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Urban Design 2013
- International Ideas Competition for Students

신월IC에서 여의도를 잇는 제물포길(국회대로)은 그동안 주변지역을 단절시키고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물포터널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지상도로를 축
소하여 발생된 부지를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을 구상 중으
로 차도 축소 공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연계방안을 마련코자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목적

○서울 시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각지의 학생들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공간 분석 등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각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발전적인 효과를 제시

■ 공모 주제 : "Toward Urban Integration" (“도시의 통합을 향하여”)

○“도시의 통합을 향하여”라는 주제 하에 도시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제물포길과 그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연결체계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심사 기준

작품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 단절된 도시 네트워크의 재생
○ 효과적 그래픽 표현에 의한 공간 분석
○ 미래의 사용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법
○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만드는 창의적 발상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설계, 조경설계에 관심있는 전 세계 학생
○ 1인(팀) 1작을 원칙으로 하되, 1팀은 3인 이내로 구성

■ 공모 대상구역 : 제물포길과 주변 블럭

○ 전체구간 : 신월 IC ~ 국회의사당 교차로, 연장 7.6㎞
○ 공모전 대상구간 :신월 IC ~목동교에 있는 1구간(연장 4.6㎞)범위 내에서 적어도 100m 이상
구간을 자유롭게 선정

* http://sss9.or.kr/sud/안의 FILE DOWNLOAD 하에 "site information-download.pdf"라는 파일을 참조.

■ 주요일정

○ 공고
○ 참가등록
○ 1단계 작품접수
○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결과 발표 (입선작 10점 선정)
※ 공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2단계 작품접수
○ 2단계 심사 및 시상
○ 전시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임.

’13. 3. 4
’13. 3. 25 ～ 4. 26
’13. 7. 5. 17:00
’13. 7.
’13. 8. 2.
’13. 10. 11. 17:00
’13. 10. 31
’13. 10. 31 ～ 11. 6

■ 참가등록

○ 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10:00 ～ 2013년 4월 26일(금) 17:00

※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공모 홈페이지 http://www.sss9.or.kr)

○ 등록비(환불 불가): 국외참가자 USD 30 / 국내참가자 한화 3만원

■ 제공자료

일반 자료는 공모 홈페이지 http://www.sss9.or.kr 에 있음
등록한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제공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음.
○공모전 대상지 오토캐드 파일
○사이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
○사이트 사진들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

■ 작품접수

○ 제출처 : 공모 홈페이지(http://www.sss9.or.kr)로 접수
○언어 : 영어
○치수기준 : 미터법

제출마감일
1단계 2013년 7월 5일 17:00

제출물
패널(1매) : 900mm(가로) ×
600mm(세로)-pdf file

아이디어 설명서 : -pdf file
패널(1매) : 1,800mm(가로) × 600mm(세로)
2단계 2013년 10월 11일 17:00 패널(1매) :900mm(가로) × 600mm(세로)에
모형사진 수록(최소 3컷 이상)
공개심사 발표자료-MS Powerpoint

파일 크기
최대 30MB.
A4 크기 최대 800자 이내
document resolution: min.
300dpi
document resolution: min.
300dpi
최소 10매 이상 (5분 발표용)

※ 2단계 제출에 대한 세부지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심사위원

모든 참가작은 국내외 명망있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심사됨.
심사위원은 7명 내외로(국외 3인, 국내 4인) 추후 홈페이지(www.sss9.or.kr)를 통해 공지

■ 심사 및 시상내역
○2단계 심사 - 1차 심사 후 입선 이상의 작품을 선정하고, 입상후보작에 한해 2차 심사
(2013. 10. 31)를 실시
○모든 수상작은 시상식과 더불어 전시될 것이며, 모든 참가작은 최종리스트가 발표된 이후 홈페이
지 www.sss9.or.kr 에 소개될 것임
○입상팀 중 해외 입상자에게는 팀당 1인에 한해 체제비와 숙박비 일부 제공 (참석불가시 사전 통지)
○ 시상기준
구 분
1등상
2등상
3등상
장려상
입선

작품수
상금
훈 격
비 고
1점
USD 10,000 서울특별시장
2점
USD 5,000 서울특별시장 ※응모 작품수 및 수준
3점
USD 3,000 서울특별시장 등에 따라 시상내용
4점
USD 1,000 서울특별시장 조정 가능
10점
서울특별시장

■ 조직위원회

○ 주최: 서울특별시와 Space Syntax Seoul Organizing Committee
○ 공모전 조직위원회 :
-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부
- 정재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 서경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 박훈태, 세종대학교

■ 규칙사항

○ 익명성: 참가자의 이름은 제출물의 어떤 부분에도 표시되면 안됨.
참가자는 참가등록시
PIN(1개 알파벳 + 3개 숫자)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 PIN은 제출작의 인식번호로 사용될 것이다.
○ 사용권: 저작권, 그리고 출판: 서울시는 추후 출판 및 전시, 웹을 통한 배포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
고, 제출자는 작품제출과 동시에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작에 대한 저작권은 제출자에
있어서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목적으로도 제출작이 사용될 수 없음.
○ 제출작의 반환: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응모한 작품에 대한 반환이나 제작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수
상작이나 조직위가 구매한 작품 외 모든 패널들은 전시 후에 폐기될 것임
○ 소재에서 벗어나거나 작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수상이후 기 공개된 내용 또는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 조치함
○ 모든 수상자들은 시상식 필참 요망(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참석가능)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및 상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음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 질의 응답

○공모전에 대한 질문은 www.sss9.or.kr 에 제출
○공모전에 대한 답변은 www.sss9.or.kr 안의 Q&A에 올려질 것임
○Q&A를 통한 답변은 공모전 규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첨가나 변경사항으로 간주됨
○이메일을 통한 질문과 답변은 공식적이 아니므로 조직위원회는 답변할 의무가 없음
○Q&A 일정은 다음과 같음
1단계
2단계

내용
질문 제출
답변
질문 제출
답변

일정
2013년 4월 29일 10:00-2013년 5월 3일 17:00
2013년 5월 14일 17:00
2013년 8월 5일 10:00-2013년 8월 16일 17:00
2013년 8월 23일 17:00

■ 관련 문의

○ 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sss9.or.kr)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ud2013@sss9.or.kr 로 문의.
○ 모든 공지사항(notice)은 공모전 홈페이지(www.sss9.or.kr)를 통해 발표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