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주중앙공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청주 중앙공원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과
공공건축가의 협업을 통한 중앙공원 내

2021. 3.~ 8.

건축 오브제 설치 PROJECT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팀당 5명 이내 구성)

■ 공모방식 : 2단계 추진
단계 심사방법
1차
2차

내용

■ 시상금
제출서류 등

서류심사

① PT 10p 이내
아이디어 제안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서약서

제작심사

① 결과물 설치
팀별 현장 설치
② 작품 설명서

비고

시상
청주시장상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함

청주지역건축사회장상

상금

비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50만원
230만원
220만원

1차 상금 200만원 포함

특별상

100만원

수상자 3팀 중 중복 수여
[청주지역건축사회 별도 지급]

■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구현성

※ 특별상의 경우 2단계 작품심사를 통해 수상팀 선정(수상팀 수, 상금액 등)

■ 심사

■ 유의사항

[1차 준비] 팀별(5인 이내) 준비(발표시간 10분 이내)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 또는 대면발표 진행

[1차 심사] 3명의 튜터(Tutor)가 각 1팀의 지원자 선정(총 3팀)
▶ 튜터 : 노선화 공공건축가 (바루디자인건축사사무소, 청주)
▶ 튜터 : 신요한 공공건축가 (플로건축사사무소, 서울)

[입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유의
- 기 발표작 또는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이 확인될 경우
- 타인의 작품 또는 아이디어로 입상한 경우
-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
- 1차 심사 당선 후 2차 작품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 튜터 : 강석진 건축사(청주지역건축사회 추천)

[제출작 및 입상작 처리]

- 신춘규 총괄건축가 및 이인규 청주지역건축사회장 참여

- 제출작 및 입상작은 홍보, 디자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1차 심사 당선자에게 시상금 분할 집행(단, 확약서 징구)
※ 예산 조기집행 및 2차 준비를 위한 시상금 선집행(팀당 200만원)

[2차 준비] 팀별 아이디어 발전 후 현장 설치
- 선정된 튜터(Tutor)와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2차 준비

[설치 및 철거]
- 팀당 작품 설치 장소 제공 (제공 장소 9㎡×3.6m)
- 공원 이용자를 위한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 주 재료는 친환경 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 활용
- 제작 설치 후 1달 정도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후 자진 철거하여야 함.

■ 추진일정
- 2021. 3. 31.
		 참가 신청서 제출
		 (이메일 제출, wannabe1@korea.kr)
- 2021. 5. 25.
		 1차 서류 제출
		 (이메일 제출, wannabe1@korea.kr)
- 2021. 6. 1.
		 1차 심사
- 2021. 8. 2. ~ 4.
		 2차 현장설치 (기상정보에 따라 변동 가능)
- 2021. 8. 5.
		 2차 심사
- 2021. 8. 31.
		 철거

■ 문의
청주시청 공공시설과 T.043-201-2582

[2차 심사] 별도의 심사위원회 5인 내외 구성
- 현장심사 진행[팀별 작품설명 실시]

청주지역건축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