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 22 일 한일 합동 학생 워크숍 테마■■
「나부터 시작하는 공공 공간」
올해의 과제
우리들 주변에는 다양한 공공 공간이 있습니다. 역이나 공원, 도서관과 극장 등은 물론,
레스토랑 상점, 여관이나 목욕탕 등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 워크숍이 온라인에서 개최 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공공 공간은 이제 그
의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점 운영자 나 행정 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같은 고민을 안고 그래도 매일
생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나부터 시작하는 공공 공간」을 주제로합니다. 공공 공간의 주인으로서
할 수있는 일, 그리고 공공 공간에 작은 개인도 할 수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게에도 갈 수 없지만, 결국 인간은 모이기에 의해 말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의 뒷골목을 꽃으로 꾸미는 것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오감을
움직이는 작은 공공 공간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는 부모끼리 협력하여 휴교
중에 아이들을 맡겨 가면서 일을 계속하는 궁리를 할 때, 각각의 집의 거실이나 정원은
그 시간은 공공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 나 사는 사회를 잘 관찰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되어
만들어 내고있는 '공공'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나이 워크숍에서는 그것이 건축을 배우는
여러분 밖에 찾을 수없는 건축 적 기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장소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초래 될지도 모르고, 차양을
설치해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름의 관점에서 생각 공간적, 건축적인 매력으로 가득 찬 「 나부터 시작하는
공공 공간」을 설계하여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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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도 한일 합동 워크숍
JIA 북 후쿠오카 지역 회 건축전 22 응모 요강
■금년도의 개최에 즈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합 형식으로 워크샵이 아니라 Web 을 이용한
원격 형식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2019 년도 JIA 신인상 수상자 인 나카야마 히데유키 씨에게 부탁하고 중간
강평 및 최종 강평시 각 제안에 대해지도와 강평을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는 Web 에서 개최 장점을 살려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종
제안은 동영상 제출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여 프리젠 테이션과 모형의 설명 등 내용의
형식은 지정하지 않는다. 동영상 설명의 발표를 넣는다. 또한 영어 자막을 넣어 사전에
동영상을 볼 수있는 상태로 제출한다.) 강평회에서는 강평과 질의 응답만을 Live
형식으로 할 예정으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IA 북 후쿠오카 지역 회장 스 기노 도모 노리
■ 응모 요강
성과품
Ⅰ, 7 분 이내의 동영상에 의한 프리젠 테이션
(대상으로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 : 2 분、 대상에 대한 제안 : 5 분)
※ 반드시 대상으로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할
※ 저작권이 발생하는 음악이나 영상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Ⅱ 작품의 개요를 기재 한 보고서
※ 보고서 1 장으로 정리 한 자료 (영어 또는 일본어)
내용

제안의 의도를 표현하는 설계 취지, 도면, 모형, CG, 파워 포인트 등

언어

프리젠 테이션 언어는 상관 없지만, 동영상에 영어 자막을 붙여 넣을 수

등록 방법

다음 링크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기입 한 후 본 운영사무국
(하단 기재)까지 E 메일로 사전 등록을 할
mail : kusunokisekkei@sky.plala.or.jp

제출 방법

마감까지, 동영상 데이터 및 보고서를 사무국으로 E 메일로 제출
동영상 : 데이터 (MP4 포맷)과는 별도로 YouTube 에 올려 주소를 제시
※ YouTube 동영상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변환 가능한 상태로하는

것이
보고서 : PDF 또는 JPEG 형식으로 제출
상

최우수상 : 1 작품
우수상 : 1 작품
입선 : 3 작품

응모 자격

2020 년 10 월 1 일 (목) 현재 참가자 지정 교에 소속 된 학생 (또는
대학원생) 개인 또는 그룹으로합니다.
각 대학마다 참가 팀은 1 팀만합니다.
(팀의 인원은 묻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참가 팀 모집 수에 못 미친 경우는 주최자 판단에 따라
여러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년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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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30 일 (수) 응모 등록 마감
10 월 15 일 (목) 중간 강평회 자료 마감
10 월 18 일 (일) 중간 강평회 (온라인)
11 월 6 일 (금) 성과품 마감
11 월 13 일 (금) 응모 작품 동영상 공개
11 월 22 일 (일) 마지막 강평회 (온라인)

향후 계획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기타 사항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지만 발표 권리는 주최자
인 JIA 북 후쿠오카 지역 사회가 보유합니다.
이 사업은 With 코로나 사회에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일정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모자에게 후일 참고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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