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은중
네임리스건축 공동대표

홍익대학교와 U.C. Berkeley를 졸업하였다. 예측불허한 세상 속에 단순함의 
구축을 통해 이 시대의 건축과 도시 그리고 문화적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뉴욕건축센터, 파슨스 더 뉴스쿨,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건축작업을 선보였으며, AIA뉴욕건축가협회상, 미국건축연맹 
젋은건축가상, 미국건축가협회 뉴프랙티시스뉴욕(NPNY) 대상,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그리고 Architectural Record의 Design Vanguard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이기옥 교장
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서울국제설계학교(MIT-SNU)를 
수료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Best PT상, Arquitectum 
Vertical Zoo 국제공모전 1등상, 2010년 Gadeokdo 국제공모전 Honorable 
Mention, 2011년 한국건축가 협회상(올해의 건축 Best 7), 2012년과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조남호
솔토지빈건축 대표 /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를 졸업.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ARCASIA Awards Gold medal(2002), 한국건축가협회상(2004, 
2006, 2011, 2013),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예술부문 대상(2010), 
서울시건축상(2012, 2013)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교원그룹도고연수원 
게스트하우스, 교원비전센터, 알즈너 콤플랙스, 서울시립대강촌수련원, 다산동 
문화공유주택 등이 있다. 

한은주 코디네이터
소프트아키텍쳐랩 대표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공간건축에서 실무 후 영국왕립예술대학원(Royal College of Art)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그래프(SIGGRAPH) 2009에서 건축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작품을 
발표했으며,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초대작가다. SPACE 편집장과 공간건축 
이사를 역임했다. 최근 공공건축 최초 키네틱 건축인 목연리를 완공했으며, 
한국건축가협회상 특별상, 아메리칸 건축상,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다.

최장원
건축사사무소 건축농장 대표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와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작품 
신선놀음(2014)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현대미술관, 현대카드가 공동주최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Young Architects Program)의 첫번째 당선작(프로젝트 
팀 문지방)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건축부문과 김수근 건축상프리뷰상, 2017년에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양근보
근보양앤파트너스 대표 /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건축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 미국 텍사스 TOGS 국제공모전 당선, 2015년 불가리아 베르나 
도서관 파이널리스트, 2016년 노원구 아동복지관 현상설계 당선, 2017년 
노원구 하계행복발전소 현상설계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김찬중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대표 / 경희대학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서울시건축상 및 
건축문화대상, IF Design Award, Red Dot Award와 같은 다수의 국내외 
수상을 하였다. 2006년 베이징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에 선정, 2016년 영국의 월 페이퍼(Wall Paper)에서는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선정되었다. 대표작으로는 한남동 오피스,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 하나은행 삼성동(PLACE 1), 울릉도 KOSMOS 
리조트 등이 있다.

곽희수
이뎀도시건축 대표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중앙일보 [건축가 곽희수의 단편도시] 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아메리칸 건축상 GOLD Prize(American 
Architecture Gold Prize) F.S.ONE, 제22회 세계건축상(World 
Architecture Award) 신천리주택, U RETREAT로 제39회 
건축가협회상(올해의 베스트7상),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다. 

김민석
 노션아키텍쳐 대표 / 서울시 공공건축가

2006년에 영국 런던에 소재한 AA school에서 diploma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학교 대표로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Post diploma part 3 과정을 거쳐 영국 건축사를 취득하였고 영국 
왕립건축사협회 정회원이다. 런던에 소재한 Adjaye Associates와 KPF(Kohn 
Pedersen Fox)에서 실무경력을 쌓았고, 귀국 후 노션 아키텍쳐를 설립하여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문화관광부 주관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했다.

이승택
stpmj 대표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에서 건축공학사와 석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건축학석사를 받았다.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에서 Faculty Design Award를 수상하였다. 2012년 
뉴욕 건축가 연맹 젊은 건축가상, 2016년 뉴욕건축사협회 신진건축가상,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상, 2016 김수근 프리뷰상,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New York Design Award 2017 그리고 Architectural 
Records의 Design Vanguard 2017(차세대 세계 건축을 이끌 10인의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정영한
정영한아키텍츠 대표 / 광운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13년부터 장기 기획전시 최소의 집의 
기획총괄을 맡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Fragments of New Housing 
Language 한국 현대 건축전 초대작가로 선발, 싱가폴국립대학에서 전시를 하였다. 
인사동의 체화의 풍경(POROSCAPE, 2011)은 2013년 서울시건축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6X6주택으로 김수근 프리뷰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다섯그루 
나무(Five Trees)로 2015 한국건축가협회(KIA) 올해의 베스트 7 건축상과 2016 
부산 다운 건축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정훈
조호아키텍쳐 대표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및 철학과 졸업, Nancy 건축학교와 Paris Lavillette 
건축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젊은 건축가상, 2013년 Architectural 
Records의 Design Vanguard 2013(차세대 세계 건축을 이끌 10인의 건축가상), 
2014년 서울시건축상 우수상, 2015년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부분 The Red Dot, 2016년 American Architecture Prize, 
Architectural Design/Cultural Architecture 부문 Bronze 및 제3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Best 7 등 다수의 국내외 수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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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제

· 한양山川 서울江山

공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

응모분야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 형식의 글과 스케치로 표현
 *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여름건축학교 진행 

(8.3 – 8.25, 워크숍 2일 포함)

제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및 어플

 (www.mediahub.seoul.go.kr)

· 이메일 (office@saf.kr)

시상 및 작품전시
· 총 상금 700만 원, 총 5팀

· 작품전시 10.5(금) - 10.28(일)

참여 건축가
· 이기옥 여름건축학교 교장

· 한은주 여름건축학교 코디네이터

· 김민석 나은중 양근보 이승택 최장원 튜터 

· 곽희수 김찬중 이정훈 정영한 조남호 크리틱

공모일정

공모전 접수

6.1(금) - 7.27(금)

서류심사 및 결과 발표

7.30(월) - 7.31(화)

여름건축학교 오리엔테이션

8.3(금)

팀별자유활동

8.4(토) - 8.23(목)

워크숍 및 결과발표

8.24(금) - 8.25(토)

시상 및 전시(서울건축문화제)

10.5(금) - 10.28(일)

2018 
6.1 - 7.27 18:00 우편접수 도착 기준일

서울건축문화제 2018
Seoul Architecture Festival 2018

한양山川 서울江山
Hanyang Mountain & Stream

Seoul River & Mountain

서울시건축상(대학생부문)
Seoul Architecture Award

(Student A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