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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푸른 색상의 사일로와 길게 연결된 컨
베이어 벨트, 그 뒤로 지평선 너머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들,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레미콘 생산량을 자랑하는 삼표 레
미콘 성수공장의 모습은 그 육중한 무게감만큼 현재의 도시
근대화의 상징이자 아파트 공화국 서울의 꾸준한 수요에 대
한 지속적인 공급책의 이유로 서울숲 조성시 제외되어 현재
까지 운영 중이다.

SITE
삼표 성수 시멘트 공장은 40년간 서울 도시개발을 책임져 온
근대공업역사의 터이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산업화는 과거
의 상징이 되었으며, 공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다른 용도
로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이곳에는 공장과 대조적으로 서울
숲과 한강이라는 매우 큰 자연 맥락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삼
표 시멘트공장에서 보이는 외적인 요소가 건물의 디자인 요
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대상지의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PROBLEM

PURPOSE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체제의 변화를 맞아 혐오시설로 인식된 공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도 소음, 매연,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지속된 민원과 이전 요구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을 앞둔 상태이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빌딩숲이 아닌, 자연을 완연히 경험할
수 있는 서울숲이 있다. 그 바로 옆에 지난 세월 산업화의 현장속
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삼표시멘트 공장은 가동을 멈추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공장의 기존 건물을 통해 외관에서 볼 수 있
는 공장의 요소들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서울숲 일대를 방
문하는 방문자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지인 삼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숲이다.
하지만 서울숲이라는 것 외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비
교적 적은 편이다.

CONCEPT

[GONECTION] Go + Connection

'GONECTION' 은 본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컨셉용어이다. 'Go' 와 'Connection' 을 융합한 용어로 연
결하여간다는 의미이다. 삼표 시멘트공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외관에서 볼 수 있는 컨베이어 벨
트이다. 컨베이어 벨트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요소로
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다. 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간과 공간을 넘
나들면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들의 사이를 경험하면서
삼표 시멘트 공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경험
한다.

MASS PROCESS

STEP 01. 기존 공장 건물 활용

STEP 02. 메인 건물 규모 확장

STEP 03. 공간과 공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

SPACE PROGRAM

메인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
이다. 브릿지를 통해 이동하면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7
1. 출입구
2. 메인로비
3. 카페
4. 갤러리
5. 라이팅박스
6. 전시관
7. 휴식공간
8. 옥상정원
9. 전망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건물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에서 지나다니면서 본 건물과 연결된 다른 브릿
지를 통해 다른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9

8

브릿지는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연결되
어 기획한 전시공간을 이동하며 새로운 복합문
화시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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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로비가 되는 공간에서 중정의 모습을 보면
내부에서도 컨베이어 벨트가 브릿지가 되어 내
부의 공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2
3
1

입구쪽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이다. 컨베이어 벨트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 되어 이동 통로가 된다.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를 이동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이 공간을 연결했다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이다.

PERSPECTIVE

[MAIN HALL]

출입구를 통해 진입한 로비는 이 공간의 메인으로서 탁 트인 창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각 전시
관으로 이동하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어둡고 차가운 공장의 느낌을 탈피하기 위하여 채광을
위한 넓은 천창과 창을 내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INFORMATION]

과거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이 차량으로 주입되던 공간에서
현재 방문객들을 맞는 인포메이션으로 변화하였다. 방문객들
은 출입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 자유롭게 메
인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PERSPECTIVE

[CAFE]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창 밖의 서울숲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마치 서울숲을 품은 공장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PERSPECTIVE

[GALLERY]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용 동선으로 사용하여 색다른 전시 경
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PERSPECTIVE

[LIGHTING BOX]

하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얀 캔버스에 빛과 그림자의 투영을 전시한
다. 천장 구조물을 통해 유입된 빛으로 어두운 독립적인 공간을 밝혀준다.

PERSPECTIVE

[EXHIBIT HALL]

서울 산업화의 배경과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삼표 성수 시멘트 공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해 시멘트 공장이라는 장소의 역사성을 기억하고 보존한다.

PERSPECTIVE

[BREAK AREA]

과거 시멘트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전망대로 탈바꿈하였다. 서
울의 전경과 한강을 조망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중정과 메인 홀이 내려다보이
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옥상에 위치한 정원으로, 메인 중정을 뒤덮고 있는 유리의 반
사로 인해 마치 연못이 있는 자연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선
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