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사

전시행사

전시행사

A. 주제전 ‘포용도시 부산, 도시공동체 주거형’

B. 기획전

C. 일반전

1. 부산을 닮은 우리의 집

1. 발코니와 바이올린, 코로나19이후의 삶_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작품전

1. 2020 부산건축상

부산공동체를 위한
부산을 닮은 모듬집 제안
내용 : 노
 후경사지주거지에 대한
실험적이고 새로운 주민참여형
주거모델 제안

1. 제37차 부산공간포럼 [온라인]

학술행사

[주제] 전환의 시대, 삶의 터를 새로 그리다

부산울산경남지회 세미나

동시대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던져진 코로나 이후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로

[일시] 11. 16(월) 15시

[주제] 실내건축가 4인의 재미나는 세미나

삶에 대한 예비 건축가의 생각들

선정된 부산건축상 작품 전시

[방송채널] 유튜브채널 ‘TV부산건축제’

[일시] 11. 12(목) 13시 / 11. 13(금) 13시

[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장소]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4호

[주관] (사)부산건축제,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50인 선착순)

[프로그램]

[주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주관 : 부산광역시, (사)부산건축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
‘Intersection of the uncontained’
Brianna Serrano 외 2(미국 시라큐스대학)

작품 : 수상작 6점

금상_민들레유치원

ⓒYoon, Joonhwan

주관 : 부산광역시

1단계
부산건축제 카카오톡 채널추가
- 카카오톡 검색창에 ‘부산건축제’ 검색 후 채널추가

-발
 제 : ‘북항 노후경사지, 지속가능한 모듬집’
유재우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2. B
 AFxHUG 사회공헌사업 홍보관

2. Bcome2020 - 지역공동체형 주거모델제안
국제아이디어공모 작품전

금상_TIDEAWAY

ⓒYoon, Joonhwan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소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산 공동체를 위한 건축가의 생각들

주관 : (사)부산건축제

장진원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부장

2. 2020 제36회 부산국제건축대전

김용남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 디자인과 회복사이의 교차점’을 주제로

11.12
(목)
14:35

-사회 : 김지현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개최된 부산국제건축대전 수상작품 전시

* HUG 꿈찾아 ‘꿈을 찾는 아키텍트(예비건축가)’ 작품전
- 참가 : 부산지역 대학생 25명 - 작품 : 파빌리온 3점

작품 : 수상작 12점

2. 제40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온라인]

주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중국톈진건축학회

1등작_
‘Green Busan’ Prem Lorenzen Alvarez 외 3인(아르헨티나)

대상작_’THE LIGHT TRAILS’
Li Zhiying(중국텐진설계원)

파빌리온3 -abCD

13:00

[주제] 지속가능한 항만도시, 부산

11.13

[일시] 11. 13(금) 10시

(금)

[방송채널] 부산시인터넷방송 ‘바다TV’
파빌리온2 - Dichroic Cube

내용

13:00

-패
 널 : 오철호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회장

주관 : (사)부산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파빌리온1 -팽팽한우리사이

일시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한영숙 (사)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내용 : H
 OPE with HUG프로젝트 외
사회공헌 사업소개 및 ‘HUG꿈찾아’ 작품전시

작품 : 수상작 9점 외 출품작

[프로그램]

‘저층 주거지 마을 정비 사업의 제안’

부산건축제(BA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SNS이벤트

3. 2020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을 보다 부산답게 만들며

작품 : 수상작 6점 외 출품작 11점

주관 : (사)부산건축제

학술행사

14:35

‘몸을 만들 것 인가? 옷을 잘 입을 것 인가?’
안교윤 ㈜올댓 디자인 대표이사, 부울경지회 상임이사
‘효과적인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기술’
이정아 ㈜에코디자인센터 대표이사, 부울경지회 이사
‘디자인은 스스로 말한다’
김희원 ㈜감성플랜 대표이사, 부울경지회 외무부회장

2단계
개인SNS에 해시태그 후 전시장사진 올리기
- 태그 : #부산건축제 #부산행사 #건축 #건축문화 #BAF

‘공간이라는 그릇에 디자인을 담다’
김철홍 ㈜위더스디자인그룹 대표이사, 부울경지회 이사

[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주관] 부산광역시,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 작품전
부산 샛디산복마을 일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 및 지역재생 아이디어 제안

3. 부
 산골목관찰전
Bird eyes view_우리동네 샛디마을 풍경

마을가로에 다양한 유기적 공간만들기

작품 : 수상작 5점 외 출품작
주최 : 부산도시공사, 서구청

① (기존)주거지의 레벨을 이해와 수평에서도 다양한
레벨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였다.

부산의 감천마을 경사지와 수정동 산복도로 일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울산경남지회 소속회원들의

관찰함으로써 부산다운 경사지 모습의 단면을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실내건축 작품 전시

내용 : 감천문화마을과 수정동 일대 골목 도면 및 영상
③ 경사에 대한 방향으로만의 동선이 아닌 수평에서도
다양한 레벨을 구성하여 각 유닛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유닛 사이의 이벤트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공간을 제안한다.

- 04 -

작품 : 회원작품 30점
주관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② 동시에 마을 구성원들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형태를 제안한다.

대상작_‘우리동네 샛디마을’
유성종 외 2인(동명대)

3. 2020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원작품전

국일 아파트의 경사지의 골목길 풍경을
드러내고자 기획된 전시

주관 : (사)부산건축제

주관 : (사)부산건축제, 광주대학교

포용도시
부산,
도시공동체
주거형

[프로그램]

3단계

-발제 : ‘ 환경친화적 도시 부산 만들기’
도근영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 받기!

‘탈성장시대, 부산의 주속가능성 모색’
임 호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소장

매일 선착순 100명!

-패널 : 정연태 ㈜중앙이엠씨 대표
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진행 : 이태문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2020 부산건축제
B u s a n

A r c h i t e c t u r e

F e s t i v a l

11. 11(수)-11. 17(화)

2 0 2 0

11.16(월) 휴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 중앙광장

2020 부산건축제
11. 11(수) ~ 17(화), 11시~20시

*11. 16(월) 휴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 중앙광장 외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벡스

[주최]

전시MAP

B-3

영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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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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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 중앙광장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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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A-1
C-3

부산
시립미술관

A-2

벡스코
제2전시장

C-1
올림픽공원

B-1

A-3

A

C-2

B

부산유라시아 플랫폼

C

주제전 기획전 일반전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신세계백화점

전시행사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A. 주제전

학술행사
C. 일반전

[온라인 개최]

C-1 2020 부산건축상

제37차 부산공간포럼

A-2 Bcome2020 - 지역공동체형 주거모델제안 국제아이디어공모 작품전

C-2 2020 제36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제40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A-3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 작품전

C-3 2020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원작품전

A-1

부산을 닮은 우리의 집

B. 기획전
B-1 발코니와 바이올린, 코로나19이후의 삶_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작품전
B-2 BAFxHUG 사회공헌사업 홍보관
B-3 부산골목관찰전

포용도시
부산,
도시공동체
주거형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개최]
2020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세미나
※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부산건축제 Tel. 051-744-77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