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부산
건축
주간

09.14-20

Busan 
Architecture 
Week 2018

www.biacf.or.kr

T 051.744.7728~9  F 051.744.77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USER
텍스트박스


USER
텍스트박스
▣별첨: 2018부산건축주간 브로슈어





2018
부산
건축
주간

기간 | 

장소 | 

주최 | 

주관 |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2018. 09.14(금)~09.20(목), 7일간



부산건축주간이란 

2001년부터 매년 열렸던 부산건축제 종합전시행사가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됨에 따라, 

종합전시행사가 없는 해에는‘부산건축주간’을 운영합니다. 

건축주간 중에는 부산건축제와 부산지역 건축단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전시, 학술 행사들이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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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 행사안내
운영시간 : 10:00~18:00   *9. 20(목)은 16:00 까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기타

시민
사랑채

[미로전시실]

․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작품전 

․ 부산다운건축상

․ 부산국제건축대전&신인건축가상 

․ 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

․ UIA2017 서울세계대회 순회전

․ KOSID 초대작가전 

[백산홀]

․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 도시놀이터

․  대학생 
파빌리온

[시민공원 일대]

․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 

․ 인생샷 콘테스트 이벤트

다솜
갤러리

․ 골목관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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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작품전 

Exhibi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Design Workshop

9개국 31개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범일동 매축지마을, 

부전역 공지, 영도창고부지를 대상으로‘도시의 회복’을 

위해 제안한 건축적 아이디어 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작품		 수상작 10점   

	 주최/주관		  부산광역시/사)부산건축제,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대상(문체부장관상) : STACKING MAECHUKJI

유하광(금오공대)/ TU HONGCHANG(중국 동제대) /ZHAO JINGROU(중국 텐진대) 

2018 부산다운 건축상  
Exhibition of the Busan Architecture Awards

건축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부산다운건축상의 당선작 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  

	 작품			수상작 10점 

	 주관			부산광역시 

외 은상 3개소, 동상 3개소

대상 금상(일반부문) 금상(공공부문)

건물명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공공부문)
THE FRAME

ILGWANG 
‘YOURS’

도시민박촌 
이바구 캠프

건축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김성만외 3인 ㈜이영디앤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설계자
㈜에스티에이건축사

사무소 정민교
㈜가가건축사사무소 

안용대
라움건축사사무소

오신욱

㈜지에스에이건축사
사무소 김영

TNT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김태훈

시공자
㈜영이건설
대표 최우진

㈜대정건설
대표 추영욱

광신종합건설(주)
대표 문용대

성무종합건설(주)
대표 박재업

2018 부산건축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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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사

1 대상 금정구 청년창조 발전소(공공부문)

2 은상 영도웰컴센터(일반부문)

3 금상 일광근린생활시설(일반부문)

4 은상 고촌리 단독주택 (일반부문)

5 금상 민락동 근린생활시설(일반부문)

6 금상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공공부문)

1

2

4 5 6

3

시상식			2018.	09.14(금)	15:00,	전시장	내	



제34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회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 in 2018

 ‘Architecture 4.0 – Fusion & Convergence’를 주제로 시행된 국제건축대전의  

수상작 및 입선작 전시 및 제11회 부산건축상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건축가의 작품 소개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 

	 주제			Fusion & Convergence 

	 작품			 -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공모부문 : 패널 및 모형 70점  

완공건축부문 : 패널 4점

-		신인건축가상	작품전 

조정훈(건축사사무소 아익 대표)

	 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심사	및	시상식

심사 2018. 09. 18(화) 13: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시상식 2018. 09. 18(화) 18:00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순회전 

2017 UIA SEOUL Review

2017 개최된 서울세계 건축대회의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

	 주제			I Architecture U_건축, 사람을 잇다. 

	 작품			패널 10점 및 영상물

	 주관			서울특별시, 사)한국건축가협회

전시행사 2018 부산건축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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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2018.	09.14(금)	16:00,	전시장	내	

전시행사 2018 부산건축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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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D 초대작가전 

Interior Designer Invitational Exhibition

KOSID(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 소속된 실내건축가 및 

관련 디자이너의 디자인철학 및 디자인트렌드를 담은 

실행 프로젝트 및 계획안 작품 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

	 작품			패널 30여점

	 주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제23기 시민건축대학 - 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 

Exhibition of the Architecture Festival for Children and Architects

초등학생들이 ‘공유건축 : 친구야! 함께 놀자!’를 주제로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작품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 

 	 주제		 공유건축- 친구야! 함께 놀자(이웃과 함께하는 공간)

	 작품		  초동학생 모형 및 타일작품 320여점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오프닝 세레모니			2018.	09.14(금)	14:30,	전시장	내	



전시행사 2018 부산건축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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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놀이터프로젝트

도심 내 공공 공간 내 문화놀이터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창출 프로젝트

	 일정			2018. 09. 14(금) ~ 12.09(일) 

	 장소			송상현광장 바닥분수 일원 

	 작품명			아낌없이 주는 이야기 놀이터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건축제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골목관찰전
An alley observation

부산의 역사와 물리적 지형의 충돌로 생겨난 

망양로 산복도로 경사지 노후 주거지 일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공공 계단의 독특한 형상과 

특성을 시각화하여 부산다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기획된 전시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다솜갤러리 

	 작품		 산복도로 골목 모형, 도면 13개 및 영상 

	 주관		 사)부산건축제, 광주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대학생 파빌리온 작품전

 ‘건축, 소소함의 발견’을 주제로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건축적 아이디어를 담아 제작한  

파빌리온(조형물) 전시  

	 장소			송상현광장 바닥분수 일원

	 작품명			뜻밖의 일상 

	 참가자			부산건축대학연합(BAUU) 

	 주관			사)부산건축제

개소식			2018.	09.	14(금)	17:00						* 도시놀이터는 12.09(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시간 내용

15:00	-	15:30 등록 

15:30	-	15:35 행사 전 안내

15:35	-	15:40 내빈소개

15:40	-	15:50 축사 - 오거돈 _ 부산광역시 시장

15:50	-	16:40
발제 - 승효상_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6:40	-	17:20 종합토론

17:20	-	17:50 질의응답 (언론 및 시민단체)

17:50	- 폐회

건축은 건축전문가만의 분야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부산건축주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이벤트학술행사 2018 부산건축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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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일시			2018.09.14(금) 15:30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

	 주제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2018년 대주제 : 도시 부산, 共存을 말하다)

	 주관			㈜상지이앤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SEA/DSA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 ‘부산건축주간으로 떠나는 가을소풍’ 

2014년 전국최초로 양성된 부산건축문화해설사와 함께 역사성 있는 시민공원건축과 건축주간 

전시 등을 관람하고, 덤으로 흥겨운 국악공연 ‘천생연분’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9. 15(토), 16(일) 11:00 ~ 16:00  /  9.19(수) 15:30 ~ 20:30 

	 장소			부산시민공원 일대 투어

	 참가비			15,000원 (해설, 점심, 기념품, 공연 포함)			

	 신청			부산건축제 홈페이지 통해 신청 (www.biacf.or.kr)



2018 부산건축주간 인생샷 콘테스트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에서 부산건축주간을  

재밌게 즐기셨나요?  

전시장 및 포토존에서 남기신 인생샷과 후기를  

부산건축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부산건축팝업북세트(7만원 상당),  

부산건축투어 초대권(2만원 상당), 기프티콘 등  

상품을 드립니다.

기타

행사장 안내  

      송상현 광장  I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전포동)   T051.850.6081B

Busan Architecture Week    2018 09. 14 - 20 

조나단의 상상이상에서 제작한 건축단편영화 개봉! 
 “아마 이루어질거야, 사랑이”
 
부산유일 도시공간 전문 팟캐스트 ‘조나단의 상상이상’의 건축영화편!  

부산의 매력적인 공간과 건축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청춘남녀의 고민과 꿈에 대한 이야기! 

10월에 개최 예정인 시사회에서 만나보세요. 

	 내용				건축단편영화 

 ‘아마 이루어질거야, 사랑이’시사회 

특별공연 : 일기예보 (좋아좋아,	인형의꿈	등)				

* 사회 일정 및 장소는 부산건축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공지예정  

Coming Soon

부산건축제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acf2001
	 	인스타그램		@baf_busan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	부산다운건축상	/	부산국제건축대전	/	신인건축가상	/	UIA2017성과	순회전	/
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	/	KOSID초대작가전	/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골목관찰전

시민사랑채

다솜관 다솜갤러리

부산시민공원   I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T051.850.6000A
당감동 방면 양정 방면

다솜관 다솜갤러리

 시민사랑채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도시 놀이터 /
대학생 파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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