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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2021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서울의 밤, 서울의 빛’ 주제로 빛을

활용한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부문을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응모자격 및 제한 

  1) 응모자격

① 일반부 : 만19세 이상 누구나(※ 대학생․대학원생 및 일반시민)

② 학생부 : 중․고등학생(만 13세~만 18세)

  2) 응모제한

- 1인당 최대 1작품(팀 공모불가)

- 타 공모전 입상작 및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와 시상내역(상장․시상금)을 환수

 2. 공모주제 : 서울의 밤, 서울의 빛

 3. 공모부문 : ①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②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 주요내용

1) DDP에서 열리는 SEOUL LIGHT(DDP 공공의 빛)와 연계한 야간

관광콘텐츠로, 빛을 활용한 재미있는 디자인

2) 이웃의 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 1), 2) 모두 DDP 주변에 설치예정

 4. 디자인방향

○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 포토존, 놀이기구 등 서울의 밤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공디자인

- SEOUL LIGHT(DDP 공공의 빛)과 연계한 야간 관광콘텐츠로 빛을

활용한 재미있는 디자인



 ○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 산책길, 귀갓길, 갓길,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빛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5. 심사기준

심사 배점
(100점만점)

활용성 창작성 조화성 심미성 주제 부합성

25점 20점 20점 20점 15점

디자인 원칙

및 기준

•활용성 : 제작·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 측면

•창작성 : 창의적인 디자인

•조화성 : 장소 및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디자인

•심미성 : 작품의 미적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

•주제 부합성 :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분야에 부합하는 디자인
 

Anaisa Franco : The Heart of 
the City at VIVID Sydney 

(출처: contemporist.com)

The domino effect Interactive 
Installation

(출처 : worldlandscapearchitect.com)

CLOUD
(출처 : www.incandescentcloud.com)

Back to the AVIC Park,
Hongdu Nanchang, by YIYU

designphoto
(출처: landezine.com)

BD Barcelona Design,

BD love lamp
(출처: wellz_official)

Light street bench
(출처:lightingdesigninternational.com)



 6. 공모일정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7월1일(목) ~ 7월 30일(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gpd.seoul.go.kr)

수상작 발표 - 2021년 8월 말(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수상자 개별연락

시상식 개최

- 기 간 : 2021. 10월(예정)

- 장 소 : 미정

※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개최 예정

작품설치

- 기 간 : 2021. 11월(예정)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예정

※ 실물작품 제작은 수상작 중 심사위원회 선정을 통해 결정

 ※ 일정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7. 공모방법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2) 구비서류

(1) 출품신청서 ※ 서식의 변경은 불가함

-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진행

- 출품신청서에는 출품자 정보, 작품이미지, 작품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구분 내용

출품자 정보 - 출품자 개인정보, 공모 분야 등

작품이미지

- 작품명, 설치장소, 디자인 콘셉트, 작품소재, 상세도면을 포함

이미지 크기는 서식 칸 안에 맞게 삽입해야 함

- 이미지크기: A3, 필히 가로형태로 구성해야 함

※ 세로형태로 구성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작품이미지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실명 표기를 금함

※ 추후 수상작에 한해서는 A3 300dpi 원본 및 판넬 제출

작품설명

- 출품자 소속, 응모자격, 이름

- 디자인 배경 및 콘셉트

- 작품의 사이즈 및 재료

- 작품의 설명(※ 제품의 용도 및 특징, 기타사항 등)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저작권 활용 동의서(양식참조)

(3)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3) 접수절차

- 비회원 로그인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출품신청서 제출

- 응모 제출물 (1), (2)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 ZIP으로 압축

 ※ 예시) 학생부_출품신청서_홍길동_소속, 학생부_동의서_홍길동_소속 = 학생부_홍길동_소속.zip

(소속이 없을 시에는 기타로 기입)

 8.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용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일반부
시상인원 1 2 3 3 5 7

상 금 4백만원 3백만원 150만원100만원 50만원 10만원

학생부
시상인원 1 2 3 3 5 9

상 금 1백만원 50만원 30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

※ 접수상황에 따라 시상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출품한 수상작의 경우에는

USD로 상금지급

※ 선정위원단 심사에 따라 적격자 없을 시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동점자 순위 결정: ①주제부합성 ②활용성 ③창작성 ④조화성 ⑤심미성 순으로

항목별 점수 비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9. 유의사항 

- 수상작은 수상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서울시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상작은 공익적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등에 활용(디자인 보완 및 변경 포함) 및 홍보․배포됩니다.

- 참가작품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 것을 전제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신2청자에게 있습니다.

- 응모자는 1인 1점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와 시상내역(상장․시상금)을 환수합니다.

- 디자인 공모요강 및 제반 자료는 접수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카페 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문의 (spda.office@gmail.com, 070-4467-9906)

2021. 5.

서 울 특 별 시 장


