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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生生, 도시재생

『제1회 서울 도시재생 대학생 광고 공모전』작품 전시계획

『제1회 서울 도시재생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통해 접수 및 수상한

작품들 본관 1층 로비에 전시하여 (도시)주거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및 관심을 높이고자 함

1. 작품 현황1. 작품 현황

 공모현황 : 총 48점(33개 팀, 개인포함)

 선정결과 : 총 14점(14개 팀, 개인포함) ※ 비수상작 : 34점(별첨 1)

수상내용
수상
작수

수상작

작품
번호 작품명 학 교 성 명

계 14

최우수상 1 36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기를 단국대학교 유**, 최**, 
박**, 노**

우수상 3

41 르네성수 한양대학교 이**, 여**, 
홍**

2 너 예뻐졌다 1 충남대학교 이**

31
도시재생은 딜리트가 아니라 엔터를  
눌러야합니다 신구대학교 김**

장려상 10

33 도시의 희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국민대학교 김**

5 함께 그려요, 우리 동네 중앙대학교 조**, 정**

22
마을에 밝은 당신이 서울을  밝게 
만듭니다. 한양대학교 김**, 지**

14
서울의 구석구석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SeoulRound 고려대학교 나**, 박**, 

김**, 정**

4 우리만의 우리마을 아주대학교 강**, 우**

11 제 생은 끝나나요? 카톨릭
관동대학교 김**, 원**

19
함께가요 서울
(우리 모두의 서울으로) 한양대학교 이**

48 당신의 도시를 충전해  주세요
남서울
대학교

이**, 김**, 
배**

17
RE-birth
(도시재생,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새로운 생일) 경희대학교 김**, 양**

35 여기 이 자리, 당신의 서울 단국대학교 이**, 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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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 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전시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2. 전시 계획

 전시 개요

1. 전시기간 : 2017. 7. 11.(화) ~ 7. 31.(월)

(설치일 7. 10.(월), 철수일 7. 31.(월))

2. 전시장소 : 본관 1층 로비 전시공간 중 공간1

3. 전시방법 : 친환경 종이보드 및 영상물 상영시설 설치

[전시 패널] [전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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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물 시안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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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시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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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비수상작 현황 : 34점

연번
작품
번호

작품명 성 명

1 1 서울특별시 말하는대로 이루어지길 김**, 박**, 주**, 이**

2 3 너 예뻐졌다 2 이**

3 6 새 삶이 솔솔 조**, 정**

4 7 나무=서울도심재생 최**

5 8 도시재생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허**, 홍**, 김**, 류**

6 9 도시재생으로 서울의 신 메뉴를 찾다 문**, 김**, 최**, 이**

7 10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옷 갈아입는 중 김**, 원**

8 12
도시, 심폐소생술
(죽어가는 우리 마을을 살려보아요)

박**, 최**, 유**, 노**

9 13 한 장의 참여 박**, 이**, 이**, 김**

10 15 같이 그려가요, 서울 엄**, 김**, 김**

11 16 서울을 재생하다. 멈췄던 시간이 흐른다. 김**

12 18 Time to PLAY 김**, 양**

13 20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재생입니다

문**

14 21 도시꽃 김**, 지**

15 23 서울복권 김**, 지**

16 24 사람소리가 들리는 서울 성**, 신**, 정**

17 25 서울만의 도시재생 성**, 신**, 정**

18 26 달팽야의 고민 양**

19 27 캥거루여사님의 고민 양**

20 28 고향이 어디세요 권**

21 29 재생해주세요 권**

22 30 서울, 살아나다 신**

23 32
도시의 행복한 내일, 도시의 즐거운 
이야기 시리즈

김**

24 34
철거와 재생,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 손**, 박**, 조**

25 37 재생시켜주세요 박**

26 38 생각이 동네를 바꿉니다 이**

27 39 리:메인 이**, 여**, 홍**

28 40 다시 도시 이**, 여**, 홍**

29 42 서울시의 장신구 장위동 이**, 김**, 백**, 김**

30 43 당신의 서울을 색칠해주세요 임**

31 44 당신의 서울을 색칠해주세요 임**

32 45 서울담기 서울닮기 조**

33 4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도시재생 배**, 김**, 이**

34 48 당신의 도시를 충전해 주세요 이**, 김**,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