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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House
집은 인간 존재의 출발장소이다.
집은 사람들의 모임(集)을 만들어 가는 장소이자 도시로의 확산을 위한 시발점이다. 도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의 집단이다. 개별적인 삶의 모임을
통해 그 시대, 장소의 사회적 의미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짐에 따라 도시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간다. 집은 도시의 기억을 간직하는 장소이며,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실임과 동시에 변화하는 진행형이다.
2017 부산국제건축대전은 집의 모습 속에 녹아있는 삶의 현상을 바라봄으로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적합하고, 도시의 다양한 삶의 행태를 수용하는
건축의 모습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건축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집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점에서, 지금의 도시적 삶에 적합한 거주 형태의 가능성을 통해 도시적 삶의 모습을 건축적으로 드러내며, 도시의
이야기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Hous-ing-House
A house is the origin of human existence.
The place where we feel safest and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 city in which we live in harmony with others. The city gathers together different
forms of life, each individual concept of life forms the social lifestyle of the time and place, meaning that the city reflects every individuals’ life. The house
within the city deals with the mixed realism of life, while at the same time houses memories that have occurred and yet are ongoing, the continuous
momentum of life.
2017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 takes the role of nurturing creative and practical architecture so that it will become the architecture which
connects with our current life, accepts the variety of life, both in the light and dark of the contours of the city it flows with.
We must highlight the lifestyle of the city as an architectural one, and showcase this abundant life through architecture that accentuates a city, and tells you
of the then and now, and of what life will be, in the house, in the city, and in architecture.

■ 일반 국제 공모 부문
□ 주

제 : Hous-ing-House

● 대 지 : 건축이 가능한 국내외 대지

□ 참가 자격 : 국,내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도면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 자.
□ 심사방법 :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공개 심사 및 발표회, 질의응답
□ 심사위원 : 선정 후 홈페이지 공지(한국‧일본‧중국 심사위원)
□ 시상내용 : ● 대상 : 1점, 상장(부산광역시 시장상) ‧ 상금 (US$ 2,000) ‧ 해외 여행 특전
● 우수상 : 2점, 상장((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지부장상, 중국톈진건축학회 회장상) ‧ 상금 (US$ 500) ‧ 해외 여행 특전
● 특선 : 5점, 상장 및 해외 여행 특전 ● 장려상 : 7점 이내, 상장 및 해외 여행 특전(이상 입상작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 입선 : 다수, 상장
□ 등록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응모 및 E-mail(kiabb@hanmail.net)접수. 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바람
□ 등록비 입금 : 부산은행 101-2002-2361-02 예금주: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온라인 입금만 가능)
□ 등록비 : ● 1차 등록비 : 30,000원 (US$ 30), ● 2차 등록비 : 50,000원 (US$ 50)
□ 기 타 : 입상자 전원에게 작품집 배부, 부상 - 장려상 이상 해외건축탐방 참가 특전부여 및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단체관람, 상세한 응모요강은 홈페이지 참조

■ 2017년도 제33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정표
일 정 구 분
참가 등록 접수

일
반

공
모

간

장

소

4. 1.(토) ~ 5. 31.(수)

홈페이지 온라인응모 및 E-mail(kiabb@hanmail.net) 접수

1차

1차 작품 제출

6. 1.(목) ~ 7. 10.(월)

방문 및 우편 접수

작품

1차 결과 발표

7. 17.(월)

홈페이지 발표

2차 등록 접수

7. 18.(화) ~ 8. 25.(금)

홈페이지 온라인 응모 및 E-mail(kiabb@hanmail.net) 접수

2차 작품 제출

8. 28.(월)

추후 홈페이지 공지

2차 심사

8. 30.(수)

추후 홈페이지 공지

2차 심사 결과 발표

8. 31.(목)

홈페이지 발표

9. 8.(금)

부산시민공원

입상작 시상

9. 8.(금)

부산시민공원

작 품 전 시

9. 1.(금) ~ 9. 17.(일)

부산시민공원

국
제

기

2차
작품

3차 공개 발표 및 심사 당선작 발표

※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 일본‧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현지사정에 따라 등록 및 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http://www.kiabb.org, kiabb@hanmail.ne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1)241-4011 / FAX팩스 : 0505)115-4011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 산 국 제 건 축 대 전 운 영 위 원 회
주 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

주 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

후 원 :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

중국톈진건축학회
(사)건축문화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