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02호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아파트’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서울특별시장

○ 공 고 명: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아파트 미술작품 공모

○ 공고기간: 2020. 4. 13.(월) ~ 2020. 5. 10.(일)

○ 건축물 개요

- 종 별: 신축[✔], 증축[ ]

- 대지위치: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거여동 산43 일대)

- 주요용도: 공동주택

- 공사완료 예정일: 2021년 4월

○ 미술작품 개요(세부사항 공모지침서 참조)

- 작품별 설치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설치면적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구 분  작품 설치기한
작품 설치금액

(총2개, 총282,400,000원)
작품 설치 면적

위례지구

A1-5BL
2020년 12월

(작품1) 141,200,000원 작품별 9㎡

(가로 3m x 세로 3m)(작품2) 141,200,000원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기재

- 작가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1인으로 봄

-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12BL 아파트 미술작품 공모’와 동시에

응모 가능하지만, 동일 작품으로는 응모 불가



○ 작품제출

- 일자: 2020. 5. 11.(월) 10:00 ~ 17:00 (12:00~13:00 접수 불가)

- 방법: 방문제출(우편, 택배 등 불가)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제출서류(반환불가)

① 공모지침서 내 제출서류 각1부씩 출력본 제출

② CD 또는 USB 저장본 제출

※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야 하는 사항

① 공모지침서 내 제출서류 [서식 2~4]: PDF 및 한글파일 각1부(총20MB이내)

(서식 2~4: 응모작품설명서, 미술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경력서)

② 작품 대표이미지 1개: JPG 파일(2MB이내)

○ 작품선정 결과 발표: 2020년 6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선작이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계약방법: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간의 계약

○ 계약시기: 최종당선작 공고 후 건축주와 협의

○ 문의사항 연락처

- 공모대행기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관리팀(☎ 02-2133-2716)

- 공모대행 신청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조경설계부(☎ 02-3410-7979)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자는 공모지침서를 충분히 숙지 후 응모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