

ceilings of large dimension.

Appearance is very simple. But I think it’s a building with many programs inside. 

Where did you pay most attention to design?

I always try to resolve the most complicated question with the simplest answer. 

And we did it.

If there is anything you want to say about this building, please feel free to talk 

about it.

One more time, I am trying to make happy the people who use my buildings.

Please tell me about your future dream and aspirations as an architect.

Garcia Lorca confessed: I write to be loved. Me too. And I would like to build a 

skyscraper one day.

About ‘Multi-Sport Pavilion and Classroom Complex’ 

Architecture and Culture magazine Interview

With Alberto Campo Baeza

멀티 스포츠 파빌리온 콤플렉스

If you look at the white facade, it is like a museum. The concise elevation, high ceiling, exposed truss structure, and the neat 

windows planned at the corners make me think that this museum is indeed located in a quiet place. However, this space is a 

sports complex facility where you can enjoy various sports. This building,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basketball, swimming, and gymnastics, has more stories inside. I hope you will be ab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buildings that 

have a lot of stories in the simple mass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architect who designed this building.

새하얀 건물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많은 걱정과는 달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은 하얀색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빛과 광도는 이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건설과정 사진을 보면 매우 큰 트러스 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트러스 구조는 우리 건물과 같은 대형 건물의 천장에 많이 사용된다. 

비교적 저렴하고 가장 적합한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외관은 무척 단순한 형태지만 내부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둔 곳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

나는 항상 가장 복잡한 질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가장 단순한 형태에 중점을 두었다.

이 건물에 대해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건축가로서 당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Garcia Lorca는 사랑받기 위해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언젠가는 초고층 빌딩을 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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