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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4.0 - Fusion &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명과학, 3D프린터, 에너지제로기술,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기존의 기술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통합되고 융합되는 현상을 일컬는 신조어이다. 이전까지의 1,2,3차 산업혁명이 일차원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주의 생산, 기술혁명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사회 문화적 변화는 다차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부산국제건축대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건축의 개념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이는 형태와 공간으로 대변되는 건축의 물리적인 모습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장소성, 역사성, 도시적 가치, 사회적용도 등 건축이 가지는 제반적인 추상적 영역의 변화

를 모두 아울러서 고찰해 보는 질문이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인 연결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건축과 도시를 구성하는 제반요소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동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나갈지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Architecture 4.0 - Fusion & Conver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robotic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big data, life science, 3D printer, energy zero 
technology, autonomous driving and virtual reality are integrated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le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were 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were one-dimensional and predictable produc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ause incredible sociocultural changes which are multidimensional and unpredictable.
  2018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 asks you a question how you will change your idea regarding concept and identity of architecture in the future. 
This will give us reconsider the concept of architecture not only it is physical object like shape and space but also various abstract area s of architecture such as 
place property, historical property, urban value, and social use. Furthermore, We hope you get a picture how periodic demands, connection and converg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e used newly among various elements based of architecture and cities.

■ 일반 국제 공모 부문   

□ 주    제 : Architecture 4.0 - Fusion & Conver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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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탐방 특전
            ● 우수상 : 2점, 상장((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상,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지부장상, 중국톈진건축학회 회장상) ‧ 상금 (US$ 500) ‧ 해외건축탐방 특전
            ● 특선 : 9점, 상장 및 해외건축탐방 특전 ● 장려상 : 12점 이내,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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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선 이상 해외건축탐방 참가 특전부여, 상세한 응모요강은 홈페이지 참조 

■ 2018년도 제34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정표

일 정  구 분 기     간 장     소

일

반 

국

제

공

모

참가 등록 접수 4. 2.(월) ~ 5. 31.(목) 홈페이지 온라인응모 및 E-mail(kiabb@hanmail.net) 접수

1차

작품

1차 작품 제출 6. 1.(금) ~ 7. 10.(화) 방문 및 우편 접수

1차 결과 발표 7. 17.(화) 홈페이지 발표

2차

 

작품

2차 등록 접수 7. 18.(수) ~ 8. 24.(금) 홈페이지 온라인 응모 및 E-mail(kiabb@hanmail.net) 접수

2차 작품 제출 8. 27.(월) 추후 홈페이지 공지

2차 심사 8. 30.(목) 추후 홈페이지 공지

2차 심사 결과 발표 9. 7.(금) 홈페이지 발표

3차 공개 발표 및 심사 당선작 발표 9. 18.(화) 홈페이지 발표

입상작 시상 9. 18.(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작 품 전 시 9. 14.(금) ~ 9. 20.(목) 추후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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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 (사)일본건축가협회 킨키지부 • 중국톈진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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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