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뉴스레터 3월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2019년 3월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일정

03.04.수.

서울시 마을건축가 위촉식

03.13.수.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 관련

#서울비엔날레 #집합도시
3월 27일 수요일 09시 ~ 18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아카이브실

부산현대미술관 현장 방문
03.21.목.

월간 공간 학습동아리 ‘대학로’ 방문, 연극관람

03.27.수.

2019 서울도시건축 프리비엔날레 심포지움

03.28.목.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식

03.29.금.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국제 컨퍼런스

04.04.목.
~ 04.17.수.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서울도시건축센터

- 글로벌 스튜디오 워크숍
세계 8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참여
- 프리비엔날레 심포지움
총감독 발표
세계 5개국 건축가 발표와 토론
www.seoulbiennale.org/2019
문의 : 2133 - 7629

#건축아카이브 #구호주택 #공공주거
3월 27일 금요일 09시 ~ 18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도시·건축의 사회적 역할

부산 현대 미술관 수직정원 / 프랑스 식물학자 페트릭 블랑 작품

- 도시·건축전시관의 역할과 시민참여
캐나다CCA, 싱가폴URA
- 모두의 집, 건축의 공공성
일본 구호주택
- 공공주거의 과거 현재 미래_
비엔나 공공주거
www.seoulhour.kr
문의 739-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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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건축가 위촉식

# 마을건축가 2019년 운영계획과 주요 업무 소개
사업기획 발굴을 위해 주민과 함께 마을지도 작성
- 공공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현안 자문과 조정
- 마을 건축 관련 상담과 교율을 통한 주민 소통
- 키움센터 설계 등 연계사업 참여
마을 건축가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 발표
- 아동놀이를 지원하는 근린주거지 공간 디자인 제안/ 니즈건축 박진
희
- 마을과 건축; 노후주거지 소규모 주택사업/ 더블유건축사사무소 이
순석

문의 : 2133 - 7619
#찾동 #키움센터 #공공성지도 #재생

발주예정 용역과 설계공모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project.seoul.go.kr

발주·입찰 예정 용역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DUST CAPTURE’
네이밍 공모전, 우수상 3작품 선정
‘새로채움 서울’, ‘다시-본 서울’, ‘사이서울(ㅅㅇㅅㅇ)’

설계공모 당선작 ‘성수 – 싸일로’

문의
건축학교
2019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 - 3월말

739 - 2975

공공건축물 관리
전수조사,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 - 3월말

2133 - 760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 3월말

739 - 2973

서울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 - 3월말
공공성지도
시스템개발 - 4월말

2133 - 7608

지하유휴공간
활용 세부 실행 계획  4월 이후

2133 - 7723

입체보행네트워크
현황조사 및 보행환경개선 구상 - 3월말

2133 - 7635

고가하부공간 활용
운영계획, 설계공모 운영  4월, 5월
(종암사거리, 한남, 금천, 중랑천)

#미세먼지 잡는 복합앵커시설 제안 #한강 #난지도 #하늘공원
2133 - 7635

도심 가용토지 부족, 평면적인 도시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위해 설계공모전과 홍보를 위한 네이밍 공모전 개최

저이용수변공간 혁신
활용 위한 기본구상 실행전략 수립

서울시

서울시 12개 저이용 유후부지에 대해 490팀 참가등록, 178팀 작품접수
2133 - 7725

대상 1작품, 최우수상 7작품, 우수상 41작품, 입선 81작품 선정

2133 - 7621

서울상징적 기념공간 조성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 4월

2133 - 7628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 3월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난지도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된 “한강~난

2133 - 7635

제화 스마트앵커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복합 건립 예정
서울시는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의 소공인과 다양한 전문
형 소공인 지원기관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함께 건립 계획

지도 공원~하늘공원”을 보행공간으로 연결하면서 계절별 여가 프로그램들을 적절
하게 배치하는 복합앵커시설을 제안했다. 보행로 주변으로 곳곳에 미세먼지 측정,

당선작은 성수동의 지역성 등을 살려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였고, 건

공기정화, 오염상태 시각화하는 타워들을 설치하고 거미줄처럼 연결하였다.

물 전면에는 사일로 형태의 외부로 열린 서비스공간과 공용공간을

당선팀 / 조제 (조용준, 장서희, 김수린)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2022년, 성동구 성수동에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협업체계를 갖춘 수

가가 협업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스마트앵커’와 서울 전역의 도시

서울인프라 공간 활용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 5월

#도심제조업 #산업지원센터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
며, 추후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정책브랜드 네이밍 공모에는 810팀이
응모, 최우수상 선정없이 우수상 3작품, 장려상 5작품을 선정하였다.
문의: 2133-7608

당선팀 / SoA 건축사사무소 (박영서, 강예린, 이치훈)
societyofarchitecture.com
문의: 2133 - 7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