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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0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0월 0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 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2133-2700

문화디자인 장 김지형 2133-2714

담 당 자 진기
2133-271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6매 련홈페이지 http://wow.seoul.go.kr

‘벽 속 이태원 이야기’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옹벽속에이태원의다양한이야기와정보를담을참신한아이디어공모개최

-10.8(수)~10.27(월)까지 지역,성별,연령에 계없이 구나 참여가능

-10월 27일까지 와우서울(wow.seoul.go.kr)을 통해 수

- 상1명50만원,최우수상2명30만원,우수상3명10만원,장려상5명5만원시상

-공모 수상작은 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조형물 설치시 반 검토

-시,“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탄생”기

□ 서울시는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설치’란 주제로 녹사평역에 치한

옹벽을 활용한 이태원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을 참신하고 독

특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맞은편에 치한 옹벽규모는

길이 150m,최 높이 10m로 재는 군데군데 담쟁이넝쿨로

뒤덮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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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속 세계여행 자원화 사업’에 따라 지난 7월 이

장소를 조형물 설치 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이번 공모는 이태원동을 이야기 존으로 이태원 속의 세계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시민의 다양하고 창작성있는 아이디어를 수집

하여 옹벽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에 반 함으로써 차별화된 자

원을 발굴하기 하여 마련되었다.

○ 이태원은 조선시 물류가 활발히 유통되던 포구인 용산과 서빙고에

인 해 있는 지정학 특성으로 인하여 한양으로 통하는 문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하 으며 이후로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으며,1997.9.29.

특구로 지정되었다.

□ 참가자격은 지역,성별,연령에 계없이 구나 가능하며,공모기간은

10.8(수)부터 10.27(월)까지 와우서울 홈페이지(wow.seoul.go.kr)를 통해

수가 가능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와우서울 홈페이지(wow.seoul.go.kr)에서 공

모신청서와 작성양식을 다운받아 공모신청서와 작성양식(A4 2장

이내)을 작성하여 와우서울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 응모된 작품에 해서는 이야기의 달성,창의성,실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문가로 구성된 심사 원의 심사를 거쳐 상 1명(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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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2명(30만원),우수상 3명(10만원),장려상 5명(5만원)

등 총 11명에게 시상할 정이다.

□ 공모수상작은 련분야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작품에 반 여부를 결정할 정으로 옹벽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시

시민의 자부심 고취 시정참여 확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유보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옹벽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설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홍보를 극 화하여 이태원 속 세

계문화가 형상화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

디어가 탄생되어 조형물 작품을 구 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

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한 자세한 사항은 와우서울 홈페이지(wow.seoul.go.kr),서

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와 문화 디자인본부 홈페이

지(http://scultur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

<붙임1.> 공모전 요강

[스토리가 있는 조형  설치 아이디어 공모]

1.공 모 명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설치 아이디어」공모

※ 설치 치 :녹사평역(지하철6호선)3번 출구 맞은편 옹벽(붙임자료 참조)

2.응모기간 :2014.10.8(수)~ 10.27(월)

3.응모자격 :지역,연령 제한없이 구나 참여 가능(1인 1작품 제한)

4.응모방법 :와우서울 (http://wow.seoul.go.kr)온라인 수

5.작성방법 :A4용지 2매 내 (한 HWP, 씨 12point)로 작성

6.시상내역

부문(인원) 시 상

상(1명) 50만원

최우수상(2명) 30만원

우수상(3명) 10만원

장려상(5명) 5만원

※ 당선작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당선작 선정 발표

-선정방법 : 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발표 :2014년 11월 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서울시 련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수 시 유의사항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수상작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

-1인 1작품 제한

-응모작품의 상권․ 작권,명 훼손등분쟁에따른모든책임은응모자에게귀속

-타 공모 수상작,타인의 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입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시상 환수

-수상작은 제2차 작물로 변형하여 서울시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심사결과응모편수 작품수 에 따라 부 는일부 시상이없을 수있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공모 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문화디자인 <☎(02)2133-2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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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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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위치 및 사진

녹사평역 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